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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조기 재령에서의 휨 인성 발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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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nc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ement-based materials are time-dependent due to the prolonged cement 
hydration process, those of fiber reinforced concrete(FRC) may also be time-dependent. Toughness is one of impor-
tant properties of FRC. Therefore, it should be investigated toughness development of FRCs with curing ages to fully 
understand the time-dependent characteristics of FRCs. To this end, the effect of curing ages on flexural toughness 
development of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is studied. Three point bending test with notched beam specimen was 
adapted for this study. Hooked-end steel fiber(DRAMIX 40/30) was used as a fiber ingredient to investigate w/c ratio 
and fiber volume fraction effect on toughness development during curing. Three different water-cement ratios(0.44, 0.5 
and 0.6) and fiber volume fractions(0%, 0.5% and 1%) were used as influence factors. Each mixture specimens were 
tested at five different ages, 0.5, 1, 3, 7 and 28 days. The study shows that flexure toughness development with age 
is quite different than other concrete material properties such as compressive strength.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toughness development trend correlates more closely to water/cement ratio than to fiber volume fraction.
Key Words :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fracture toughness, aging effect, concrete composite

1. 서 론*

강섬유(steel fiber)와 같은 섬유를 콘크리트에 혼

입하게 되면, 일반 콘크리트에 비하여 파괴에 대한 

인성 및 강도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학 성능이 향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능 강화의 주

된 이유는, 섬유로 보강된 콘크리트(Fiber Reinforced 
Concrete-FRC)가 파괴가 진행될 때 섬유에 의한 에

너지의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1). 이는 응력-
변형률 곡선의 최대 응력 지점을 지난 연화 영역

(softening zone)에서, 섬유가 매트릭스(matrix; 기지

체)에서 완전히 뽑혀 나가는 pullout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마찰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균열 응력이 

부가될 때 내부 매트릭스가 순간적으로 파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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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적 거동을 보이는 반면에, FRC의 경우 균열 

응력에 의한 매트릭스의 파괴 이후에도 섬유가 내

부 긴장을 유지하여, 취성을 감소시키고 연성적인 

거동이 나타나게 된다. FRC의 파괴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에너지 소진 특성을 인성(toughness)이라고 

하며, 이 특성은 재료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뿐 아니라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변수이다2). 특히 FRC의 경우 섬유의 종류와 

상대적인 양, 물/시멘트비, 재령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인성 특성이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FRC 
구조체의 파괴 거동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다. 따라서, FRC의 인성 특성을 규명하여 이를 적

절히 평가하는 것은 구조물의 타당한 설계와 거동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 종류의 섬유 중에서 특히 많은 장점을 가진 

강섬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며, 이에 따라 강

섬유 보강 콘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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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C)의 인성 특성에 관하여 매우 많은 연구가 

앞선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를 들자면, 
Gopalaratnam et al.3)은 SFRC의 인장 파괴시의 인성

을 연구하였으며, Balaguru et al.4)는 휨 파괴에 대

한 인성(flexural toughness)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장 최근에는 Song and Hwang5)에 의하여 고강도 

SFRC에 대한 인성을 포함한 역학적인 특성이 연

구되었다. 그러나, 비록 SFRC의 인성에 관하여 매

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들의 대부

분은 28일 양생이 완료된 이후의 굳은 SFRC(har-
dened SFRC)에 대한 연구이며, 양생이 완료되지 않

은 초기 재령의 SFRC(early-aged SFRC)에 대한 인

성 특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멘트를 이용한 재료는 

시멘트의 수화 과정에 의하여 역학적인 성질이 시

간에 따라 변하는 재령 재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이유로 FRC도 마찬가지로 역학적인 

특성이 시간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6). 따
라서, SFRC의 재령, 특히 양생일수에 따른 인성 발

현(toughness development)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SFRC의 시간 의존적 성질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한편, 재료 인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

법들이 제안되었고 이 방법들 중 일부는 여러 기관

에 의하여 표준화 되었다7). 대표적인 표준시험법

에는 미국의 ASTM C1018나 일본의 JSCE SF-4가 

있으며, 이 표준시험법에서는 휨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4점 휨실험(Four-point Bending Test, 이하 FBT)
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FBT가 실

험의 구성이나 방법이 간단하여 널리 사용되고는 

있으나,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하

여 인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Gopalaratnam과 Gettu9)는 FTB를 이용한 

