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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 응력해석의 IITC 방식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잔류응력 평가

이호범*ㆍ한상희**ㆍ장일영***

Lee, Ho Beom*, Han, Sang Hee**, Jang, Il Young***

Evaluation of Residual Stress using IITC of Experimental Stress 

Analysis on Concrete Structure

ABSTRACT

The carrying capacity of existing concrete structures is evaluated by the measured data from displacement and strain gauges for given 

loads and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that a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ones. Consequently, this process could be 

accomplished in doing the direct measurement of residual stress on existing concrete.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IITC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 for Concrete)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experimental stress analysis technique using 

non-destructive test method to evaluate the residual stress of concrete structures depending on the types of applied loadings in analysing 

indentation load - indentation depth curve derived experimentally on concrete surface. As a result, in this paper, almost all of 

systematized H/W and S/W were newly developed to estimate the residual stresses of concrete structures. Thus, the creation of new 

experimental equations for deriving residual stresses and automatical calculations of residual stresses using the empirical formula can 

lead to evaluate the structural resistances conveniently in the structures from construction phase to maintenance stage.

Key words : Concrete structure, Residual stress, Experimental stress analysis, IITC (Instrumented Identation Technique for Concrete), 

Maintenance

초 록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내력은 변위 및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기지의 가력에 따른 변화량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평

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존 콘크리트의 잔류응력을 계측 평가하므로써 완성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험적 응력해석법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잔류응력을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IITC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 for Concrete)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서 압입하중과 압입깊이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실험적 평가방법을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되는 H/W 및 

분석용 S/W는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다각도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실험적 잔류응력 추정식을 창출하였고, 자동으로 

잔류응력을 평가케 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축성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에까지 자유롭게 내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색어 : 콘크리트 구조물, 잔류응력, 실험적 응력해석, 콘크리트 압입방식, 유지관리 

1. 서 론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기술과 설계 기술은 초창기 선진외국으로 부터의 기술 이전 단계를 거처 자체적 제조 및 시공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더러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배양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된 기반 기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이중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원천적 검사 방법을 통해 그 중요도를 복합적으로 입증하면서 안전과 

콘크리트공학Concret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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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idual Stress Due to Cyclic Loading

관련된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극적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고, 유지관리를 위한 대전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콘크리트 구조물 건전도는 크게 재료 경년열화 분야와 구조성능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이중 구조 성능의 정도에 있어서 현 내력 수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으며, 이를 위해 구조물이 갖고 있는 

현재의 잔류응력을 산정하는 것은 구조물의 내력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부여하게 되며, 구조물의 거동예측 및 응력수준에 따른 추가하중의 

여유도룰 제대로 제시하게 된다. 구조물 잔류응력 산정은 해석적 기법에 

따른 이론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상의 값과는 

일정 수준의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실험적 방식에 의한 잔류응력 

산정은 그 실효성 입증까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객관성을 

입증시키므로써 안전성이 우선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효율적 유지

관리 및 수명연장 대책에의 기대할 만한 지침을 제시하게 된다. 

실험적 응력해석(Experimental Stress Analysis) 기법을 이용

한 잔류응력 산정은 비파괴적 방법과 파괴적인 방법에 의해 가능하

다. 비파괴적 방법은 현장 적용성이 좋으나,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

고, 정량적 분석이 수월하지 않다. 그 반면 파괴적인 방법은 정량적

이고, 정확한 응력 분석이 가능하나, 현장 적용성에의 단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적용된 IITC법(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 

for Concrete)은 비파괴적 방식으로 기존의 기계분야에서 적용해 

온 계장화 압입시험 방식인 IIT법(Instrumented Inden- tation 

Technique), 즉 동일 인입하중에 의해 시험 대상 부재가 갖는 

현상태인 압축, 인장 및 무응력 상태에 따라 인입깊이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하여 잔류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새롭게 적용한 것이다.
1)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잔류응력 

산정시 구성되는 H/W 및 분석용 S/W를 전적으로 새롭게 개발하였

고, 실험적 잔류응력 추정식을 창출하였으며, 이 실험식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잔류응력을 평가케 하므로써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단계

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에서까지 자유롭게 내력을 산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당시 동시에 

구축했던 한정된 시편들을 이용한 시공중 주기적 안전성 검토의 

불편성, 구조물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시 코아시편의 제한성, 

주관적 점검 또는 진단 결과의 도출에 따른 단점들로 인하여 발생되

는 내력 산정의 부정확성 등을 제거할 수 있고, 장기 사용된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잔류응력 사전예측이 가능한 고효율 

잔류응력 평가 시스템을 신개발 하고자 하였다. 

