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3 -

韓國産業應用學 論文集, 제11권, 제2호, 93-98, 2008.5
J.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pplication, Vol.11, No.2, 93-98, May, 2008

강섬유를 보강한 강상  합성보의 거동에 한 기  연구

Fundamental Study of Behavior on Steel․Concrete Composite 

Beam Reinforced Steel Fiber 

서성탁
*

Seung-Tag Seo
*

<Abstract>

Steel fibre reinforced concrete (SFRC) were considered a new technology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today this technology has found wider acceptance 

among the construction industry. Currently, steel fibres are used in varied 

segments in many application areas across different segm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specially in tunneling, airports, warehouses, etc. Time and safety are 

the main factors are among the various advantages which renders steel fibres 

superior to the competing product. For fibers reinforcing, The maximum load 

carrying capacity is controlled by fibers pulling out of the composite because fiber 

reinforcing does not have a deformed surface like larger steel reinforcing bars. 

The study demonstrated that above concept is applicable and effective in concrete 

structure by analytical study. The analytical result appears that SFRP have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trength of existing concrete structures, 

while at the same time dramatically improving their fracture energ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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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설에 있어, 공사비

약, 내구성향상, 다기능성등 많은 부가가치를 

목 으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이 많은 과제

이다. 고가교 등 구조물의 콘크리트 버럭의 추

락방지등을 목 으로 하여 타설 장에서 단섬

유를 혼입하는 콘크리트의 용이 검토되고 있

다. 그러나 다기능성을 요하는 에서 섬유를 

혼입하여 버럭방지 기능 뿐만아니라 동시에 다

른 기능의 효과도 기 가능한 방법이 추가되도

록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에 강섬유를 혼입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구조성능이 향상되며, 사용하는 철

근의 량을 감시킴으로서 철근가공  조립을 

요하는 노동을 약 5%∼10%정도 감함으로서 

시공의 합리화가 가능하다. 한 외력에 하여 

미소한 균열이 발생하드라도 균열폭을 감소시

킬 수 있으며, 특히 우각부의 콘크리트의 손

이나 균열방지에 그 효과가 있다.

  강섬유보강콘크리트에 한 국외의 연구는 

Shah와 Rangan
1)
은 1971년 강섬유로 보강된 콘

크리트는 인성과 에 지 흡수성  피로특성이 

개선된다고 하 으며, Chen과 Carson2)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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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섬유길이가 섬우보강콘크리트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고 있다. 는 

1972년 Batson, Jenkins, Spatney3)는 강섬유를 

철근과 함께 사용하여 비틀림  단 보강재

료서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 고, 2005년 Ochi

와 Okubo
4)
는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특징과 

발 경 에 하여 연구하 다. 한 Okubo와 

Fukui5)는 강섬유보강 몰탈의 휨강도에 하여 

연구하 다. 국내에서는 1991년 서상교6)의 강섬

유보강 콘크리트의 인장거동에 한 실험, 1991

년 장동일7) 등에 의한 강섬유 혼입량에 의한 

괴에 지에 의한 실험, 1999년 하기주8) 등에 

의한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구조성능개선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7)

  본 연구는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섬유 

혼입 콘크리트의  보강효과에 하여 비교  

검토를 기술하며, 특히 강섬유를 혼입한 강섬유 

보강 합성구조물의 해석  검토를 수행 한다.

2. 강섬유의 제조방법과 품질 리

  강섬유의 규격은 단면  0.07～0.5mm2, 환산

직경 0.3～0.8mm, 길이 20～80mm의 범 에 있

다. 환산직경은 공칭직경으로 부른다. 강섬유의 

제조방법에는 박 단법, 강선 단법, 후

삭법  용강추출법의 4종류가 있으며, Fig.1에 

나타냈다. 

       (a) Sheering     (b) Wire cutter

     (c) Mild cutteing           (d) melt extraction

Fig. 1. Manufacturing methods of steel fiber.

