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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부식 강재의 잔존 인장 내하성능 평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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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valuation of Residual Tensile Load-carrying 

Capacity of Corroded Steel Plates of Tempor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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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강구조물은 부식에 의한 단면감소와 이로 인한 내하성능의 하가 우려된다. 그러나 부식손상이 강부재의 내하성능에 미치는 향

과 잔존 내하성능 평가법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식 손상된 지하철 가시설 주형보의 웨 와 랜지에서 취

한 부식시편의 인장실험을 실시하여, 부식손상이 인장 내하성능에 미치는 향과 인장 잔존 내하성능 평가법에 하여 검토하 다. 부식 가시설 

주형보로부터 취한 총 21개의 부식시편은 먼  화학  방법에 의해 부식생성물을 제거하고 1mm간격으로 표면형상을 측정한 후 인장실험을 

실시하 다. 이러한 인장실험 결과는 주형보의 랜지에서 취하여 두께 13mm로 기계 가공한 무부식 기 시편의 인장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잔존두께와 표면형상이 부식강재의 항복하 , 인장하   연신율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하 다. 그리고 부식의 유무에 상 없이 일정한 강재의 

극한강도를 이용하여 무부식 등단면 강재와 동일하게 인장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불규칙 변단면 부식강재의 유효두께를 표면형상 측정결과로 산

출한 평균잔존두께와 표 편차로 정식화하 다. 한 이러한 결과를 실무에도 용할 수 있도록 부식강재의 합리 인 잔존두께 측정간격도 제시

하 다. 

ABSTRACT：Steel structures are threatened to reduce load-carrying capacity as the cross section is decreased by corrosion. 

However, there has been no method in definitely evaluating residual load-carrying capacity and the effect of corrosion to the 

load-carrying capacity of steel. This study evaluated tensile residual load-carrying capacity of corroded steel plates by using 

tensile tests of specimens, which were selected from the web of temporary structure's main beam. After the surface shapes 

were measured and tensile tests were examined, the rust of 21 corroded specimens was, first of all, removed using a 

chemical method. From the tensile test result, which of reference specimens that was picked off at the flange of the same 

main 13-mm-thick beam and corroded specimens were based, surface geometry and correlation with the reduction of 

corroded thickness and strain, yield strength or tensile strength was established as constant numbers. Effective thickness of 

corroded steel with irregular cross sections could be calculated using average residual thickness and standard deviation. The 

irregular cross sections could be the evaluated tensile strength that is equalized to non-corroded uniform steel's regardless 

of corrosion. Also, reasonable measuring intervals of residual thickness could be proposed by using this result to apply for 

executive work.

핵 심 용 어 : 부식, 잔존내하성능, 유효두께, 인장실험

KEYWORDS : corrosion, residual load-carrying capacity, effective thickness, tensile test

1. 서 론1)

구조용 강재의 가장 안정 인 상태는 녹(산화철)으로 물과 공

기가 존재하면 강재의 부식은 자연히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

식에 의한 손상을 사 에 방지하기 하여 부분의 강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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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도장 등의 방식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설 강구

조물  강구조부재의 경우에는 무방식 상태로 강우, 비산염분, 

동결방지제 등에 직  노출되어,2)다양한 형태의 부식손상이 발

생하고 있다. 한, 도장 등으로 방식 처리된 강구조 물의 경우

에도 방식 처리재의 노화에 인한 부식 손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4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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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식 손상된 강 트러스교 사재의 괴 

다. 이러한 부식손상은 단면 감소와 같이 강부재에 심각한 수

의 변형을 가져오나, 작용하는 하 에 비해 강성이 크기 때문에 

변형  손에 의해 교체 는 폐기되는 사례가 다. 강구조

물의 부식과 련된 국내 연구로는 김인태 등(2007)의 부식

진실험을 이용한 강교용 무도장 강재의 부식내구성 평가, 김태

남 등(2008)의 산성비에 의한 강재의 부식, 박정렬 등(2004)

의 무도장 내후성강의 부식에 한 연구 등이 다수 수행되었으

나, 부식 강구조물과 강부재의 잔존 내하력 평가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재 공용 인 강교량의 약 82%가 최근 20년에 건설된 우리