2. 잔류응력 평가

2.1 잔류응력 평가의 개요

잔류응력은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써, 특히 강재에 있어서

의 소성변형에 의한 잔류응력은 강재의 제작시 압연 공정에서의 

과다 하중의 재하 및 과다 하중의 반복 재하로 인한 탄성한계의 

초과로 발생하고,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은 용접시 가열 및 급속 

냉각으로 인한 열응력으로 영구 변형과 용접부의 구속응력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콘크리트에서의 잔류응력을 

광의의 의미로 평가하면 기존 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재의 현재 

응력의 수준이 잔류응력 또는 상존응력이라 표현된다. 잔류응력은 

압축 및 인장 강도와 같은 재료의 물성이 아닌 인자로 분류된다. 

재료의 물성과 인자는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들은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재료의 물성 중 하나인 강도가 낮아진다고 

하여 잔류응력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잔류응력의 변화로 인하여 물성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잔류응력 발생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

수명의 감소, 지연 파괴의 야기, 동절기 저온 취성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구조 부재에 대해서는 안전성 차원확보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특히 잔류응력은 크게 압축 잔류응력과 인장 

잔류응력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보부재에 있어서 일정 부분이 

압축 잔류응력으로 존재하면 특정 부위에서는 그 반대인 인장 

잔류응력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강재에서 용접부와 같이 높은 

온도의 열을 직접 받는 곳에서도 압축 잔류응력 및 인장 잔류응력이 

번갈아 발생된다. 

현재까지 콘크리트에 대한 정확한 잔류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은 없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재에서 사용되

고 있는 시험 방법을 활용한 경험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중심으로 

하는 콘크리트 잔류응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였다. 

Fig. 1에서는 하중가력 및 하중소거시에 발생되는 잔류응력을 예시

하고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의 잔류응력은 현존하는 상존응력까지

를 포함한다.

2.2 기존방식에 의한 잔류응력 평가

잔류응력 평가 방법은 파괴적인 방법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피복 두께를 갖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복상 

일부에 일정 홀 생성이나 균열 유도가 일어나도 파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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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Residual Stress

Items Non-destructive test methods
Destructive test 

methods

Kinds

 Curvature Method, X-ray 

Method, Neutron Diffraction 

Method, Ultrasonic Method, 

Barkhausen Noise method, 

Digital Image Correlation 

method, Instrumented 

Identation Technique

 Saw Cutting Method

 Hole Drilling Method

Measurement 

method
 Physical Method  Mechanical Method

Merit
 Being applicable on-site using 

portable machine

 Quantitative and accu- 

rate stress analysis is 

possible

Demerit 

 Being sensitive to 

environmental factors, 

Quantitative analysis is not 

easy, Being difficult to define 

material factos

 Being impossible to 

apply to the site, Being 

difficult to apply to 

facilities in use

Fig. 2. Changes of Indentation Depth in the State of Stress

Fig. 3. Evaluation Algirithm of Residual Stress Using IIT Method 
and Measurement System (AIS-3000)

  






 (1)

  where 


 : Residual stress

   : Constant

   : Difference of compression force 

or tension force to the state of 

stress-free

   : Section area

Fig. 4. Concept of Residual Stress Calculation Using IIT Method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적인 방법이라도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비파괴적인 방법과 파괴적인 방법의 

특징 및 장단점은 Table 1과 같다.
2-4)

 

2.3 기존 IIT법에 의한 잔류응력 평가

기존의 IIT법(계장화 압입시험 방법)을 이용한 잔류응력 평가 

시스템은 인입하중 및 인입깊이를 측정하는 H/W와 이에 대한 

분석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로 강재 및 정밀소재에 적용되고 

있다. IIT법에서는 평가 대상체에 동일 하중으로 압입할 때, 잔류응

력 존재에 따라 그 압입깊이가 변화된다. 즉 압축을 받고 있는 

부재에서는 압축 잔류응력이 존재하고, 압축 잔류응력은 표면으로

부터 인입되는 압입자의 인입을 저항하여 압입깊이가 작아지고, 

반대로 인장을 받고 있는 부재에서는 인장 잔류응력이 존재하게 

되어 표면으로부터 인입되는 압입자의 인입을 도와주므로 압입깊

이가 증가된다. 반면 무응력 상태에서는 그 인입깊이가 압축 및 

인장 상태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도입하여 

각 조건하에서의 압입하중 크기와 변위 크기의 상태 곡선을 계측·수

집한 후, 상호 비교 및 분석으로 각 상태에서의 잔류응력을 산정한

다. Fig. 2는 응력 상태에 따른 인입깊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강재분야에 적용되어 온 IIT법에 있어서 압입자가 압축 및 인장

상태에 있는 강재의 대상체에 인입될 때 Fig. 3과 같이 인입되는 

압입자 주변에 강재 표면상에 부풀음 현상이나 함몰현상이 발생하

는데 이러한 현상은 강재가 갖는 연성 성질에 의한 것으로, 본 

특성에 의한 수학적 모델이 제시되며, 이에 따른 잔류응력이 평가되

는 논리성이 존재한다. 

