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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장기 처짐 특성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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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on the long-term behavior of the reinforced recycled aggre-

gate concrete beams under sustained loading. In this experimental program, three beams with different conditions of aggregates

replacement (natural aggregate 100%, recycled coarse aggregate 100%, recycled fine aggregate 50%) were subjected to the sus-

tained flexural loading that was a half of the nominal flexural capacity over a period of 1 year. The beam were designed with net

span of 2,000 mm and rectangular cross-section of 170 mm width and 170 mm effective depth. The beams were instrumented and

monitored to observe the change in the long-term behavior due to creep and shrinkage of concrete under sustained loading. The

predictions of long-term deflection by ACI code, Branson, Mayer, Neville, EMM and AEMM were compared with the exper-

imental result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reinforced concrete beams with recycled aggregates showed the same per-

formance as that of a beam with natural aggregate. The proposed method to predict the long-term deflections of reinforced recycled

aggregate concrete beams gives a good estimation for experimental results.

Keywords : recycled aggregate concrete, reinforced concrete beams, long-term behavior, deflection

1. 서 론

최근 국내 건설 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

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건설폐기

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건축시 소요되는 골재 확보에 막대한 자연환경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

산업에 사용되는 골재는 하천 및 바다골재보다 산림에서

의 골재공급량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상대적으로 민원 발

생 소지가 적은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

다
1)
. 그러나 갈수록 민원 및 환경 단체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소극적인 골재 채취 허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한 연간 소요량에 비하여 개발 가능한 골재 부족량을 고

려하면 골재자원의 고갈 현상이 점차 심각한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2)
. 따라서 대체 골재 자원에 대한 개

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시점에서 새로

운 골재 공급원으로써 재건축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 중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폐콘크리트에서 생산된 순환골재는 재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으로 많은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
3-5)

.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안
6)
’을

 
제정하여 천연골재의 대체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고 일정 규

모 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향후 순환골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순환골재가 건설 현장

에서 다양한 부재에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순환골재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이외에 국내에서 생산

되는 순환골재 및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성과 구조

적 성능 구명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확보

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재료적 특성에 따른 크리프 및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장기 변형이 발생하며, 구조물의 사용

성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구조물의 장기거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변형에 영향을 미

치는 크리프와 건조수축은 사용 골재의 종류와 물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
. 또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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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재와 물리적 성질이 다른 순환골재를 사용한 순환골

재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변형은 순환골재의 대

체율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8-11)

. 따

라서 순환골재 콘크리트 부재의 장기거동은 천연골재 콘

크리트 부재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순환골재 콘크리트

부재의 장기 휨 성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순환골재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휨, 전단 등

단기구조거동에 관한 연구만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장기 안정성이 중요한 순환골재 콘크리트에

서 장기 휨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전문한 실정이다
12-15)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 지속하중을 받는 순환골재 콘

크리트 보의 장기거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여 순환

골재 콘크리트의 구조 부재에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결과와 천연골재에 대한 장

기거동 특성의 기준 및 제안식 [ACI
16)

, Branson
17)

, Mayer
18)

,

Neville
7)
, EMM (effective modulus method)

7)
, AEM (adjusted

effective modulus method)
19)

]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기준

및 제안식의 순환골재 콘크리트 보에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고 순환골재 콘크리트 보의 장기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기처짐 예측에 관한 기준 및 제안식 분석

2.1 크리프 및 건조수축을 고려한 장기거동 기준식

콘크리트구조물에서 시간에 따른 장기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크리프와 건조수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현

행 국내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KCI)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예측식에 CEB-FIP 1990 Model Code 기준을 따

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외 기준식 중에서 대표적

인 CEB-FIP
20)
와 ACI-209

21)
 기준에 따라 크리프계수와 건

조수축을 구한 후 장기 처짐 예측식에 적용하였다.

CEB-FIP 기준에서는 크리프계수를 식 (1)과 같이 규정

하고 있으며, 건조수축 변형률은 식 (6)과 같다.

