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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강구조 설계는 재료의 비탄성 변형능력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탄성설계법,소성설계법,내진설계법으로 별할 수 있다.

재 국내외 강구조 설계기 에서는 항복강도 450MPa를 과하는 고강도강재에 해서는 비탄성 변형능력에 한 우려와 국부좌굴 횡좌

굴 거동에 한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소성설계의 용을 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일반강재를 상으로 개발된 행 강구조설계기 의 랜

지 폭두께비 제한식을 최근에 개발된 고강도강재인 HSB800에도 그 로 확 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강도강 휨부재의 국부좌

굴 비탄성거동을 악하기 한 실물 실험을 수행하 다.HSB800 SM490A(비교강종)강재로 조립된 H형강 휨부재를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실험체를 제작하고 실험하여 비교분석하 다.모든 SM490A비교실험체는 설계기 상의 폭두께비에 따른 요구강도와 연성능력

을 충분히 발휘하 다.HSB800실험체 역시 강도 발 의 측면에서는 매우 만족스런 성능을 발휘하 다.즉,비콤팩트 세장 요소 랜

지를 지닌 실험체에서도 소성모멘트를 충분히 상회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강도가 발 되었다.이는 행 폭두께비 제한규정을 HSB800고강

도강에 그 로 용해도 강성과 강도 확보를 목표로 하는 모든 탄성설계에 충분히 보수 으로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SM490실

험체와는 달리 HSB800실험체 5개 가운데 3개가 가력 스티 와 합된 하부 랜지에서 조기 인장 단이 발생하여 소성설계에 요구되는

회 능력 R=3에는 미달하 다.HSB800실험체에서 측된 단원인을 규명하고 고강도강재에 보다 합한 폭두께비의 정립을 한 추가

실험과 해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Dependingontheplasticdeformationcapacityrequired,structuralsteeldesignunderthecurrentcodescanbe

classifiedintothreecategories:elastic,plastic,andseismicdesign.Mostofthecurrentsteelcodesexplicitlyforbidthe

useofasteelmaterialwithayieldstrengthhigherthan450MPaintheplasticdesignbecauseoftheconcernsaboutits

lowplasticdeformationcapacityaswellasthelackoftestdataonlocalandlateraltorsionalbucklingbehavior.Inthis

study,flexuraltestsonfull-scaleH-shapemembersbuiltwithSM490A(ordinarysteelorbenchmarkmaterial)andHSB

800(high-strengthsteel)werecarriedout.Theprimaryobjectivewastoinvestigatetheappropriatenessofextrapolating

thelocalbucklingcriterionofthecurrentcodes,whichwasoriginallydevelopedfornormal-strengthsteel,tothecaseof

high-strength steel.AlltheSM490A specimensperformed consistentlywith thecurrentcodecriteriaand exhibited

sufficientstrengthandductility.TheperformanceoftheHSB800specimenswasalsoverysatisfactoryfrom thestrength

perspective;even thespecimenswith anoncompactandslenderflangedevelopedtheplasticmomentcapacity.The

HSB800specimens,however,showedaninferiorplasticrotationcapacityduetotheprematuretensilefractureofthe

beam bottom flangebeneaththeverticalstiffenerattheloadingpoint.Theplasticrotationcapacitythatwasachieved

waslessthan3(ortheminimum levelrequiredforaplasticdesign).Althoughthetestresultsinthisstudyindicatethat

theextrapolationofthecurrentflangelocal-bucklingcriteriontothecaseofhigh-strengthsteelisconservativefrom the

elasticdesignperspective,furthertestingtogetherwithanassociatedanalyticalstudyisrequiredtoidentifythecausesof

thetensilefractureandtoestablishaflangeslendernesscriterionthatismoreappropriateforhigh-strengthsteel.

핵 심 용 어 :고강도강재,국부좌굴, 폭두께비,회 성능,인장 단,실물 실험

KEYWORDS:highstrengthsteel,localbuckling,width-to-thicknessratio,rotationcapacity,tensilefracture,full-scal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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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 최근 고층, 형 건축물과 미학 으로 경쟁력 있

는 구조물에 한 수요 증 로 고강도강재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이미 1960년 말에 고강도강재인

A514강재(공칭항복강도 690MPa 으로 퀜칭과 템퍼링에 의

해 생산)의 건축구조 용을 한 휨부재 실험연구가 시도된

바가 있으나(McDermott,1969) 재까지 고강도강의 건축

구조 용을 한 설계기 은 정립된 바가 없다.최근의 제강

기술에 의한 고강도강재는 퀜칭,템퍼링,합 투입 공정 등의

생략을 통해 제강과정의 경제성은 물론 상 으로 낮은 탄소

당량을 유지하여 뛰어난 용 성과 노치인성을 제공하므로 건축

구조물의 응용에 합한 매력 인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열가공제어(TMCP)고강도강재인 HSB800

은 항복강도가 무려 일반강재의 2배 내지 3배에 달한다.부재

수 의 성능검증을 거쳐서 이를 합하게 건축구조물에 활용할

경우 경제 이고 신 인 구조물의 설계를 가능 하는 첨단

소재라 할 수 있다.하지만 고강도강재에 한 기존의 연구

(McDermott,1969;Ricles등,1998;Galambos등,

1997)를 보면 고강도강재는 변형도-응력도 곡선이 일반강재

와 매우 다르고,특히 항복비(yieldratio)가 높아 건설용 강

재에 요구되는 요한 특성인 비탄성 변형능력이 일반강재에

비해 상 으로 떨어지는 단 이 우선 으로 지 되고 있다.

