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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강토옹벽은 성토재료와 그 사이에 설치된 보강재(reinforce-

ment)로 구성된 보강토체가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특성

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옹벽 구조체로서 역할을 하는 새로

운 개념의 수직옹벽 구조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강토옹벽

에 사용되고 있는 보강재는 재료 특성에 따라 아연도강판, 

돌기형 아연도강판 및 강그리드 보강재 등과 같은 비신장

성 강 보강재와 지오그리드, 지오텍스타일 및 띠형 섬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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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series of accelerated creep tests (SIM) was carried out on geosynthetic strip  reinforcements with folding 

grooves having different tensile strengths (15 kN, 25 kN, 35 kN, 50 kN, 70 kN, and 90 kN) to analyze creep characteristics 

and to assess creep reduction factors. In particular, long-term creep tests were conducted on geosynthetic strip reinforcements 

with 25 kN tensile strength, which is widely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accelerated creep test results. As a result, 

the creep reduction factor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design life of reinforcement. In addition, geosynthetic strip 

reinforcement using the same material and manufacturing method showed similar creep reduction factors at the same design 

life for different tensile strengths. When both long-term and accelerated creep test data were used, the creep reduction factors 

from the accelerated test were estimated to be 5.9%∼7.1% less than those from the long-term creep test for the design 

life ranging from 50 to 100 years.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접힘홈이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를 대상으로, 보강재 종류 및 크리프시험 방법에 따른 크리프특성을 분석하고 

크리프 감소계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장강도가 다른 6종류의 띠형 섬유보강재(인장강도 15kN, 25kN, 35kN, 50kN, 70kN, 

90kN)에 대한 가속 크리프시험(SIM)을 수행하였다. 또한, 특히 활용 빈도가 높은 인장강도 25kN인 띠형 섬유보강재에 대해서

는 장기 크리프시험을 동시에 수행하여 가속 크리프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강재의 설계수명이 증가할수

록 크리프 감소계수가 증가하고, 동일한 소재와 제조방법을 사용한 띠형 섬유보강재는 인장강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설계수명

에 따라 거의 유사한 크리프 감소계수값을 보여주며, 장기 및 가속 크리프시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경우의 크리프 감소계수

는 장기 크리프시험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보다 설계수명 50년∼100년을 고려하면 크리프 감소계수가 5.9%∼7.1% 정도 작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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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등과 같은 신장성 토목섬유 보강재로 구분된다(Berg 

et al., 2009; Han et al., 2011; Hong, 2011).

국내에서는 1980년에 패널식 보강토옹벽이 도입되어 

띠형 강보강재인 아연도강판이 적용되었으나, 아연도금 

기술 부족에 따른 보강재의 장기적인 부식과 시공관리 등

의 문제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1986년에 

부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띠형 섬유보강재가 사용되면서 

보강토옹벽의 시공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 

고강도 지오그리드를 보강재로 사용한 블록식 보강토옹벽

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Cho, 

2018).

그러나, 띠형 섬유보강재나 지오그리드와 같은 토목섬

유 보강재는 강 보강재와는 달리 산화작용이나 자외선, 가

수분해(hydrolysis) 등의 화학작용, 화학적 및 기계적 하중, 

미생물 등으로 인한 열화현상과 시공중 손상 및 장기 크리

프특성 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인장강도가 감소될 수 있으

므로, 설계 시에는 이러한 다양한 영향인자들에 의한 인장

강도 감소계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식 (1)과 같이 토목섬

유 보강재의 장기설계인장강도(Td)를 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Td = Tult / (RF⋅FSuc)                            (1)

식 (1)에서, Tult는 토목섬유 보강재의 최대(극한)인장강

도 (kN/m) 이며, RF는 토목섬유 보강재의 총 인장강도 감

소계수 (RF = RFCR⋅RFID⋅RFD), RFCR은 크리프 감소계

수, RFID는 시공성 감소계수, RFD는 내구성 감소계수, 

FSuc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안전율

이다. 특히, 구조물의 내구연한동안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크리프 감소계수(RFCR, 실내 크리프시험에서 얻은 토목섬