나라는 진 으로 건설에서 유지 리로 이 바 어 가고 

있는 과도기로써, 부식 손상된 강부재의 지속사용, 재사용  

교체에 한 명확한 단기 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가시설 강

구조물의 경우에는 장 책임기술자의 육안검사  일정시기 

후 교체하는 방법으로 구조물의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

면 감소  국부변형 등이 발생한 부재를 별다른 조치 없이 지

속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잔존 내하성능과 상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식 손상된 

강부재의 잔존 내하성능을 평가하는 기   지표 설정이 필요

하다고 단된다.

그림 1은 2007년 일본의 트러스교에서 부식 손상에 기인하

여 콘크리트 상 에 매입된 사재부분이 인장 단된 로 부식

으로 인한 강부재의 잔존 내하성능에 한 정량 인 평가법의 

확립과 부식손상 방지를 한 한 유지 리의 필요성을 보

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그림 2는 지하철 장으로 가시설강

구조물이 무방식 상태로 사용되어, 수, 습윤  오염물질 

체 등에 의해 부식손상이 발생해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식손상이 강재의 인장 내하성능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고 잔존 인장 내하성능 평가법을 제시하기 하여, 

약 7년간 지하철 공사 장에서 사용된 가시설 주형보의 웨 와 

랜지에서 취한 부식 시편의 인장실험을 실시하 다. 그 결

과, 부식으로 인한 두께 감소가 항복하 , 인장하   신장량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그리고 부식손상에 의한 불규칙 

변단면 강재의 잔존 인장 내하성능을 무부식 등단면 강재와 동

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효두께를 표면형상 측정을 통해 구한 

평균잔존두께와 표 편차로 정식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한 이들 결과를 실무에 용할 수 있도록 합리 인 부식 잔존

두께의 측정간격도 검토하 다.  

그림 2. 가시설 구조물의 부식 손상 사례

(상: 주형보, 하: 주형받침보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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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월 평균온도(℃) 평균상 습도(%) 젖음시간(일)

7월 25.3 94.3 18∼27

8월 26.6 94.2 21∼30

9월 22.7 96.3 27∼29

10월 18.7 82.0 23∼30

11월 11.9 81.4 18∼29

평균 21.0 89.6 21∼29

표 1. 지하철 장의 환경조건 측정 결과

그림 3. 주형보에서 인장시편 취 치

그림 4. 시편의 형상  치수 (unit: mm)

(a) 녹 제거  시편

(b) 녹 제거 후 시편

그림 5. 녹 제거 ․후 표면형상

2. 인장실험

2.1 시편의 제작

본 실험에서는 지하철 공사용 가시설 구조물로 약 7년간 사용

된 주형보에서 취한 인장시편을 사용하 다. 인장 실험에 앞

서 상 지하철 공사 장의 환경조건을 측정하기 하여, 공사 

개시일로부터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 에서 약 5개월(7월∼

11월)동안 장의 온도와 상 습도 그리고 강재 표면의 젖음시

간(Time of wetness)을 10분 간격으로 측정하 다(김인태 

등, 2009). 그 결과,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5개월간의 평균 

온도는 18.8도이며, 평균 상 습도는 87.9% 다. 그리고 강

재 표면의 젖음일수는 매달 21∼29일로 측정기간 5개월  약 

70%이상이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식환경 하에 놓여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시편 제작에 있어서는 먼  부식된 지하철 가시설 주형보

(SS400, I-700×300×13×24)에서 그림 3과 같이 시편강 을 

취하 다. 그리고 취강 을 기계 가공하여 기두께 13mm

의 웨 와 기두께 24mm의 랜지로부터 그림 4에 나타낸 

인장시편(KS B 0801(2007) - 1A호 시편)을 각각 15개와 6

개 제작하 다. 마지막으로 인장시편은 ISO 8407(1991)에 

하여 10% 염산 수용액에 24시간 침수시킨 후 동 와이어 

러쉬를 사용하여 부식시편 표면의 부식생성물을 완 히 제거

하 다. 그림 5에 녹 제거 ·후의 인장시편의 표면상태를 나타

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기 시편으로 무부식 강재 시편도 제작하 다. 

