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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RC structures, long-term deformation occurs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which are creep and shrinkage.

In terms of serviceability, it is important to limit deflection caused by the deformation to the allowable deflection. In the recent

years, various repair and strengthening methods have been used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RC structures. One of the

typical methods is FRP externally bonded method (EBR).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has been used worldwide as repair and

strengthening materials due to its superior properties. Besides, it has to offer improved strengthening performance not only under

instantaneous load but sustained load. Therefore, accurate prediction method of deflection for the RC members externally bonded

with FRP under sustained load is required. In this paper, three beams were fabricated. Two beams were externally strengthened

with one of CFRP plate and GFRP plate respectively. Total three beams were superimposed under sustained load of 25 kN. During

470 days, deflections at midspan were obtained. Moreover, creep coefficients and shrinkage strains were calculated by using ACI-

209 code and CEB-FIP code. In order to predict the deflection of the beams, EMM, AEMM, Branson's method and Mayer's method

were used. Through the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the specimen with CFRP plate has the most flexural capacity and Mayer's

method is the most precise method to predict total long-term def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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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reinforced concrete, 이하

RC) 구조물은 재료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크리프 및 건

조수축등의 장기 변형이 발생한다. RC 구조물을 허용한

계 이하로 처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CEB-FIP 및 ACI 기준에 의해 제안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RC 부재의 장기 변형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Ghali와 Favre,
1)
 Tan 등,

2)
 Gilbert

3)
 등이 제안한 해

석적인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재료적인 성질

이 우수한 FRP는 RC부재의 보강재로써 현재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즉시하중뿐만 아니라 지속하중 하에서도 향

상된 사용성을 제공해야 한다.
4)
 따라서 FRP가 외부 부

착된 RC 부재에 지속하중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의 크리

프와 건조수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장기 거동을 정확히 예측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FRP로 보강된 RC부재의 보강 성능에 관한 정적 및 동

적 거동에 관한 연구는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나 장기 거동에 관한 연구
5,6)
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반 RC 보를 제

작하여 탄소섬유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이하

CFRP)와 유리섬유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이하

GFRP)를 인장면에 외부 부착 한 후 지속하중을 가하였

다. FRP로 외부 부착된 실험체들과 FRP가 부착되지 않

은 일반 RC 보의 처짐을 계측하였고 이를 서로 비교하

였다.

FRP가 외부 부착된 RC 보에 지속하중이 작용할 때 시

간변화에 따른 크리프와 건조수축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

하여, 크리프 계수와 건조수축 변형률은 CEB-FIP code
7)

와 ACI-209 code
8)
를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장기 처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측식인 ACI 318 기준식,
9)

EMM (effective modulus method),
10)

 AEMM (adjusted effective

modulus method)
11)

, Branson's method,
12)

 그리고 Mayer's

method
13)
를 사용하였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기존식들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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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처짐의 예측을 위한 제안식
 

2.1 크리프계수 및 건조수축 변형률 예측식

RC 구조물 또는 FRP로 외부 보강된 RC 구조물의 장

기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선 크리프 및 건조수축의 예측

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표로는 크리프계수 및 건조

수축 변형률이 있다. 이 두 가지 지표들은 재료 특성 및

환경 등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변수에 따

라 제안된 실험식을 사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크리프 계수와 건조수축 변형률을 구하기 위하여, 현

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CI-209 code와 CEB-FIP

code의 제안식을 사용하였다.

 2.1.1 ACI-209 code

ACI-209 code에서는 크리프 계수와 건조수축 변형률

을 산정하기 위하여 식 (1)과 (2)를 제안하고 있다.

(1)

여기서, vu = 2.35γc

(2)

(7일간 습윤양생한 콘크리트)

여기서, (εsh)(u) = 780γsh × 10
−6

2.1.2 CEB-FIP code

CEB-FIP code에서는 크리프 계수와 건조수축 변형률

을 산정하기 위하여 식 (3)과 (4)를 제안하고 있다.