유 보강재의 크리프 한계인장강도에 대한 최대인장강도의 

비) 평가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장기 크리프시험과 단기 

가속 크리프시험을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ISO, 2007).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토목섬유 보강재의 크리프특

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오그리드와 띠형 섬

유보강재, 직포, 부직포, 복합포 등의 토목섬유를 대상으

로 시간-온도 중첩법(TTS; Time-Temperature Superposition)

과 단계 등온법(SIM; Stepped Isothermal Method) 및 장

기 크리프시험 등을 사용하여 토목섬유의 장단기 크리프

특성을 평가하고, 설계인자로서 크리프 감소계수를 도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Koo et al., 2004; Cho et 

al., 2004; Jeon et al., 2001; Jeon et al., 2002; Jeon et al., 

2003; Jeon et al., 2007; Cha et al., 2008; Lee et al., 2010; 

Jung et al., 2012; Jung et al., 2013)

최근 국내에서는 띠형 섬유보강재의 폭 중간에 접힘홈

이 형성되어 있어 반폭으로 접어서 효율적으로 블록형 전

면벽체에 체결시킬 수 있는 블록식 보강토옹벽이 시공성

과 경제성이 입증되면서 활발히 현장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접힘홈이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

의 장기적인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인장강도가 다른 6종

류의 섬유보강재를 대상으로 단계 등온법에 의한 가속 크

리프시험과 함께 장기 크리프시험을 수행하여, 접힘홈이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의 크리프특성을 분석하고 구조물

의 설계수명에 따른 크리프 감소계수를 평가하였다. 

2. 토목섬유 보강재의 크리프특성 평가 방법

일반적으로, 크리프시험은 일정한 온도조건에서 지속적

인 인장하중이 작용할 때 토목섬유 보강재의 불구속 인장 

크리프거동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설계인장강도 

산정 시 필요한 크리프에 의한 인장강도 감소계수를 결정

하기 위해 수행한다. 토목섬유 보강재의 크리프 변형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크게 장기 크리프시험(CCT; 

Conventional Creep Test)과 가속 크리프시험(ACT; Accel-

erated Creep Test)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속 크리프 시험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시간-온도 중첩법(TTS)

과 단계 등온법(SIM), 등시하중 고려법 등이 있다. Table 1

에서는 이러한 크리프시험 방법들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크리프시험과 단계 등온법을 적용하

여 접힘홈이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의 크리프변형 특성

을 평가하였다.

장기 크리프시험은 일반적인 크리프시험으로서, ASTM 

D 5262(ASTM, 2007) 및 KS K ISO 13431(KS, 2007b)에 

규격화되어 있으며, 표준시험방법은 크리프 시험기에 장

착되어 있는 상부 클램프와 하중 재하장치가 붙어 있는 하

부 클램프 사이에 토목섬유 보강재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 

중심부에 인장변형 측정장치(예; LVDT)를 설치한 후 하

중을 재하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인장변형을 측정하는 방

법이다. 크리프특성 평가를 위한 재하하중으로는 토목섬

유 보강재 시료의 최대인장강도에 대한 20%, 30%, 40%, 

60%의 하중을 추천하고 있고, 인장변형 측정은 자동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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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사용하여 10,000시간 이상 측정하는 것을 추천

하고 있다.

단계 등온법은 하나의 시료에 일정하중을 부여한 후, 온

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크리프 변형률을 측정하는 시

험방법이다. 크리프 변형률 곡선을 탄성률 곡선으로 변환

시킨 후, 온도별 크리프 탄성률 곡선의 기울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법으로 크리프 탄성률 마스터 곡선을 구하며, 이 

곡선을 로그시간-크리프 변형률 곡선으로 전환하여 크리

프 변형률 마스터 곡선을 구한다(Fig. 1 참조).

