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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a unified shear design method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shear strength of concrete beams

with and without FRP shear reinforcement. The contributions of FRP and concrete on shear strength were defined separately. By

comparing the current design method calculated results with the existing test results, it was found that Triantafillou model shows

a reliable prediction of FRP effective strain and FRP shear strength contributions. The concrete shear strength contribution was

defined by the strain-based shear strength model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The shear strength of concrete compression zone

was evaluated based on the material failure criteria of the concrete subjected to the compressive normal and shear stresses. The

proposed strength model was verified by comparing its prediction results to prior test results. The comparison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accurately predicts the strengths of the test specimens for both FRP shear reinforced and unreinforced concrete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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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FRP(fiber reinforced polymer)

소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FRP 쉬트와 바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보의 휨 보강 또는 전단 보강을 위

한 다양한 공법이 개발되었다. 

이재훈 등
1)
은 FRP 휨 보강근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보의

파괴 특성과 구조 성능을 구명하기 위하여 실험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설계식의 정확성을

분석하고 보다 개선된 회귀 모델을 제안하였다. Adhikary

등
2)
은 FRP 부착 앵커를 이용한 전단 보강 공법을 개발하

기 위하여 FRP 재료(AFRP: armid fiber finforced polymer,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전단 보강

쉬트 배치 형태, 부착 앵커의 연장 길이에 따른 부착 파

괴 메커니즘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FRP 쉬트의 전단 보

강 기여분을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Qu 등
3)
은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의 경사 균열 모델
4)
을 이용하는 비

선형 유한 요소 해석 연구를 통하여 FRP 전단 보강 콘크리

트 보의 크기 효과를 구명하였다. 이러한 이론 및 실험

연구에 의하면,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구조물은 FRP

재료(유리, 탄소, 아라미드), FRP 부착강도, 보강 형태(쉬

트/바, wrap/jacketing), 전단 스팬비, 부재 파괴 모드, 전단

철근 사용 여부 등 여러가지 재료 및 기하학적 변수에 영

향을 받으므로, FRP 파단, 콘크리트 압괴, 콘크리트-FRP 접

착면 파괴 등 매우 복합적 방식으로 구조물이 파괴된다.
5-9)

따라서 다양한 설계 변수와 조건에 대하여 구조물의 전단

강도를 일관되게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10)

최근 Alagusundaramoorthy,
11)

 Guadagnini
12)
는 콘크리트

부재의 크기, FRP 부착 방향 등 주요 변수의 영향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에 대한

현행 전단강도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Iannnituberto
19)
과 Pellegrino

20)
는 현행 전단강도 모델은

FRP의 파괴 변형률, FRP의 배치 방향 등 주요 변수의

영향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의 강도를 정확하게 추정하

지 못하며 안전측이 아님을 밝혀내었다. 또한 현행 전단

강도 모델(Tables 1, 2)에서 FRP 전단 보강재의 전단강

도 기여분이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반면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 기여분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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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FRP, 전단 철근의 전단강도 기여분을 각각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선행 연구
17,18)
에서는 콘크리트 재료 파괴 기준을 이용

하여 전단 보강 및 무보강 콘크리트 보의 전단 메커니

즘을 구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보 단면의 휨

변형(휨 손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

도를 정의하는 변형도 기반 전단설계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변형도 기반 전

단설계 방법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단순화된 전단강

도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와 일반 콘크리트 보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통합 전단설계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

존의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FRP 전단강도 기여

분에 대한 현행 강도 모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안된

설계 방법을 기존 실험 연구 결과와 현행 ACI 440 설계

기준과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FRP 전단강도 기여분

ACI 440
13)
와 Eurocode 2

15)
 등 현행 설계기준에서는 일

반적으로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Vn)를

콘크리트(Vc), 전단 철근(Vs), FRP의 전단강도 기여분(VF)

의 합으로 정의한다.

Vn = VC + VS + VF (1)

현행 설계기준에서 전단 철근의 기여분은 철근의 항복

을 가정하여 대체로 식 (2)로 정의한다.
13-15)

(2)

여기서, Av =전단 철근량, fy =전단 철근의 항복강도, d =

보의 유효깊이, s =전단 철근의 배근 간격

한편 Tables 1과 2는 FRP의 전단강도 기여분(VF)과 콘

크리트의 전단강도 기여분(Vc)을 평가하는 여러 전단강

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표에 나타나듯이 현행 설계기

준들은 콘크리트와 FRP의 전단강도 기여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인다. 

