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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lexural resistance of fiber-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FRCCs) in 

biaxial condition is discussed. For estimating the biaxial behavior, the biaxial flexural test (BFT) 

and ASTM C1550 were used. 

요  약

본 연구는 이방향 응력 조건에서의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 (fiber-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FRCCs) 휨 성능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이방향 휨시험법 (biaxial flexure test)과 ASTM 

C1550 시험법을 이용하여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이방향 인장 거통 특성을 평가하 다. 

 

1. 서   론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 (fiber-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FRCCs)가 용된 구조물들은 

주로 이방향 인장응력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물 설계 시 실험의 편의성으로 4  휨시험에

서 결정된 일방향 인장응력 상태의 설계 인자들이 용되고 있다.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가 용된 

구조물의 합리 이고 경제 인 설계를 해서는 이방향 인장응력 상태에서 결정된 설계인자들에 한 

고찰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방향 응력 조건에서의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 휨 성능 평

가를 해 이방향 휨시험법(biaxial flexure test; BFT)과 ASTM C1550을 이용하여 평가하 고, 그 결

과를 비교 고찰하 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본 연구의 이방향 휨인장 시험과 ASTM C1550 시험을 해 두께 48 mm, 지름 420 mm의 원형 패  

시험체를 제작하 다. 실험을 해 시험체의 두께를 고려하여 13 mm의 지름과, 0.2 mm의 직경을 가진 

short smooth fiber를 사용하 고,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배합비와 압축강도를 표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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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량비와 압축강도

Cement 
(Type III)

Fly ash
Silica 

fume
Silica 

sand
Super-

plasticizer
Water

Compressive strength, 
MPa

0.800 0.200 0.070 1.000 0.040 0.260 84

   3. 결과  고찰

  두 패  시험체에서 측정된 이방향 인장응력 상태의 등가 휨응력과 처짐 선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두 시험체 모두 처짐경화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방향 휨강도 시험 보다는 ASTM C1550에 

의해 측정된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등가 휨 강도와 에 지 흡수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일방향과 이방향 휨인장 거동

4. 결 론

본 연구 결과 동일한 앙처짐에 해 ASTM C1550 시험보다는 이방향 휨인장 시험에 의해 측정

된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등가 휨응력과 에 지 흡수능력이 더 보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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