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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s analysis of infill walls fiber volume fraction and reduced the inside cross-section 

of strain-hardening cement composite(SHCC) infill walls is to evaluate seismic performance experimentall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끼움벽에 한 연구결과를 토 로 리캐스트(Precast) 끼움벽에 섬유의 혼입

율  단면 형상의 변화에 따른 변형경화형 시멘트 복합체(SHCC)인 리캐스트 끼움벽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진으로 인해 국내외 내진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비내진상세를 갖는 구  

 조물의 보수  보강에 한 심이 집 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끼움벽에 한 연  

 구 분석 결과를 토 로 섬유의 혼입율  내부 단면 형상을 변수로 SHCC 리캐스트 끼움벽의 내  

 진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섬유는 기계  특성이 우수한 PE섬유와 경제성  친수성이 우수한 PVA섬  

  유이며, 철근은 벽체의 Scale  피복 두께를 고려하여 D6철근을 사용하 다.

         * 정회원, 충남 학교, 고지능콘크리트구조연구실, Post-doc 
        ** 정회원, 충남 학교, 고지능콘크리트구조연구실, 박사과정 

       *** 정회원, 충남 학교, 고지능콘크리트구조연구실, 석사과정 
      **** 비회원, 충남 학교, 고지능콘크리트구조연구실, 학사과정
     ***** 정회원, 충남 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한국콘크리트학회 2010년 봄 학술대회 논문집



표2. 하  - 변  결과값

Specimen

Disp Load
Nor. 

Stress

mm kN Vn/
　

PIW-2
3.31 204.15   0.46 

-3.26  -73.99  -0.17

PIW-C
2.98 380.17   1.11

-3.87 -373.13  -1.09

PIW-8
4.80 259.06   0.57

-5.24 -397.75  -0.84

PIW-E75
4.64 378.55   1.57

-5.26 -387.13  -1.60

(a) PIW-2 (b) PIW-8

(c) PIW-C (d) PIW-E75

그림1. 하  - 변  계 곡선

표1. 실험체 일람표

Specimen fck (MPa) lw × hw × t (mm)  Notch 섬유 혼입율

    PIW-2

50

         1400×800×70

YES

No

    PIW-8 PVA0.375+PE0.375

    PIW-C          1400×800×70

  앙부 1120×520×40 (단면감소)

No

    PIW-E75 PVA0.75+PE0.75

 2.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섬유 혼입율  단면 감소에 따른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해 단면형상 변화가 없  

  는 실험체와 벽체 앙부 1120×520mm 구간을 40mm 두께로 감소시킨 실험체를 표1과 같이 제작 하  

  다. 실험 시 구속 조건은 끼움벽의 상하부 2면으로 하 으며, 1,000kN용량의 엑 에이터를 이     

  용하여 변 제어 방식으로 2회씩 반복가력 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 다.

  

3. 결과  고찰

   그림1과 표2는 각 실험체의 하 -변  계를 나타낸 것으로 벽체 앙부의 내부단면이 감소한  

  PIW-C 실험체가 PIW-2 실험체에 비하여 하 이 50～60% 증가하 다. PIW-8 실험체에 비하여 섬유 혼  

  입율이 2배 증가하고 내부단면이 감소한 PIW-E75 실험체가 하 과 변 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PE섬유의   

  기계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섬유의 혼입율  단면 형상 변화에 따른 SHCC 리캐스트 끼움벽의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리캐스트 끼움벽의 섬유 혼입율을 증가시키고 단면을 감소시킨 실험체의 경우 섬유량의 증가로   

  인해 단내력  변형능력이 크게 나타나 내진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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