이 장에서는 FRP 전단강도 기여분에 대한 현행 전단

강도 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실험 연구

결과와 예측 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3에는 비교에

사용된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실험체의 재료 특성, 부

재 형상 및 치수가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험체에는

탄소섬유보강폴리머(CFRP)가 사용되었으며 Iannnituberto
19)

는 유리섬유보강폴리머(GFRP), Adhikary 등
2)
은 일부 시

험체에 아라미드섬유보강폴리머(AFRP)를 사용하였다. 또

한 대부분의 시험체에서 FRP 보강재는 보를 감싸는 랩

핑 방식으로(wrapping) 설치되었으나 Pellegrino
20,21)
는 FRP

보강재를 측면 부착하였고(side bonding), Adhikary 등
2)
은 일

부 시험체에서 FRP를 U형으로 부착 보강하였다(U-jacking).

비교에 사용된 시험체는 대체로 콘크리트 부재축에 직교

방향으로 FRP를 설치하였으며 Alagusundaramoorthy
11)
의

일부 시험체에서는 45도 각도로 FRP를 설치하였다. 

Vs

Av fyd

s
--------------=

Table 1 Existing models for shear transfer contribution of FRP 

Investigators Shear transfer capacity of FRP (VF) (kN)

ACI 440
13)

εF,C = 0.006

AF  = area of FRP shear reinforcement

EF  = elastic modulus of FRP

θ   = shear crack inclination, 

β   = fiber inclination

sF  = FRP spacing

Tom et al.
5)

fF,u = FRP strength, tF = FRP thickness

Triantafillou
6)

 

εF,e = 0.0119 − 0.0205(ρF
. EF) + 0.0104(ρF

. EF)
2

 

εF,e = − 0.00065(ρF
. EF) + 0.00245

ρF = FRP shear reinforcement ratio

γF  = coefficient accounting for FRP type

Khalifa and

Nanni
7) fF,e  =R . fF,u

dF  = FRP effective height 

R    = coefficient accounting for failure mechanisms of 

reinforced beams 

Chen and

Teng
8,.9) fF,e  =Df

. fF,u
DF  = coefficient accounting for failure pattern, the 

strain distribution along the shear crack and 

FRP reinforcement details

Table 2 Existing models for shear transfer contribution of

concrete

Investigators Shear transfer capacity of concrete (vc) (MPa)

ACI 318-08
14) vc = 0.167

 in MPa

Eurocode 2
15)

vc  = τRdk(1.2 + 40ρl)

τRd = 0.25ft, k =

ρl  = longitudinal steel ratio

ft  = tensile strength of concrete

Zsutty 
16)

vc = 2.2

 in MPa

ρ = steel ratio

Choi et al.
17,18)

vc = λs × cu / d

λs = 1.2 − 0.2(a / d)d ≥ 0.65

cu = depth of compression zone

d in meters

VF

AF EF εF C,

θcot βcot+( ) βsin d⋅ ⋅ ⋅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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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F fF u,

tF d⋅ ⋅=

VF ρF EF

0.9

γF
-------b d εF e,

1 βcot+( ) βsin⋅ ⋅ ⋅ ⋅=

for 0 ρF EF 1≤⋅≤

for 1 ρF EF⋅≤

VF

AF fF e,

β βcos+sin( )dF⋅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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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F 2fF e,

tFbF

dF ϕcot βcot+( ) βsin

sF
----------------------------------------------------=

fc'

fc'

1.6 d–( ) 1≥

fc'ρ
d

a
---  ⎝ ⎠

⎛ ⎞ 1/3

fc'

ft ft 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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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에는 기존 FRP 전단강도 기여분 평가 모델(Table

1)을 이용한 예측 강도(VF,pred)와 실험 결과(VF,exp)를 비교

하였다. VF,exp는 FRP 보강 시험체의 전단강도에서 FRP

무보강 시험체의 전단강도를 감하여 산정하였다. 여기서

FRP 보강 여부를 제외하고 FRP 보강 시험체와 무보강

시험체의 다른 설계 변수는 동일하다. 그림에서 ρF(= AF /

bsF)는 FRP의 보강 부피비, EF는 FRP의 탄성계수를 나타

낸다. 여기서, AF, sF는 FRP 전단 보강 단면적, FRP 전

단 보강재의 배치 간격 그리고 b는 콘크리트 보의 너비

를 나타낸다. Fig. 1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현행 FRP 전

단강도 모델은 실험 강도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편차가

크다. 그 이유는 FRP의 전단강도가 FRP 설치 상세, 파

괴 형태, 보의 세장비, 보의 크기 등 다양한 설계 변수

와 실험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Triantafillou
6)
의 강도 모델에서는 FRP의 유효 변형률을