(3)

여기서 ,

(4)

여기서 

     

 2.2 시간변화에 따른 중립축 변화의 예측

FRP로 외부 보강된 RC 구조물의 장기 처짐을 산정하

기 위해서는 크리프와 건조수축의 영향을 고려한 중립축

의 예측이 필수적이다. 시간변화에 따른 중립축의 변화

를 예측하기 위하여 부재 단면에서 미지의 중립축을 기

준으로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다는 원리를 적용하였고,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의 εc는 하중재하 직후

의 즉시하중에 의한 콘크리트 변형률과 지속하중에 의한

크리프 및 건조수축 변형률의 합이며,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Ec는 지속하중 하에서의 시간변화에 따른 탄성계수

의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식 (5)를 다시 쓰면 식 (6)과

같다.

(5)

= (6)

이때의 σc,top은 즉시처짐에 의한 부재단면 상단의 콘크

리트 응력이며 ∆σc,top은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콘크

리트 상단의 응력이다. σc,top와 ∆σc,top은 Ghali and Farve

의 방법에 의하여 식 (7),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8)

여기서 

또한, 부재의 단면 내력 모멘트는 외력 모멘트인 Ma와

평형상태이므로 FRP의 위치에서 모멘트를 취한 후, 압

축철근의 변형률인 εs'의 식으로 다시 쓰면 식 (9)와 같다.

(9)

중립축의 위치 x는 위의 식들을 사용하여 시산법으로

구할 수 있다. 중립축의 위치 x를 가정한 후, 가정한 x를

식 (9)에 대입하여 을 구한다. 식 (9)로 계산한 과

가정한 중립축의 위치 x를 식 (6)에 대입하여 힘의 평형

을 확인한다. 식 (6)에서의 힘의 평형이 성립할 때까지 x

를 변화시켜 앞의 절차를 반복한다. 이러한 절차로 구한

중립축의 위치 x를 사용하여 FRP가 외부 부착된 RC 부

vt
t
0.60

10 t
0.60

+
---------------------vu=

εsh( )
t( )

t

35 t+
-------------- εsh( )

u( )
=

φ t t0,( ) φ0βc t t0,( )=

φ0 φRHβ fcm( )β t0( )=

εcs t ts,( ) εcas t( ) εcds t ts,( )+=

εcas t( ) εcaso fcm( )βas t( ),=

εcas t ts,( ) εcdso fcm( )βRH RH( )βds t ts–( )=

1

2
---bxEcεc As′Esεs′+ AsEsεs AFRPEFRPεFRP+=

1

2
---bx σc top, σc top,∆+( ) As′Esεs′+

AsEsεs′
d x–

x d′–
-------------⎝ ⎠
⎛ ⎞ AFRPEFRPεs′

h x–

x d′–
-------------⎝ ⎠
⎛ ⎞+

σc top, Ee t t0,( )ψ x=

σc top,∆ Eea t t0,( ) φ t t0,( )ψx– εcs t t0,( )– ψx∆+[ ]×=

ψ∆ k φ t t0,( )ψyc εcs t t0,( )+[ ]/yc=

k Ic/I=

εo

ψ
----⎝ ⎠
⎛ ⎞ 1

Eref

---------
N/A

M/I⎝ ⎠
⎛ ⎞=

Icr
bx

3

3
-------- nAs d x–( )2 n 1–( )As′ x d′–( )2+ +=

nFRPbtFRP h x–( )2+

εs′

Ma
1

2
---bx σc top, σc top,∆+( ) h

x

3
---–⎝ ⎠

⎛ ⎞–

As′Es h d′–( ) AsEs
d x–

x d′–
-------------⎝ ⎠
⎛ ⎞ h d–( )–

------------------------------------------------------------------------------------=

εs′ ε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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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처짐을 예측할 수 있다.
2)
 

2.3 크리프와 건조수축을 고려한 장기처짐의 예측

기존 RC 구조물의 처짐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ACI-318

기준식, EMM, AEMM, Branson's method, Mayer's method,

Neville's method
10)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ACI-318

기준식, EMM, AEMM, Branson‘s method 그리고, Mayer's

method를 사용하여 처짐을 예측하고, 실험값과 비교 하

였다. 