또한, 단계 등온법은 하나의 시료를 사용하므로 시료 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험적인 이동 인자를 적용하므

로 이동 인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시험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되

어 100년 이상의 수명예측이 가능한 크리프 변형률 마스

터 곡선을 산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32시간 정도로 

상업적인 시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기 크리프 

곡선과 유사한 크리프 시험결과를 얻으려면, PET 소재의 

경우에는 단계 등온법의 시험조건으로 온도 간격을 14°C 

이내, 등온유지시간을 10,000초 이상, 총 시험시간을 60,000

초 이상 시험해야 하며, 폴리올레핀 소재의 경우에는 7°C

이내의 온도 간격에서 PET와 동일한 등온유지시간 및 총 

시험시간이 요구된다.

한편, ISO TR 20432(ISO, 2007)에서는 토목섬유 보강

재의 크리프 감소계수 산정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한계

상태 설계를 위해서 토목섬유 보강재의 크리프 파단 거동

을 KS K ISO 13431에 따라 최소 12회 측정하여야 하며, 

100시간∼1,000시간과 1,000시간∼10,000시간의 보강재 

파단시간에 대해 각각 최소 4회의 시험을 하여야 하고, 추

가적으로 약 10,000시간(1.14년)의 보강재 파단시간에 대

해 최소 1회의 부가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속 크리프시험을 통한 크리프 거동 예측이 장기 

크리프시험과 일치한다면, 가속 크리프시험 결과를 토목

섬유 보강재의 크리프 파단 데이터의 생성과 외삽에 사용

할 수 있으므로, 기준 온도에 대해 시간축으로 이동된 최

소 12개의 데이터 점들을 장기 크리프시험과 함께 가속 

크리프시험(TTS, SIM 등)을 병행하여 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때, 1,000시간∼100,000시간과 100,000시간∼ 

10,000,000시간의 시간 이동 구간에서 각각 최소 3개의 

데이터 점들을 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100시간∼10,000시

간 구간에 4개의 장기 크리프 파단 데이터 점들과 10,000

시간 이상 구간에 최소 하나의 장기 크리프 파단 데이터 

점이 필요하다.

선형 회귀 분석은 장기 크리프시험 데이터와 가속 크리

프시험 데이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기

준 온도에서 2,000시간 및 10,000시간의 가속 크리프시험

으로부터 얻은 크리프 감소계수(RFCR)와 동일한 조건의 

장기 크리프시험으로 얻은 RFCR의 차이가 0.15를 초과하

지 않으면 가속 크리프시험 데이터는 장기 크리프시험 데

이터와 함께 사용하여 RFCR을 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creep test methods for geosynthetic reinforcement

Item
Conventional 

creep test (CCT)

Time-temperature 

superposition (TTS)

Stepped isothermal 

method (SIM)

Method of considering 

isochronal tensile load

Number 

of specimen
1

1 per temperature level 

(At least 3 temperature level)

1 (At least 5 

temperature step)

1 per load level

(At least 5 load level)

Minimum time 

for creep test
10,000 hours 1,000 hours 16～32 hours 1,000 hours

Predictable time 

for long-term creep
10,000 hours More than 100 years More than 100 years More than 100 years

Evaluation method
Direct application 

of test results

Long-term life prediction 

using shift factor 

considered time -

temperature superposition

Long-term life prediction 

using empirical 

shift factor

Long-term life prediction using 

isochronal tensile 

load - creep strain relation

Test method
ASTM D 5262

KS K ISO 13431

ASTM D 2990

RS K 0022

ASTM D 6992

RS K 0023

Public Works Research Center & 

Geotextile Reinforced Earth 

Construction Method Distribu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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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리프시험 

3.1 띠형 섬유보강재 시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장기 크리프시험과 단계 등온법을 