그림 1.휨재의 회 능력의 정의

 

  
 


  (1)

일반 으로 강재의 회 능력(R,rotationcapacity)은 그

림 1 식 (1)과 같이 단순보의 단조가력 실험에서 얻어진

단부회 각을 기 으로 소성휨강도가 유지되는 구간의 소성회

연성비(plasticrotationductilityratio)로 정의한다.휨

재의 회 능력(R)에 향을 미치는 한계상태는 랜지와 웨

의 국부좌굴,횡좌굴, 는 이들의 복합모드 인장 단으

로 별할 수 있는데 각각의 한계상태는 강재의 응력도-변형

도 특성과 한 계가 있다. 행(2009KBC 2005

AISC-LRFD Specification)의 해당 세장비 제한기 은 항

복강도 450MPa이하의 일반강재,즉 SM490A등과 같이

분명한 항복 과 항복참이 존재하고 이후 상당한 변형경화를

통해 낮은 항복비를 보여주는 바람직한 특성을 지닌 강재 실

험에 근거한 것이다.그러나 일반강재와 변형도-응력도 특성

이 상이한 고강도강재의 국부좌굴 횡좌굴 제어를

한 세장규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행 기 이 여 히 유

효하게 고강도강재에도 확 하여 용 가능한가의 여부에

해서도 아직까지 국내외 으로 체계 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단지 고강도강재의 회 능력에 한 우려와 실험근거의 부족

으로 행 강구조 설계기 에서는 항복강도 450MPa를 과

하는 강재에 해서는 비탄성변형을 통한 힘의 재분배를 필요

로 하는 소성설계를 명시 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공칭인장강도 800MPa

의 HSB800고강도강으로 제작된 H형강 부재의 일럿 실물

휨실험을 통해 랜지 국부죄굴에 따른 휨성능을 건축구조

응용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행 기 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본 연구는 고강도강을 활용한 휨재 는 휨과 압축의 조합

력을 받는 보-기둥부재의 거동 이해와 내하력 규명,그리고 고

강도강설계기 의 정립에 필수 인내용이라 할 수있다.

2.실험 로그램

2.1실험개요

강재가 고강도화 할수록 국부좌굴 제어를 한 폭두께비

횡좌굴 방지를 한 횡지지길이에 한 제한이 엄격해짐은 기존

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Bansal,1971;McDermott,

1969;Lay,1965). 행 기 식도 이를 반 하여 아래 식(2)

∼(5)에서 보듯이 항복강도의 근호 는 항복강도에 반비례하여

고강도화에 따른 제한값을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고강도화에

따른 제한은 구속 요소(즉 양단지지)보다는 휨재의 랜지와

같은 비구속 요소(즉 일단지지)에 크게 주어진다(식(2)

(3)참조).아래 식(4) 식(5)에서 보듯이 고강도화에 따른

제한은 횡좌굴 방지를 한 횡지지길이에도 주어지지만,건축구

조의 경우 부분 바닥에 의해 횡지지가 제공되므로 고강도화에

따른 부담이 상 으로 크지 않다.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강 도입의 효과를 가장 크게 반감시키는

비구속 요소의 폭두께비에 따른 국부좌굴 거동 규명을 주요

연구목표로택하 다.

2.2실험체의 설계 제작

실험체의 국부좌굴 횡좌굴 제어를 해 행 기 의 각

세장규정을 고강도강에도 그 로 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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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강종

H

(mm)

춤

B

(mm)

폭

tw

(mm)

웨 두께

tf

(mm)

랜지 두께


( 폭두께비) L

(mm)

길이랜지 웨

SM490A-S-PD-3

SM490A

399 500 11.0 11.0 22.7 34.4 4,000

SM490A-C-PD-3-A-A 400 219 11.0 12.0 9.1 34.2 4,000

SM490A-C-PD-3-A-B 400 220 11.0 15.0 7.3 33.6 4,000

SM490A-C-P-4 400 219 11.0 12.0 9.1 34.2 4,200

SM490A-C-PD-4 400 218 11.0 12.0 9.1 34.2 4,200

HSB800-NC-P-3

HSB800

400 500 17.6 17.6 14.2 20.7 3,500

HSB800-NC-PD-3 400 220 17.6 17.6 6.3 20.7 4,000

HSB800-C-PD-3 400 220 17.6 21.1 5.2 20.3 4,000

HSB800-NC-P-4-A 400 220 17.6 17.6 6.3 20.7 4,200

HSB800-NC-P-4-B 400 220 17.6 17.6 6.3 20.7 4,200

표 1.실험체 제원

하여 설계를 진행하 다.실험에 사용한 강재와 단면형상,실험

체 길이,가력방법 기타 실험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체는 비교소재인 SM490A HSB800강재를 사용하여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용 조립 H형강 휨부재를 제작하 다