먼  앞의 부식시편을 취한 주형보의 랜지( 기두께 

24mm)에서 강 을 취하여 그림 4의 인장시편을 제작하

다. 그리고 시편의 표면을 링 가공하여 두께가 13mm로 일

정한 무부식 인장시편 3개를 제작하 다. 이하 주형보의 웨

와 랜지로부터 취한 시편을 W와 F시편으로 구분하여 표기

하고, 무부식 기 시편은 R시편으로 표기한다.

2.2 표면형상 측정  잔존두께 계산

부식생성물 제거 후의 표면형상은 그림 6에 나타낸 3차원 

학 측정기(Steinbichler, 측정정도: 0.007∼0.035mm)를 사

용하여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체 시편의 잔존두께는 신장량 측정의 기 이 되는 표 거리

(시편 앙부에서 양쪽으로 100mm) 내에서 길이방향과 폭방

향으로 1mm간격으로 8,000개의 측 에 해 측정하 다. 그

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아래의 최 , 최소  평균 두께를 계

산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1) 평균두께 : 측  8,000개에서 측정된 두께의 산술평균값 

2) 최 ·최소두께 : 측  8,000개에서 측정된 두께의 최 ·   

최소값

3) 최 ·최소평균두께 : 그림 7의 x축과 y축의 교 을 원

(  O)으로 지정하여 1×1 mm간격으로 측  200×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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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번호
최 하
(kN)

최 하 시 신장량
(mm)

평균두께
(mm)

표  편차 변동계수
최 두께
(mm)

최소두께
(mm)

최 평균두께
(mm)

최소평균두께
(mm)

W1 195.66 41.19 9.74 0.361 0.037 10.91 8.47 10.02 9.46

W2 193.43 44.74 10.35 0.322 0.031 11.27 9.11 10.74 10.00

W3 195.53 46.68 10.47 0.237 0.023 11.22 9.60 10.79 9.88

W4 187.36 30.46 10.48 0.283 0.027 11.36 9.54 10.90 10.03

W5 195.50 43.40 10.50 0.272 0.026 11.21 9.51 10.84 10.21

W6 193.78 43.05 10.56 0.284 0.027 11.53 9.60 10.84 10.16

W7 186.78 37.42 10.62 0.209 0.020 11.31 9.90 10.83 10.29

W8 186.19 45.69 10.73 0.256 0.024 11.55 9.88 10.95 10.41

W9 184.53 42.52 10.76 0.461 0.043 12.10 9.76 11.57 10.28

W10 184.16 40.64 10.78 0.302 0.028 11.69 9.40 11.16 10.50

W11 187.66 46.67 10.88 0.274 0.025 11.82 9.72 11.22 10.61

W12 182.97 41.81 10.90 0.381 0.035 11.75 9.35 11.36 10.07

W13 182.06 41.49 11.03 0.246 0.022 11.88 10.33 11.34 10.76

W14 183.42 43.13 11.14 0.272 0.024 12.00 10.20 11.41 10.85

W15 169.41 49.05 11.24 0.319 0.028 12.15 10.07 11.69 10.79

F1 267.14 39.35 15.30 0.566 0.037 16.91 13.14 15.92 14.60

F2 281.51 43.90 16.16 0.479 0.030 17.50 14.16 16.65 15.55

F3 283.26 34.93 16.29 0.741 0.045 18.27 13.67 17.05 15.02

F4 289.26 41.52 16.37 0.550 0.034 17.93 14.71 17.25 15.74

F5 301.28 43.72 17.03 0.523 0.031 18.48 15.29 17.67 16.38

F6 304.27 43.75 17.18 0.457 0.027 18.43 14.43 17.76 16.61

R1 234.53 48.73 13.00 - - - - - -

R2 238.56 52.51 13.00 - - - - - -

R3 232.63 52.06 13.00 - - - - - -

표 2. 시편 두께 측정 결과

그림 6. COMET V 4M( 학 3차원 형상 측정기)

그림 7. 3차원 형상 측정 결과

의 좌표를 형성하 을 때, 먼  동일 x좌표를 가지는 폭방

향(y방향) 측  40개의 평균값을 길이방향 측  200개에 

해 계산한 폭방향 평균두께 200개의 최 ·최소값.