적용한 가속 크리프시험에 사용한 띠형 섬유보강재는 폴

리에스테르(polyester, PET) 고강력사를 폴리에틸렌(poly-

ethylene, PE) 고분자로 피복한 형태로서, 중앙에 접힘홈이 

형성되어 있어 블록식 보강토옹벽의 전면벽체에 Fig. 2와 

같이 체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후단부에는 지지영

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발저항을 향상시켰다(Hong 

et al., 2011). 또한, 크리프시험에 사용한 띠형 섬유보강재

는 폭이 약 70mm이고, 두께는 소요 인장강도에 따라 약 

1.5∼4.0mm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장강도 15kN, 

25kN, 35kN, 50kN, 70kN, 90kN으로 제작된 띠형 섬유보

강재에 대해 가속 크리프시험을 각각 수행하였으며, 인장

강도 25kN인 띠형 섬유보강재에 대해서는 장기 크리프시

험을 수행하여 가속 크리프시험과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a) Temperature and creep strain over time (b) Creep strain curve after temperature correction

(c) Creep elasticity curve after temperature correction (d) Creep elasticity master curve

% of 

UTS

Creep rupture times 

(hours)

Log (Creep 

rupture times)

64 12,274,392 7.089

66 2,094,112 6.321

68 1,256,030 6.099

70 162,555 5.211

72 44,771 4.651

74 4,227 3.626

76 3,443 3.537

78 161 2.208

80 58 1.766

(e) Creep elasticity curve after temperature correction (f) Creep elasticity master curve

Fig. 1. Evaluation process of creep characteristics using Stepped Isothermal Method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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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는 크리프시험에 사용된 6종류의 띠형 섬유

보강재(인장강도 15kN, 25kN, 35kN, 50kN, 70kN, 90kN)

에 대한 중량, 두께 및 인장특성을 보여준다. 최대인장강

도는 광폭인장강도시험규격인 KS K ISO 10319(KS, 

2007a)에 따라 변형속도를 (20±5)%/min으로 하여 측정하

였으며, 인장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기준점을 100mm 간

격으로 하여 변위량을 측정하였다. Table 2의 최대인장강

도 및 변형률 값은 5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의 평균값이다.

3.2 시험 장비 및 방법

장기 크리프시험 장비는 크게 레버형(Lever-arm type)과 

실하중형(Direct dead-weight type)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실하중형 크리프시험 장비는 1,200kgf 까지, 레

버형 크리프시험 장비는 레버비율 20 : 1로서 최대 4,000kgf 

까지 재하가 가능하며, 두 장비 모두 최대 측정가능 변위

량은 50mm이고, 시험편 최대 폭은 200mm, 그립 형태는 

분할 원통형, 그립 감김 직경은 80mm이다(Fig. 3 참조). 

단계 등온법에 의한 가속 크리프시험을 위해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시험장비는 상/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립에 띠

형 섬유보강재를 설치한 후 온도를 조절하면서 하중재하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대 가용하중은 100kN, 적용

가능 온도범위는 최대 100°C, 시험편 최대 폭은 200mm, 

그립 형태는 분할 원통형이다(Fig. 4 참조).

Table 3에서는 크리프시험 시 설정한 크리프하중 조건 

및 시험 온도를 보여주는데, 장기 크리프시험 시에는 최대

인장강도의 70%∼90%까지 크리프하중을 적용하였고, 가

속 크리프시험의 경우에는 크리프 파단이 발생되기 시작

하는 하중과 크리프 파단시간이 1,000시간 미만에서 발생

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최대인장강도의 64%∼82% 범

위의 하중을 적용하였다. 장기 크리프시험은 내부 온도가 

약 20°C인 실험실에서 수행하였으며, 단계 등온법에 의한 

가속 크리프시험의 경우에는 20°C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

적으로 14°C씩 온도를 상승시켰다. 