ρFEF의 함수로써 제안하고 있으며 Khalifa
7)
는 파괴 형태

를 고려하여 FRP의 유효 강도를 정의하고 있다(Table 1

참조). Fig. 1(b), (c)에 의하면 Triantafillou
6)
와 Khalifa

7)

의 강도 모델이 실험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Chen과 Teng
8,9)
은 FRP의 파단과 콘크리트/FRP의

부착 파괴 모드를 각각 고려하여 전단강도를 정의하고

있는데, Fig. 1(d)에 나타난 바와 같이 FRP의 파단을 가

정하는 강도식은 실험값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며 반면

부착 파괴를 가정하는 강도식은 실험값을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Chen과 Teng
8,9)
은 FRP 부착 방식

이 랩핑 방식(wrapping)일 경우는 FRP 파단에 의한 강도

식을 추천하고 FRP 부착 방식이 측면 부착(side bonding)

또는 U형 부착(U-jacking)일 경우는 부착 파괴에 의한 강

도식을 추천하는데, 이 연구에서 분석된 실험 결과는 대

부분 랩핑 방식(wrapping)임으로 실험 결과를 과대평가

하게 된다. 또한 응력 분포 계수, 부착 길이 등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Fig. 1 Predictions of FRP shear strength contribution by existing shear strength models

Fig. 2 FRP effective strain evaluated based on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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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 2는 Table 3에 제시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의 전단 파괴 순간의 FRP 유

효 변형률(εF,e)을 역산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6)
 Fig. 2

에서 실험에 사용된 FRP의 유효 변형률은 ρFEF에 반비

례하며 그 변화가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FRP의 전단 기여분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FRP

의 유효 변형률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ACI

440
13)
의 FRP 전단강도 모델은 FRP의 유효 변형률(εF,e)

Table 3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FRP shear-reinforced concrete beams

Investigators Specimens
Width

b (m)

Depth

h (m)

Effective

depth

d (m)

Shear

spandepth

ratio

a/d

Steel shear

reinforcement

ratio

ρs 

f'c
(MPa)

fy
(MPa)

Fiber 

bonding 

configu-

ration
(1)

/ fiber 

type
(2)

Fiber

thickness

tf (mm)

Width of

fiber

wf (m)

Spacing

of fiber

sf (m)

Elasticity

of fiber

E f

(GPa)

Strength 

of fiber

fF
 (MPa)

Angle of

fiber

β

(degree)

Shear

strength

Vexp

(kN)

by ACI

440

(2002)

by

proposed

method

Ianniruberto

and 

Imbimbo
19)

 

Una 0.15 0.35 0.3 3 0.0038 28.9 494.5 -
(3) - - - - - - 152 1.223 1.061 

Unb 0.15 0.35 0.3 3 0.0038 28.9 494.5 - - - - - - - 186 1.497 1.298 

ST1a 0.15 0.35 0.3 3 0.0038 28.9 494.5 W/G 0.12 0.35 0.35 75.9 3600 90 242 1.541 1.278 

ST1b 0.15 0.35 0.3 3 0.0038 28.9 494.5 W/G 0.12 0.35 0.35 75.9 3600 90 242 1.541 1.278 

ST2a 0.15 0.35 0.3 3 0.0038 28.9 494.5 W/G 0.24 0.35 0.35 75.9 3600 90 278 1.464 1.561 

ST2b 0.15 0.35 0.3 3 0.0038 28.9 494.5 W/G 0.24 0.35 0.35 75.9 3600 90 270 1.422 1.516

ST3a 0.15 0.35 0.3 3 0.0038 28.9 494.5 W/G 0.36 0.35 0.35 75.9 3600 90 318 1.428 1.975 

ST3b 0.15 0.35 0.3 3 0.0038 28.9 494.5 W/G 0.36 0.35 0.35 75.9 3600 90 279 1.253 1.733 

Pellegrino

and

Modena
20)

