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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exural strength of a concrete was evaluated by three different methods: four-point 

bending test, the centrally loaded round panel test (ASTM C 1150) and the recently proposed 

biaxial flexure test (BFT).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시험방법에 따른 무근콘크리트의 휨인장강도를 평가하기 해 KS F 2408(4  휨인장

강도 시험), ASTM C 1550 시험과 biaxial flexure test (BFT) 시험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1. 서   론

  바닥 슬래 , 콘크리트 포장도로, 크리트  터  라이닝 구조물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인

장에 의해 괴되기 때문에 사용재료의 특성에 기 한 인장강도의 고찰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시험방법에 따른 콘크리트 휨인장강도 특성을 비교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해 

그림 1과 같은 KS F 2408, ASTM C 1550과 BFT 시험법에 따른 무근콘크리트 원형패 의 실험  

분석을 통하여 시험법에 따른 콘크리트의 휨인장거동을 비교하 다.

(a) (b) (c)

그림1. (a) KS F 2408, (b) ASTM C 1550, (C) BFT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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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2.1 실험 방법

  4  휨시험을 한 보 시험체 (48㎜☓48㎜☓244㎜)와 ASTM C 1550과 BFT 시험을 한 원형 

패 (48㎜☓420㎜)을 동일한 두께로 제작하여 강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2.2 실험 결과

  모든 시험체는 시험체 아랫면의 최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괴되었다. 표 1은 각 시험법

에 의해 측정된 두께 48㎜의 휨인장강도에 한 시험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시험결과로부터 KS F 

2408에 의한 휨인장강도에 비하여 ASTM C 1550과 BFT 시험에 의한 휨인장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BFT 시험보다는 ASTM C 1550 시험에 의한 휨인장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험법에 의해 측정된 강도의 분산성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실험 결과

Flexural strength [㎫]

K S F 2 4 0 8 A STM C 1 5 5 0 B FT

평균 4.41 10.19 6.88

표 편차 0.49 0.96 0.65

C. O. V 0.11 0.09 0.10

3. 결 론

 1) 콘크리트 휨인장강도는 보 시험체를 이용한 KS F 2408에 의한 휨인장강도에 비하여 원형 패

을 이용하는 ASTM C 1550과 BFT 시험에 의한 휨인장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BFT 시험

보다는 ASTM C 1550 시험에 의한 휨인장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시험법에 의해 측정된 강도의 분산성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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