시험 시에 균열의 발생 위치가 하중 지간에서 임의

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며, 그 대안

으로 노치(notch)를 가한 보 실험체를 이용한 3점 

휨실험(Notched Three-point Bending Test-NTBT)을 

제안 하였다. NTBT의 장점은 보의 노치 부분에서 

균열이 직접적으로 유도되어 균열 발생 위치의 임

의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에 있다. 또한, 
Gopalaratnam et al.8)은 휨 인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

러 표준 시험법들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로부터 ASTM C1018 방법의 경우 인성 지수(tough-
ness index)를 계산할 때 필요한 초기 균열 하중(first 
crack load)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문제

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적절한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SFRC의 휨 인성 특성에 대한 시간 의

존성을 재령에 따라 분석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SFRC 보 실험체를 제작하여 서

로 다른 양생 일자에 휨 파괴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 세 종류의 서로 다른 물/시멘트비(water/cement 
ratio)와 섬유/체적비(fiber/volume fraction)를 가진 실

험체를 준비하여, 물/시멘트비와 섬유/체적비가 SFRC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FBT 시험

법에서 균열 발생 위치의 임의성에 대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NTBT 시험법을 사용하였으며, 또
한 인성지수의 계산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인 초기 

균열 하중 결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계

산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인성 지수 계산법을 제안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실험체 제작 및 실험 방법

각 SFRC 실험체에 사용된 재료의 배합 비율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Type I 포틀랜드 시멘트, 공
칭 최대 직경이 25mm인 파쇄된 자갈, 고운 입도를 

가진 씻은 모래를 콘크리트 배합 재료로 사용하였

으며, hooked-end 형태의 상용 강섬유(DRAMIX 40/30, 
25mm Hooked-end steel fiber)를 섬유 보강재로 사

용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물/시멘트

비(w/c)에 대하여 섬유-체적비(Vf)를 각각 달리한 

세 종류의 시편을 준비하였으며, 모든 실험체의 시

멘트 : 잔골재 : 굵은골재(c : fa : ca)의 비율은 동일하

게 하여 골재에 의한 측정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Table 1. Material compositions of SFRCs

Mix # w/c
Unit material contents (kg/m3)

Vf(%)
W C CA FA

M1

0.44 192 384 1073 697

0

M2 0.5

M3 1.0

M4

0.50 173 394 1099 713

0

M5 0.5

M6 1.0

M7

0.6 222 370 1033 671

0

M8 0.5

M9 1.0
W: Water, C: Cement, CA: coarse aggregates(25mm max.), FA: fine 
aggregates, Vf: Volume fraction of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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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and dimensions of notched beam specimens.

순수하게 w/c ratio와 Vf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하

고자 하였다. 또한 시편은 측정의 변동성을 고려하

여 각 배합당 2개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섬유 보강 콘크리트 비빔 시 발생하는 섬유끼리

의 뭉침 현상(fiber balling)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빔을 수행하였다. 즉, 배합에 
요구되는 강섬유의 절반과 물을 제외한 모든 재료

를 2분 동안 마른 비빔(dry mixing)을 한 후에 물을 

첨가하여 1분간 추가 비빔을 하고, 이후 나머지 절

반의 강섬유를 보충한 후에 2분간 추가 비빔을 하

였다. 비빔이 완료된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준비된 

거푸집에 바로 타설하고 진동 다짐을 실시하였으며, 
첫번째 실험 대상체인 양생 일수 0.5일에 해당하는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시편은 24시간 동안 상온에 

보관 후 탈형하고, 각 실험 일시에 해당하는 날까지 
상대습도 100%인 양생실에서 습윤 양생하였다. 실
험 일시는 타설 후 0.5일에 첫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이 후는 양생일수가 각각 1, 3, 7, 28일에 해당

되는 날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NTBT 방법을 이용한 휨 인성 시험의 설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시편의 형태와 크기는 기존의 표

준법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맞추었으며, 가
로와 세로가 각각 100 mm이고 길이가 350mm인 정

사각형 보의 형태이다. 양 끝단에서 각각 25mm가 

이격된 위치에서 지점부를 설치하고 보의 중앙점

에서 하중을 재하 하였다. 휨 인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중-변위 곡선에서 변위값은 균열 개구 변

위(CMOD)를 사용하였다. CMOD의 계측은 CMOD 
게이지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시편에 장착하기 위해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6.25mm 두께의 knife- 
edge를 12.5mm 간격으로 부착하였다. 노치는 콘크