TR30C1 0.15 0.3 0.25 3 - 27.5 - - - - - - - - 74.7 2.279 1.558 

TR30C2 0.15 0.3 0.25 3 - 27.5 - S/C 0.165 0.25 0.25 233.6 3550 90 120 0.808 1.701 

TR30C3 0.15 0.3 0.25 3 - 27.5 - S/C 0.495 0.25 0.25 233.6 3550 90 112.8 0.297 0.974 

TR30C4 0.15 0.3 0.25 3 - 27.5 - S/C 0.495 0.25 0.25 233.6 3550 90 140.2 0.369 1.211 

TR30D1 0.15 0.3 0.25 3 0.0035 31.4 548 - - - - - - - 161.5 1.554 1.392

TR30D10 0.15 0.3 0.25 3 0.0035 31.4 548 S/C 0.33 0.25 0.25 233.6 3550 90 193 0.575 1.197 

TR30D2 0.15 0.3 0.25 3 0.0035 31.4 548 S/C 0.495 0.25 0.25 233.6 3550 90 213.3 0.473 1.160 

TR30D20 0.15 0.3 0.25 3 0.0035 31.4 548 S/C 0.495 0.25 0.25 233.6 3550 90 247.5 0.549 1.346 

TR30D3 0.15 0.3 0.25 3 0.0035 31.4 548 S/C 0.165 0.25 0.25 233.6 3550 90 161.4 0.735 1.164 

TR30D4 0.15 0.3 0.25 3 0.0035 31.4 548 S/C 0.33 0.25 0.25 233.6 3550 90 208.8 0.623 1.295 

TR30D40 0.15 0.3 0.25 3 0.0035 31.4 548 S/C 0.33 0.25 0.25 233.6 3550 90 212 0.632 1.315 

Pellegrino

and 

Modena
21)

AUoS-17 0.15 0.3 0.25 5 0.00392 41.4 534 - - - - - - - 198.1 1.668 1.583 

Auos-20 0.15 0.3 0.25 5 0.00335 41.4 534 - - - - - - - 203.5 1.896 1.789

Au1-s-17 0.15 0.3 0.25 5 0.00392 41.4 534 S/C 1.65 0.25 0.25 230 3450 90 247.3 1.063 1.678 

Au1-s-20 0.15 0.3 0.25 5 0.00335 41.4 534 S/C 1.65 0.25 0.25 230 3450 90 235.1 1.063 1.729 

Au2-s-17 0.15 0.3 0.25 5 0.00392 41.4 534 S/C 3.3 0.25 0.25 230 3450 90 218.9 0.631 1.290 

Adhikary 

et al.
2)

B1 0.3 0.3 0.245 4.08 - 38 - - - - - - - - 112 1.483 1.137 

C1 0.3 0.3 0.245 4.08 - 37.2 - U/C 0.167 0.245 0.245 230 3400 90 165 0.879 1.138

C2 0.3 0.3 0.245 4.08 - 41 - W/C 0.167 0.245 0.245 230 3400 90 228.5 1.194 1.487 

C3 0.3 0.3 0.245 4.08 - 41.1 - W/C 0.167 0.245 0.245 230 3400 90 237.5 1.240 1.545 

C4 0.3 0.3 0.245 4.08 - 42.4 - W/C 0.167 0.245 0.245 230 3400 90 250 1.297 1.619 

A1 0.3 0.3 0.245 4.08 - 39.6 - U/A 0.286 0.245 0.245 120 2000 90 155 0.871 0.983

A2 0.3 0.3 0.245 4.08 - 41.8 - W/A 0.286 0.245 0.245 120 2000 90 200 1.110 1.197

A3 0.3 0.3 0.245 4.08 - 43.9 - W/A 0.286 0.245 0.245 120 2000 90 245 1.346 1.457 

A4 0.3 0.3 0.245 4.08 - 43.5 - W/A 0.286 0.245 0.245 120 2000 90 244 1.343 1.453 

Alagusund

aramoorthy

et al. 
11)

sb1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 - - - - - - 189 1.420 1.410 

sb2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 - - - - - - 208 1.563 1.551 

sb3-90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90 231.5 0.767 1.386 

sb4-90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90 217.5 0.721 1.302 

sb5-90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90 234.5 0.777 1.404

sb6-90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90 218 0.723 1.305 

sb7-90-0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90 241 0.799 1.443 

sb8-90-0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90 227 0.752 1.359 

sb9-45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45 264.5 0.712 1.464

sb10-45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45 273.5 0.736 1.514 

sb11-45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45 254.5 0.685 1.408 

sb12-45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45 265.5 0.715 1.469 

sb13-45-0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45 256.5 0.690 1.420 

sb14-45-0 0.23 0.38 0.342 2.68 0.001843 31 414 W/C 0.00018 0.342 0.342 228 4900 45 271 0.729 1.500

(1) 
Fiber bonding configuration : W - wrapping, U - U jacking, and S - side bonding 