(표 1참조).표 1의 실험체명은 “강종-단면-횡지지조건-하 조

건-세부구분”을 나타낸다;i)“강종”은 SM490A,HSB800으로

구분한다;ii)“단면”은 S,NC,C등 3가지로서 각각 세장 단

면(slendersection),비콤팩트단면(non-compactsection),

콤팩트단면(compactsection)을 의미한다;iii)“횡지지조건”

기호인 P,PD는 실험체에 제공된 횡지지거리가 각각 소성모멘

트 확보 소성설계에 요구되는 횡지지길이 이하임을 의미한

다.모든 실험체의 횡지지길이를 소성한계횡지지길이(Lp)보다

짧게 설계하여 횡좌굴이 랜지 국부좌굴을 선행하지 않도록 설

계하 다(아래 식(4) (5)참조);iv)“하 조건”에서 3은 3

하 ,4는 4 하 을 의미한다(그림 2,3참조).하 은 반

력을 포함한 외력의 수를 기 으로 3 하 (모멘트구배조건)

과 4 하 (등분포모멘트조건)으로 구분하 다.가력조건의

구분은 모멘트구배가 국부좌굴에 미치는 거동의 차이를 보기

함이다;ⅴ)“세부구분”은 앞의 4가지 조건이 동일한 역에

속하나 랜지 폭두께비 는 횡지지길이가 다를 경우 A,

B로 실험체를 구분하 다(표 1 표 3참조).

보단면은 랜지의 폭두께비를 조 하여 각 실험체가

행 기 의 세장,비콤팩트,콤팩트 조건에 해당하도록 설계하

다.모든 실험체의 웨 는 내진콤팩트 폭두께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충분히 보수 으로 설계하여 웨 의 국부좌굴이

랜지 국부좌굴에 선행하지 않도록 하 다. 행 강구조 설

계기 에서는 조립 H형강 휨재의 폭두께비를 비구속 요소

인 랜지는 식(2),구속 요소인 웨 는 식(3)과 같이 제한

하고 있다.이하의 사용기호는 모두 2009KBC강구조기

에 따른다.

   (2a)

   (2b)

   (2c)

   (3a)

   (3b)

   (3c)

여기서, 


  ≤  ≤ 

E:강재의탄성계수

FL=0.7Fy

Fy:강재의항복강도

        h :웨 의길이

        tw :웨 의두께

원래 행 기 의 콤팩트단면 한계 폭두께비(,식(2b))

는 항복강도 450MPa 이하의 일반강재를 상으로 한

Lukey-Adams(1969)실험연구를 토 로 회 능력 R=3이

상을 확보하는 기 으로 Yura등(1978)에 의해 제안된 것이

다.아래 표 2의 한계값 ,,는 소재 인장실험의 항

복강도(표 4참조)를 기 으로 산정한 것이다.과거의 고강도

강 실험이 주로 콤팩트 는 내진콤팩트 단면을 상으로 했

지만,고강도강의 실 사용 범 가 비콤팩트 는 콤팩트

단면임을 상한다면 본 연구에서 택한 폭두께비 범 는 실

험 데이타베이스의 확장과 더불어 좀 더 의미있는 실험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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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
두께

(mm)

Fy

(MPa)

랜지 웨

    

SM490A

11.0 427 20.5 8.3 6.6 82.4 57.3

12.0 361 22.3 9.1 7.1 - -

15.0 377 21.8 8.9 7.0 - -

HSB800
17.6 991 14.2 5.5 4.3 54.1 35.2

21.1 879 15.1 5.8 4.6 - -

표 2.소재실험의 항복강도를 반 한 폭두께비 제한값

(a)자유물체도

(b)휨모멘트도

그림 2.3 하 가력

(a)자유물체도

(b)휨모멘트도

그림 3.4 하 가력

(a)SM490A실험체

(b)HSB800실험체

그림 4.실험체 용 상세

SM490A실험체는 그림 4(a)와 같이 랜지와 웨 를 공

칭인장강도 570N/mm2 인 EF-100H×KD-50 용 재

(AWSA5.17F7A(P)2-EH14규격에 해당)로 서 머지드

아크용 (SAW)에 의해 양면 모살용 하 다.스티 는

공칭인장강도 580N/mm2 인 K-71T용 재(AWSA5.20

E71T-1C 규격과 동등)로서 럭스코어드아크용 (FCAW)

으로 모살용 하 다.HSB800실험체는 그림 4(b)와 같이

랜지,웨 ,스티 모두를 공칭인장강도 875N/mm2

인 K115TK4M 용 재(AWSA5.29E110T5-K4M과 동

으로 HSB800용 용 재로 국내제조사에서 최근 개발)를 사

용하여 럭스코어드아크용 으로 모살용 하 다.

2.3테스트 셋업 횡지지

강구조설계기 의 모멘트분포에 따른 소성한계횡지지길이

(Lp),소성설계한계횡지지길이(Lpd)는 식(4),(5)와 같다.

  




(4)

 



 

 
  (5)

여기서,ry:약축에 한단면이차반경

M1:보의횡지지 모멘트 작은값

M2:보의횡지지 모멘트 큰값

M1/M2::복곡률 모멘트의 경우 정(+),단곡률

모멘트의경우부(-)로한다.