이는 Fig. 4에서와 같이 무응력 상태에서의 부재는 자중에 의한 

응력 발생 부분을 제외하면 잔류응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응력 

상태(stress-free)이고, 특정 하중과 이에 따른 특정 인입 깊이가 

각각 와 일때, 압축응력(compressive stress)을 받는 경우는 

와 , 인장응력(tensile stress)을 받는 경우는 와 가 된다. 

무응력 상태의 인입깊이 를 기준으로 압축 또는 인장시 발생된 

하중과 무응력 상태의 하중과의 차이, 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상황에 따른 잔류응력으로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상수 는 

인입깊이 전 구간에 걸쳐 발생되는 하중 차이들이 모두 다른 값을 

갖게 되고, 동일 상태 부재에서 다수의 잔류응력이 산정되게 되므로 

전구간에 걸친 보정을 위한 값이다. 수학적 모델 설정을 위한 수식적 

전개는 비등방성 2축 응력이 인가될 경우 인장 상태에서의 잔류응력 

산정식과 압축 상태에서의 잔류응력 산정식을 Eq. (1), 와 

같이 정할 수 있다.
3)

 

2.4 개발방식에 의한 잔류응력 평가

IIT법은 강재의 연성특성을 반영한 방식이다. 그러나 콘크리트 

재료에 적용할 경우, 재료의 취성특성으로 강재와 같은 압입자 

주변에 강재 표면상의 부풀음 현상이나 함몰 현상이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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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ITC Tester (b) IITC Controller (c) AC Servo Driver

Most effective indentor :

3rd one from the left

Items Contents

Load 20,000 N/0.2 N

Displa-

cement
10 mm/0.01 mm

Stroke 50 mm

Speed

control
AC Servo Motor

(d) Indentor (e) System Specification

Fig. 5. Configuration of IITC System

Table 2. Information of Test Specimens

Specimen PSC beams (Interior Tendon)

Specifi-

cation

Size 

(mm)

Compressive 

strength (MPa)

Number of 

specimens
Remark

300×700

×2000

50 2 Max. size of coarse 

aggregate : 19 mm80 2

Drawing

Specimen Concrete columns (column length : 800 mm)

Specifi-

cation

Size

(mm)

Cover 

depth

(mm)

Compressive 

strength 

(MPa)

Max. size of 

coarse 

aggregate

Number of 

specimens

300×

600
50&100

30 19 1

60 19 1

400×

700
50&100

30 19 1

60 19 1

500×

800
50&100

30 19 1

60 19 1

Drawing

   

Specimen Concrete beams

Specifi-

cation

Size

(mm)

Cover 

depth

(mm)

Compressive 

strength 

(MPa)

Max. size of 

coarse 

aggregate

Number of 

specimens

200×

400
50

30 19 1

60 19 1

300×

600
50

30 19 1

60 19 1

Drawing

  

전 국부적으로 재료의 파괴상태가 먼저 발생한다. 따라서 강재에서

와 같이 일정한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해 진다. 본 연구에

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압입 방식을 전면 재조정하여 

구성되는 압입자로부터 계측 시스템 일체를 모두 새롭게 개발하였

다.
5)
 그 특징은 압입자 형태가 콘크리트 표면의 일정 영역을 한꺼번

에 누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조하였고, 압입력의 크기와 

압입속도의 조절 및 압입깊이를 정밀히 잴 수 있는 압입 콘트롤 

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따라서 

이를 IITC에 의한 잔류응력 평가 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개발된 

IITC 압입장치 사양 및 시스템 구성은 Fig. 5에서와 같다. 

IITC 잔류응력 평가 시스템은 ① 콘크리트 표면상 압입하중-압

입깊이 평가는 콘크리트가 갖는 재료적 불균질성을 통합적 개념을 

적용하므로써 1점 압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압입자 

형태는 일정한 면적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② 강도별 소형 각주시편, 

강도별 기둥 시험체, 상호 다른 프리스트레스 력을 갖는 PSC 보 

시험체 등 다양한 콘크리트 부재 형식의 시험체를 이용하여 압입하

중에 따른 압입깊이 변화시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③ 각 경우에 

따른 하중별 압입깊이의 기울기를 원점과 꼭지점만을 연결한 기울

기, 바이스퀘어(bi-square) 및 최소제곱(least square)에 의한 논리

적 기울기를 각각 산정한 후, stress-free 상태에서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다른 하중 상태에서의 기울기 비()를 산정하여 각 

경우에 따른 실험적 기지의 잔류응력과의 상관성을 유도함으로써 

(잔류응력)=(관계상수)∙(기울기 비)에 따른 잔류응력 추

정식을 개발하였다. ④ 다음으로 도출된 각 경우의 실험적 압입하중

-압입깊이별 관계곡선으로부터 잔류응력 상태의 곡선 도형적 면적

에서 stress-free 상태의 곡선 도형적 면적을 뺀 면적(, 잔류면적

하중으로 정의함)과 그때의 기지의 잔류응력과의 상관성을 유도함

으로써 (잔류응력)=(관계상수)∙(잔류면적하중)에 따른 

잔류응력 추정식을 개발하였다. ⑤ 마지막으로 각 변수들을 이용한 

통계처리를 통해 기울기 비 및 잔류면적하중에 따른 잔류응력 

추정식을 각각 도출하였다.
5)