(2) 
Fiber type : A - aramid FRP, C - carbon FRP, and G - glass FRP

(3) 
Not applicable 

V
 exp

Vpred

-----------
V

 exp

Vp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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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0.006으로 일정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FRP의

ρFEF가 작은 경우에는 유효 변형률을 과소평가하여 FRP

의 전단강도를 과소평가하며, 반면 FRP의 ρFEF가 큰 경

우에는 FRP의 유효 변형률과 FRP 전단 기여도를 과대

평가한다(Fig. 1(a), Fig. 2). 또한 실험 강도와 예측 강도

의 평균비율이 0.67로서 FRP의 전단 기여도를 안전 측

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FRP 전단강도 모

델 중에서 Triantafillou
6)
의 강도 모델은 FRP의 유효 변

형률을 ρFEF의 함수로 정의하고 있어서 유효 변형률과

전단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며 계산이 편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riantafillou
6)
의 FRP 전단강도식

을 사용하여 FRP의 전단강도(VF, Table 1)를 산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FRP의 유효 변형률은 Fig. 2에 제시된 실

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 (3)으로 단순화하여 재정의하였다. 

(3)

3. 콘크리트 균열 단면의 전단강도 기여분

선행 연구에서는
17,18) 
일반 콘크리트 보의 전단 성능 평

가를 위해 변형도 기반 전단강도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모델은 다른 강도 모델에 비하여 강도 예측의 정

확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변형도 기반 전단강도 모델을 바탕으로 FRP 전단 보

강 콘크리트 보에서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기여분을 간편

하게 정의하는 설계 방법을 개발하였다. 

대부분의 RC 보는 전단 파괴 이전에 휨 변형이 발생

하므로 인장대에 큰 휨 인장 균열이 발생한다. Kotsovos,
22)

Zararis,
23)

 Jelic
24)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큰 휨 손상을 받

은 이후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에는 골재 맞물림이나 주

철근의 다우얼 효과가 크게 감소하며 따라서 콘크리트

압축대가 대부분의 전단 저항을 발휘한다.
22,25)

 이러한 가

정을 바탕으로 Choi 등
17,18)
은 압축대의 전단 저항만을 고

려하여 변형률 기반 전단강도 모델을 개발하였다(Fig. 3).

이 모델에서는 콘크리트 압축대의 전단강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압축대의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압축응

력과 전단응력의 조합 응력을 고려하였다. 두 조합 응력

에 대한 콘크리트 재료 파괴 기준으로서 Rankine
26)
의 파

괴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 파괴 기준에서는 주응력이 콘

크리트의 재료 강도에 도달하면 재료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압축대의 각 지점에 작용하는 주

압축응력이 압축강도 에 도달하면 압축 지배 전단 파

괴가 발생하며, 인장강도 에 도달하면 인장 지배 전

단 파괴가 발생한다(Fig. 3). 이 재료 파괴 기준으로 부

터 전단응력 성능(최대 허용 전단응력)들은 수직 응력 σu

의 함수로 정의된다. 

압축 지배 전단응력 성능

(4a)

인장 지배 전단응력 성능

 (4b)

여기서  in MPa) =직교 방향 압축응력에

의해서 저감된 인장강도
27-29) 

세장한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에서 압축 수직 응력은

휨 철근비와 함께 단면의 휨 변형 즉 곡률에 따라서 변

화한다(식 (4)). 단면의 한 위치에서의 전단응력 성능 vc

는 압축 지배와 인장 지배 전단응력 성능 중에서 작은

값으로 결정된다. 콘크리트 단면에서 일반적으로 인장 지

배 전단응력 성능이 더 작으므로, 전단응력 성능은 인장

지배 전단응력 성능으로 결정된다. 즉 이다. 인장

균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중립축은 단면의

중심에 위치하며 단면 전체가 전단에 저항한다. 그러나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는 인장균열이 중립축으로 진전되

며 인장측에서의 전단 저항은 급격히 저하된다. 그 뒤

인장균열이 중립축에 도달한 이후에는 손상을 받지 않은

압축대 만이 전단 저항을 발휘하며, 이때 전단응력 성능

의 크기와 분포는 압축응력의 크기와 분포에 영향을 받는

다. 이때 단면의 전단 성능은 압축대 각 지점의 전단응

력 성능의 합력 Vc = b 로 정의하였다. b =콘크

리트 보의 너비, z =콘크리트 단면의 각 위치에서 중립축

에 이르는 거리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단면의 전단 성능

을 구하기 위해서는 압축대 단면의 모든 지점에서 압축

εF e,

0.018 0.06 ρF EF⋅( ) 0.0015≥–=

fc′

fc′

vnc z( ) fc′ fc′ σu z( )–( )=

vnt z( ) ft′ ft′ σu z( )+( )=

ft′ =0.29 fc′ (

vc vnt≈

vc z( ) zd∫

Fig. 3 Principal stress failure criteria of concrete subjected to

shear-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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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의 크기가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단 성능의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이 연구에서는 FRP 전단 보강된 보에서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기여분을 간편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인장균열