리트 타설 직후, 타설면 상부에 1mm 강판을 삽입

하여 형성 시켰으며, 따라서 모든 실험은 시편의 

타설면이 휨 인장을 받도록 설치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은 MTS Closed-loop 장비를 사용하여 변위 제

어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제어 변위로는 CMOD
값을 이용하였다. 제어 방법은 CMOD 값이 0.05mm/ 
min로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제어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재령이 각각 0.5일, 1일, 3일, 5일, 28일에 해당

하는 날짜에 휨 파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

터 Load-CMOD 곡선을 획득하였다. Fig. 2는 본 실

험을 통하여 획득한 재령에 따른 Load-CMOD 곡
선의 전형적인 경우를 나타내었다(M1, M2, M3 시
편). Fig. 2(a)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 보강이 없는 

일반 콘크리트(Plain Concrete - PC)의 경우는 최대 

하중 이후에 급격하게 하중이 감소하면서 CMOD
가 증가하는 반면에, SFRC의 경우는(Fig. 2(b), (c)) 
최대 하중 이후에도 하중에 저항하면서 CMOD가 

증가하는 연성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최대 하중 이후에 저항할 수 있는 하중의 크기

가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되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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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이는 콘크리트 매트릭스와 강섬유의 

계면에서 이들의 부착강도가 양생 과정에서 증가

되어 결과적으로 강섬유의 pullout 강도를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1).

일반 콘크리트 (M1 시편)

SFRC(M2 시편)

SFRC(M3 시편)
Fig. 2. Load-CMOD curves for plain concrete (M1) and SFRCs 

(M2 and M3).

SFRC와 PC의 인성 특성 비교는 앞서 획득한 Load- 
CMOD 곡선에 다음과 같이 새로이 제안된 휨 인성

지수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1.5 1.5( ) ( )F SFRC PC
CMOD CMODI I I= == − (1)

여기서 I A
CMOD=1.5는 A재료의 하중-CMOD 곡선의 

CMOD값 0에서 1.5mm사이의 면적으로 정의되며, 
IF는 SFRC의 휨 인성과 PC의 휨 인성의 차이로서, 
PC에 섬유를 첨가할 경우의 휨 인성 지수 증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식 (1)은 PC에 

섬유를 혼입하였을 경우에 이것이 인성에 얼마만

큼 기여 하는가를 단순 비교하기 위한 식이므로, 
Vf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의 배합이 동일한 SFRC 
시편과 PC 시편을 선택하여 IF값을 산정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제안된 식의 가장 큰 장점은, 휨 인

성 지수 계산에 있어서 균열 발생 전과 균열 발생 

후의 구분이 필요한 ASTM C1018과는 달리 균열 

발생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되고 객관적으로 인

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즉, 균열의 발생 
시점이 CMOD의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가와 상관

없이 CMOD가 1.5mm에 도달하면 그 때까지의 하

중-CMOD 곡선의 면적만을 계산하여 이를 인성 지

수 산정에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1.5mm를 기준으

로 선정한 이유는, 주어진 실험 방법인 노치 보에 

대한 3점 휨 실험법으로 PC를 시험하였을 때,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험체가 CMOD 
1.5mm에 해당하는 값에서 하중이 0에 가까운 값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값을 휨 인성을 평가하는 CMOD
값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식 (1)을 이용하여 산

정된 각 배합의 양생 일수에 따른 휨 인성 지수 결

과 값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또한 재령에 따른

Table 2. Measured values of flexural toughness, ICMOD = 1.5 
(kN-mm)

Mix # 12 hours 1 day 3 days 7 days 28 days

M1 0.36 0.82 1.27 1.32 1.24

M2 1.26 3.41 6.04 6.88 7.47

M3 1.44 4.72 6.77 10.56 9.24

M4 0.16 0.73 0.91 0.90 1.37

M5 0.59 2.33 4.25 3.84 5.99

M6 0.87 3.14 7.72 8.69 13.65

M7 0.20 0.72 0.86 1.03 1.24

M8 0.34 2.60 3.90 7.03 10.79

M9 0.63 3.77 6.06 9.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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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ak load(kN)

Mix # 12 hours 1 day 3 days 7 days 28 days
M1 1.42 3.98 7.89 10.94 11.11
M2 1.61 3.49 7.35 8.52 9.67
M3 1.12 4.20 7.67 9.40 9.86
M4 0.90 2.64 6.35 7.52 9.47
M5 1.00 3.25 6.05 6.96 10.42
M6 0.73 3.00 6.18 8.52 11.23
M7 0.78 2.78 5.79 8.01 9.72
M8 0.81 2.73 6.10 8.13 10.55
M9 0.51 2.34 4.98 7.96 9.81