3. IITC 잔류응력 시험평가

3.1 시험체 제작

시험체는 3종류로서 PSC 보 시험체, 특수형 콘크리트 기둥 

시험체, 콘크리크 보 시험체 등으로 구분된다. PSC 보 시험체를 

이용한 시험은 임의의 고강도성 콘크리트 강도를 갖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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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tting PSC Beam (b) Installation of IITC (c) Measurement

(d) Test (1) (e) Test (2)

Fig. 6. IITC Test Views for PSC Beams

Table 3. IITC Test Results for PSC Beams

Compressive 

strength 

(MPa)

Indentation 

load (tonf)

 Indentation 

depth (mm)

Drawing of test results 

depending on concrete 

strength

50

0.00 0.718

31.92 0.647

95.760 0.560

159.60 0.444

191.52 0.389

223.44 0.305

80

0.00 0.398

31.92 0.384

95.760 0.347

159.60 0.293

191.52 0.274

223.44 0.242

(a) 50 MPa Load-Depth Curve (b) 80 MPa Load-Depth Curve

Fig. 7. IITC Test Results at Each Step of Given Residual Stresses in 
PSC Beams

(a)  Setting Up Test (b) Measurement Using  IITC

Fig. 8. IITC Test Views for RC Columns

Table 4. Slope Ratios ( ) and Areas of Residual Loads ( ) in PSC 

Beams

Beam

size

Compressive 

strength 

(MPa)

Prestressing  

force (tonf)
Slope

Slope's 

ratio 

( )

Area of 

residual load 

( )

700

×700

×2000

50

0 2121.13 1.000 -

31.92 2224.52 1.049 120.527

95.76 2429.03 1.145 252.608

159.6 3490.74 1.656 373.023

191.52 3968.42 1.871 445.931

223.44 4880.26 2.301 505.106

80

0 2743.17 1.000 -

31.92 3022.04 1.102 139.859

95.76 3506.98 1.278 312.395

159.6 4212.29 1.536 411.159

191.52 5060.40 1.845 517.780

223.44 6056.22 2.208 458.219

Note) Slope's rations are derived using the direct slope between starting 

point and pivot point in indentation load-depth curve

긴장력 조정에 따른 가력 수준을 달리하면서 실험하였다. 특수형 

콘크리트 기둥 시험체는 하나의 시험체에서 피복두께를 각각 다르

게 하였고, 이는 피복 영향도 분석을 보다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콘크리트 보 시험체는 PSC 보 시험체와 달리 일반 콘크리트 

보에서의 잔류응력 평가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양상변화를 평가하

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시험체들에 대한 정보는 Table 2와 같다. 

3.2 PSC 보에 대한 시험평가

1차 시험은 두 가지 압축강도 보에 각각 동일한 긴장력을 도입할 

경우의 인입깊이 변화를 평가하였다. 2차 시험은 두 가지 압축강도

를 갖는 보를 31.92 tonf, 95.76 tonf, 159.6 tonf, 191.52 tonf, 

223.44 tonf 등 5 단계로 긴장하면서 IITC 시험을 수행하였고, 

도출된 인입하중-인입깊이 관계곡선에 대한 기울기 비와 잔류면적

하중을 각각 구하여 잔류응력 평가계수를 산정하였다. PSC 보 

시험체의 시험전경은 Fig. 6과 같다.

1차 시험에서 압입깊이 변화계측 결과는 Table 3과 같고, 2차 

시험에서 PSC 보 시험체에 대한 시험결과는 Fig. 7과 같다. Fig. 

8에서의 기울기 비() 및 잔류면적하중()은 잔류응력평가시의 

기준이 되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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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lope Ratios ( ) and Areas of Residual Loads ( ) in 

Columns

Column

size 

(mm)

Compressive 

strength 

(MPa)

Load to 

comp. 

strength (%)

Load 

slope

Slope's 

ratio ( )

Area of 

residual 

load ()

300×60

0×800

30

SF 1375.34 1.000 -

10 1654.95 1.203 389.925

20 1868.49 1.359 403.688

30 1921.22 1.397 385.903

60

SF 2410.26 1.000 -

10 2510.00 1.041 260.516

20 2619.13 1.087 200.513

30 3438.36 1.427 386.025

400×70

0×800

30

SF 1640.52 1.000 -

10 1845.59 1.125 151.579

20 1920.82 1.171 100.801

30 2065.84 1.259 125.457

60

SF 2578.77 1.000 -

10 3435.08 1.332 276.098

20 3660.19 1.419 230.126

30 4131.51 1.602 310.821

500×80

0×800

30

SF 1847.85 1.000 -

10 1880.15 1.018 339.722

20 2077.24 1.124 376.892

30 2228.15 1.206 394.808

40 2493.38 1.349 527.163

50 2712.23 1.468 399.896

60

SF 3490.74 1.000 -

10 3741.94 1.072 116.906

20 3942.41 1.129 190.149

30 4021.33 1.152 214.532

40 4097.83 1.174 240.171

50 4235.96 1.214 227.500

Note) Slope's rations are derived using the direct slope between starting 

point and pivot point in indentation load-depth curve 

(a) 30 MPa (300 mm × 600 mm) (b) 60 MPa (300 mm × 600 mm)