이 발생한 직후 위험 단면의 압축대에 작용하는 평균 수

직 응력 (= fr = 0.63 , in MPa)을 도입하였다. 선행 연

구
17,18)
에 의하면, 평균 수직 응력 의 산정 과정은 복잡하

며 일반적으로 이다. 따라서 평균 수직 응력 을

사용하게 되면,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에 대한 계산 과

정이 간편해지며 또한 강도 추정이 보다 안전측이 될 것

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식 (4b)에 을 도입하여 균

열 단면의 평균 전단응력 성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5)

(6)

여기서, λs =콘크리트 보의 크기 효과 계수,
23)

 c =콘크리

트 압축대의 깊이

최종적으로 FRP 및 전단 철근으로 전단 보강된 콘크

리트 보의 전단강도는 식 (1)로 정의된다. 여기서 Vc, Vs,

VF는 각각 식 (5), (2), Table 1의 Triantafillou
6)
 식으로

산정된다.

4. 제안된 설계 방법의 검증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전단강도 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기존 실험 연구에서 보고된 508개의 전단 무

보강 콘크리트 보와 510개의 전단 철근 보강 콘크리트

보에 대한 전단강도 실험 결과를 이용하였다. 검증에 사

용된 실험체의 주요 변수와 실험 조건은 참고문헌
17,18)
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Fig. 4에는 현행 설계 방법과 제

안한 설계 방법에 의한 예측 강도와 실험 강도의 비가 제

시되어 있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ACI 318과 Eurocode 2

설계기준은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를 정확하게 추정하

지 못하고 편차가 매우 크다. 일부 시험체에서는 실험

결과를 과대평가하므로 안전측의 설계를 보장하지 못한

다. 반면 Zsutty
16)
와 Choi 등

17,18)
의 전단강도 모델은 ACI

318,
14)

 Eurocode 2
15)

 등 현행 설계기준 보다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전단

강도 모델은 다른 평가 모델에 비하여 강도 예측의 편

차가 가장 적어서 실험 결과를 가장 안정적으로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RP 또는 전단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보에

대한 제안 모델의 강도 추정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Table 3에 제시된 실험 결과를 사용하였다. Fig. 5(a), (b)

에서는 각각 FRP 무보강 시험체와 FRP 보강 시험체가 사

용되었으며, Fig. 5(c)에는 Table 3에 제시된 모든 시험체가

사용되었다. 단 Fig. 5(b)에서 VF,exp는 Fig. 1에서 설명된 바

와 같이, FRP 보강 시험체의 전단강도에서 FRP 무보강

시험체의 전단강도를 감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Fig. 5

를 이용하여 전단강도 기여분(Vc + Vs, VF, Vc + Vs + VF)에

대한 ACI 설계 방법의 전단강도 추정 결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Fig. 5(a)에서 ACI 설계 방법은 Vc + Vs의

σ fc′

σ

σ fr≥ σ fr=

σ fr=

Vc λs ft′ ft′ σ+( )bc=

λs 1.2 0.2 a/d( )d 0.65≥–=

Fig. 4 Strength predictions for concrete beams with/without

steel shear reinforcement by existing shear strength

models and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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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기여도를 대체로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Fig. 5(b)에

서 ACI 440 설계 방법은 FRP의 ρFEF가 증가할수록 FRP

의 전단 기여분을 과대평가한다. Fig. 5(c)에는 콘크리트,

전단 철근 그리고 FRP의 전단강도 기여분을 모두 반영하

여 ACI 440 설계 방법으로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실험 강도 대비 산정 강도 평

균이 1.046, COV는 0.417로써 강도 추정의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RP의 ρFEF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 결과를 과대평가하여 안전측의 설계를 보장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는 전단강도 기여분(Vc + Vs, VF, Vc + Vs + VF)에

대한 제안된 설계 방법의 전단강도 추정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그림에서 제안한 설계 방법은 현행 ACI 440 설

계 방법에 비하여 각 전단강도 기여분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제안한 설계 방법은 실험 강도 대비 산정

