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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itial clamping forces of high strength bolts depending on different faying surface conditions drop within 1,000 hours 
regardless of loading, any other external force or loosening of the nut.  This study is focused on an expectation model for 
relaxation of high strength bolt, which is confined to creep on  coated faying surfaces after initial clamping. The range of this 
experiment is limited to estimate the relaxation of bolted joints coated by inorganic zinc primer. The candidate bolts were 
dacro-coated tension control bolts. The parameters of  coated thickness for the faying surface were 96, 168,and  226㎛ 
respectively. From experiments, it exhibited that the logarithmic function for creep strain was derived  due to the parameter of 
coating thickness. By using the creep strain, subsequently the quantitative model for estimating long term relaxation of high 
strength bolt can be taken with the elapsed tim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relaxation after the initial clamping 
of high strength bolt rose to a much higher range from 10% to 18% due to creep of the coating as the coating thickness was 
increased. This study showed that the clamping force reflecting relaxation after the elapse of constant time can be calculated 
from the initial clamping force of high strength bolt. 

요    지

고력볼트의 초기 체결력은 미끄럼표면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축력저하가 발생한다. 이 연구는 미
끄럼접합부 표면에 도장이 되어있는 경우, 도장의 크리프현상에 따른 축력저하에 관한 예측 모델을 찾는 것이다. 
이 실험연구 범위는 무기질 아연 프라이머로 도포된 볼트접합부의 장기축력저하에 한정한다. 실험에 적용된 볼트종
류는 다크로 도포된 토크쉬어 볼트이다. 대상 표면의 도막 두께는 각각 96, 168, 226㎛ 이었다. 도막두께가 증가될
수록, 초기 체결이후 축력이완율은 도막의 크리프 때문에 10%에서 18%로 증가되었다. 장기축력예측을 위한 정량적
인 모델은 도막두께에 따른 크리프 스트레인과 경과된 시간사이에 회귀분석 결과로 얻어진다. 이 실험연구를 통해 
미끄럼표면 도막의 크리프 거동특성을 알 수 있다면, 일정시간 경과후 고력볼트 체결력은 초기 체결력으로부터 구
할 수 있다. 본 실험결과를 근거로 각 도막두께에 대한 장기축력이완이후의 고력볼트 체결력에 관한 정량적인 수식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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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구조물 고력볼트 접합에서 미끄럼접합에 의해 체결

된 고력볼트는 체결과정에서 체결작업이 완료된 직후, 
도장이 없는 미끄럼접합부 표면의 경우 평균 3∼5% 
정도, 도장된 접합부 표면은 도장종류와 두께에 따라 

축력저하가 더 심하게 발생되며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하지 않아도 너트의 풀림현상이 없어도 시간경과와 함

께 아주 약간씩 감소하게 된다(Kulak et al.,, 2003; 일본건

축학회, 2003). 위와 같이 볼트축력이 시간경과와 함께 

감소하는 현상을 축력이완이라고 한다. 고력볼트에 도

입된 축력은 체결작업 직후부터 3∼7일까지 약간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500시간 정도 경과 후에는 축

력저하 현상이 멈추어 일정축력을 유지한다. 
  고력볼트 접합부의 축력이완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

은 볼트 체결직후 체결공구를 제거한 직후 탄성회복현

상이 크다. 추가적으로 나사면, 좌면, 접합재 등에서의 

접촉면 조도 표면 불균등, 형상오차에 기인하는 국부

적인 소성변형이나 좌면함몰, 볼트 몸체의 크리프 현

상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축력저하에 관계하는 접

합부 요소로는 접합재의 표면처리, 와셔의 유무, 볼트

구멍의 클리어런스, 체결축력의 크기 등이다(김진호 

외, 2003).
이러한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된 고력볼트의 축력저

하원인을 일일이 규명할 수 없지만, 와셔, 볼트 구멍의 

클리어런스, 체결축력을 동일하게 할 경우, 표면처리 

상태에 따른 장기축력이완을 계측을 통해 예측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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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또한 접합표면에 도장이 도포되었을 경우에