2.3.1 ACI-318 기준식

ACI-318 기준에서는 즉시처짐을 구하는데 있어서 유

효단면 2차모멘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중조건 및 지지

조건에 따라 다른 Ka값을 사용하고 있다. 즉시처짐 ∆i를

구하는 식은 식 (10)과 같다.

(10)

여기서 

크리프 및 건조수축에 의한 처짐량인 ∆(cr + sh)는 식 (11)

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계수 λ∆는 식 (12)와 같이 구

할 수 있다.

∆(cr + sh) = λ∆(∆i) (11)

(12)

여기서, ρ'는 압축철근비, ξ는 크리프와 건조수축의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한 시간에 따른 계수 이다.

2.3.2 EMM

EMM은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에 시간변화에 따른 크리

프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효탄성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며, 유효탄성계수 Ee는 식 (13)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

다. 크리프를 고려한 처짐을 산정할 때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E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13)

2.3.3 AEMM

AEMM은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에 재령계수인 χ(t,t0)와

크리프 계수를 고려한 수정유효탄성계수를 사용하는 방

법이다. 크리프를 고려한 처짐을 구할 때 콘크리트의 탄

성계수 E를 대체하여 사용하며, 수정유효탄성계수로 식

(14)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4)

2.3.4 Branson‘s method

Branson은 크리프와 건조수축으로 인한 처짐을 각각

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크리프로 인한 처짐은 압축철근

비에 따른 감소계수 Kφ를 사용하여 식 (14)와 같이 산정

할 수 있다. 또한, 건조수축으로 인한 처짐은 식 (15)와

같이 Fictitious tensile force method
12)
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는 식 (16)과 같이 부재 단면에 건조수축으로

인해 가상의 인장력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건조수축 곡

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14)

여기서 

(15)

여기서 

      (16)

여기서 ψsh는 건조수축에 의한 곡률, Te는 FRP와 인장철

근에 의해 생기는 가상의 압축력, Icr,t는 시간이 변화에

따른 균열환산 단면 2차모멘트, εsh(t,t0)는 시간변화에 따

른 건조수축 변형률이다. 

2.3.5 Mayer's method

Mayer's method는 Branson's method에서 압축철근비에

따른 감소계수인 Kφ를 식 (17)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

고 있다. 

(17)

여기서 ρ는 인장철근비, n0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계

수비를 나타낸다.

3. 실 험

3.1 실험체 제원

FRP가 외부 부착된 RC보의 본 장기 거동 실험을 위

하여 총 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단면 치수는 200 ×

300 mm, 피복두께는 30 mm이다. 실험체의 총 길이는

2,700 mm로 제작하였으며, 순지간길이는 2,400 mm이다.

인장측에 사용된 철근은 H10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압

∆i Ka

Mmaxl
2

EcIe
-----------------=

Ie
Mcr

Ma

---------⎝ ⎠
⎛ ⎞ 3Ig 1

Mcr

Ma

---------⎝ ⎠
⎛ ⎞ 3– Icr Ig≤+=

λ∆

ξ
1 50ρ′+
--------------------=

Ee

E t0( )
1 φ t t0,( )+[ ]

-------------------------------=

Eea

E t0( )
1 χ t t0,( )φ t t0,( )+[ ]

------------------------------------------------=

∆cr Kφφ t t0,( )∆i=

Kφ

0.85

1 50ρ′+( )
-------------------------=

∆sh

ψshl
2

8
------------=

ψsh

Te

EeIcr t,

---------------=

Te AsEs d x–( ) As′Es x d′–( )– btEFRP t( ) h x–( )+[ ]=

εsh t t0,( )

Kφ
1

2
--- 100ρn0

1

1 ρ′/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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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측에는 H13 철근을 사용하였다. 스터럽은 H10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100 m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본 실험을

위하여 제작된 실험체의 형상과 상세도는 Fig. 1과 같다.