(c) 30 MPa (400 mm × 700 mm) (d) 60 MPa (400 mm × 700 mm)

(e) 30 MPa (500 mm × 800 mm) (f) 60 MPa (500 mm × 800 mm)

Fig. 9. IITC Test Results at Each Step of Given Residual Stresses in 
Special Type's RC Columns

1차 시험에서 50 MPa 및 80 MPa의 압축강도를 갖는 PSC 

보 시험체에 대해서 압입하중에 따른 압입깊이를 계측하여 그 

강도변화에 따른 압입깊이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는가를 

확인하였다. 단 1차 시험은 신개발된 IITC 장치를 개발하기 전의 

상태이므로, 기존의 IIT 장치를 이용한 결과이다. 시험결과에서와 

같이 동일한 하중하에서 강도가 높은 시험체가 전반적으로 인입깊

이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이는 압입방식의 기본 개념에서와 

같이 더 큰 압축 잔류응력을 갖는 대상체는 그렇지 않은 대상체 

보다 인입깊이가 작아짐의 현상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PSC 보에 대한 IITC 시험연구에서 인입깊이의 변화는 초기하중에

서는 80 MPa의 시험체가 50 MPa의 시험체의 59%에 해당되는 

인입깊이를 보이고 있고, 후반하중에서는 79%의 수준에 있다. 

이는 저강도의 1.6배인 고강도 콘크리트가 동일하중에서의 인입깊

이가 저강도의 평균 0.7배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시험적 결과는 IITC에 관한 시험적 잔류응력 추정식에의 변수 

설정에 활용된다. 다음으로 2차 시험에서는 기울기 비에 대해서는 

압축강도가 클수록 기울기 비가 커지고, 잔류면적하중의 경우도 

동일한 잔류응력에서 압축강도가 클수록 그 크기도 커진다. 그러나 

PSC 보 시험체에서는 타 시험체에서와 다르게 압축강도 증가에 

따른 기울기 비나 잔류면적하중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으며, 최소제

곱 방법을 이용한 기울기와 원점에서 끝점만을 이용한 기울기 

값이 상호 거의 같은 값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기울기 계수() 

및 잔류면적하중()에 따른 잔류응력 추정식의 변수   및 값

을 산정하는 database table 형성을 위한 통계적 처리는 뒤에서 

다룬다. 

3.3 특수형 콘크리트 기둥 시험체에 대한 시험평가

특수형 콘크리트 기둥 시험체는 세 가지 종류의 크기에 따라 

각각 압축강도를 두 가지로 하였다. 특히 본 기둥 시험체는 I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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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ITC Test on Compressive Zone (b) IITC Test on Tension Zone

Fig. 10. IITC Test Views for RC Beams

(a) 30 MPa (200 mm × 400 mm) 
Compression Zone

(b) 60 MPa (200 mm × 400 mm)
Compression Zone

(c) 30 MPa (300 mm × 600 mm)
Compression Zone

(d) 60 MPa (300 mm × 600 mm)
Compression Zone

(e) 30 MPa (200 mm × 400 mm)
Tension Zone

(f) 60 MPa (200 mm × 400 mm)
Tension Zone

(g) 30 MPa (300 mm × 600 mm)
Tension Zone

(h) 60 MPa (300 mm × 600 mm)
Tension Zone

Fig. 11. IITC Test Results at Each Step of Given Residual Stresses in 
RC Beams

시험시 피복두께의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험체에 

양방향으로 두 가지 피복 두께, 5 cm 및 10 cm를 설정하여 제작하였

다. 하중 가력을 위한 시험 방법은 해당되는 압축강도에 대한 10%, 

20%, 30% 및 40%와 50%까지의 단계별 가력으로 그 각각에 

대해 IITC 시험을 수행하였다. 단계별 가력은 압축강도 평가용으로 

별도 제작한 공시체를 실제로 파괴 시험하여 그 강도 및 파괴시의 

하중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가력하중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시험에서도 도출된 인입하중-인입깊이 관계곡선에 

대한 기울기 비와 잔류면적하중을 각각 구하여 이에 따른 잔류응력 

평가 계수를 산정하였다. 시험전경은 Fig. 8에, 시험결과는 Fig. 

9 and Table 5에 제시된다.