는 다른 외적 요인보다 훨씬 빠르게 도장 크리프가 진

행된다. 또한 도장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크리프의 

현상은 더욱 크며 크리프 현상이 클수록 체결된 고력

볼트의 축력은 손실량이 비례적으로 크다고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다 (Kulak et al., 2003). 
고력볼트 미끄럼접합부의 도장표면조건에 대한 규정

이 미국의 AISC, 유럽의 EURO code3, 일본건축학회에

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강구조 설계기준은 없다. 
고력볼트의 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요인으로 

외기온도에 의존성에 관한 논문도 국내 1편 뿐이다

(Nah et al.,2009a). 고력볼트 이음부에서 광명단페인트, 
무기질아연도장과 같은 도장표면조건에 관한 미끄럼계

수 기준이 없으며 따라서 장기축력이완에 대한 실험적

인 연구도 최근 1~2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Nah et al.,2009b; Nah et 
al.,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력볼트의 축력이완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력볼트를 체결하는 미끄럼 

접합부의 도장두께별로 고력볼트 축력이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며, 축력이완 이후 고력볼트에 도입된 축

력확인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장기축력예측의 수학적 모델

고력볼트의 장기축력 손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인으로 대변할 수 있다. 
첫째, 강판과 볼트 몸체의 탄성수축을 포함하여 체

결과정동안에 발생된 직접적인 탄성적 축력손실

둘째, 무기질 아연도장과 같은 도장층, 온도 영향, 
그리고 볼트의 철제품의 이완에서 발생되는 크리프현

상과 같이 시간경과 중에 발생되는 손실

강판과 볼트 몸체의 탄성수축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강재의 탄성계수에 비해 복합소재, 특
히 무기질 아연도장과 같은 도장의 경우엔 탄성계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강재의 탄성수축에 앞서 도

장의 크리프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수학

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에서 무시한다. 이 

수학적 모델은 시간 경과 중에 발생되는 도장 층의 크

리프 현상에 의한 축력이완으로 제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Yang, 1999). 
도장재료의 크리프 거동과 힘의 균형조건 그리고 상

응조건을 알고 있으면, 시간(t)에 대한 힘 F(t)를 결정

할 수 있다. 크리프 거동과 볼트-하중 물성에 관련한 

여러가지 접근방법이 Webster(1994)와 Arimond(1996)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접근방법은 볼트가 감소하중 상수를 가진 스프링

이라는 점, 즉 스프링 강성이 감쇠력에 따라 감소한다

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볼트의 변형, 판 요소의 두

께 변화, 축력이완이 진행함에 따른 볼트와 도장의 일

체화된 거동을 설명하는 방정식 수립에 관한 것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볼트와 하중손실에 대하여, Arimond 
(1996)가 제시한 복합소재의 크리프에 적용 가능한 해

법은 식(1)과 같고, Yang(1999)도 동일한 수식에 의해 

시간경과에 따른 볼트의 체결력 산정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1)

식(1)에서, F(t) 는 시간경과에 따른 볼트 하중, Cb 
는 최초 도장 상수이다. 볼트 스프링상수 Cf는 적용된 

하중을 볼트 변형으로 나눈 값이다. 이론적인 산출 값

은 식(2)와 같다.                   

          
∑                      (2)

식(2)에서, Tplate는 접합부 플레이트 두께, Abolt는 볼트 

단면적, Bbolt 는 볼트의 영계수를 나타낸다.
Arimond(1996)는 크리프 곡선에 필요한 m값을 식(3)

에서 0.25로 결정하고, 보편적인 복합재료의 크리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따른 

장기축력이완 예측 수식을 식（４）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１ ＝∙                      (3)

     


 ∙ 

 
 ×

　　　  　(4)

여기서, Ho는 도장두께, Ec는 도장의 영계수, Ac 는 

볼트에 재하된 응력 면적, t 는 시간이다.
Yang(1999, 2000)은 볼트로부터 접합부에 재하된 응

력면적 산정을 시험체 규격은 Db⟨Dj⟨3Db 그리고  T
≤8db 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5) 를 적용하였다.




 




 ∙


 
   (5)

식(5)에서, A는 접합부에 적용된 응력면적, db는 볼트

머리 직경, dh 는 구멍직경, Dj는 강판 폭, T는 접합부

에 적용된 두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험체의 형상이 Dj〉3db, 

그리고  T≤8db 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응력

면적 산정 식(6) (Bickford, 1990)을 적용한다.