3.2 실험 변수

본 실험에서는 총 3개의 일반 RC보를 제작하였다. FRP

가 외부부착된 RC보 실험체의 제작과 변수 설정을 위하

여 이중 2개의 RC보에 각각 1매의 CFRP Plate와 GFRP

plate를 순지간 길이의 90%인 2,160 mm 길이로 실험체

의 하면에 부착하였다. 나머지 한 개의 실험체는 비교실

험체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SNF는 표준실험체, LCS는

CFRP로 보강된 실험체, LGS는 GFRP로 보강된 실험체

를 의미한다. 실험체별 보강타입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3.3 실험 재료

모든 실험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24 MPa로 제

작되었으며, 제작시 3개의 100 × 200 mm 공시체 몰드에

콘크리트를 취득하였고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14)
에 의해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시험을 실시

하였다. 3번의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값의 평

균을 취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산출하였다. 콘크리트

의 재료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인장철근과 스터럽에 사용된 H10철근과 압축철근에 사

용된 H13철근은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항복강도와 탄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값은 Table 3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된 FRP는 각각 CFRP plate 와 GFRP

plate 이며 1방향성 FRP를 사용하였다. CFRP와 GFRP의

재료적 성질은 Table 4와 같다.

3.4 실험 방법

CFRP plate와 GFRP plate가 외부부착된 RC보의 장기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5 kN의 지속하중을 4점재하였

으며, 시간에 따른 지간중앙의 처짐변화를 다이얼게이지

를 사용하여 470일간 측정하였다. 실험체의 전경은 Fig.

2와 같다.

4. 결과 및 분석

4.1 실험 결과

CFRP plate 및 GFRP plate가 외부 부착된 실험체 및

비교실험체의 시간경과에 따른 전체 처짐을 비교하면

Fig. 1 Drawing of specimen and details

Table 1 Names of specimens and types of FRP

Specimens
Type of

FRP

Thickness of FRP

(mm)

Strengthening

length (mm)

SNF - - -

LCS CFRP 1.2 2,160

LGS GFRP 1.2 2,160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Specified concrete

strength (MPa)

Compressiv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MPa)

24 25.7 2.16 × 10
4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Type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MPa)

H10 457.2 766.3 2.01 × 10
5

H13 466.2 679.3 2.11 × 10
5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FRP

Type
Width

(mm)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MPa)

CFRP plate 50 3,000 1.65 × 10
5

GFRP plate 100 1,000 4.0 × 10
4

Fig. 2 Setup of sustaine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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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과 같다. 비교 실험체와 FRP가 부착된 실험체들의

즉시처짐을 비교했을 때, LCS와 LGS실험체가 SNF실험

체보다 각각 38%와 35% 적은 처짐이 관찰되었다. 전체

처짐을 비교했을 때, 470일 지점에서 LCS가 SNF보다

11.7% 적은 처짐이 관찰되었고 LGS는 5.5% 적은 처짐

이 관찰되었다. FRP가 부착되지 않은 SNF는 약 150일

지점에서 처짐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LCS와 LGS

의 처짐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SNF가 수렴을

하기 시작하는 지점인 150일 부근에서 LCS는 최대

25.4%, LGS는 15.8%의 처짐 차이가 관찰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보강 실험체인 SNF와의 처짐값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는 FRP로 보강된 실험체의 경우, 지속하

중에 의한 내력의 분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보강 실험체인 SNF보다 수렴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처짐 양상을 비교한 결과 FRP로 보

강된 실험체가 즉시하중뿐만 아니라 지속하중에 대해서

도 높은 휨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실험과 해석 결과의 비교

본 논문에서는 FRP로 보강된 보의 장기처짐 예측을

위해 EMM과 AEMM을 사용한 ACI-318기준, Branson's

method, Mayer's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크리프계수 및

건조수축 변형률 산정을 위해 ACI-209 code 및 CEB-FIP

code의 산정식을 사용하였다. EMM과 AEMM을 사용하

여 ACI-318기준의 식으로 처짐을 예측하였을 때, 두 방

법 사이에서 결과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최대 2.4%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재령계수인 χ(t,t0)를 0.8을 사