φ (t,t0) = φ 0βc(t − t0) (1)

φ 0 = φ RHβ( fcm)β (t0) (2)

(3)

(4)

(5)

εcs(t,ts) = εcsoβs(t − ts) (6)

(7)

εcso = εs( fcm)βRH (8)

βRH= −1.55βsRH for 40% ≤ RH < 90% (9)

βRH = +0.25    for RH ≥ 90% (10)

βsRH = 1 − (11)

εs( fcm) = [160 + 10βsc(9 − fcm/fcm o )] × 10
−6

(12)

ACI-209 기준에서 크리프계수를 식 (15)와 같이 규정

하고 있으며, 건조수축 변형률은 식 (16), (17)과 같다.

(13)

νu = 2.35γCR (14)

(15)

 

(7일간 습윤양생한 콘크리트) (16)

 

(1~3일간 증기양생한 콘크리트) (17)

(εsh)u = 780γsh × 10
−6

(18)

(19)

여기서 건조수축 보정계수는 크리프계수를 구하는 방법

과 유사하다.

 2.2 기존 장기처짐 예측 방법 및 제안식

장기처짐 예측 방법은 ACI-318 기준식, Branson의 방

법, Mayer의 방법, Neville의 방법, EMM, AEMM 등이

있으며 대부분 실험을 근거로 제안된 식들이다.

ACI-318
16)

 기준식에서는 즉시 처짐 계산에 유효단면이

차모멘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식 (20)과 같다.

(20)

여기서 Ka는 보의 지지조건 및 하중상태에 따라 결정되

는 계수이며 Ec와 Ie는 각각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유

효단면이차모멘트이다.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장기처짐 (Δ(cr + sh))은 탄성

즉시 처짐 (Δi)에 계수 λΔ를 곱하여 계산한다.

Δ(cr + sh) = λΔ(Δi) (21)

(22)

여기서, Δi는 유효단면이차모멘트를 도입하여 계산한 즉

시 처짐이며 ξ는 크리프와 건조수축의 영향을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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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간에 따른 계수이다. 그리고 ρ'는 압축철근비이다.

이 식은 장기처짐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들은 고려하

지 못하고 한 개의 계수 ξ를 사용하여 고려하고 있다.

Branson
17)
은 초기처짐에 압축철근비에 따른 감소계수

Kφ와 크리프계수 φ(t,t0)을 곱하여 크리프 처짐을 식 (23)

과 같이 계산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건조수축에 의한

처짐은 식 (25)로 계산한다.

Δcr = Kφ φ (t,t0)Δi (23)

Kφ = 0.85 / (1 + 50ρ' ) (24)

Δsh = φshl
2
/ 8 (25)

φsh = Ashεsh / h (26)

여기서 Ash는 건조수축곡률이다.

Mayer
18)
는 Branson의 식 (23)에서 계수 Kφ를 식 (27)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27)

여기서 ρ는 인장철근비이며 n0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

성계수비이다.

Neville
7)
은 균열과 인장강성 증진 효과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식을 제시하였다.

(28)

(29)

여기서 (EI)2t는 균열단면에서의 크리프 효과를 고려하여

계산한 휨 강성이며 σs는 단면에 모멘트 Mmax가 작용할

때 철근의 응력이다.

 EMM
7)
은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크리프의 영향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효탄성계수 (effective modulus)를

제안하였다.

(30)

크리프를 고려한 처짐은 식 (20)에서 Ec를 식 (30)의

Ee로 대체하여 계산한다.

AEMM
19)
는 재령계수 (ageing coefficient)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유효탄성계수 (adjusted effective modulus)

를 제안하였다.

(31)

여기서 (t,t0)는 재령보정계수로 1.0과 0.5 사이의 값을 갖

으며 크리프를 고려한 처짐은 식 (30)에서 Ec를 식 (31)

의 Eea로 대체하여 계산한다.

3. 실 험

3.1 실험체 계획

본 연구에서는 지속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보에서

골재 종류에 따른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천연골

재만을 사용한 C30-0.5ω, 순환굵은골재를 100% 대체한

RL-0.5ω, 순환잔골재를 50% 대체한 RH-0.5ω 등 총 3개

의 실험체를 계획 및 제작하였다. 각 실험체의 단면 크

기는 170 × 200 mm (d : 170mm)이며 경간은 2,300 mm (순

경간 2,000 mm)이고 실험체 배근상세 및 특성은 Fig. 1

및 Table 1에 각각 나타내었다.