  재 시 되는 콘크리트 보강용의 강섬유는 

이상의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다. 단, 특

히 방청이나 비자성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스

텐 스강을 소재로한 강섬유가 사용된다. 용강

추출법에는 강섬유는 주로 내화물용섬유로서 

사용되며, 스텐 스강으로만 제조된다. Fig.2에 

강섬유의 종류와 Fig.3에 L=30mm의 Single 형

태와 Bundle 형태의 강섬유 제품을 나타냈다.4)

flat

indent

hook(one end)

hook(both ends)

indent

crimp

hook(both ends)

paddle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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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ous types of fibers.

(a) Single type

(b) Bundle type

Fig. 3. Steel Fiber(L=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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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FRC의 역학 성질 

3.1 압축강도

  SFRC의 압축강도는 Table 1와 Fig.4에 나타

낸 것과 같이 강섬유의 혼입량의 향을 받지

않고, 주로 물-시멘트비에 따른다. 한, Table 

2와 Fig.5에 탄성계수의 변화를 나타냈다.

3.2 휨강도

  강섬유 보강콘크리는의 휨강도는 실험결과에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1.5kg보강시 평균3%증진, 

2.0kg보강시 평균8%, 2.5kg보강시 평균22%, 

3.0kg보강시 평균45%, 3.5kg보강시 평균44% 각

각 증진되었다. 강섬유 혼입율에 따라 휨강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혼입율이 3.0kg에서 최 치를 

발 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따라서 최  

혼입율은 3.0kg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인장강도

  SFRC의 인장강도  변형특성은 섬유와 매

트릭스의 부착력에 의존하며, 강섬유혼입율  

섬유의 배향등의 향을 받는다. 강섬유의 혼입

율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는 Fig.6에 나타낸바

와 같이 강섬유의 혼입량이 2.0kg일  최 치 

31.4kg/cm2을 나타냈으나, 혼입량이 증가함에 

큰 변화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혼입율이 0kg

인 경우 체 평균의 84%에 불과하며, 강섬유

를 혼입한 경우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Strength change according to mixing rate      

        of steel fiber

강섬유혼입량
(kg)

압축강도
(kg/cm

2
)

인장강도
(kg/cm

2
)

비 고

0.0 242.0 25.5 

1.5 313.2 30.4 

2.0 322.1 31.4 

2.5 319.6 29.9 

3.0 322.1 30.7 

3.5 310.7 29.1 

Table 2. Maximum capacity and Elastic modulus     

        according to mixing rate of steel fiber

강섬유혼입량
(kg)

최 하
(kgf)

탄성계수
(kg/cm2)

비고

0.0    16,164 1.97×105

1.5    24,620 1.94×10
5

2.0    25,950 2.00×10
5

2.5    23,540 1.90×10
5

3.0    20,400 2.04×105

3.5    22,280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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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erssion strength change by steel fiber   

        mixing  rate.

1.0.E+05

1.3.E+05

1.6.E+05

1.9.E+05

2.2.E+05

2.5.E+05

0.0 1.0 2.0 3.0 4.0

혼입량(kg)

탄
성

계
수

(k
g
f/

c
m

 2
)

탄성계수

   Fig. 5. Elastic modulus change by steel fiber 

          mix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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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Tension strength change by steel fiber

           mixing rate.

3.4 SFRC의 인장거동

  Fig.7에 일반 카본섬유, 유리 섬유  강섬유

와의 응력 변형율곡선을 나타냈다. 강섬유에 비

하여 카본과 유리섬유의 변형율 매우 작으며, 

강도 한 많은 차이를 알 수 있다. 한 Fig.8

에 섬유제품의 탄성계수를 나타냈으며, 강섬유

와 탄소섬유는 비슷한 탄성계수를 나타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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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는 낮게 나타났다. 

  Fig.9에 SFRC의 인장하 하에서 거동을 나

타냈다. 구조물에 인장하 이 피크에 도달하면 

보통콘크리트는 갑작스럽게 두조각으로 괴가 

일어나며 더 이상의 항이나 변형은 없다. 그

러나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경우는 보통콘크

리트와 동일한 피크에서 균열이 발생하나 완

히 두조각으로 괴는 일어나지 않으며, 지속

인 인장하 에 하여 매우 큰 변형일으킨다. 

곡선아래의 면 은 인장하 아래서의 에 지의 

흡수를 나타내며, 균열후의 거동을 보여

다.9),10)

Carbon Glass

Steel

Strain

St
re

ss

Carbon Glass

Steel

Strain

St
re

ss

Fig. 7. Stress-strain curv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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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carbon steel

Fig. 8. Young`s modulus.