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부식에 의한 W시편의 두께 감소량

은 측정 평균두께가 9.74∼11.24mm로 기두께 13mm에서 

1.76∼3.26mm이며, F시편의 경우에는 측정 평균두께가 

15.30∼17.18mm로 기두께 24mm에서 6.82∼8.7mm의 

두께 감소가 발생해 있었다. 그리고 W시편에 비교하여 F시편

에서 상 으로 큰 두께 감소량이 발생해 있었지만, 변동계수

(표 편차/평균두께의 비)는 W시편에서 0.020∼0.043, F시

편에서는 0.027∼0.045로 거의 동일하다. 

부식형태는 부식강재의 표면형상에 따라 면에 걸쳐 거의 균

일하게 부식하는 면부식과 어느 특정부분에 부식이 집 하는 

국부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인장시편은 

그 표면형상의 변동계수가 0.045이하로 면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2.3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그림 8에 나타낸 1000kN 재료시험기(UTM)

실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 부식시편 21개의 인장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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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장실험 경

그림 9. 시편 표면에 5mm 간격의 격자망 형성

실시하 다. 하 재하는 KS B 0802(2008)에 하여 하 재

하 시작에서 항복하 까지는 2mm/min, 항복하  이후부터 

시편 단 시까지는 5mm/min의 속도로 하 다. 그리고 그

림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표 거리 내에서 길이방향과 폭방향

으를 사용하여, 먼  두께 13mm의 무부식 기 시편 3개의 

인장 로 5mm의 간격으로 격자망을 형성하여, 이를 인장실험 

도 에 사진 촬 하여 표 거리(200mm)의 신장량과 각 격자

(5mm)의 국부 신장량을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3.1 최소평균두께와 단 치

주형보 웨 와 랜지로부터 취한 W와 F시편의 표 인 

단형상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앞의 2.2 에서 최소평균

두께란 신장량 측정의 기 이 되는 표 거리(200mm)내의 폭

방향 평균두께의 최소값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최소평균두께

를 가지는 단면이 표 거리 내에서 최소단면 을 가지게 된다. 

본 실험과 같이 불규칙한 변단면을 가지는 인장강재의 단이 

발생한 치를 검토하기 하여, 괴단면과 시편 표면의 

5mm 격자망을 이용하여 단시의 각 구간별 신장량  최소

평균두께(최소단면 )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체 부식시편 

21개 , 14개의 시편은 그림 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최소평

균두께를 가지는 최소단면 에서 단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7

개의 시편은 그림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최소단면 이 아닌 

다른 치에서 단되었다. 각 구간별신장량과 인장 괴 발생

(a) 웨 에서 취한 시편(W11 시편)

(b) 랜지에서 취한 시편(F1 시편)

그림 10. 시편의 단 치

그림 11. 최소평균두께에서 단된 경우 (F1 시편)

그림 12. 최소평균두께외의 임의의 치에서 단된 경우 (W1 시편)

치를 비교하면, 그림 11과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폭방향 

평균두께에 따라 구간별 신장량이 변화하며, 구간별 신장량이 

최 인 단면에서 인장 괴가 발생하 다. 

3.2. 신장량, 항복하 과 인장하

기 시편 3개와 부식시편 21개의 인장실험으로부터 얻어진  

하 -변  곡선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표 거리 200mm의 

단시 신장량을 비교하면, W시편(평균두께 10.7mm)와 F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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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하 -변  곡선

그림 16. 무부식강재의 부분 신장량 (R1시편)

편(평균두께 16.4mm)의 신장량은 평균두께와 상 없이 기

시편(두께 13mm)의 신장량에 비교하여 약 20mm이상, 평균 

26.73% 정도 감소하 다. 