기둥 시험체 시험결과에서 압축강도가 높을수록 원점과 꼭지점

간의 기울기는 커지는데, 60 MPa의 시험체는 30 MPa 시험체의 

약 2배 정도의 큰 기울기를 보인다. 여기서도 최소제곱 방법을 

이용한 기울기와 원점과 끝점만을 이용한 기울기 값이 상호 거의 

같은 값을 갖으며, 바이스퀘어 방식은 약간 값을 달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 시험연구 결과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상태의 구조물

은 동일 압입깊이를 생성하기 위해서 더 큰 압입하중이 요구되고, 

인장력을 받는 구조에서는 더 작은 힘이 요구된다는 간단한 압입방

식 논리를 충족하고 있다. 기울기 계수() 및 잔류면적하중()에 

따른 잔류응력 추정식 변수   및 를 산정하는 database table 

형성을 위한 통계적 처리는 뒤에서 다룬다. 

3.4 보 시험체에 대한 시험평가

콘크리트 보 시험체는 최대골재치수 19 mm, 크기는 20 cm × 

40 cm × 200 cm 및 30 cm × 60 cm × 200 cm, 강도는 30 MPa 

및 60 MPa, 피복두께는 5 cm로 제작하였다. 보 시험체 수는 

총 4개이며, 보 휨작용으로 상부측은 압축, 하부측은 인장 상태에 

대해 각각 시험하였다. 압축부인 상부측은 보 옆면에서, 하부측은 

보 하부에서 IITC 장치를 설치하였다. 특히 인장부는 하부에서 

IITC 장치에 의한 상향력이 상부측으로 전달되어 역 변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장치를 배치하였다. 

시험시 기지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세 단계의 가력을 보 

중앙 상부에 가하였다. 하중은 선하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성 

강재를 집중하중 접착부에 위치시켜 보 시험체에 선하중이 분포토

록 하였다. 선하중 재하는 수치해석시에도 동일하게 강재를 위치시

켜 해석하였다. 보에 가하는 하중은 휨거동에 따라 파괴하중이 

아닌 탄성영역에서의 거동이 작용되도록 사전에 계산하여 단계별

로 가하였다. 탄성계수는 실험 검증후 이에 대한 탄성계수를 정하였

다. 여기서도 기둥 시험체에서와 같이 원점과 꼭지점간의 기울기 

산정 및 압입하중-압입깊이 관계곡선상에서의 면적에 따른 평균 

잔류면적하중 도출결과를 활용하였다. 시험전경은 Fig. 10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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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lope ratios( ) and areas of residual loads ( ) in RC 

beams

Beam size 

(mm)

Compressive 

strength 

(MPa)

Load to 

comp. 

strength

(%)

Load 

slope

Slope's 

ratio 

( )

Area of 

residual 

load ( )

200×400

×2000

(Comp. part)

30

SF 1375.34 1.000 -

10 1654.95 1.203 389.925

20 1868.49 1.359 403.688

30 1921.22 1.397 385.903

60

SF 2410.26 1.000 -

10 2510.00 1.041 260.516

20 2619.13 1.087 200.513

30 3438.36 1.427 386.025

300×600

×2000

(Comp. part)

30

SF 1640.52 1.000 -

10 1845.59 1.125 151.579

20 1920.82 1.171 100.801

30 2065.84 1.259 125.457

60

SF 2578.77 1.000 -

10 3435.08 1.332 276.098

20 3660.19 1.419 230.126

30 4131.51 1.602 310.821

200×400

×2000

(Tens. part)

30

SF 1375.34 1.000 -

10 1654.95 1.203 389.925

20 1868.49 1.359 403.688

30 1921.22 1.397 385.903

60

SF 2410.26 1.000 -

10 2510.00 1.041 260.516

20 2619.13 1.087 200.513

30 3438.36 1.427 386.025

300×600

×2000

(Tens. part)

30

SF 1640.52 1.000 -

10 1845.59 1.125 151.579

20 1920.82 1.171 100.801

30 2065.84 1.259 125.457

60

SF 2578.77 1.000 -

10 3435.08 1.332 276.098

20 3660.19 1.419 230.126

30 4131.51 1.602 310.821

Note) Slope's rations are derived using the direct slope between starting 

point and pivot point in indentation load-depth curve

결과는 Fig. 11 and Table 6에 제시된다.

본 압입시험은 30 MPa 및 60 MPa의 압축강도를 갖는 보 

시험체에서 단면크기가 다른 2개씩의 시험체를 이용하여 시험결과

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압축력이나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

서 콘크리트 강도가 높을수록 원점과 꼭지점간의 기울기는 커진다. 

기울기 크기에 대해서 보 시험체에 있어서 압축부는 기둥 시험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크기 변화는 다르다. 즉 

기둥 시험체에서는 60 MPa의 시험체가 30 MPa 시험체의 약 2배 

정도의 큰 기울기 갖고 있으나, 보 시험체는 기둥 시험체 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기울기가 크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도 기둥에서와 

같이 기울기는 강도의 크기에 비례하는 성향을 보이고, 보 압축부에 

있어서 기울기 값은 앞에서와 같이 최소제곱 방법을 이용한 기울기

와 원점에서 끝점만을 이용한 기울기 값이 거의 같다. 앞에서와 

같이 기울기 계수 값과 잔류면적하중()과 시험시 주어진 기지

의 잔류응력 값을 이용하여 잔류응력 추정식의 변수   및 값을 

산정하는 database table 형성을 위한 통계적 처리는 다음의 절에서

와 같다. 

