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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o investigate tension softening behavior, we carried out three point bending test 

of notched beams made of normal and all-lightweight concretes with three different short 

fibers(steel, vinylon and polyethylene fiber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강섬유, 비닐론섬유, 폴리에틸  섬유로 보강된 일반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의 인

장연화거동을 악하기 해 노치를 가진 3  휨실험  해석을 수행하고 단섬유의 종류, 섬유의 혼입

율에 의한 효과를 검토하 다.

 

1. 서   론

  경량 콘크리트(All 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AL)는 굵은 골재와 잔골재 모두를 인공경

량골재로 체한 콘크리트로[1] 구조물 용 시 종래의 일반 콘크리트(Normal concrete: N)와 비교

하여 30% 정도 경량화가 가능하며, 하부 구조물의 부담을 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공경량골재

는 골재자체의 강도가 낮아 경량콘크리트의 인장강도  단강도가 일반콘크리트의 70%정도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어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용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

기 하여 콘크리트에 단섬유를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섬유의 가교효과(Bridge effect)

에 의해 균열발생 후에도 단섬유가 인장력을 부담하여 균열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장강도, 단강도

의 증가  연성향상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2]. 그러나 단섬유의 종류, 혼입율에 따라서 섬유의 

분산형상  발생한 균열의 치 계가 다르기 때문에 섬유 보강시 그 가교효과를 정량 으로 측

하기 어려우며, 설계시 용이 불가능하다[3]. 섬유보강의 효과를 명확히 악하기 해 최 강도 

도달 이후의 거동 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치를 가진 3  휨 실험  해석을 

통해 얻은 인장연화거동에 해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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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시험체 개요(mm)                                그림2. 실험결과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100×100×400mm의 각주 시험체의 앙부에 폭 3.2mm, 깊이 30mm의 notch를 가진 보의 3  휨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장치는 만능시험기를 사용하고 그림 1과 같이 수평방향의 구속을 억제하기 

해 양 지 을 롤러로 지지하 다. 균열개구변 (이하 CMOD)는 4mm까지 계측하 고, 재하 속도

는 CMOD의 변화율 0.2mm/min로 설정하 다. 콘크리트 종류(일반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단

섬유 종류(강섬유ST, 비닐론 섬유V, 폴리에틸  섬유PE)  혼입율을 실험변수로 하 으며, 각 시

험체는 4개 이상 제작하 다. 섬유 혼입율은 각각 강섬유 0, 0.4, 0.8, 1.2%로, 비닐론 섬유 0, 0.5, 

1.0, 1.5%로, 폴리에틸  섬유 0, 0.5, 1.0%로 하 다. 

3. 결과  고찰

  단섬유를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는 균열 발생 후 동시에 하 이 격히 감소했다. 경량 콘크

리트의 기 최 하 은 일반 콘크리트의 60%수 이었다. 섬유를 보강했을 경우, 기 최 하  발

 후 일정한 수 의 하 으로 감소되어 CMOD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경량 콘크리트에 

1.0% 이상의 섬유를 보강했을 경우에는 하 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섬유 혼입율에 의한 인장연화거동을 악하고, 최  강도 이후의 강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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