Fig. 9. Tensile load-deformation curve

4. 강섬유보강 강상 보의 해석

4.1 개요

  해석공시체는 Fig.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길

이220cm, 단면20cm×16cm이며, 지간은 200cm

로서 2  집 재하한다. 강 의 두께는 8mm사

용한다. 강섬유 혼입율 2.0%의 하여 수행하

다.

Fig. 10. Dimension of specimen.

Table 3. Analysis condition

사용요소
콘크리트, 강  : 8  Solid 요소

철근 : 요소(축력)

재료의 

비선형

(항복조건)

콘크리트 : Implicit Backward Pressure 

Dependent Von Mises

철 ·철근 : Euler Von and Hill의 항복

조건

기하학

 비선형

유한변 를 고려한 Total Lagrangian에 

의한 정식화

경계조건 1/2 Model로 칭면에서 칭조건

비선형 방정

식 구해법
Newton Raphson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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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r Element

Fig. 11. Element of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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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료의 모델화

   해석에 이용한 콘크리트의 재료특성은 

Fig.12에 나타냈으며, 콘크리트의 압축변형율은 

0.0035에서 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한다. 한, 

강재의 재료특성을 Fig.13에 나타냈다.

Compression

Tension

0.002 0.0035
εc

σc

fc

ft

αεt

Compression

Tension

0.002 0.0035
εc

σc

fc

ft

αεt

Fig. 12. Property of concret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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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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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Tension

Compressionσs

σy

-σy

Fig. 13. Property of steel material.

4.3 요소분활

  해석에 사용한 요소분할도를 Fig.14에 나타냈

다. 구조  하 의 칭성으로 지간 앙에서 

좌반분을 요소분할 한다. 철근에 해서는 

Fig.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보요소를 사용하며, 

강   콘크리트는 Solid 요소를 사용한다. 하

은 지간 앙에서 250mm떨어진 곳에서 분할

하여 작용한다.

Fig. 14. FEM Model.

4.4 해석결과

  Fig.15에 하 과 처짐곡선을 나타냈다. 하

이 약 120kN에서 14mm정도의 처짐이 발생하

으며, 탄성 역에서는 계산치와 매우 일치하

고 있다. 한 강 과 강섬유를 보강함으로서 

매우 높은 강성을 발휘하고 있다. 

  Fig.16에 하 과 강 의 변형률을 나타냈으

며, 상단의 콘크리트가 항복시에 강 의 변형율

은 4000µ까지 진행하 으나, 강 의 항복까지는 

이르지 못하 다. 특히, 해석에서는 강 과 콘

크리트의 합을 하여 설치한 스터드에서 변

형율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강

의 변형율의 해석치는 계산치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17에 콘크리트 상단의 변형율을 나타냈으

며, 보의 괴는 보의 앙 상단 콘크리트의 변

형율이 3500µ에 근 함으로서 괴가 일어났으

며, 해석치는 계산치보다 약간 작은 경향을 나

타냈다. 특히, 콘크리트의 Cracking 모델을 이

용하여 균열을 확인한 결과 보통 콘크리트에 

비하여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있었으며, 휨

에 있어서 섬유보강의 효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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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Load-Deflection Curve at the middle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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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Load-Strain Curve at the bottom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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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Load-Strain Curve at the top concrete.

5.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섬유 

혼입 콘크리트의  보강효과에 하여 비교  

검토를 기술하며, 특히 강섬유를 혼입한 강섬유 

보강 합성구조물의 비선형 해석  검토를 수행 

한다.

(1) 강섬유의 함유량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거의 변화지 않고 일정한 값을 

나타내므로 강섬유 함유량은 압축강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해석결과는 계산치와 잘 일치하며, 강섬유

보강 보의 강성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콘크리트의 괴는 보의 앙 상단 콘크리

트의 변형율이 3500µ에 근 함으로서 괴

가 일어났으며, 해석치는 계산치보다 약간 

작은 경향을 나타냈다.

(4) 해석상에서 콘크리트의 균열은 보통 콘크리

트에 비하여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있었

으나, 휨에 있어서 섬유보강의 효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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