3.2 사용 골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순환골재는 국내 I사의 굵은골재

및 국내 S사의 잔골재로써 실 구조물을 파쇄하여 생산

하였으며 사용 골재의 물리적 입형 및 성질은 Fig. 2 및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환골재의 흡수율은 골재 표면에 붙어있는 시멘트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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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specimens

Specimen b×d (mm) Net span (mm) fck (N/mm
2
) fy (N/mm

2
)

Reinforcement (As, ρ)
(mm

2
, %)

Stirrup ρs (%)

C30-0.5ω*

170 × 170 2,000 30 429
D10 2ea

(142.6,0.49)
D6@100, 0.333RL30-0.5ω

RH30-0.5ω

*C 30-0.5ω
C  : natural coarse aggregate + natural aggregate

RL : recycled coarse aggregate + natural fine aggregate

RH : natural aggregate + natural fine aggregate (50%) + recycled fine aggregate (50%)

30 : specified strength (fck = 30 N/mm
2
)

0.5ω : 0.5Mn

Fig. 1 Specimen configuration and reinforcements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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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 의해 천연골재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순

환골재품질기준」
22)
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준 「순환굵은

골재 (흡수율 3% 이하, 절건비중 2.5 g/cm
3
 이상), 순환

잔골재 (흡수율 5% 이하, 절건비중 2.2 g/cm
3
 이상)」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사용 철근 및 콘크리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장철근은 SD400급의 D10과 전

단보강근으로 SD300급의 D6의 이형철근이 각각 사용되

었으며, 철근의 기계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콘크리트

의 배합조건은 현재 국내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시멘트비 및 잔골재율 하에서 예비 배합 실험을 실시

하여 예비 시험 결과를 근거로 설계기준강도 30 N/mm
2

를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및 배합

표는 Tables 4 및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3.4 실험 방법

실험은 실험체가 외기에 노출되도록 설치하여 실제 현장

조건과 동일하도록 계획하였으며, Fig. 3은 실험체 설치

및 지속하중의 재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지속하중은

그림에서와 같이 500 × 500 × 10 mm의 철판 및 일정한 크

기로 제작된 콘크리트 추를 사용하여 실험체 보 중앙부

에 공칭모멘트 (Mn)의 50%가 작용하도록 재하 하였으며,

하중 재하 기간은 약 1년 (380일)으로 하였다. 실험체의

수직 처짐량을 측정하기위하여 Fig. 3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체의 양단 지점 부분에 앵글을 고정하여 설치 후 앵

글 위에 SDT (strain displacement transducer)를 설치하

여 실험체의 수직 처짐량을 측정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

른 실험체의 장기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T사의 데이터

로거를 통하여 처짐량 및 기후조건 (습도, 온도)을 4회/

일 측정 및 저장하였으며 균열발생 및 진전 상황을 육

안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균열 양상

Fig. 4에 지속하중 1일, 21일, 380일 경과 시점을 기준

Fig. 2 Shape of aggregates

Table 2 Summary properties of aggregates

Aggregate
Specific
gravity

Water absorption
 (%)

Fineness
modulus

Natural coarse aggregate 2.65 1.39 6.02

Recycled coarse aggregate 2.54 1.86 6.74

Natural fine aggregate 2.56 1.42 2.84

Recycled fine aggregate 2.47 3.64 2.89

Table 5 Mix proportions of concretes

Specimens
W/C
(%)

Unit weight (/m
3
) Slump 

(mm)
Percentage of fly ash 

replacement
Percentage

of sand
Mixing

water (kg/m
3
)C FA NF RF NC RC

C30-0.5ω 45 331 58 763 0 927 0 230 ± 20 15 46 175

RL30-0.5ω 45 331 58 763 0 0 888 230 ± 20 15 46 175

RH30-0.5ω 50 298 53 409 402 979 0 150 ± 20 15 47 175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reinforcements

Type of
reinforcement

Yielding
stress

fy (N/mm
2
)

Yielding
strain

εy (×10
-6
)