식(4)의 소성한계횡지지길이는 횡좌굴모멘트수정계수(Cb)

가 1.0에 해당하는 등분포모멘트 조건에 한 것으로 등분포

모멘트가 아닌 3 하 실험체의 횡지지 설치에 모멘트 구배

의 향을 반 하 다.4 하 실험체는 동일한 콤팩트단면

의 보에 해 소성한계횡지지길이(Lp)와 소성설계한계횡지지

길이(Lpd)이하로 횡지지길이를 달리하여 거동차이를 보고자

하 다.그림 5는 하 조건별 횡지지 배치를 보여주며,표 3

은 실험체별 횡지지길이 한계횡지지길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6은 실험체와 횡지지 지그를 설치한 사진으로 실험체 양

에 횡지지 가이드보를 설치하고 가이드보에 횡지지 지그를

부착하여 실험체의 상하부 랜지를 횡구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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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하 실험체

(b)4 하 실험체

그림 5.하 조건별 횡지지 배치

실험체명 Cb
Lp

(mm)

Lpd

(mm)

Lb1

(mm)

Lb2

(mm)

SM490A-S-PD-3 1.32 9,9467,0954,000 -

SM490A-C-PD-3-A 1.32 4,2453,2271,760 -

SM490A-C-PD-3-B 1.32 4,5383,2621,760 -

SM490A-C-P-4 1.00 1,9861,1831,670 740

SM490A-C-PD-4 1.00 1,9751,176 850 760

HSB800-NC-P-3 1.32 6,5793,0693,500 -

HSB800-NC-PD-3 1.32 2,4091,1691,160 -

HSB800-C-PD-3 1.32 2,9071,3741,160 -

HSB800-NC-P-4-A 1.00 1,192 429 940 710

HSB800-NC-P-4-B 1.00 1,192 429 460 850

표 3.횡지지길이 한계횡지지길이

그림 6.실험체 횡지지 경

2.4계측계획

(a)3 하 실험체

(b)4 하 실험체

그림 7.변 단부회 각 계측방법

3 하 실험체는 그림 7(a)와 같이 실험체 앙부의 스티

와 양단지 의 웨 에 회 변 계(rotationmeter)를 설

치하고 LVDT를 1m 간격으로 두 개씩 총 6개 설치하여 실

험체의 수직변 와 횡변형 단부회 각을 측정하 다.4

하 실험체의 경우 실험 회 변 계가 손되어,양단지

에서 내측으로 400mm 떨어진 치(그림 7(b)참조)에

LVDT를 추가 설치하고 계측된 변 를 반력 으로부터의 길

이로 나 어 단부회 각을 산정하 다.물론 작용모멘트가 없

는 반력 바깥쪽의 수직처짐을 계측한 후 단부회 각을 산정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나 실험에 사용한 반력부의 구조상

바깥쪽 설치가 불가하여 그림 7(b)와 같이 설치하 다.보가

탄성상태일 경우 본 실험의 방법에 의한 단부회 각의 계측오

차는 휨이론값에 비해 1.9%에 불과하다.더구나 보가 항복하

면 소성화는 등분포모멘트 구간에 집 되어,외측 L/3구간

은 강체회 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게 되므로 탄·소성 역

을 고려할 경우 이 오차는 더욱 어든다.

3.실험결과

3.1소재인장실험

강종
두께

(mm)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항복비

측정 공칭 측정 공칭

SM490A

11.0 427 325 529 490 24.5 0.81

12.0 361 325 557 490 24.2 0.65

15.0 377 325 533 490 27.4 0.71

HSB800
17.6 991 690 1040 800 18.7 0.96

21.1 879 690 945 800 19.5 0.95

표 4.소재인장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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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응력-변형률 곡선

소재실험을 포함한 모든 실험은 포항산업과학원 강구조연구

소(RIST)의 구조실험동에서 수행되었다.실험체 제작에 사용

한 강 의 항복강도(0.2% 구변형도법 사용)와 인장강도는

표 4 그림 8에서 보듯이,두 강재 모두 공칭값을 크게 상

회하 다.특히 HSB800강재의 경우 평균 항복강도 인장

강도는 각각 공칭값의 35% 24%를 상회하 다.두께

17.6mm의 강 의 경우 항복강도가 1.0GPa에 근 하는

과강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보듯이 HSB800은 SM490A와 명확히 차별되

는 변형도-응력도 곡선을 나타내었다.SM490A는 분명한 항

복 과 항복참이 존재하고 상당한 변형경화를 통해

0.65~0.81사이의 낮은 항복비를 갖는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HSB800은 고강도강재의 형 특성인 항복

과 항복참이 불분명하고 변형경화의 크기가 작아 항복비가

0.95정도나 되었고 인장강도 까지의 변형능력 역시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강도강재의 이러한 특성이 단면

내 힘의 재분재와 부재내 소성역 확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연성능력을 감소시키고 취성 단의 가능성을 높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3.2실험결과의 분석