강도 수준에 대한 참고자료로 각 시편에 대한 peak- 
load 값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재령에 따른 휨 인성 발현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

래와 같은 로그함수를 바탕으로 한 회귀식을 사용

하였으며, 이러한 로그함수를 사용한 이유는 재령에 
따른 특성 분석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회귀식들 가

운데 가장 양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1 2 3log( ) log( )I a a t a t t= + + (2)

이 식에서, 우변의 마지막 항은 재령 28일째에 

휨 인성 지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 로그

함수에 추가된 항이다. 회귀식에서 계수 a1, a2, a3

은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결정 되었으며, 시간 t의 

단위는 일(day)이다. 각 배합에 대한 계산된 회귀 계

수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주의할 점은 본 연구에

서 구해진 회귀식은 휨 인성 지수의 28일까지의 변

화를 분석하는 것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양생일수 

28일 이후의 값을 평가하는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회귀식의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범위가 28일까지

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Table 4. Calculated values of regression coefficients in equ-
ation (2) for each specimen

Mix # a1 a2 a3

M1 - - -

M2 2.438 1.958 -0.0296
M3 3.331 3.122 -0.0608
M4 - - -
M5 1.476 1.098 -0.0062
M6 2.741 2.918 -0.0026
M7 - - -

M8 1.540 1.944 0.0169
M9 2.531 2.597 0.0348

Fig. 3. Flexural toughness development curves with different 
w/c ratios (upper : Vf=0.5% , lower : Vf=1.0% ).

동일한 Vf를 가진 SFRC의 휨 인성 발현에 w/c
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SFRC의 재령에 따른 휨 인성 지수를 w/c로 분류

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낸 곡선은 회귀분석을 통하

여 구해진 곡선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령 

7일까지는 모든 w/c에 대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나

타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7일 이후에는 w/c에 따

라서 인성의 발현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2는 모든 시험체에 대한 재령에 따

른 계산된 인성지수를 나타낸다. 각각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재령 28일의 인성 지수는 재령 7일의 인

성 지수에 비하여, Vf 0.5%의 경우에 약 1.6배(w/c 
0.50)에서 1.5배(w/c 0.60) 정도 증가하며, Vf 1.0%
인 경우에는 약 1.6배(w/c 0.5) 1.7배(w/c 0.6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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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지만, w/c 0.44인 경우에는 약 1.1배(Vf=0.5% 
경우) 정도 증가하거나 오히려 0.9배 정도 감소(Vf= 
1.0% 경우)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w/c가 0.5보다 높으면 재령 7일 이후에 높은 인성

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w/c가 0.5보다 낮을 

경우 인성의 높은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회귀식은 재

령 7일 이후에 w/c가 0.44인 시험체의 경우 감소하

고, w/c가 0.50이나 0.60인 시험체의 경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w/c에 따라서 SFRC의 인성 특성

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모르터 매트릭스 

강도 특성이 w/c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

단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골재 가교 작용’과 ‘파
괴단면적 증가’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w/c가 0.44로 낮은 SFRC는 양생이 완료되는 시

점인 28일에 매우 높은 매트릭스 강도를 가지는 반

면에, 굵은 골재는 매트릭스 강도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약한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굵은 골재를 가로

질러서 균열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한편, w/c가 높

은 SFRC는 굵은 골재의 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낮은 모르터 매트릭스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균열은 골재의 주변을 돌아서 발생하게 된다. 
굵은 골재는 소위 골재 가교 작용(aggregate bridg-
ing effect)에 의하여 균열 진전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키며, 이는 또한 파괴 인성의 증대로 이어진

다. 따라서, 굵은 골재를 가로 질러 파괴되는 낮은 

w/c의 시험체에 비하여 굵은 골재 주변으로 파괴

가 진행되는 높은 w/c의 시험체에서 인성 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굵은 골재의 

주변을 돌아서 파괴가 진행이 될 경우, 골재 가교 

작용뿐만 아니라 파괴면의 단면적 증가에 의한 인

성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균열이 골재 주

변을 돌아서 진행되는 경우는 골재를 가로질러 진

행하는 경우보다 파괴면의 면적이 증가가 되며, 이
러한 파괴 면적의 증가는 또한 섬유 가교(fiber bridg-
ing) 면적의 증대로 이어진다. 파괴 면적의 증가는 