4. IITC 잔류응력 변수정립

4.1 IITC 잔류응력 추정식

IITC에 의해 개발된 잔류응력 추정식의 기본형은 다음의 Eqs. 

(2) and (3)과 같다. 이는 상기 시험평가에 따른 결과자료를 통계적

으로 처리하여 잔류응력 추정변수   및 를 산정한다. 잔류응력 

추정식 구성 요소로   및 는 잔류응력(MPa), 는 측정결과의 

기울기 비, 는 측정결과의 잔류면적하중,  및 는 잔류응력 

상수로서 ∙∙∙∙ 복합 계수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

서 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른 보정 계수, 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대한 보정계수, 은 부재의 종류에 따른 보정 계수, 

는 가압 하중에 의한 보정 계수, 은 압입 하중에 의한 변위의 

강도 환산 계수이다.


 ∙

  (2) 


∙

  (3)

본 연구에서는 30 MPa 및 60 MPa의 압축강도를 갖으며 크기가 

다른 3종류의 기둥 시험체, 30 MPa 및 60 MPa의 압축강도를 

갖으며, 크기는 2종류의 보 시험체, 그리고 50 MPa 및 80 MPa의 

압축강도를 갖으며 1종류의 크기를 갖는 PSC 보 시험체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시험체의 강도가 높을수록 

도출된 압입하중-압입깊이 관계곡선 원점과 꼭지점간의 기울기는 

점차 커진다. 따라서 IITC에서는 콘크리트 시편의 종류와는 관계없

이 압입하중-압입깊이 관계곡선 기울기는 강도 크기에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TC에 대한 시험연구에 있어서 초기에 잔류응력 시험적 추정식

은 다양성 있는 콘크리트 구성요소 및 인자들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방법과 다른 방식인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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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ve equations of   :   and   :   in PSC beams

Size

(mm)
Target values

Compressive 

strngth 

(MPa)

Equations

Relative equations
Relative 

coef.(R)

300×

700×

2000

Slope ratio
50    

80    

Area of 

residual load

50    

80    

Interpolation

of slope ratio

50    

60    

70    

80    

Interpolation 

of area of 

residua1load

50    

60    

70    

80    

Table 8. Relative equations of   :   and   :   in RC columns

Size

(mm)
Target values

Compressive 

strength 

(MPa)

Equations

Relative equations
Relative 

coef.(R)

300×

600×

800

400×

700×

800

500×

800×

800

Slope ratio
30,    

60    

Area of 

residual load

30    

60    

Interpo- 

lation of slope 

ratio

30    

40    

50    

60    

Interpo- 

lation of area 

of residua1 

load

30    

40    

50    

60    

(Digital Interface Photometry) 시험연구에 있어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강도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정계수에

의 기여가 가장 크다. 따라서 ,  등은 잔류응력 크기 변화와의 

상관성이 거의 없고, ,  등도 선행연구
5)
에 따라 잔류응력과의 

상관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IITC 시험연구에서 변수 를 결정함에 있어서 표준편차를 

그대로를 대푯값 상하 부분의 범위로 영역을 확장하여, 필요시 

잔류응력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통계처리에 의한 IITC 잔류응력 

추정식에서의 변수 값을 산정하는 과정은 기둥 시험연구에 있어

서 실제로 30 MPa와 60 MPa 두 가지 시험체에 대해 기지의 잔류응력

하()에서 계측·도출한 Load 기울기를 stress-free 상태의 기울기

로 나눈 기울기 비()들로 하고, 이에 따른 변수()들을 각각 

결정하였다. 이는 IITC 잔류응력 산정을 위한 시험적 추정식 


 ∙을 근거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값들은 

자료 통계학적 과정을 거쳐 해당되는 경우에서의 대표식과 표준편

차 및 상관계수를 설정한다. 이는 두 가지 기둥 시험체의 강도를 

이용한 것이고, 기지의 잔류응력도 압축강도의 최대 50% 수준까지 

범위에서 설정된 결과이다. 다음 과정으로서 결정된 두 가지 압축강

도인 30 MPa와 60 MPa에서의 시험적 대표식들을 근간으로 상호 

보간하므로써 다른 압축강도를 갖는 기둥 시험체에 대한 다수의 


   값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종적인 

   