한계상태설계법(곧 하 항계수설계법)체계에서는 재료

의 비탄성 변형능력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탄성설계법,소성

설계법,내진설계법의 3가지로 별할 수 있다(Galambos등,

1997).탄성설계는 단면의 소성강도까지만 활용하므로 부정정

구조물의 연성거동에 의한 모멘트재분배가 제공하는 시스템강

도(system mechanism strength)를 활용할 수 없다.그러

나 이 설계법에서는 부재의 비탄성 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

므로 콤팩트에서 세장 단면에 이르기까지 강도 요건만을 만족

하면 된다.반면 소성설계법은 모멘트재분배가 제공하는 증

된 시스템강도의 이 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법이지만 모멘트

재분배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 회 능력으로 R=3을 요구하고

있다. 재 소성설계법은 연속보를 상으로 한 설계규정만이

기 에 구체 으로 언 되어 있으며,아직까지 실무에서 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행 기 에서는 Bansal(1971)의 실험연

구를 토 로 R=3의 요건이 확보되도록 항복강도 450MPa

이하의 강재와 콤팩트단면이 요구되고 횡지지 길이는 식(5)에

주어진 Lpd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반면 강진에 한 내진

설계(highseismicapplication)의 에 지소산 부재는 구조

물이 시스템강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반복응력을 받게 되므로

훨씬 높은 수 인 R=7이상의 회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Chopra-Newmark1980).이를 달성하기 한 요건으로

식(2) 식(3)의 내진콤팩트 폭두께비 제한을 만족시켜야

하고 내진기 (가령 2009KBC의 0722규정 는 2005

AISC-LRFD 내진기 )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강화된 횡지지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즉 탄성설계에서 소성설계,내진설계

쪽으로 갈수록 강재에 부과되는 요건과 설계상의 제한조건이

많아진다.이하에서는 이상의 3가지 설계법의 에서 본 연

구의 실험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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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SM490A3 하 실험체의 단부회 각-모멘트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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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실험체의 웨 국부좌굴 횡좌굴

방지를 해 행 기 의 련 세장규정을 그 로 용하여 설

계를 하 으며 실험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작동하 다.그림 9,

10은 3 하 실험에서 얻어진 단부회 각-모멘트 계를 소

재별로 나타낸 것으로 국부좌굴과 인장 단이 시작되는 시 을

표시하 다.세로축은 계측된 보 앙부 모멘트를 소재인장실

험의 항복강도를 사용해 얻어진 소성모멘트로 정규화하 다.

먼 3 하 실험결과를 요약하기로 한다.3 하 을 받는

SM490A실험체의 경우 콤팩트(C)단면 실험체는 모두 소성

모멘트 도달 이후 상부 랜지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 고,이

후 소성모멘트의 약 130% 강도를 발휘한 후 완만한 강도 하

를 거쳐서 인장 단 없이 R=9.5 R=10.1의 뛰어난 회

능력을 발휘하 다(그림 9 그림 11참조).특히 콤팩트단

면임에도 내진용으로 요구되는 기 치 R=7.0을 크게 상회하

다.SM490A세장 (S)단면 실험체 역시 그림 9에서 보듯

이 소성모멘트의 86%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여 행 기 의

강도요건을 만족시켰다.HSB800실험체 역시 그림 10에서

보듯이 모두 뛰어난 강도를 발휘하 으며,심지어 세장 단면

에 가까운 비콤팩트(NC)단면의 실험체 (HSB800-NC-P-3,

=0.997)까지도 소성강도의 99%를 발휘한 후 국부좌굴

하 다.그러나 횡지지조건이 더욱 강화된 실험체인 HSB800

-C-PD-3,HSB800-NC-PD-3는 별다른 국부좌굴없이 각각

소성강도의 21% 14%를 과한 후 가력 수직 스티

하단의 보 랜지가 인장 단 하 다(그림 11(e) (f)참

조).그림 12는 본 실험에서 측된 것으로 단면 체가 회백

색 단면으로 격한 인장 취성 단 모드를 나타내고 있다.

행 설계기 의 소성설계 폭두께비와 횡지지요건을 만족하

는 HSB800-C-PD-3실험체도 인장 취성 단으로 인해 소성

설계에 요구되는 회 능력의 2/3(=1.9)만을 발휘하 다.

(a)SM490A-S-PD-3 (b)SM490A-C-PD-3-A

(C)SM490A-C-PD-3-B (d)HSB800-NC-P-3

(e)HSB800-NC-PD-3 (f)HSB800-C-PD-3

그림 11.3 하 실험체 괴모드

그림 12.HSB800-NC-PD-3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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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SM490A4 하 실험체의 단부회 각-모멘트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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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HSB8004 하 실험체의 단부회 각-모멘트 곡선

4 하 실험결과를 유사하게 정리하면 그림 13 14와 같

다.그림 13에서 보듯이 SM490A실험체는 4 하 에 해서

도 소성모멘트 도달 후 국부좌굴하 고 만족스런 강도(소성강도

의 약 120%) 소성설계를 한 회 능력(R=4.3,5.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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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 다.반면 그림 14와 같이 HSB800실험체는 비콤팩트

단면임에도 소성강도를 약 10% 상회하는 우수한 강도발 능

력을 보 으나,횡좌굴 이후 격한 강도 하 는 앙부 가력

스티 하단의 보 랜지 단으로 R=2.0정도의 회 능

력만 발휘되었다.그림 15는 4 하 실험종료 후 모습으로 기

술한 괴모드별 거동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다.그림 14에

서 HSB800-NC-P-4-A(이하 A),HSB800-NC-P-4-B(이하

B)실험체의 구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3의 하단에서 보

듯이 B실험체의 횡지지길이는 거의 소성설계횡지지거리(Lpd)

에 육박하지만(7% 과)A실험체의 횡지지길이는 Lpd의 2배

가 넘는다(119% 과).그림 14의 거동의 차이는 이것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볼 수 있다.