    　　　

 

  　　    　（6）

Yang(1999)은 용융무기질 아연도장을 도포한 고력볼

트 이음부의 장기축력이완에 필요한 수학적 모델을 수

립하는데, m  값을 0.2로 결정하고, α,　β는 크리프상

수는 실험을 통해  α=1.55×10-3 , β= 7.30×10-3 으로  

결정했다. 시간경과에 따른 변수는 α'= 3.42×10-12 , β
'= 1.61×10-11 사용하면 ±0.3% 이하의 신뢰도를 가진 볼

트 체결력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장기 축력이완 

예측에 관해 아래 식(7)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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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０（１５５×１０３ ７３０×１０３ｔ０ ２）

０１５５×１０３
　　

　　　　　　　　　　　　　　　　　　　　　　　　　　　　　

　　　　　　　　　　　　　　　　　         　　　（７）

３. 시험 및 결과분석

3.1 시험계획

본 연구에서는 도장의 탄성계수와 크리프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체를 Fig．1과 같이 구성하고, 고력

볼트 이음부 크기 및 형상은 한국강구조학회 고력볼트

표준접합 설계편람(2009)를 참고하고, 일본건축학회 고

력볼트 접합 설계시공 가이드북(2003)기준을 따랐다.

   Fig．1　2면 전단 시험체 모습

 
적용된 고력볼트 종류는 다크로TS 볼트로써, KS 

B2809에 적합한 F10T M20 이었다. 대상볼트의 물성은 

인장강도가 1,000~1,200 N/mm2 
항복강도는 900 N/mm2 

으로 미국의 ASTM F 2280 (2006)에 적합한 TS볼트와 

거의 유사하다. 최초 고력볼트에 도입된 체결축력은 

직경 20㎜에 적합한 표준볼트축력인 178kN을 도입했

다. 고력볼트 이음부 표면에 적용된 도막의 크리프 현

상에 따라 일정시간 경과 후(744시간) 고력볼트의 체결

력을 측정하였다. 측정시간은 1,000 시간이후까지 계획

되었지만, 후속 실험일정을 고려하여 체결이후 31일간 

실제 측정되었다. 고력볼트 체결력 변화를 측정할 목

적으로 각 고력볼트 체결시 와셔와 함께 로드셀을 동

시에 부착했다. 사용된 로드셀의 민감도는 1.345 mV/V, 
저항치는 350 Ω±1%이었다. 데이터취득은 도쿄소키에

서 제작된 데이터로거를 이용했다. 회귀분석법에 의해 

도출하여 장기축력 예측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장기축력이완에 대한 수학적 모델의 

기준 시험체는 무기질 아연도막 두께 변화를 변수로 

설정 하였다. 
한국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강구조물에 적

용되는 무기질아연도막의 적용두께는 75㎛ 이다. 본 

실험연구에서는 표준도막두께를 상회한 경우에 어떤현

상이 발생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실험에 

적용된 고력볼트 2면 전단 이음부 표면에 최초 계획된 

도장두께는 120, 180, 240 ㎛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측정된 도장두께는 96, 168, 226㎛이었으며, 아래 Ｔ

able１과 같다.  

시험체
도막 두께(단위:㎛) 표준

편차계획 측정 평균

R2KDZ1_1 120 96 19
R2KDZ1_2
R2KDZ2_1

180 168 18
R2KDZ2_2

R2KDZ3_1
240 226 22

R2KDZ3_2

Table 1 시험체 일람 및 무기질아연도막 두께 

3.2 결과분석

고력볼트의 체결력 측정은 로드셀을 이용하여 축력 

측정의 시험오차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Ｔable２는 

도장 두께별 시간경과에 따른 축력이완율을 분석한 결

과이다. 168시간 경과후의 축력이완율은 10%를 상회하

였고, 744시간 경과 후 최소 10.1%에서 최대 18.3%까

지 나타났다. 측정기간 전체 대비 초기 1주일의 축력

감소율은 91%로 분석되었다.