인장실험결과를 각 시편의 평균두께와 항복하 으로, 평균두

께와 극한하 으로 정리하여 각각 그림 14와 15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항복하 과 극한하 은 평균두께

에 선형 비례하는 경향을 보 다. 즉 평균두께가 증가하면 항

복하 과 극한하 도 평균두께에 선형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

그림 14. 평균두께에 따른 항복하

그림 15. 평균두께에 따른 극한하

3.3 신장량과 변동계수

인장력을 받는 등단면 강재(R1시편)의 신장량은 그림 9와 

같이 5mm 간격으로 격자망을 형성하여 측정하면 그림 16과 

같다. 그러나 불규칙 변단면의 경우에는 그림 11과 12에 나타

낸 것과 같이 표면의 요철의 정도, 즉 잔존 두께의 차이에 의해 

각 격자의 신장량이 하게 다르며, 등단면 강재(R시편)와 

비교하여 격자의 신장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앞

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부식시편의 단시의 표 거리

(200mm) 신장량도 잔존 평균두께(W시편 평균 10.7mm, F

시편 평균 16.4mm)와 상 없이 기 시편(두께 13mm)보다 

작은 값이 측정되었다.

표면형상과 신장량과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각 시

편의 표 거리(200mm)의 단 시까지의 신장량으로부터 계

산한 소성변형능력과 측정 잔존두께의 변동계수(V)를 그림 17

에 나타내었다. 소성변형능력은 최 하 시의 표 거리의 신장

량(δu)과 기 시편의 항복하 시의 표 간의 신장량(δy)의 비

로 하 다. 그림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변동계수가 증가하면 

소성변형능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식 손상에 의해 표면의 요철(잔존 두께 변화량)이 클수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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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소성변형능력( )과 변동계수

(a) 유효두께와 최소두께

  

(b) 유효두께와 최소평균두께

  

(c) 유효두께와 평균두께

그림 18. 극한응력에 근거한 유효두께와 측정두께

성변형능력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성변형능력과 

측정 잔존두께의 변동계수와의 상 계는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식(1)의 평균회귀곡선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 최 하 시의 표 거리의 신장량,

         : 기 시편의 항복하 시의 표 거리의 신장량

         : 측정 잔존두께의 변동계수 (=잔존두께의 표 편차/평균)

3.4 극한응력에 근거한 부식강재의 유효두께 산정

등단면 강재의 항복하 과 극한하 은 항복응력과 극한응력

에 단면 (폭×두께)을 곱하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식손상에 의해 불규칙 변단면을 가지는 강재의 경우에도 부

식에 의해 강재의 극한응력은 변하지 않으므로, 극한하 은 등

단면의 극한응력에 유효 등단면 (폭×유효두께)을 곱하여 계

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폭이 일정하고 두께가 변화하는 

불규칙 변단면 강재는 일정한 유효두께를 가지는 등가의 등단

면 강재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식시편의 유효두께는 부식시편을 취한 동일 주형보의 

랜지를 평면 가공하여 제작한 두께 13mm의 무부식 기 시편

의 극한응력를 이용하여 아래 식(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松本　등, 1994; 村中 등, 1998; 藤井 등, 1998, 谷口 등, 

2006).

유효두께  시편폭×기준시편의 극한응력
부식시편의 극한하중

         (2)

의 식(2)을 사용하여 계산한 각 부식시편의 유효두께(te)

와 표면형상 측정결과로부터 2.2 에 정의한 각 부식시편의 

평균두께, 최소두께, 최 두께, 최소평균두께  최 평균두께

와의 상 계수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이들 부식두께는 유효두

께와 높은 상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평균두께는 유

효두께와 가장 높은 상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두께 상 계수

평균두께 0.999

최소두께 0.993

최 두께 0.970

최소평균두께 0.998

최 평균두께 0.997

표 3. 측정두께와 유효두께의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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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간격
(mm)

측 수
( )

평균 오차율(%)