등분포모멘트를 유발하는 4 하 SM490A 실험체와

HSB800-NC-P-4-A실험체는 가력 기부터 횡변형이 발생

하여 3 하 실험체와 명확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 다.일반

강재를 상으로 한 Galambos(1968)의 실험에서도 유사한

거동이 측된 바가 있다.즉 모멘트패턴에 따라 좌굴거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구배를 갖는 모멘트를 받는 경우는

소성화가 최 모멘트 치에 집 되어 진행되므로 랜지 국

부좌굴이 먼 발생한 후 횡좌굴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등분포모멘트를 받는 경우는 소성 역의 길이가 길

고 기하학 기불완 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 가력과 더불

어 횡변 가 진행된다.단면이 소성모멘트에 도달하면 횡변

로 인한 추가의 압축력에 의해 웨 와 랜지에 좌굴이 발생

하고 단면의 비틀림좌굴에 의한 강성 하로 횡좌굴과 강도

하가 격히 일어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본 실험결과도 인

장 단 실험체를 제외하면,두 강종 모두 의 설명과 유사한

형태의 좌굴양상을 나타내었다. 행 기 에서는 국부좌굴에

해 모멘트구배의 향을 무시하고 있다.그러나 그림 9와

그림 13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강재인 SM490A

경우 모멘트구배를 갖는 경우가 등분포모멘트에 비해 회 능

력의 발휘에 유리함이 뚜렷하다.고강도강재인 HSB800실험

체의 경우 양자 사이에 뚜렷한 차별성을 찾아내긴 어려운데

(그림 10 그림 14참조)이는 단의 향과 더불어 상이

한 응력도-변형도 특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a)SM490A-C-P-4 (b)SM490A-C-PD-4

(c)HSB800-NC-P-4-A (d)HSB800-NC-P-4-B

그림 15.4 하 실험체 괴모드

0.0

0.2

0.4

0.6

0.8

1.0

1.2

1.4

0 5 10 15 20
단부회전각/소성단부회전각

모
멘
트
/소
성
모
멘
트

SM490A-S-PD-3 SM490A-C-PD-3-A

SM490A-C-PD-3-B HSB800-NC-P-3

HSB800-NC-PD-3 HSB800-C-PD-3

그림 16.3 하 실험체의 모멘트 단부회 각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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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하 실험체의 모멘트 단부회 각 곡선

그림 16은 3 하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한 것으로

SM490A의 경우 폭두께비가 회 능력에 확연한 향을 미

친다.반면 HSB800의 경우 폭두께비에 따른 회 능력 차

이가 상 으로 작다.그림 17은 동일 단면 조건에서 4 가

력한 실험체에 해 횡지지길이에 따른 회 능력을 비교한 것

으로 SM490A실험체는 횡지지거리에 따라 회 능력의 차이

가 나타나지만,HSB800실험체의 경우 횡지지길이가 짧은

경우 단이 발생하여 그 차이가 확연하지 않았다.표 5는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강도발 ,회 능력, 괴모드의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국부좌굴을 고려한 고강도 조립 H형강 부재의 휨성능 실험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4호(통권 113호)2011년 8월 425

실험체명 단면구분
발 강도
(M/Mp)

요구
회
능력

회 능력
(R)

괴모드

SM490A-S-PD-3 세장 0.86(우수) 없음 - 국부좌굴에 의한 강도 하 (ductilefailure)

SM490A-C-PD-3-A 콤팩트 1.34(우수) 3.0 9.5(우수) 국부좌굴에 의한 강도 하 (ductilefailure)

SM490A-C-PD-3-B 콤팩트 1.28(우수) 3.0
10.1

(우수)
국부좌굴에 의한 강도 하 (ductilefailure)

SM490A-C-P-4 콤팩트 1.20(우수) 3.0 4.3(우수)
국부좌굴 횡좌굴에 의한 강도 하

(ductilefailure)

SM490A-C-PD-4 콤팩트 1.21(우수) 3.0 5.5(우수)
국부좌굴 횡좌굴에 의한 강도 하

(ductilefailure)

HSB800-NC-P-3 비콤팩트 0.99(우수) 없음 -
국부좌굴에 의한 강도 하
(ductilefailure)

HSB800-NC-PD-3 비콤팩트 1.14(우수) 없음 0.9(우수) 인장 단 (tensilefracture)

HSB800-C-PD-3 콤팩트 1.21(우수) 3.0 1.9(미흡) 인장 단 (tensilefracture)

HSB800-NC-P-4-A 비콤팩트 1.07(우수) 없음 2.0(우수) 횡좌굴에 의한 강도 하 (ductilefailure)

HSB800-NC-P-4-B 비콤팩트 1.12(우수) 없음 1.9(우수) 인장 단 (tensilefracture)

표 5.실험체별 발 강도,변형능력 괴모드 요약

4.기존 실험결과와의 비교 추가분석

동일한 스티 상세를 갖는 SM490A실험체에서는 유사

한 인장 단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HSB800강재가 열

향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와 련해

서는 4장에서 좀 더 논의하고자 한다.