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AEMM과 EMM

를 비교해 보았을때, AEMM이 EMM보다 더욱 실험값

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MM과 AEMM을 사용

하여 ACI-318 기준의 식으로 처짐을 예측한 결과는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EMM을 사용한 경우, 470일을 기준으로 SNF에서 34%,

LCS에서 26%, LGS에서 30%의 최대 오차가 발생하였다.

AEMM의 경우, SNF에서 31%, LCS에서 22%, LGS에서

26%의 최대 오차가 발생하였다. EMM, AEMM, Mayer's

method를 사용하여 예측한 처짐값은 약 100일 전후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CEB-FIP code의 크리프 계

수를 적용하여 Branson's method로 처짐을 예측한 경우

에는 약 400일 이후에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CEB-FIP code의 건조수축 변형률이 400일 이후

에 수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ranson's method와 Mayer's

method를 사용하여 처짐을 예측한 결과는 각각 Figs. 6

과 7에 나타내었다.

Fig. 3 Total deflection at midspan

Fig. 4 Comparison of total deflection using EMM

Fig. 5 Comparison of total deflection using A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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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험체에서 CEB-FIP code를 사용해서 처짐을 예

측한 결과가 ACI-209 기준식을 사용한 경우보다 크게 계

산되었으며, 이는 CEB-FIP code에서의 크리프 계수가

ACI-209 code로 계산한 값보다 크게 계산되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즉시 처짐값을 제외한 장기 처짐값만을 비

교한 결과, 해석값이 실험값을 다소 과소평가하는 경향

이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EMM과

AEMM을 사용한 장기 처짐값의 비교는 Figs. 8과 9에

나타내었다. 

CEB-FIP code의 크리프 계수를 적용하여 Branson's

method를 사용한 경우, 실험값과 예측값의 차이는 SNF

에서 최대 79%, LCS에서 56%, LGS에서 62%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CEB-FIP code의 크리프 계수가 ACI-209

code에서의 크리프 계수 보다 크게 계산되고, Branson's

method에서 처짐 산정 시, 크리프 계수를 직접 곱해주도

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CI-209 code를 적용

Fig. 6 Comparison of total deflection using Branson's method

Fig. 7 Comparison of total deflection using Mayer's method

Fig. 8 Comparison of long-term deflection using EMM 

Fig. 9 Comparison of long-term deflection using A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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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Branson's method로 처짐을 예측한 경우, 전체 처짐

및 시간 의존 처짐에 있어서 실험값에 보다 근접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CEB-FIP code의 크리프 계수를

사용한 경우, 470일에서의 예측값은 실험값과 상당한 차

이를 보였으나 FRP로 보강된 실험체인 LCS와 LGS에

있어서 그래프의 경향은 실험값과 유사하게 예측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Branson's method를 사용하여 장기 처

짐을 예측한 결과는 Fig. 10과 같으며, 즉시 처짐을 제외

한 장기 처짐을 비교하였을 때, SNF에서 11%, LGS에서

9%의 오차를 보였으며 LCS에서는 좋은 일치를 보였다.

Mayer's method로 전체 처짐을 예측한 결과, 모든 실

험체에서 매우 좋은 일치를 보였다. LCS및 LGS에서 10%

미만의 오차를 보였으나 CEB-FIP을 적용한 SNF에서

16%의 오차를 보였다. SNF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에서

ACI-209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 다소 과소평가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Mayer's method를 사용하여 시간 의

존적 처짐을 예측한 결과는 Fig. 11과 같으며, 시간 의존

처짐을 계산한 결과 모든 실험체에서 처짐을 과소평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ACI-209 code를 적용한 SNF에서

