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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uniaxial and biaxial flexural strength of concrete depending on specimen sizes 

was investigated by carrying out an experimental progra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시험체 크기에 따른 콘크리트 일축  이축 휨인장강도를 연구하기 한 실험을 수

행하 다.

 

1. 서   론

  콘크리트와 같은 취성재료는 일반 으로 시험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는데, 이

는 일축 휨인장강도(modulus of rupture)에 한 연구 내용이며, 이축 휨인장강도의 크기효과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2.  실험

 2.1 실험 방법

  시험체의 크기가 콘크리트의 일축과 이축 휨인장강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4  휨시험

법(4PBT)과, 이방향 휨인장 강도 시험법(BFT)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휨인장강도 측정 시험을 수행

하 다. 각각의 시험법에 따라 동일한 두께로 3가지 크기의 시험체를 제작하 으며, 주요 시험변수

는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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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시험체 제원

Specimens
4 P BT BFT

h( mm) W( mm) L( mm) h( mm) 2 R( mm) 2 a( mm) 2 b ( mm)

U/B3 0 30 30 190 30 250 250 63

U/B4 8 48 48 244 48 420 400 100

U/B75 75 75 325 75 657 625 156

 2.2 실험 결과

  그림 1에는 시험체의 크기에 따른 일축과 2축 휨인장강도를 비교하 다. 두 시험법 모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체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일방향 휨인장강

도 보다 이방향 휨인장강도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시험체의 크기에 따른 일축과 이축 휨인장강도

3. 결 론

 1) 일축과 이축 휨인장강도 모두 시험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축 휨인장강도 보다는 이축 휨인장강도의 크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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