Tensile
strength

ft (N/mm
2
)

Young's
modulus

Es (kN/mm
2
)

D6 291.19 1900 375.01 182.76

D10 413.56 2400 600.74 203.07

Table 4 Strength properties of concretes

Specimens
Specified

28-day strength
fcu (N/mm

2
)

Young's modulus
Ec (kN/mm

2
)

Maximum strain
εcu (×10

-6
)

C30-0.5 31.61 26.25 2460

RL30-0.5 39.66 28.48 3140

RH30-0.5 36.10 27.53 2510

Fig. 3 Setup of sustained loading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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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속하중을 받는 각 실험체의 균열발생 양상을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계획된 하중을 재하 후, 천연골재를

사용한 C30-0.5ω 실험체에서 보 중앙부에 휨균열이 1개

나타났고 순환골재를 사용한 RL30-0.5ω 및 RH30-0.5ω 실

험체에서는 각각 3개의 휨균열이 나타났다. 재하 후 시간

(일)이 경과됨에 따라 균열이 인접한 부분에 추가로 발

생하거나 상부로 진전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순환골재

를 사용한 실험체의 경우 균열의 진전 및 발생량이 천

연골재를 사용한 C30-0.5ω 실험체에 비하여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균열 패턴 및 균열 양상은 유사하

게 나타났다.

4.2 시간에 따른 보의 처짐 특성

Fig. 5 (a)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체의 전체 처짐 곡

선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초기 처짐은 RH30-0.5ω >

C30-0.5ω > RL30-0.5ω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큰 처짐

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하 후 380일 경과시까지

점차 처짐량이 증가하여 RH30-0.5ω (2.286 mm) > C30-0.5ω

(2.103 mm) > RL30-0.5ω(1.802 mm) 순으로 순환굵은골재

를 100% 대체한 RL30-0.5ω 실험체의 처짐량이 천연골

재를 사용한 실험체의 처짐량에 비하여 다소 작게 나타

났다. 이러한 이유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환

골재를 사용한 실험체가 천연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보다

압축강도와 탄성계수가 크기 때문에 처짐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b)는 전체 처짐에서 순간 처짐을 제외한 순간

처짐 이후의 장기처짐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순환골재

를 사용한 실험체와 천연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를 동등한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식 (20)을 사용하여 압축강도

와 탄성계수가 각 실험체의 처짐량에 적용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Fig. 5 (b)에 순환골재 콘크리트 실험체의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고려한 보정한 값과 실험값을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가 천연골

재를 사용한 실험체보다 처짐량이 크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가 천연골

재를 사용한 실험체와 대등한 장기 휨성능을 갖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5(c)는 순간 처짐 이후의 장기처짐량을 순간 처짐

량으로 나누어 순간 처짐에 대한 장기처짐의 비를 나타

낸 것으로 100일 경과시까지는 순환잔골재 대체율 50%

인 RH30-0.5ω 실험체와 천연골재를 사용한 C30-0.5ω 실

험체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이후 380일 경과시까지 점

차 증가하여 C30-0.5ω (1.07) > RL30-0.5ω (0.98) > RH30-

0.5 (0.95) 순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가 천연골재

를 사용한 실험체 보다 작게 나타났다.

4.3 장기거동 제안식의 비교 및 분석

순환골재는 천연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면에 미분

말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천연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크리프 변형 및 건조수

축량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11)

. 그러나

기존의 처짐 예측 식
7,16-19)
에서는 순환골재 콘크리트가 보

통콘크리트와 상이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순

환골재 콘크리트 보의 처짐에 대한 실험값과 예측식의

값이 다소 큰 오차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순환골재는

천연골재보다 작은 비중 및 높은 흡수율을 보이지만 경

량골재에 비하여 높은 비중과 낮은 흡수율을 갖는다. 따

라서 순환골재는 흡수율과 비중에 있어서 천연골재와 경

량골재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처짐에 영향을 주는 인장강도와 휨강도는 순환골재를 사

용한 경우 보통콘크리트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23.24)

. 현행 국내 및 ACI-318에서 경

량콘크리트의 파괴계수는 일반콘크리트의 파괴계수를 구

하는 식에 계수 (all-lightweight concrete : 0.75, sand-lightweight

concrete : 0.8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6)

. 본 연구에서는

경량콘크리트의 파괴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순환골재의

Fig. 4 Cracking patterns (1-day, 21-day, 380-day)

Fig. 5 Deflection at mid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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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계수 (fr)를 구하는 방법에 적용하였으며 식 (32)와

같이 보통콘크리트보다 낮은 파괴계수를 갖는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수 (α r)를 적용하도록 제

안하였다.