(a) Details of geosynthetic strip reinforcement (b) Connection with front block of reinforced earth wall

Fig. 2. Geosynthetic strip reinforcement used for creep tests

Table 2. Engineering properties of geosynthetic strip reinforcements used for creep tests

Reinforcement
Thickness 

(mm)

Weight 

(g/m)

Ultimate tensile strength 

(kN/width)

Tensile strain 

(%)

FL 15 kN 2.13 113 19.6 9.4

FL 25 kN 2.25 133 29.3 9.7

FL 35 kN 2.59 156 40.1 9.0

FL 50 kN 3.06 179 58.3 10.3

FL 70 kN 4.10 244 82.7 10.0

FL 90 kN 4.63 276 101.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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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리프시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접힘홈이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를 대

상으로, 보강재 종류 및 크리프시험 방법에 따른 크리프특

성을 분석하고 크리프 감소계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장

강도가 다른 6종류의 띠형 섬유보강재(인장강도 15kN, 

25kN, 35kN, 50kN, 70kN, 90kN)에 대한 단계 등온법

(SIM)에 의한 가속 크리프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인

장강도 25kN인 띠형 섬유보강재에 대해서는 장기 크리프

시험을 동시에 수행하여 가속 크리프시험 결과와 비교, 분

석하였다.

(a) Lever-arm type (b) Direct dead-weight type

Fig. 3. Conventional long-term creep test equipments

(a) Front of the equipment (b) Inside of the equipment

Fig. 4. Accelerated creep test equipment

Table 3. Load and temperature conditions applied to creep test

Conventional creep test Accelerated creep test (SIM)

Creep load 70%∼90% of Ultimate tensile strength 64%∼82% of Ultimate tensile strength

Testing temperature about 20°C Increase by 14°C based on 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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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크리프하중에 따른 크리프변형 특성 분석

Fig. 5에서는 인장강도가 각각 15kN, 25kN, 35kN, 50kN, 

70kN, 90kN인 띠형 섬유보강재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 

가속 크리프시험(SIM) 결과로서, 최대인장강도의 64%∼ 

82% 범위에 있는 크리프하중 별로 시간에 따른 크리프변

형 거동을 보여주는데, 크리프하중이 클수록 보강재의 크

리프 파단이 일찍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소재

와 제조방법을 사용한 띠형 섬유보강재는 인장강도가 서

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크리프하중비{크리프하중(Tcr)/최

(a) FL 15kN (b) FL 25kN

(c) FL 35kN (d) FL 50kN

(e) FL 70kN (f) FL 90kN

Fig. 5. Creep behavior over time of geosynthetic strip rei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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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reep characteristic value range according to creep load of six reinforcements (SIM)

Creep load ratio

(Tcr/Tult, %)

Creep rupture time 

{Log (hour)}

Initial strain

(%)

Total strain

(%)

66 6.28∼7.00 5.41∼7.60 7.17∼11.41

68 5.77∼6.60 5.61∼7.73 7.96∼12.00

70 5.09∼6.36 5.72∼7.91 8.24∼11.16

72 4.52∼5.86 5.87∼7.66 8.95∼11.44

74 3.61∼5.05 6.07∼8.10 7.45∼11.52

76 3.76∼4.30 6.17∼8.35 8.15∼11.40

78 2.20∼3.71 6.32∼8.52 7.71∼11.20

80 1.63∼3.41 6.44∼8.58 7.98∼10.15

82 1.38∼2.46 6.55∼8.85 7.82∼10.13

(a) Case with lever-arm type test equipment (b) Case with direct dead-weight type test equipment

Fig. 6. Conventional long-term creep test results

Table 5. Creep characteristic value according to creep load of FL 25kN reinforcement (CCT)

Test equipment
Creep load ratio

(Tcr/Tult, %)

Creep rupture time 

{Log (hour)}

Initial strain

(%)

Total strain

(%)

Lever-arm 

type

90 0.90 8.94 9.92

86 2.10 8.69 10.18

82 2.45 8.20 9.85

80 2.90 8.04 9.75

78 3.39 7.86 9.62

76 3.57 7.59 9.45

Dead-weight 

type

84 2.71 8.39 10.26

82 3.13 8.20 10.18

82 3.09 8.17 10.60

79 3.47 7.95 10.43

79 3.43 7.91 9.99

76 (3.92)* 7.59 9.25

73 (4.17)* 7.36 8.73

* Creep test is ongoing. The time in bracket is elaps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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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장강도(Tult), %}에서의 크리프 파단시간과 초기 인장

변형률 및 총 인장변형률은 특별한 경향이 없고, 큰 차이

가 없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Table 4 

참조).

