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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direct tensile strength, , and FR index,  , were considered, and factor α 

between  and ′  was estimated through the results of preceding studies on the material 

properties of SHCCs in order to propose equation for evaluating shear strength of SHCC walls. 

Shear strength calculated by the proposed equation predicted shear strength of SHCC walls 

accurately, showing similar tendencies to experimental results.

요  약

본 연구는 SHCC 벽 의 단강도 평가식을 제안하기 하여 SHCC 재료의 직 인장강도( )와 섬

유보강지표(FR index,  )를 단강도식에 용하 으며, 제안식은 SHCC의 단강도를 측하는 데

에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 서   론

  변형경화형 시멘트 복합체(Strain-Hardening Cement Composite, SHCC)는 2% 이내의 섬유보강

을 통해 높은 인장강도  균열제어성능을 발 할 수 있으며, 최근 이와 같은 SHCC를 구조부재에 

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CC를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  끼움벽 보강에 용하고자 하 으며, 행 ACI318-08 규
1)에 제시되어 있

는 단벽 설계식에 SHCC의 재료  특성을 반 하도록 수정하 다. 이와 같이 수정된 제안식을 통해 

추후 개발될 다양한 성능의 SHCC를 구조부재, 특히 단보강에 용할 경우 설계법에 기 자료를 제

시하고자 하 다.

2. SHCC 벽 의 단강도식

섬유보강지표,  는 다음 식(1)과 같이 섬유의 인장강도( )  섬유혼입율( )에 의해 산정된다.

  ×                                           (1)

그림 1은 기존 연구결과의 SHCC 인장강도와  의 계를 나타낸 것이며, 수행된 SHCC 벽  실

험결과와 비교 가능한 마이크로 섬유(micro fibers)  2가지 이상의 마이크로 섬유를 혼입한 마이

크로 하이 리드 섬유(Micro hybrid fibers)로 분류하 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이크로 하이

리드 섬유로 보강된 SHCC의  에 한 인장강도 추세식은  로 나타났으며, 이 

추세식을 행 ACI 단벽 설계식에 입하여 다음 식(2)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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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인장강도 계 그림2. 수정된 단강도식과의 비교




×   



                          (2)

도출된 식(2)를 이용하여 계산된 단강도 VSHCC값과 SHCC 벽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단강도식과의 오차는  값이 낮은 PIW-3 실험체를 

33%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값이 15 이상인 경우 5% 내외의 오차를 보 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HCC의  가 인장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행 ACI 단벽 설계식의 

′ 를 수정한 측식을 제안하 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값이 15 이상인 경우 5% 내외의 

오차를 보여 향후 SHCC 벽 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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