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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섬유분포를 가정하여 고유동 섬유보강 시멘트 모르타르의 유동에 따른 섬유방향성 

변화를 해석 으로 악해 보았다. 유동흐름은 평면상의 2차원 완 발달 단흐름을 고려하 다. 유동에 

따른 섬유의 회 운동은 섬유간의 상호 간섭효과를 무시한 Jeffery의 기본식에 근거하 다. 굳지 않은 섬유

혼입 모르타르의 유동에 따른 섬유방향성 분포 변화를 흐름선과 동일 유동거리 상의 단면에 해 악하

다. 그 결과, 단면 내 치에 따라서 섬유방향성 분포 변화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유동거리에 따른 단면상의 섬유방향성 분포는 기 유동거리에서 분포 형상에 큰 변화가 발생

하 고, 유동에 따라 섬유가 유동방향과 나란하게 놓이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섬유방향성 변화의 측은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의 인장특성에 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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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콘크리트 기술의 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등장한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는 아주 높은 강

도특성 (압축강도 200MPa 이상, 인장강도 10MPa 이상), 고내구성, 고인성  고유동성의 복합 인 장 을 

가진 재료이다. 일반 으로 콘크리트는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취성  거동특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문

제 으로 인해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이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재료의 연성 는 인성을 향상시키기 

한 유익한 방법 의 하나가 섬유를 혼입하는 방법이다. 혼입된 섬유가 미세균열에 걸쳐 가교역할을 하여 

균열진 을 억제하고 향상된 연성거동을 확보하게 된다. 보편 으로 섬유보강 콘크리트에서는 굵은 골재의 

간섭효과 등으로 인해 타설 과정에서 특정한 섬유 방향성에 해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재료인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는 굵은 골재를 포함하지 않는 상 으로 균질한 매트릭스 

특성과 고유동성으로 인해 타설 방향 는 구조물의 형상 등에 기인한 굳지 않은 상태의 유동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섬유의 방향성을 유발하게 되고 (Kang 등, 2008), 결과 으로 섬유방향성 분포에 기인한 재료의 

비등방성이 재료의 역학  거동 특성  용 구조물의 성능에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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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섬유방향성에 한 

단 벡터

계를 규명하기 한 선행연구로서 우선 유동에 따른 섬유방향성 분포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의 

연구에서 2차원 섬유분포를 가정한 단흐름에서의 섬유방향성 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강수태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3차원 섬유분포를 고려하여 단흐름에서의 고성능 시멘

트 복합체의 섬유방향성 변화를 악하고자 하 다.   

2. 유체흐름과 섬유방향성

섬유 하나의 방향성은 그림 1과 같이 구면좌표계에서 와 를 이용한 

단 벡터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직교좌표계에서 의 성분은 다음 식 (1)

로 표 된다.

   ,    ,    (1)

한 섬유의 방향각이 에 해 와   에 있고, 에 해 와 

  에 존재할 확률은 다음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3차원 무작  섬유분포에 해 의 기값을 가진다.

 ≤  ≤    ≤ ≤   (2)

한 개의 섬유 개체에 한 회 운동에 한 기본 방정식은 섬유 상호간의 간섭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effery, 1922). 

   


  


  

  (3)

 식에서 는 와류도(vorticity)를 의미하고, 는 시간에 따른 단변형률 변화율(shear strain rate)을 

의미하며, 식 (4)로 정의된다.

 





, 





(4)

는 유속 성분을 나타내며, 는 섬유의 형상계수(  )와 련한 계수로서   
 

 의 

계식으로 계산된다.

3. 섬유방향성 분포 측

3.1. 해석조건

섬유길이가 13mm이고 직경이 0.2mm인 강섬유 혼입한 고유동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를 그림 2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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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mm, 길이 2900mm의 보를 제작하기 해 한쪽 끝에서 부어서 자유흐름에 의해 타설하는 과정을 가정하

으며, 유동흐름에 한 해석  해를 이용하기 하여 복합체의 유동흐름은 완 발달 유동흐름으로 가정하

다. 유량은 실제 타설 시의 투입속도를 고려하여 0.001㎡/s로 가정하 으며, 콘크리트 타설층의 높이는 

100mm로 가정하 다. 해석은 유체가 유입되는 단부에서 앙면까지의 거리에 해 18개의 유체 흐름선과 

200개의 흐름간격을 고려하여 실시하 으며 유동거리에 따른 섬유방향성 분포를 구하 다.

그림 2 해석 시 고려한 유동흐름  요소

3.2. 해석결과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유동거리에 따른 각 요소에서의 섬유방향성 분포를 먼  구하 으며, 동일 거

리상에 놓여진 모든 요소의 방향성 분포로부터 임의 단면에서의 섬유방향성 분포를 구하 다. 이 때 구하고

자 하는 방향성 분포가 유동방향에 한 섬유의 방향각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용한 구

면좌표계 상의 ()는 유동방향에 한 (′′ )으로 좌표변환을 하여야 하며, ′에 해 분함으로써 유동

방향에 한 경사각, ′에 한 섬유방향성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은 유체 흐름선  좌우경계면으로부터 세 번째과 일곱 번째 흐름선 상의 요소에 해 유동거리에 

따른 섬유방향성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세 번째 흐름선 상의 섬유방향성 분포 변화가 상 으로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2차 포물선 형태의 단흐름 속도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속도구배가 

경계면으로 갈수록 크며, 이로 인해 동일한 거리의 유동에서 섬유의 회 이 상 으로 크기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a) 경계로부터 세 번째 흐름선에서의 분포변화

   

(b) 경계로부터 일곱 번째 흐름선에서의 분포변화

그림 3 단면 내 치에 따른 섬유방향성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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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유동거리에 따른 단면 내 섬유방향성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4(a)는 기 290mm까

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b)는 1450까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굳

지 않은 섬유혼입 시멘트 복합체가 흘러감에 따라 섬유는 흐름방향에 나란하게 배열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분포형상은 기 유동흐름에서 크게 변화하며, 725mm와 1450mm의 분포를 비교했을 때 0°에 가

까운 방향각의 섬유분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기 290mm까지의 변화 (b) 1450mm까지의 변화

그림 4 유동거리에 따른 섬유방향성 분포 변화

섬유보강 복합체의 인장거동 특성이 섬유의 배열상태와 한 련이 있음을 상기해 보면, 이상과 같이 

구해진 유동에 의한 섬유방향성 분포변화는 타설조건이나 구조물 형상 등을 고려한 복합체의 인장거동 측

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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