산정표를 형성하므로서 콘크리트 설계 압축강도를 알고 있는 대상

체에 대해 를 계측하면 자동적으로 설정된 값을 이용하여 

잔류응력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결과로부터 도출한 잔류면적

하중 자료들도 상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표를 형성하였

다. 여기서 잔류면적하중으로 정의되는 는 기지의 잔류응력 

하의 압입하중-압입깊이 관계곡선 적분면적에서 stress-free 상태 

하의 관계곡선 적분면적을 제한 것을 의미한다. 기울기 계수 및 

잔류면적하중에 따른 잔류응력 추정식의 변수 
  값을 산정하

는 통계적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4.2 PSC 보에서의 잔류응력 평가

PSC 보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변수 를 산정하고, 통계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기지의 잔류응력과   상관성을 나타내는 각 

경우에서의 대표식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결정하였다. 결과적

으로 두 가지 압축강도인 50 MPa와 80 MPa에서 결정된 시험적 

대표식들을 근간으로 상호 보간하므로써 다수의 
   값들을 

창출하였다. 이에 따라 형성된 
 에 대한 database table을 

이용하므로써 콘크리트 설계 압축강도를 알고 있는 대상체에 대해 

임의의 외란하중을 받아 임의의 잔류응력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기울기비인 를 현장에서 계측하면 자동적으로 설정된 값을 

이용하여 그때의 잔류응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결과로부터 

도출한 잔류면적하중 자료들도 상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에 

대한 database table을 형성하였다. PSC 보에 대한 변수   및 

값의 통계처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4.3 콘크리트 기둥에서의 잔류응력 평가

시험결과를 이용한 변수   및 산정, 통계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잔류응력과   및  상관성을 나타내는 대표식 결정, 두 

가지 압축강도에 대해 결정된 시험적 대표식들을 근간으로한 
   

및 
  database table을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및 를 

계측을 통해 도출하므로써 해당 잔류응력을 평가하게 된다. 변수 

 및 값의 통계처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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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lative equations of   :   and   :   in RC beams

Size

(mm)
Target values

Compressive 

strength 

(MPa)

Equations

Relative equations
Relative 

coef.(R)

200×

400×

2000

300×

600×

2000

 

Slope

ratio

30,   

60   

30  

60  

Area of 

residual load

30   

60   

30   

60   

Interpola- tion 

of slope ratio

(comp.)

30   

40   

50   

60   

Interpola- tion 

of slope ratio

(tension)

30  

40  

50  

60  

Interpola- tion 

of area of 

residua1 

load(comp.)

30   

40   

50   

60   

Interpola- tion 

of area of 

residua1 load 

(tens.)

30   

40   

50   

60   

4.4 콘크리트 보에서의 잔류응력 평가

콘크리트 보에서는 휨작용에 따른 보 상부측의 압축부와 하부측

의 인장부를 구분하여 잔류응력 평가 방안을 도출하였다. 시험결과

를 이용한 변수   및 산정, 통계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잔류응력

과   및  상관성을 나타내는 대표식의 결정, 두 가지 압축강도에 

대해 결정된 시험적 대표식들을 근간으로한 
  및 

  

database table을 구축하였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   및 를 

계측을 통해 도출하므로써 해당 잔류응력을 평가하게 된다. 콘크리

트 보에 대한 변수   및 값의 통계처리 결과는 Table 9와 

같다. 

5. 결 론

실험적 응력해석의 IITC 방식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잔류응력 

평가를 위해 새로운 계측 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시험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ITC 방식에 의한 잔류응력 평가 시스템은 강재 압입하중-압입

깊이 간의 알고리즘 상관성을 적용하였으나, 비등방성, 비균일

성, 비균질성 등의 재료특성을 갖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전적으로 시험적 영향인자들을 고려한 거시적 응용개발로 

콘크리트 잔류응력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2) IITC 시험시 도출되는 관계곡선의 기울기 산정 및 잔류면적하

중 산출기법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자동화 계산하도

록 프로그램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잔류응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IITC 시스템에서의 압입자 센서 및 제반 H/W와 S/W를 모두 

새롭게 개발하였고, database 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잔류

응력 평가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본 연구는 제한적 시험체 및 시험조건 하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8~2011(3년간) 정부(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

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구의 한 분야이며, 연구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Furgiuele, F. M., Pagnotta, L. and Poggialini, A. (1991). “Measuring 

resi-dual stress by hole-drilling and coherent optics techniques : 

A Numerical Calibration.” J. Eng. Mater. Techno., Vol. 113, No. 

1, pp. 41-50.

Frontics Co., Ltd. (2009). Measurement of residual stress using 

load-displacement indentation method.

Choi, M. J., Lee, K. W., Kim, J. Y., Kim, K. H. and Kwon, D. I. 

(2007). “Application of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 to 

estimation strength and residual stress.” 10th Symposium on 

Recent Advancement of Theory and Practice in Hardness 

Measurement (Hardmeko 2007), 19-21 Nov. 2007, Tsukuba, 

Japan. 

Frontics (2008). AIS(Advanced Identation System 300) technical 

report, Research Institute of Advanced Material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 B. (2012). Development of DIP and IITC techniques to 

evaluate residual stress on concrete structure, Ph. D.,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umo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Gummi, Gyeongsangbook-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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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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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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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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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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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