평균두께 표 편차 유효두께

1×1 8,000 0 0 0

2×2 2,000 0.05 1.12 0.08

5×5 320 0.06 2.24 0.09

10×10 90 0.48 7.68 0.50

20×20 33 0.52 10.01 0.60

30×30 14 0.61 14.21 1.01

40×40 6 1.03 33.02 1.29

40×100 3 1.06 43.20 1.65

표 4. 측정 간격별 측  수  오차율

그림 19. 유효두께()와   

그림 18에 체 부식시편의 유효두께와 최소두께, 최소평균

두께  평균두께와의 상 계를 도시하 다. 그림 18(a)에 

나타낸 것과 랜지에서 취한 부식시편(F시편)의 경우 식

(2)로 계산한 유효두께는 최소두께보다 크고, 웨 에서 취

한 부식시편(W시편)의 유효두께는 최소두께보다 작다. 그리

고 그림 18(b)에 나타낸 것과 F시편의 경우, 유효두께는 최소

평균두께와 거의 동일하지만, W시편의 유효두께는 최소두께

보다 작다. 이와 비교하여 그림 18(c)에 나타낸 F와 W의 

체시편의 유효두께는 측정된 평균두께보다 조  작지만 체

으로 가장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식 강재의 

부식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두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동일한 평균두께를 가지는 부식강재에 있어서 두께의 변 정

도가 작은 경우와 큰 경우, 강재의 기계  특성은 술한 신장

량과 같이 표면형상의 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표

면형상(잔존두께)의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두께의 표

편차(S)를 고려하여 아래 식(3)을 이용하여 유효두께를 계산

하 다. 

    ⋅                                    (3)

여기서,  : 평균두께,  : 측정두께의 표 편차,  : 보정계수

그리고 식(3)의 보정계수 를 0.0 ∼ 2.0의 범 로 변화시

켜가면서 계산한 각 부식시편의 유효두께와 식(2)로 계산된 

유효두께를 비교한 결과, 그림 19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식

(3)의 보정계수 가 1.0일 때, 식 (2)와 (3)으로 계산된 유

효두께의 오차율이 1.07%로 가장 잘 일치하 다. 그러므로 

부식강재의 유효두께는 아래 식(4)와 같이 부식 강재의 표면

형상을 측정하여 산출한 평균두께(tavg)와 표 편차(S)을 이

용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러므로 본 실험과 같이 변동계수가 0.045이하인 면 부

식된 강재는 평균두께 는 식(4)의 유효두께를 가지는 등단

면 강재로 변환하여 무부식 강재와 동일하게 극한응력  발생 

응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3.5 두께 측정간격

본 연구에서는 식(4)의 유효두께를 추정하기 하여 부식시

편의 표면형상을 1×1mm 간격으로 측정한 8,000 의 잔존두

께의  평균값과 표 편차를 사용하 다. 그러나 실제 강구조물

의 부식 잔존 두께를 1×1mm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여, 식(4)를 실무에 직  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식시편을 상으로 측정간

격을 확장한 경우에도 식(4)를 용할 있는지를 검토하 다. 

부식시편의 두께 측정간격은 1×1mm에서 2×2mm, 5×5 

mm, 10×10mm, 20×20mm, 30×30mm, 40×40mm, 40× 

100mm으로 변화시켜 잔존 두께를 재 측정하여, 평균두께와 

표 편차를 계산하 다. 측정 간격별 측  수는 표 4와 같다. 

표면형상을 1×1mm 간격으로 측정하여 산출한 평균두께와 

표 편차를 기 으로 하여 각 측정 간격별 평균두께와 표 편

차의 상 오차를 표 4와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를 들어, 측

정간격이 40×100mm인 경우, 3 의 잔존두께를 측정하여 산

출한 평균두께는 상 오차 1.06%로 1×1mm의 경우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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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측정간격별 평균두께와 표 편차의 오차율

동일하다. 그러나 표 편차는 측정간격 20×20mm일 때 오차

율이 10.01%로 30×30mm, 40×40mm, 40×100mm의 순

으로 측정간격이 증가하면 상 오차도 격하게 증가하 다. 