실험연구에서 기존 타 유사연구와 비교분석은 실험 데이터베

이스와 확장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요하

므로 이와 련된 작업을 추가 으로 수행하 다.외국에서도

고강도강 실험자료는 매우 희소하다.표 6,그림 18 19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동등한 기반에서 비교가능한 항복강

도 600MPa이상의 고강도강 휨재 실험연구(McDermott,

1969;Ricles등,1998;Green2000)에서 추출해서 작성

한 것이다.표 6에서 보듯이 모두 랜지 국부좌굴 는 인장

랜지의 단이 거동을 지배한 경우만 추출하 다.우선 이들

실험에 사용된 강재의 항복강도는 행의 고강도강재의 기 값

(항복강도 450MPa)을 1.5∼2.0배 상회하는 것으로서 형

인 고강도강재의 응력도-변형도 특성을 지니는 공통 이 있

어서 동일 기반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강재 실험체명 단면구분
모멘트
패턴

회 능력
(R)

괴모드

A514
(Fy= 821MPa,
Mcdermott,
1969)

3 비콤팩트
등분포
모멘트

4.8 국부좌굴

4 콤팩트
등분포
모멘트

8.4 국부좌굴

5
내진
콤팩트

등분포
모멘트

6.3 국부좌굴

B 콤팩트
모멘트
구배

3 인장 단

HSLA80
(Fy= 607MPa,
Ricles등,1998)

1
내진
콤팩트

모멘트
구배

5.3 인장 단

2 콤팩트
모멘트
구배

1.2 국부좌굴

3 콤팩트
모멘트
구배

7.5 국부좌굴

4A 콤팩트
모멘트
구배

3.2 국부좌굴

6 비콤팩트
모멘트
구배

3.5 국부좌굴

7 콤팩트
등분포
모멘트

3.5 국부좌굴

8 콤팩트
등분포
모멘트

1.3 국부좌굴

표 6.고강도강을 상으로 한 외국의 기존 실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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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폭두께비에 따른 강종별 회 능력 비교

 

그림 18은 일반강 고강도강을 상으로 한 기존의 실험

연구 가운데 횡지지길이가 한계횡지지길이 이하인(즉 횡좌굴이

지배하지 않은)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합쳐서 도시한 무차

원 폭두께비 회 능력의 계이다.일반강에 해당하는

CSA-G40.12강재(항복강도 353MPa)와 SM490A강재(항복

강도 361MPa)의 실험결과는 설계용도별(즉 소성설계 내

진설계)요구회 성능을 모두 상회함을 알 수 있다.이에 비해

고강도강에 해당하는 A514 HSLA80는 모두 내진설계용

에 지 소산 부재의 요건에 미달되고 A514강종만 모든 실험

체에서 소성설계에서 요구하는 회 능력을 상회한다.

그러나다음과같은 에유의하여 의실험결과를이해할필

요가 있다.Ricles등(1998)과 Mcdermott(1969)실험체의

평균 항복강도 항복비는 각각 607MPa 0.88∼0.90,

821MPa 0.90∼0.93으로서본연구의935MPa 0.96에

비해 항복강도와 항복비가 낮다.Kato등(1990)에 의해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항복비와 항복강도가 높을수록(특히 항복비가

높을수록)비탄성회 능력의발휘에불리하다.이런측면에서는

Ricles등(1998)의 실험체가 회 능력의 발휘에 유리한 입장에

있고 본 연구의 실험체가 가장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Ricles등(1998)과 본 연구의 실험체의 보춤은 400∼500mm

범 의 실물 실험체로 볼 수 있으나 Mcdermott(1969)의

경우는 202∼238mm에 불과한 일종의 축소실험체로서 비탄성

회 능력의 발휘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보의 사이

즈가 작을수록 용 열의 향도 작아지고,보 춤이 작아질수록

단 길이당 회 각에 한 최외측 섬유(extremefiber)의 인장

변형도의크기가 어들어인장 단의가능성이감소된다.