시험체명
평균도막
두께(㎛)

시간대비 축력
이완율 (%) (a)/(b)

 (%)168hr(a) 744hr(b)
R2KDZ1_1

96 10.6 11.6 91
R2KDZ1_2
R2KDZ2_1

168 13.2 14.4 91R2KDZ2_2
R2KDZ3_1

226 16.7 18.3 91
R2KDZ3_2

Table 2　 고력볼트 장기축력이완 결과

４. 도막두께별 장기축력 예측식

4.1 도막두께 96 ㎛ 고력볼트 이음부

무기질 아연도장 두께 평균 96 ㎛를  나타낸 고력볼

트 이음부에 대한 시간-크리프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

기위해, 공학 통계학적인 접근을 수행하였으며, 일원분

산분석과 회귀모형수립에 필요한 도구는 Minitab 
(Ver.15)(이승훈, 2008)를 사용하였다. 

Arimond(1996)와 Yang(1999)이 이용했던 도장의 크리

프를 산정하기 위해 식(3)에 상응하는 크리프 스트레인

을 얻기 위해, 실험결과로부터 로그함수를 취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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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log     

                                            (8)

여기서 t는 시간이며, 이때의 표준편차(S)= 8.75 × 
10-6, R2 (결정계수)=96.4% 이다. 

Ｔable 3에서 총편차의 제곱합 Σ(yi - y)2 은 총 변

동 (total variation)으로, TSS (total sum of squares)는 3.6 
× 10-6이며,  결정계수 R2은 총 변동(TSS)을 회귀의 제

곱합(SR)으로 나눈 값으로 96 %였다. 여기서, 0≤R2≤1 
의 범위를 갖게 되는데, x 와 y의 상관관계가 크면 클

수록 1에 가까워지며, 상대적으로 0에 가까우면 추정

된 상관성은 무의미하게 된다. Ｔable 4 의 순차적 분

산분석에서 선형, 2차, 3차분선분석의 검정통계량 값(F)
는 0.000으로 유의수준 α=0.05로 유의 검정했을 때, 
기각치 F(584; 0.05)=0.000 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 값

으로 구한 회귀곡선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자유도

(DF)
제곱 합

(TSS)
 평균제곱

(MS) F 유의 
확률

 회귀   3  3.5×10-6  1.2×10-6  
15,166  0.000

 잔차
 오차

 1,694  0.1×10-6  0.0×10-6   -

 합계  1,697  3.6×10-6   -

Table 3　도막 평균 96 ㎛의 크리프 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DF)
제곱합
(TSS) F 유의 확률

선형 1 3.3×10-6  16,099   0.000

2차 1 0.2×10-6  1,650   0.000

3차 1 0.0×10-6   584   0.000

Table 4   도막 평균 96 ㎛ 의 크리프 순차적 분산분석

본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무기질 아연도막의 크리프

를 시간과 스트레인 관계로 회귀분석 곡선은　Ｆig. 2
와 같고, 로그함수로 치환한 곡선은  Ｆig. 3 과 같다. 

Arimond가 제안한 식(3)으로부터, 본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도막크리프 변형량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식(8)을 

대입하면, 미끄럼 표면에 도포된 무기질 아연도막 96 
㎛ (표준편차 19 ㎛) 일 때를 고려한 고력볼트 이음부

의 장기축력이완 예측은 다음 식(9)와 같이 얻을 수 있

다. 

Fig. 2 도막(평균96㎛)의 크리프 스트레인

Fig. 3 도막(평균96㎛)크리프 스트레인로그함수 

  
 

  ×
 ×  

 
 × × 

  

                                           (9)
식(9)에서 얻은 축력예측식과 실험결과를 비교한 장

기축력이완 곡선은 Ｆ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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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도막평균 96 ㎛ 이음부의 고력볼트 장기 축력
저하 실험결과와 예측

4.2 도막두께 168 ㎛ 고력볼트 이음부

무기질 아연도장 두께 평균 168 ㎛  고력볼트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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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크리프 분석은 다음과 같다. 무기질 아연도

장 두께 평균 96 ㎛에 대한 크리프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기질 아연도장 평균 168 ㎛ 고력볼트 이음

부에 대한 시간-크리프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다. 무
기질 아연도장의 크리프를 산정하기 위한 식(3)에 상응

하는 실험결과의 곡선 회귀분석에 따른 결과는 식(10)
과 같다. 