1×1mm 간격으로 두께를 측정하여 산출한 식(4)의 유효두

께에 한 각 측정간격별 유효두께의 상 오차를 표 4와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40×100mm 간격의 경우, 상 오

차는 5%이내로 1×1mm 간격의 유효두께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간격이 확장될수록 표 편차의 상 오차가 

크게 증가하여도, 표 편차 값이 평균두께 값에 비해 매우 작

기 때문에 유효두께 산정에는 거의 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편(변동계수 0.045이하)과 

같이 면부식이 발생한 부식 강재의 경우에는 40×100mm 

간격으로 두께를 측정하여 구한 평균두께 는 평균두께와 표

편차를 이용하여 유효두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시편을 상으로 한 측정간격 검토에 있어서는  

40×100mm 이상의 측정간격에 한 검토가 곤란하다. 이에 

그림 2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편 6개를 폭방향으로 연결시켜  

한 개의 240×200mm 강 으로 합성하 다. W시편은 W1에

서W6까지, W7에서 W12시편을 연결한 두 개의 강 으로 합

성하 으며, F시편은 F1에서 F6시편을 한 개의 강 으로 합

성하 다. 그리고 각 합성강  내의 200×200mm을 상으로 

하여 1×1mm에서 5×5mm, 10×10mm, 20×20mm, 30× 

30mm, 50×50mm, 100×100mm으로 측정 간격을 변화시켜 

평균두께와 표 편차를 계산하 다. 

그림 21. 측정간격별 유효두께의 오차율

1×1mm 간격으로 측정하여 산출한 평균두께와 표 편차를 

기 으로 하여 각 측정 간격별 유효두께의 상 오차를 표 5와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100× 

100mm인 경우에도 W시편의 합성강  2개와 F시편의 합성강

 1개의 상 오차는 5.2% 이하 다. 따라서 측정간격을 

100×100mm로 확장하여 평균두께 는 유효두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의 3.4와 3.5 로부터 본 실험에서 사용한 변동계수 

0.045이하의 면부식이 발생한 강재의 경우에는 먼  100× 

100mm 간격으로 두께를 측정하여 평균두께와 표 편차를 산

출하고, 그 평균두께 는 식(4)의 유효두께를 가지는 무부식 

등단면 강재로 변환하여 무부식 강재와 거의 동일한 정도로 극

한응력  발생응력을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22. 두께 측정간격을 넓히기 해 

시편을 연결시킨 합성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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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간격
(mm)

측 수
( )

평균 오차율(%)

평균두께 유효두께

1×1 40,000 0 0

5×5 1,600 0.02 0.06

10×10 400 0.11 0.28

20×20 100 0.42 0.56

30×30 50 0.42 0.70

50×50 25 0.73 1.34

100×100 9 1.16 2.14

표 5. 합성 강 에서의 측정 간격별 측 수  오차율

그림 23. 합성강 에서의 측정간격별 유효두께 오차율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공사 장에서 약 7년간 사용된 가시설 

주형보에서 취한 부식시편의 인장실험을 실시하여, 부식손상

이 항복하 , 극한하   소성변형능력에 미치는 향과 가시

설 부식강재의 잔존 인장 내하력 산정에 필요한 유효두께 산정

법에 해 검토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강재의 부식형태는 

잔존두께의 변동계수가 0.045이하로 면부식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시설 부식강재의 두께 감소량이 증가하여 평균 잔존두

께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하 과 인장하 이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가시설 부식강재의 소

성변형능력(최 하 시의 신장량(δu)/항복하 시의 신

장량(δy))은 아래 식과 같이 잔존두께의 변동계수(V)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2) 가시설 부식강재의 인장 내하력 계산에 필요한 유효두께

(te)는 아래의 식과 같이 잔존두께 측정에 의해 산출된 

평균두께()와 표 편차()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

고 표 편차의 향을 무시하고 평균두께를 유효두께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여기서 유효두께 산정을 한 두께 측정간격을 100× 

100mm로 한 경우, 평균두께와 유효두께는 1×1mm의 

결과에 비교하면 오차율이 약 5% 이내로, 면 부식강

재의 잔존두께 측정간격을 100×100mm로 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공사 장에서 약 7년간 사용된 가시설 

주형보를 상으로 하 다. 그러나 부식 환경조건에 따라 부식 

강재의 표면형상이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부식 환경하에 놓여진 국부 부식 강재에 한 인장실험을 실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효두께 산출식이 다른 부식 환경

에도 용할 수 있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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