한 가지 큰 차이 은,기존의 두 실험에서는 가력 에 상

부 압축 랜지와 웨 에만 용 한 부분높이 스티 (partial

heightstiffener)를 사용하 으나,본 연구에서는 실무에서 많

이 사용되는 방식인 높이 스티 (fullheightstiffener)를

사용하여 상부 압축 랜지 하부 인장 랜지 모두와 웨 에

용 하 다(그림 4 그림 11참조).용 학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강재는 용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된 후 속

한 냉각을 거치게 되면 상변태를 통해 취성이 큰 마르텐사이

트가 형성된다.이러한 용 에 의한 취성화는 강재가 두꺼울

수록,일반강보다 탄소당량이 높은 고강도강일수록 크다.본

실험의 경우 SM490 HSB800강종의 탄소당량(Ceq)상

한치는 각각 0.38% 0.55%로서(지경부 기술표 원

2008,2009)용 열에 따른 취성화는 HSB800에서 커질

수 밖에 없다.결과 으로 열 향을 받은 HSB800실험체의

하부 랜지는 더 취성 인 거동을 보 을 가능성이 높다.이

런 제반조건이 본 연구의 HSB800실험체가 기존 실험에 비

해 상 으로 낮은 회 능력을 보인 주요한 이유라 사료된

다.이를 확인하기 한 보완실험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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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폭두께비에 따른 강종별 강도발 성상

그림 19는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 기존의 실험결과를 포함시

켜 고강도강의 무차원 폭두께비 발 강도의 계를 행

기 에 의한 강도요건과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우선 기존

의 고강도강 실험은 부분 콤팩트 내지는 내진콤팩트 단면에

한 것으로 모두 소성강도 이상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특

히 고강도강재는 비콤팩트 역에서 일반강을 상으로 제시

된 행 기 의 강도곡선에 비해 상당한 강도마진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잔류응력은 소재의 항복강도와는 상

없이 그 크기가 비교 일정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Rasmussn-Hancock,1992).이는 잔류응력이 용 후 강

재의 수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탄성응력”이기 때문인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결과 으로 고강도화 할수록 비콤팩트

역에서의 비탄성 국부좌굴 강도에 한 잔류응력의 강도잠

식이 상 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고강도강이 일반강에 비해

비콤팩트 역에서 높은 강도를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강도 조립부재의 잔류응력은 자료가 특히 희소하므로 후속

보완실험 과정에서 계측하여,본 실험결과의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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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약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소재인장실험결과 SM490A는 분명한 항복 과 항복참

이존재하고낮은항복비를갖는좋은특성을보인다.결

과 으로 SM490A실험체는 랜지 폭두께비별로 충

분한 강도발 은 물론 소성설계 내진설계에서 요구하

는 회 능력을 충분히 상회하는 비탄성 회 능력을 보여

주었다.반면HSB800은항복 이불분명하고항복참이

존재하지않으며변형경화의크기가작아항복비가0.95

에 이르는 등 비탄성변형 능력의 발휘에 불리한 고강도

강의 형 인변형도-응력도 계를보여주었다.

(2)HSB800강재의경우모두탁월한휨강도를발휘하 다.

행 설계기 의 구분을 따를 때 세장 단면에 가까운

랜지를갖는실험체도소성강도의98%에달하는강도

를 발휘하 으며 비콤팩트 콤팩트 랜지의 실험체는

국부좌굴없이 소성강도의 114% 121%를 발휘하

다.이결과는일반강재를근거로제시된 행기 의

랜지 폭두께비 제한규정을 HSB800강재에 그 로 확

장하여 용하여도 충분히 보수 인 강도설계가 가능함

을의미한다.

(3)제한된 실험결과이긴 하나,HSB800강재가 지닌 높은

항복비 등 비탄성 변형능력의 발휘에 불리한 소재특성으

로 소성설계의 모멘트 재분배 부재나 내진설계의 에 지

소산 부재로의 활용이 어려운 낮은 회 능력을 나타내었

다.이는본문에서상세히논한바와같이가력 부근의

높이 스티 용 과정에서 고강도강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열 향으로 하부 랜지가 조기 인장

단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부분높이 스티

상세를 사용한 실험 등에 의해 이런 추정의 타당성 여부

를 검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한 후속 보완실험이

필요하다.HSB800강종의소성설계 용가능성여부는

후속보완실험연구의결과를토 로 단될것이다.

(4)본연구의실험에서확인된HSB800강재의고무 인소

성강도 발 성능에 비해 상 으로 떨어지는 비탄성 회

능력을 감안했을 때,이 강재는 소성강도까지만 활용

하는 탄성설계 부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할 것으

로 보인다.이 설계법에서는 부재에 비탄성 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콤팩트에서세장 단면에이르기까지

사용에 제한사항이 없다.따라서 강성 강도 요건만을

만족하면 되는 모든 력하 에 한 설계,내풍설계(특

히 고층건물의 경우 풍하 이 거의 부분 지배하

임),그리고내진설계상탄성이요구되는모든부재( 를

들면,모멘트골조의 기둥이나 가새골조의 보나 기둥과

같은비에 지소산부재)에일반강재의2∼3배에달하는

본소재를가장 합하게활용할수있다.

(5)SM490A실험체가 폭두께비,모멘트구배,횡지지거리

등에 따라 확연한 회 능력의 차이를 보인 것에 비해

HSB800실험체는 이들 변동에 따라 큰 차별성을 보이

지 않았다.이는 조기 인장 단 양 재료간 확연히 다

른변형도-응력도특성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6)마지막으로,본실험에서는충분한횡지지를제공하고내

진콤팩트 조건의 웨 로 설계하 으나 실제의 많은 경우

에 웨 는 콤팩트 는 비콤팩트 조건으로 설계될 수 있

고 국부좌굴과 횡좌굴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

로 이를 반 한 후속연구,곧 횡좌굴과 국부좌굴의 상호

작용이 강도발 회 능력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보완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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