 (32)

여기서 α r은 예측식의 순간처짐량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의 순간처짐 실험값에 근접하도록 산출하였으며

RL30-0.5ω (순환굵은골재 100%)와 RH30-0.5ω (순환잔골

재 50%) 실험체에 각각 0.92와 0.86을 적용하였다. 제안

된 처짐 예측식에서 크리프계수와 건조수축은 CEB-FIP

기준식에서 제안된 방법인 식 (1)과 (6)을 사용하였다.

즉시 처짐 이후 380일 경과에 따른 C30-0.5ω, RL30-0.5ω,

RH30-0.5ω 실험체의 전체 처짐 실험값과 각 처짐 예측

식에 의한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a)는 실험 결과와 ACI318 예측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

f
r

α
r
7.5 f

c
′=

Fig. 6 Comparison of test results with predictions by code and empiric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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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천연골재를 사용한 C30-0.5ω 실험체의 즉시

처짐량은 양호하게 예측되고 있으나 순환골재를 사용한

RL30-0.5ω 및 RH30-0.5ω 실험체의 즉시처짐량은 실험

값보다 각각 21 및 39% 작게 평가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처짐 예측식은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의 즉시

처짐을 양호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380일 경과시 C30-

0.5ω의 전체처짐량은 예측식보다 10% 작게 나타났다. 사

용된 골재와 관계없이 모든 실험체의 전체 처짐량은 예

측식보다 약 10% 작게 나타나 ACI-318 예측식은 오차

를 보이며 장기처짐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는 실제 장

기 변형에 영향을 주는 지속하중 제하시의 재령, 철근의

배근 상태, 부재치수, 상대습도 및 온도, 콘크리트의 배

합 등 여러 인자들을 ACI-318 예측식에서는 적절히 고

려하지 못하고 한 개의 계수 ξ만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ACI-318 예측식을 제외한 Branson의 방법, Mayer의 방

법, Neville의 방법, EMM, AEMM에는 실제 장기 변형

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크리프

계수와 건조수축을 적용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 (ACI-

209 기준식, CEB-FIP 기준식)으로 크리프계수와 건조수

축을 구한 후 처짐 예측식에 적용하여 실험값과 비교하

였다.

Fig. 6 (b)는 실험값과 Branson 예측식을 비교하여 나타

낸 것으로 천연골재를 사용한 C30-0.5ω 실험체에서 CEB-

FIP 기준식의 크리프계수와 건조수축을 적용한 처짐 예

측식이 5%의 오차를 보이며 20%의 오차를 보이는 ACI-

209 기준식을 적용한 예측식보다 양호하게 예측을 보이

고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RL30-0.5ω 및 RH30-0.5ω

실험체에 대하여 제안된 예측식이 각각 2% 및 6%의 오

차를 보이며 좋은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ranson의 방법이 좋은 예측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장철

근비 (ρ)가 0.007보다 큰 경우는 처짐을 과대평가하는 경

향이 있어
25)

 인장철근비가 0.007보다 작은 경우에만 적

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c)는 실험값과 Mayer 예측식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Mayer의 방법은 380일 경과시의 모든 실험체의 장

기처짐을 실험값보다 작게 예측하며 큰 오차 (166%~217%)

를 보였다. Fig. 6 (d)는 실험값과 Neville 예측식을 비교하

여 나타낸 것으로 Neville의 예측식은 콘크리트의 파괴계

수를 사용하지 않아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Neville의

방법은 모든 실험체의 즉시처짐을 실험값보다 크게 예측

하고 있다. 기존 연구
7) 

