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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충격·방폭 성능 강화용 아라미드섬유 보강 HPFRCC의 휨성능 평가

Flexural Performance Evaluation of HPFRCC with

Aramid Fiber for Impact·Blast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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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내충격·방폭 성능 강화를 위해 개발된 유기계 단섬유 HPFRCC의 휨인성을 평가하였다.

유기계 단섬유 보강재는 아라미드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아라미드섬유 원사를 섬유가공 방법 중에 하나인

ATY(Air texturd yarn)공법을 통해 단섬유 형태로 제조하였다. 아라미드섬유 보강재를 혼입한 HPFRCC의

휨인성 시험을 통해 아라미드섬유의 내충격·방폭 성능 강화용 섬유보강재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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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국가중요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의 폭발사고 등을 대비해 구조물의 내충격·방폭 성능에 대한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흡수 및 분산시키기 위하여 높은 에너지흡수 능력을

가지는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titious Composites, HPFRCC)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Jeo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장강도가 높은 아라미드섬유를 단섬유 형태로

제조하여 HPFRCC에 적용하였으며, 아라미드섬유 보강 HPFRCC에 대한 휨인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아라미드 섬유보강재

본 연구에서는 아라미드섬유 원사를 섬유보강재로 활용하기 위해여 섬유가공 방법 중에 하나인 ATY(Air

textured yarn)공법을 사용하여 단섬유 형태로 제조하였으며, 단섬유 형태로 제조된 아라미드섬유의 물리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아라미드섬유의 물리적 특성

Denier
Density
[g/cm3]

Length
[mm]

Diameter
[mm]

1,680D 1.44 30.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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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합설계 및 시험 방법

본 연구에서 아라미드섬유를 혼입한 HPFRCC의 휨성능 평가를 위한 배합은 표 2와 같으며,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휨인성 시험방법”에 준하여 3등분점 하중에 의한 휨인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 2 배합설계

W/B C/S
W
(g)

C
(g)

S/P
(g)

S
(g)

Fiber
(%)

AD
(%)

0.42 0.49 380 450 450 915 1.0 1.4

4. 시험결과

휨시험에 의한 하중-변위 곡선은 그림 1과 같으며, 초기균열의 발생이후에 인장저항능력이 증가하는 변형

경화 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계산된 휨강도와 등가휨강도는 그림 2와 같이 각각

6.86 MPa, 13.37 MPa로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 하중-변위 곡선     그림 2 휨강도 및 등가휨강도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아라미드섬유 보강 HPFRCC의 휨인성 평가 결과 휨강도와 등가휨강도 모두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따라서, 아라미드섬유 보강재는 방호·방폭 성능 강화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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