 
  ×

 ×log    (10)

여기서 t는 시간이며, 이때의  표준편차(S)는 

1.41×10-5, R2(결정계수)는 95.6% 이다.  

출처
자유도

(DF)
제곱합
(TSS)

평균제곱
(MS) F 유의

확률

회귀 3 7.4×10-6  2.5×10-6 12,296  0.000

잔차
오차

1,709 0.3×10-6  0.0×10-6 - -

합계 1,712 7.7×10-6 - - -

Table 5 도막 평균168 ㎛의 크리프 분산분석

출처 자유도(DF)  제곱합(TSS) F 유의 
확률

선 형 1 6.7×10-6 10,933 0.000

2 차 1 0.5×10-6  1,523 0.000

3 차 1 0.2×10-6  1,053 0.000

Table 6　도막 평균 168 ㎛의 크리프 순차적 분산분석

Ｔable 6에서 보듯이, 결정계수 R2는 총 변동(TSS)을 

회귀의 제곱합(SR)으로 나눈 값으로 95%였다. Arimond
가 제안한 식(3)으로부터, 본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도

장 크리프의 회귀분석 결과인 식(10)을 대입하면, 고력

볼트 미끄럼 접합부가 무기질 아연도장 168 ㎛ (표준

편차 18 ㎛)로 도포되었을 경우를 고려한 고력볼트 이

음부의 장기축력이완에 따른 축력이완 예측은 식(11)과 

같다. 

  
 

 ×
 ×  

 
 ××

  

        (11)
이 때의 도장의 크리프 곡선은 Fig．5와 같고, 적합

선 그림을 로그함수로 표현한 그래프는 Fig．6 또한, 
도장의 크리프 함수를 포함한 고력볼트의 장기축력예

측 식(11)에 따른 추세 곡선은 Fig．7과 같다. 

Fig．5　도막 평균 168 ㎛의 크리프 곡선

      Fig．6　 도막 평균 168 ㎛의 크리프 로그함수

  Fig．7　도막평균 168 ㎛ 이음부의 고력볼트 

          장기 축력저하 실험결과와 예측

4.3 도막두께 226 ㎛ 고력볼트 이음부

무기질 아연도장두께 평균 96 ㎛ 고력볼트 이음부와 

같은 방법과 마찬가지로, 무기질 아연도장 평균 226 
㎛으로 계측된 고력볼트 이음부에 대한 시간-크리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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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향을 동일한 방법으로 크리프계수를 산정하고, 
실험결과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축력이완에 따른 축력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Table 7에서, 결정계수 R2 은 총 변동(TSS)을 회귀의 

제곱 합(SR)으로 나눈 값으로 96.4%였다. 
Arimond(1996)가 제안했던 무기질 아연도장의 크리

프를 산정하기 위한 식(3)에 상응하는 수식을 얻기 위

해, 시간경과에 따른 각각의 고력볼트의 스트레인을 

측정하고, 평균 스트레인으로부터 구한 곡선 회귀분석

에 따른 결과는 식(12)와 같다. 

  ×
 ×log    (12)

표 편차(S) = 2.16×10-5, R2(결정계수) = 96.4%   
이때 도막의 크리프에 관한 분산분석결과는 Table 7

과 같고 순차적 분산결과는 Table 8과 같다.
 

출처
자유도

(DF)
제곱합
(TSS)

평균제곱
  (MS) F 유의

확률

회귀 3 6.9×10-6 2.3×10-6 4,898  0.000

잔차
오차

547 0.3×10-6 0.0×10-6 - -

합계 550 7.2×10-6 - - -

Table 7 도막 평균 226 ㎛의 크리프 분산분석

출처 자유도(DF)  제곱 합(TSS) F 유의
확률

선 형 1 6.5 × 10-6  6,149 0.000

2차 1 0.2 × 10-6   203 0.000

3차 1 0.2 × 10-6   364 0.000

Table 8 도막 평균 226 ㎛의 크리프 순차적 분산분석

식(12)에서 얻은 크리프 스트레인을 축력 예측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고력볼트의 장기 축력예측이 가능

하다. 즉, 무기질 아연도장 두께 226㎛ (표준편차 22㎛)
를 가진 고력볼트 이음부의 경우, 다음 식(13)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이때의 도장 크리프 곡선은 Fig．8, 로
그함수로 변경한 곡선은 Fig．9와 같다,  또한, 도장의 

크리프 예측식은 식(13)과 같다. Fig．10과 같이 고력

볼트의 축력이완 추세를 추정할  수 있다.