(인장철근비 : 0.0159~0.0167)에서는

Mayer의 방법과 Neville의 방법이 처짐량을 양호하게 예

측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낮은 인장철근비 (0.0049)

로 장기처짐량과 즉시 처짐량을 큰 오차를 나타내며 예

측을 보였다. 따라서 Neville과 Mayer의 방법은 본 실험

과 같이 낮은 인장철근비를 갖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e)는 실험값과 EMM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

로 천연골재를 사용한 C30-0.5ω 실험체에서 CEB-FIP 기

준식의 계수를 사용한 경우 5%의 오차를 보여 17%의

오차를 보인 ACI-209 기준식의 계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좋은 예측을 보였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RL30-0.5ω 및

RH30-0.5ω 실험체의 전체 처짐은 제안된 예측식이 각각

5% 및 1%의 오차를 보이며 좋은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Fig. 6 (f)는 실험값과 AEMM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

로 천연골재를 사용한 C30-0.5ω 실험체에서 CEB-FIP 기

준식의 계수를 사용한 경우 2%의 오차를 보여 EMM 보

다 좋은 예측을 보였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의 전

체처짐은 제안된 예측식이 각각 1%의 오차를 보이며

EMM 보다 좋은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제안된 처짐 예측식이 초기 처짐 이후 300일 이전

의 실험값과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보완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1)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가 천연골재를 사용한 실

험체보다 균열의 진전 및 발생량이 다소 크게 나타

났으나 모든 실험체에서 유사한 균열 양상을 나타내

었다.

2) 압축강도와 탄성계수의 차이를 고려한 시간 경과에

따른 처침은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가 천연골재

를 사용한 실험체 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대등

한 장기 휨 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장기처짐 예측식에 적용하는 크리프계수와 건조수

축은 CEB-FIP 기준식을 적용하는 것이 ACI-209기

준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장기처짐을 양호하게 예측

하였다.

4) ACI-318 기준식은 장기처짐을 과대평가하여 예측을

하고 Mayer 및 Neville의 방법은 본 연구에서 낮은

철근비를 갖는 실험체로 인하여 실험값과 큰 오차

를 보였다. Branson의 방법, EMM, AEMM은 장기

처짐을 잘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AEMM은 1% 이

내의 오차를 보이며 양호하게 예측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이 순환골재 콘크리트

보의 장기처짐을 양호하게 예측하여 순환골재 콘크

리트 구조물의 장기거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얻은 제한적인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

이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할 계획이다.

Notation

φ0 : 기준 크리프계수

βc : 크리프 경시 변화를 나타내는 계수

RH : 상대습도

β(t0) : 제하시 재령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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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속하중 하에서의 골재 종류에 따른 철근콘크리트보의 장기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천연골재를 사용한 실험체와 순환굵은골재 대체율 100% 실험체, 순환잔골재 대체율 50% 실험체 총 3개로 제작하여 약

1년 동안 지속하중을 가력하였다. 탄성계수와 압축강도의 차이를 고려시 순환골재를 사용한 실험체의 장기처짐이 천연

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보다 다소 크게 처짐이 발생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순환골재 실험체가 천연골재 실험체

와 대등한 장기 휨 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처짐 예측시 장기처짐 예측식에 적용하는 크리프계수와 건조수

축은 CEB-FIP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ACI-209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좋은 예측을 보였다. ACI-318의 예측 방법은 장

기처짐을 과대평가하고 Mayer의 방법, Neville의 방법은 본 연구에서는 실험체의 낮은 인장철근비로 큰 오차를 보였다.

Branson의 방법, EMM, AEMM은 장기처짐을 양호하게 예측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순환골재 콘크리트 보

의 장기처짐을 좋은 예측을 보여 순환골재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거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순환골재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보, 장기거동, 처짐

βs : 건조수축 경시변화를 나타내는 계수

βsc : 시멘트 형태에 따른 계수

γla : 재하시 재령에 따른 계수

γλ : 환경의 습도조건에 따른 계수

γh : 평균 부재 두께에 따른 계수

γs : 슬럼프에 따른 계수

γψ : 잔골재율에 따른 계수

γa : 공기량에 따른 계수

γcs : 시멘트 함유량에 따른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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