동일한 하중에 대하여 파괴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높

은 w/c의 시험체가 낮은 w/c의 시험체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인성지수(I F)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 Fig. 4는 재령 28일 시험체의 파괴 단면을 나타

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w/c가 0.44로 낮은 

시험체에서는 굵은 골재의 대부분이 절단 파괴가 

일어났지만, 높은 w/c의 시험체에서는 굵은 골재의 
파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w/c =0.44, Vf=0.5%

(b) w/c =0.6, Vf=0.5%
Fig. 4. Fractured surfaces of SFRC specimens (age of the 

specimen : 28 days).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 대로 “골재 가교 효

과”나 “파괴단면적 증대 효과”에 의한 인성 증대 

효과를 낮은 w/c의 시험체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낮은 w/c의 시험체

의 경우는 모르터 매트릭스의 높은 강도에도 불구

하고 높은 w/c의 시험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인성 증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낮은 w/c를 

가지는 시험체의 재령 7일 이후의 인성 증가율이 

다른 시험체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모르

터 매트릭스의 강도 증가 속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w/c가 낮을수록 매트

릭스의 강도 증가율이 더욱 빠른 속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w/c가 낮을 경우 조기에 높은 매트릭스 

강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w/c가 낮은 시험체의 

매트릭스 강도는 조기에 굵은 골재의 강도를 넘어

서게 되고, 이에 따라 굵은 골재를 가로지르는 파

괴가 조기에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본 실험에

서는 w/c 0.44로 낮은 시험체에 대한 재령 3일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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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Flexural toughness development curves with different fiber/volume fractions.

파괴 실험에서 굵은 골재가 50% 이상이 파괴되었

으며, w/c 0.60으로 높은 시험체에서는 재령 28일 

째에도 10% 미만의 굵은 골재 파괴가 일어났다.
w/c가 동일할 경우에 Vf가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SFRC의 재령에 

따른 휨 인성 지수를 w/c로 분류하여 보았다. Fig. 
5(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f가 커지면 w/c와 관

계없이 인성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선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최대 강도 이후의 잔류 강도는 섬유의 pull-out 저항

에 의해 유지되며, 이 때 섬유가 많을수록 pull-out 
저항치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파괴 단면에서 섬

유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큰 인성을 기대할 수 있

게 된다. Fig. 5(b)는 서로 다른 Vf를 가지는 시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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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휨 인성 발현을 재령 28일을 기준으로 정규화

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매우 특이한 경

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w/c가 동

일할 경우에 Vf와 관계없이 인성의 증가율이 비슷

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Vf는 휨 인성 증가율과의 관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재령에 따른 휨 인성 증가율은 

Vf보다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w/c에 더욱 의존적

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w/c와 Vf가 SFRC의 재령에 따른 

휨 인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하여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표준 시험법

에서 채택하고 있는 FBT방법의 문제점을 배제하

고 휨 인성 발현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가 방법에서는 노치 보

에 대한 3점 휨 시험법을 이용하여 하중-CMOD 곡
선을 획득하고, 획득된 하중-CMOD 곡선을 바탕으

로 SFRC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성 

지수가 적용되었다. 서로 다른 Vf와 w/c를 가지는 

SFRC 실험체를 준비하여, 각각 재령 0.5, 1, 3, 7, 
28일에 해당하는 날 휨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모르터 매트릭스의 강도가 빨리 발현되는 낮은 

w/c SFRC의 경우 조기에(재령 7일 정도에) 최대의 

인성을 나타내며, 재령 7일 이후부터 재령 28일까

지는 휨 인성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높은 w/c SFRC의 경우

는 재령 7일 이후에도 높은 인성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모르터 

매트릭스와 굵은 골재 간의 상대적인 강도 차이에 

의하여 낮은 w/c SFRC의 경우 굵은 골재에서 골

재를 가로지르는 파괴가 일어나서, 인성 증대에 기

여하는 골재 가교 효과와 파괴면 단면적 증대 효

과를 볼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w/c가 

동일할 경우에 인성의 증가 정도는 Vf에 따라 달

라지게 되며, Vf가 클수록 더 큰 인성의 증가가 생

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f에 따른 인

성의 증가율은 재령 28일의 인성 지수로 정규화하

였을 경우, 동일한 w/c일 때에는 Vf와 관계없이 일

정한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령에 따른 재료 물성의 발현이 항

상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 즉, SFRC의 강도와 휨 인성의 발현은 같은 비

율로 증가하지 않으며, 이는 SFRC의 휨 인성 발현

을 강도 발현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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