강도의 평균이 1.405, COV는 0.150으로써 실험 결과를

큰 편차없이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주요 설계 변수(콘크리트 강도, 전단 경간비,

FRP 부피비)에 대하여 제안 설계 방법의 강도 추정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제안 설계 방법

은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강도 추정이 민감하게 변

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의 전

단강도를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5. 결 론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를 정확하게 평

가를 위해서는 FRP의 전단강도 기여분과 콘크리트의 전

단강도 기여분 각각의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FRP의 전단강도 평가 모델의 추정

Fig. 5 Prediction of test results by ACI model

Fig. 6 Prediction of test results by proposed model

Fig. 7 Strength prediction by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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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기존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재 파괴 순간 FRP의 유효 변형률은 FRP의

부피비와 탄성계수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잘 모사하고 있는

Triantafillou
6)
의 모델을 이용하여 FRP 전단강도 기여분

을 평가하였다.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기여분을 정의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변형도 기반 전단강도 모

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콘크리트 보 단면의 압축대

에서 전단응력과 압축응력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하

여 콘크리트 재료 파괴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기여분을 정의하였다. 제안된

평가 방법은 기존 실험 연구 결과와 현행 ACI 설계기준

과의 비교를 통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은 다양한 설계 변수 조건에

서 일반 콘크리트 보 뿐 아니라 FRP 전단 보강 콘크리

트 보의 전단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CI 설계기준은 예측 오차가 비교적 크며 많은 실

험체에 대하여 강도 추정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밝

혀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검증에 사용한 실험 결과는

ρFEF ≤ 2 MPa이므로, 추후 FRP의 전단 보강비가 높은 실

험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추가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이다

(No. 2010-0020944).

참고문헌

1. 이재훈, 신성진, “전단 보강이 없는 FRP RC보의 전단강

도 예측,”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2권, 3호, 2010, pp.

313~324.

2. Adhikary, B. B., Mutsuyoshi, H., and Ashraf, M., “Shear

Strengthening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Using Fiber-

Reinforced Polymer Sheets with Bonded Anchorage,” ACI

Struct. J., Vol. 101, No. 5, 2004, pp. 660~668.

3. Qu Z., Lu X. Z., and Ye L. P., “Size Effect of Shear Con-

tribution of Externally Bonded FRP U-Jackets for RC

Beams,” Proc. International Symposium on Bond Behav-

iour of FRP in Structures (BBFS 2005), Hong Kong, China,

2005, pp. 371~380.

4. Lu, X. Z., Chen J. F., Ye, L. P., Teng, J. G., and Rotter, J. M.,

“Theoretical Analysis of FRP Stress Distribution in U Jack-

eted RC Beams,” Proc. 3rd Int. Conference on Composites

in Construction (CCC2005), Lyon, France, 2005, pp.

541~548.

5. Tom, N., Hamid, S., and Ehsani, M. R., “Shear and Flexural

Strengthening of R/C Beams with Carbon Fiber Sheet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Vol. 123, No. 7, 1997,

pp. 903~911.

6. Triantafillou, T. C., “Shear Strength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Using Epoxy-Bonded FRP Composites,” ACI Struc-

tural Journal, Vol. 95, No. 2, 1998, pp. 107~115.

7. Khalifa, A. and Nanni, A., “Improving Shear Capacity of

Existing RC T Section Beams Using CFRP Composites,”

Cement Concrete Compos, Vol. 22, No. 3, 2000, pp. 165~174.

8. Chen, J. F. and Teng, J. G., “Hear Capacity of FRP Strength-

ened RC Beams: Fibre Reinforced Polymer Rupture,” Jour-

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 129, No. 5, 2003,

pp. 615~625.

9. Chen, J. F. and Teng, J. G., “Hear Capacity of FRP Strength-

ened RC Beams: FRP Debonding,”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Vol. 17, No. 1, 2003, pp. 27~41.

10. Teng, J. G., Chen, J. F., Smith, S. T., and Lam, L., FRP

Strengthened RC Structures, John Wiley & Son, Ltd.,

England, 2002, 245 pp.

11. Alagusundaramoorthy, P., Harik, I.. E., and Choo, C. C.,

“Shear Strength of R/C Beams Wrapped with CFRP Fab-

ric,” Research Report, KTC-02-14/SPR 200-99-2F, Ken-

tuky Transportation Center, 2002.

12. Guadagnini, M., Pilakoutas, K., and Waldron, P., “Shear

Resistance of FRP RC Beam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Composites for Construction, ASCE, Vol. 10,

No. 6, 2006, pp. 464~473.