한편, Fig. 6에서는 FL 25kN 시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

행한 장기 크리프시험 결과로서, 최대인장강도의 70%∼ 

90% 범위에 있는 크리프하중 별로 시간에 따른 크리프변

형 거동을 보여주며, Table 5에서는 크리프하중별로 크리

프 파단시간과 초기 인장변형률 및 총 인장변형률을 보여

주는데, 크리프하중이 클수록 보강재의 크리프 파단이 일

(a) FL 15kN (b) FL 25kN

(c) FL 35kN (d) FL 50kN

(e) FL 70kN (f) FL 90kN

Fig. 7. Creep rupture curves of 6 geosynthetic strip reinforcements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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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5에서 보듯이, 장기 

크리프시험에 사용한 시험장비의 종류에 따라 크리프 파

단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동일한 크리

프하중에서 레버형 장비를 사용하였을 때의 파단 시간이 

실하중형 장비를 사용한 경우의 파단시간보다 작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레버형 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하중

재하에 따른 충격이 실하중형 장비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크리프 감소계수 평가

Fig. 7에서는 인장강도가 각각 15kN, 25kN, 35kN, 50kN, 

70kN, 90kN인 띠형 섬유보강재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 

가속 크리프시험(SIM) 결과인 Fig. 5의 보강재 파단 데이

타를 토대로 하여 추출한 각 띠형 섬유보강재별 크리프하

중비와 크리프 파단시간과의 관계곡선과 관계식을 보여준

다. Table 6에서는 Fig. 7에 제시된 관계식을 이용하여 산

정한, 보강재 종류별 설계수명에 따른 크리프하중비{크리

프하중(Tcr)/최대인장강도(Tult), %}와 크리프 감소계수{최

대인장강도(Tult)/크리프하중(Tcr)}를 보여주는데, 설계수

명이 증가할수록 크리프 감소계수가 증가하며, 동일한 소

Table 6. Creep characteristic value according to creep load of FL 25kN reinforcement (CCT)

Reinforcement

Creep load ratio (Tcr/Tult, %) Creep reduction factor

Design life (year) Design life (year)

50 75 100 50 75 100

FL 15 kN 68.58 68.06 67.69 1.46 1.47 1.48

FL 25 kN 71.26 70.79 70.46 1.40 1.41 1.42

FL 35kN 69.14 68.59 68.59 1.45 1.46 1.47

FL 50kN 71.14 70.60 70.60 1.41 1.42 1.43

FL 70kN 69.14 68.42 68.42 1.45 1.46 1.47

FL 90kN 69.52 68.93 68.93 1.44 1.45 1.46

Table 7. Differences in creep reduction factors by long-term and accelerated creep tests (2,000 and 10,000 hours, FL 25kN)

Elapsed time

(hr)

Creep reduction factor Differences in 

Creep reduction factorConventional long-term creep test Accelerated creep test

2,000 1.27 1.29 0.02

10,000 1.33 1.32 0.01

Table 8. Creep reduction factors of FL 25kN reinforcement according to the design life

Creep load ratio (Tcr/Tult, %) Creep reduction factor

Used data ACT1) CCT2) ACT+CCT3) ACT CCT ACT+CCT

Design life

(years)

50 71.43 65.79 69.93 1.40 1.52 1.43

75 70.92 64.94 69.44 1.41 1.54 1.44

100 70.42 64.10 68.97 1.42 1.56 1.45

* 1) ACT : Use only accelerated creep test data

  2) CCT : Use only conventional long-term creep test data

  3) ACT+CCT : Use both conventional long-term and accelerated creep test data

Fig. 8. Creep rupture curve of FL 25kN reinforcement 

including both long term and accelerated creep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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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제조방법을 사용한 띠형 섬유보강재는 인장강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설계수명에 따라 거의 유사한 크리프 감