Fig．8　도막 평균 226㎛ 의 크리프 곡선

Fig．9 도막 평균 226㎛의 크리프 

Fig．10 도막평균 226 ㎛ 이음부의 고력볼트 
         장기 축력저하 실험결과와 예측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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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위와 같이 도장의 크리프를 고려하면 볼트체결이후 

장기축력에 의한 볼트축력 예측이 가능하다. 도장두께

에 따른 도장의 크리프 거동특성을 파악하기위해 각각

의 시험체에 대한 시간경과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고

력볼트의 장기축력이완은 Fig．11과 같이 추세선을 반

영할 수 있다.

Fig．11 무기질 아연도장 두께에 따른 고력볼트 장기 
        축력예측

장기축력이완 10 %내외의 기준이 되는 무기질 아연

도장 두께 96㎛를 기준으로 1.75배, 2.3배되는 장기축

력이완에 관한 시간경과 예측식의 기본형은 식(14), 
(15) 와 같고, 무기질 아연도장 크리프 상수 α와 β는 

Table 9와 같이 회귀분석 실험 결과에 따른 크리프상

수를 정리할 수 있다.

Creep=α +β∙log 10 t　　　　　　　   (14)

  


    

 
 ×

  　　　　(15)

고력볼트 미끄럼 이음부 
(무기질 아연도장)  

도막평균두께  96 ㎛ 1.0×10-4 3.0×10-5

  도막평균두께  168 ㎛ 2.0×10-4 4.0×10-5

  도막평균두께  226 ㎛ 3.0×10-4 4.5×10-5

Table 9 고력볼트 이음부 장기축력예측을 위한 크리프 상수 

5. 결 론

이 실험연구는 강구조물의 접합부에 설치된 고력볼

트, 특히 미끄럼접합부에 도장이 되어있을 경우에 대

한 고력볼트의 기 체결 축력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실험연구를 위한 시험체 조건은 무기질 아

연도장 표면이었으며, 시험에 적용된 볼트는 다크로 

피막 TS볼트, 볼트직경은 M20 F10T이었다. 고력볼트 

미끄럼 이음부의 표면에 도포된 무기질 아연도장의 측

정 도막두께는 각각 96 ㎛, 168 ㎛, 226 ㎛이었다. 
고력볼트 축력 측정값의 신뢰도를 위해 고력볼트 세

트에 로드 셀을 와셔와 함께 삽입하여 시험대상 고력

볼트 표준축력을 측정하였다. 고력볼트에 적용된 축력

은 표준볼트축력인 178kN으로 설정하였다. 체결이후 

도막의 크리프에 따른 축력이완이 진행된 시간은 744
시간까지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장기축력이완율은 도

막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장기축력이완율이 10%에

서 18%까지 증가되었다. 또한, 체결직후 1주일 동안의 

초기축력이완율이 전 측정구간의 90%를 상회하였다. 
이 결과는 Kulak (2003)이 A325 볼트와 A354 BD 볼트

를 대상으로 한  초기 장기축력이완율 90%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질 아연도장의 탄성계수, 크리프 

,고력볼트 초기 체결축력을 알고 있다면, 축력이완이 

진행되는 1,000시간까지의 예상축력을 실험결과를 회

귀분석을 통하여, 고력볼트에 도입된 축력을 정량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장기축력이완을 고려한 축

력예측결과를 수식으로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면, 현재 강구조물의 고력볼

트 접합부에 설치된 고력볼트는 축력확인이 불가능하

였지만, 초기체결축력을 비롯한 몇 가지 요인정보를 

근거로 어떤 도막종류나 도막두께와 상관없이 접합부 

표면에 도포된 도막의 크리프 현상을 고려한 고력볼트

의 도입축력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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