31%, LCS에서 40%, LGS에서 29%의 오차를 보였다. 모

든 실험체에서의 그래프 경향은 약 150일 전후에서 수

렴양상을 보이는 ACI-209 code를 적용한 결과 보다

CEB-FIP code의 크리프 계수 및 건조수축 변형률을 고

려했을 때의 예측 결과가 실험 결과와 가장 좋은 일치

를 보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FRP와 GFRP가 외부 부착된 RC 부재

의 실험적, 해석적 장기 처짐을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하중 하에서 FRP가 외부부착된 RC보의 장기

처짐 및 즉시 처짐을 비교해본 결과, CFRP plate와

GFRP plate로 보강된 실험체들이 무보강 실험체보

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사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

된다.

2) 유효 탄성계수를 사용한 EMM과 수정된 유효탄성

계수를 사용하는 AEMM중 AEMM이 일반 RC 보

뿐만 아니라 FRP가 외부 부착된 보의 처짐 예측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FRP로 보강된 보의 전체 처짐 예측에 있어서 CEB-

FIP code의 크리프 계수와 건조수축 변형률을 고려

한 Mayer의 방법이 실험결과에 가장 유사하였으며,

장기처짐만의 예측에 있어서는 EMM과 AEMM이

실험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 제안된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변

형률과 응력을 고려하여 중립축의 위치변화를 예측

하고 기존의 RC 구조물 장기 처짐 산정식을 사용

하여 FRP가 외부 부착된 RC보의 장기처짐을 예측

하는 방법이 실제 설계시에도 이용 가능함을 실험

적으로 규명 하였다. 

Notation

Fig. 10 Comparison of long-term deflection using Branson's method

Fig. 11 Comparison of long-term deflection using Mayer's method

γc : 크리프 수정 계수

γs h : 건조수축 수정계수

βc (t,t0) : 크리프 경시 변화를 나타내는 계수

β(t0) : 제하시 재령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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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료적 특성에 따른 크리프 및 건조수축으로 인하여 장기변형이 발생하

며, 이러한 변형으로 인한 구조물의 처짐을 허용 한계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용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노후된 RC보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양항 보수·보강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FRP 외

부부착 공법이 있다. 재료적인 성질이 우수한 FRP는 RC구조물의 보강 재료로써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하중 뿐만 아니라 지속 하중 하에서도 향상된 보강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FRP가 외부 부착된 RC 부재에 지속

하중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의 영향으로 인한 시간 의존적 장기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FRP가 외부 부착된 RC보의 장기 처짐 예측을 위해서, CFRP와 GFRP로 보강된 실험체를 제

작하고, 25 kN의 지속하중을 470일간 가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처짐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처짐의 예측을 위하여

ACI-209 code 및 CEB-FIP code에 근거하여 크리프계수와 건조수축변형률을 산정하였으며, EMM과 AEMM을 사용한

ACI-318기준, Branson's method 그리고, Mayer's method를 사용하여 FRP가 외부 부착된 RC보의 장기 처짐을 예측하였

다. 실험 결과, CFRP보 보강된 실험체가 가장 높은 장기 사용성을 보였으며, Mayer's method가 장기처짐에 대한 실험

값을 가장 근사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FRP, CFRP, GFRP, 장기처짐, 크리프

εcas(t) : t 시간후의 자기수축

εcds(t,ts) : t 시간후의 건조수축

εcaso(fcm) : 공칭 자기수축 계수

βas(t) : 자기수축의 재령 함수

εcdso(fcm) : 공칭 건조수축 계수

βRH : 상대습도를 고려하기 위한 계수

RH : 상대습도

βds(t − ts) : 건조수축의 재령 함수

ψ : 모멘트 및 축력에 의해 생긴 곡률

εcs(t,t0) : 건조수축 변형률

: 압축부의 도심에서 중립축 까지의 거리

: 일정시간 후의 기준축에 대한 환산 단면 2차 모멘트

Ka : 지지조건 및 하중 상태에 따른 계수

φ (t,t0) : 크리프 계수

χ : 재령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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