13. ACI 440, ACI 440. 2R-02 Guide for the Design and Con-

struction of Externally Bonded FRP Systems for Strength-

ening Concrete Structures, USA, 2002, 45 pp.

14. ACI Committee 318,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Concrete (ACI 318-08) and Commentary (ACI

318R-08), USA, 2008, 473 pp.

15.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Design of

Concrete Structure, Part 1-6:General Rules and Rules for

Building, EUROCODE 2, Brussels, Belgium, 2004, 225 pp.

16. Zsutty, T. C., “Shear Strength Prediction for Separate Cat-

egories of Simple Beam Tests,” ACI Journal, Proceedings,

Vol. 68, No. 2, 1971, pp. 138~143.

17. Choi, K., Park, H., and Wight, J. K., “Unified Shear

Strength Model for Reinforced Concrete Beams-Part I:

Development,” ACI Struct. J., Vol. 104, No. 2, 2007, pp.

142~152.

18. Choi, K. and Park, H., “Unified Shear Strength Model for

Reinforced Concrete Beams-Part : Verification and Sim-

plified Method,” ACI Struct., J., Vol. 104, No. 2, 2007, pp.

153~161.

19. Ianniruberto, U. and Imbimbo, M., “Role of Fiber Rein-

forced Plastic Sheets in Shear Response of Reinforced Con-

crete Beams: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J.

Compos. for Constr., Vol. 8, No. 5, 2004, pp. 415~424.

20. Pellegrino, C. and Modena, C., “Fiber Reinforced Polymer

Shear Strengthening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with

Transverse Steel Reinforcement,” Journal of Composites

for Construction, Vol. 6, No. 2, 2002, pp. 104~111.

21. Pellegrino, C. and Modena, C., “Fiber-Reinforced Polymer

Shear Strengthening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Exper-

imental Study and Analytical Modeling,” ACI Struct. J.,

Vol. 103, No. 5, 2006, pp. 720~728. 

22. Kotsovos, M. D. and Pavlovic, M. N., Ultimate Limit-State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 a New Approach, Thomas

Telford, London, 1998, 208 pp.

23. Zararis, P. D. and Papadakis, G. C., “Diagonal Shear Failure



FRP 전단 보강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 모델│193

and Size Effect in RC Beams without Web Reinforcement,”

J. Struct. Engrg., ASCE, Vol. 127, No. 7, 2001, pp. 733~742.

24. Jelic, I., Pavlovic, M. N., and Kotsovos, M. D., “A Study of

Dowel Action in Reinforced Concrete Beams,” Magazine of

Concrete Research, Vol. 51, No. 2, 1999, pp. 131~141.

25. Tureyen, A. K. and Frosch, R. J., “Concrete Shear Strength:

Another Perspective,” ACI Struct. J., Vol. 100, No. 5, 2003,

pp. 609~615.

26. Chen, W. F., “Plasticity in Reinforced Concrete,” New

York, McGraw-Hill, 1982, pp. 204~205.

27. Antoine, E. N., Prestressed Concrete Analysis and Design,

Fundamentals, USA, 2004, pp. 1~1072.

28. ACI Committee 224, Cracking of Concrete Members in

Direct Tension (ACI 224.2R-92), USA, 1997, 12 pp.

29. Ghaffar, A., Chaudhry, M. A., and Ali, M, k., “A New

Approach for Measurement of Tensile Strength of Con-

crete,” Journal of Research (Science), Bahauddin Zakariya

University, Multan, Pakistan, Vol. 16, No. 1, 2005, pp. 1~9.

요 약 이 연구에서는 FRP 전단보강 및 무보강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통합전단설계방

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FRP의 전단강도 기여분과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기여분을 각각 정의하였다. 기존의 FRP

전단강도 평가모델과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Triantafillou의 FRP 전단강도 평가모델이 FRP의 유효변형률과 전

단강도의 추정이 우수하므로 Triantafillou의 모델을 이용하여 FRP의 전단강도 기여분을 정의하였다. 콘크리트 전단강도

기여분은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변형도 기반 전단강도모델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콘크리트 단면의 압축대에 작용하

는 압축응력과 전단응력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재료파괴기준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전단강도 기여분

을 산정하였다. 제안한 설계방법은 기존 실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비교 결과 제안한 설계방법

은 다양한 설계변수 범위에서 FRP 전단보강 및 무보강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콘크리트 보, FRP, 전단강도, 전단 보강, 대체 설계법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