소계수값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8에서는 FL 25kN 보강재를 대상으로 수행한 

장기 크리프시험 및 가속 크리프시험(SIM)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크리프하중비와 크리프 파단시간과의 관계곡선을 

보여준다. ISO TR 20432(ISO, 2007) 규격에 따라 크리프 

감소계수 산정 시에 가속 크리프시험 데이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Fig. 8에서 장기 및 가속 크리프시

험을 통해 산정한 각각의 크리프 파단곡선에 대해 2,000

시간과 10,000시간에서의 크리프 감소계수를 산정하여 비

교하였으며(Table 7 참조), 가속 크리프시험 및 장기 크리

프시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정한 크리프 감소계수의 차

이는 0.01∼0.02 정도로서 0.15 이하이므로 장기 크리프

시험 및 가속 크리프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통합하

여 크리프 감소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Table 8에서는 Fig. 8에서 도출한 크리프하중비와 크리

프 파단시간과의 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장기 크리프시험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와 가속 크리프시험 데이터만 사용

한 경우 및 장기/가속 크리프시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설계수명별 크리프 감소계수의 차이를 비교

하여 보여준다. Table 8에서 보듯이 가속 크리프시험 데이

터만 사용한 경우의 크리프 감소계수가 가장 작으며, 장기 

및 가속 크리프시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경우의 크리프 

감소계수는 장기 크리프시험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보다 

설계수명 50년∼100년을 고려하면 크리프 감소계수가 

5.9%∼7.1% 정도 작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리

프 감소계수가 작을수록 장기설계인장강도는 크게 산정되

기 때문에, 가속 크리프시험 결과만으로 크리프 감소계수

를 평가할 때에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접힘홈이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의 장

기적인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인장강도가 다른 6종류의 

섬유보강재를 대상으로 단계 등온법에 의한 가속 크리프

시험과 함께 장기 크리프시험을 수행하여, 접힘홈이 형성

된 띠형 섬유보강재의 크리프특성을 분석하고 구조물의 

설계수명에 따른 크리프하중과 크리프 감소계수를 평가하

였다. 연구결과를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등온법(SIM)을 사용한 가속 크리프시험 결과, 크

리프하중이 클수록 보강재의 크리프 파단이 일찍 발생

하며, 동일한 소재와 제조방법을 사용한 띠형 섬유보

강재는 인장강도 크기에 상관 없이 동일한 크리프하중

비에서의 크리프 파단시간과 초기 인장변형률 및 총 

인장변형률은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2) 장기 크리프시험에서 레버형 시험장비를 사용하였을 

때의 동일한 크리프하중에서의 파단 시간이 실하중형 

시험장비를 사용한 경우의 파단시간보다 작게 나타났

으며, 이는 레버형 시험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하중재

하에 따른 충격이 실하중형 시험장비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속 크리프시험(SIM)에서의 보강재 파단 데이터를 

토대로 6종류의 띠형 섬유보강재에 대한 크리프하중

비와 크리프 파단시간과의 관계곡선식을 추출하여 크

리프 감소계수를 평가한 결과, 보강재의 설계수명이 

증가할수록 크리프 감소계수가 증가하며, 동일한 소

재와 제조방법을 사용한 띠형 섬유보강재는 인장강도

가 서로 다르더라도 설계수명에 따라 거의 유사한 크

리프 감소계수 값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4) 활용 빈도가 높은 FL 25kN 보강재를 대상으로 한 장

기 및 가속 크리프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크리프 감소계수를 산정한 결과, 가속 크리프시험 데

이터만 사용한 경우의 크리프 감소계수가 가장 작으

며, 장기 및 가속 크리프시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경우의 크리프 감소계수는 장기 크리프시험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보다 설계수명 50년∼100년을 고려하면 

크리프 감소계수가 5.9%∼7.1% 정도 작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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