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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600 원형강관 기둥의 거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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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an experimental behavior of circular columns and beam-columns made of HSB600

high strength steel as a fundamental study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HSB steel.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Standard such as KBC and Eurocode 3 is also evaluated. A total of six specimens are fabricated and tested. The main

parameters are slenderness ratio(KLe/r = 12, 14, 40, 65), diameter-to-thickness ratio(D/t = 25, 40), and eccentricity

ratio(e/D = 0, 0.5). It is drawn from the experiment that both the KBC and Eurocode 3 can be used to predict the

strength of circular columns and beam-columns made of HSB600 high strength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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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및 장대교량의 수요가 증가되는 추

세이며, 이에 따라 고강도 강재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까지 기둥부재로 인장강도 490MPa급 용접

용 탄소강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SM570 이상의

고강도 강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

강도, 고인성 강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연방도로국과 국토교통성이 주체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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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강종개발, 설계, 제작기준

정립, 교량/건축 적용 등에 관한 연구가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혼슈-시코쿠 연락교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고성능강의 적용이 이루어지

고 있다(김종락 등, 2008)[1]. 국내에서도 HSB(High Per-

formance Steel For Bridges) 제품의 개발에 성공함에 따

라 인천대교에 약 1,400톤을 적용하고 교량뿐만 아니라 건

축물로도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강종의

SM490과 비교할 때 HSB 강재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원

가, 품질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TMCP(Thermo Mecha-

nical control process) 제조법을 적용한 것과 판두께 100

㎜까지 항복강도가 일정한 점, 충격흡수에너지 성능을 -20℃

에서 40J 이상으로 상향 설정한 점, 그리고 용접예열작업이

불필요하도록 화학성분을 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에서 정리된바와 같이 HSB600은 미국 및 일본의

교량용 고성능강과 비교할 때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이종관, 200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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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Comparison ofHigh-StrengthPerformance(이종관,2007)
[2]

구분 HSB600 미국
(HPS485W)

일본
(BHS500)

제조법 TMCP 열처리(Q&T) TMCP

최대판두께 100mm 100mm 100mm

항복강도 450MPa이상 485MPa이상 500MPa이상

인장강도 600MPa이상 585MPa이상 570MPa이상

충격인성

-5℃
100J이상
-20℃

40J이상

-23℃
34J이상

-5℃
100J이상

용접성 예열 불필요 예열 불필요 예열 불필요

기타성능 내라멜라테어
성능 K25보증

내후성 보유 내라멜라테어
성능 Z35보증

현재 HSB 강재는 KS D 3868[3]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

에도 HSB 강재는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4] 이러한 이유는 HSB 강재에 대한 기계적 성

능은 확보되었지만 실용화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하기 때

문이다. HSB 강재에 관해 발표된 연구논문은 주로 강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김종락(2008), 임성우(2005))[5], 주요 구조부재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이철호(2011), 조은영

(2011, 2012), 윤석구(2010))[6]. 특히, HSB 강재의 응력-

변형률 특성은 일반구조용 강재(SS400) 및 용접구조용 강재

(SM490)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HSB 강재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이를 적용한 다양한 부재에 관한 실험데이터가 구

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HSB600 강재

를 적용한 원형강관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총 6개

의 기둥부재를 제작하였다. 세장비, 지름두께비, 편심비를 주

요변수로 거동을 분석하고 현행 설계기준과 적합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1.2 기존연구

이철호(2011)[7]는 국부좌굴을 고려한 고강도 조립 H형강

부재의 휨 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HSB 강

재를 적용한 부재는 강도 발휘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SM490A 강재를 적용한 부재에 비해 회전능력이 다소 미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HSB 강재의 조기

인장 파단 및 확연히 다른 응력-변형선도로 분석하였다.

HSB 강재의 소재시험 결과 항복점이 불분명하고 항복비가

0.95나 되어 비탄성 변형 능력 발휘에 불리한 응력-변형률

특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소성설계의 모멘트 재분배 부재나

내진설계의 에너지 소산 부재로의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

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HSB 강재의 소성강도 발현성능

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탄성 회전능력을 감안하여,

소성강도까지만 활용하는 탄성설계 부재로 활용하는 것을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HSB800 강재의 휨강도는 세장판 단

면일 때도 소성강도의 98% 정도의 강도를 발휘하였으며 비

콤팩트 및 콤팩트 단면일 떄, 소성강도의 114%, 121%를

발휘하여 현행기준의 플랜지 판폭두께비 규정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었다.

조은영(2012)[8],[9]은 HSB 강재를 적용한 강합성 복합단

면 거더의 휨 저항 강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복합단면

거더는 상부 플랜지(HSB800)와 하부 플랜지, 웨브

(HSB600)의 강도를 달리 적용한 부재이다. 연구결과를

AASHTO의 설계식과 비교한 결과 평균 112%의 차이를 보

였으며, Eurocode 3 설계식과는 평균 128%로 다소 안전측

의 휨강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2. 국내·외 현행 설계식

2.1 중심축력을 받는 기둥의 내력식

건축구조설계기준
[10],[11]

(KBC-2009)에서 중심축력을 받

는 원형강관의 설계강도는 기둥의 세장비()에 따른 휨

좌굴에 강도로 산정한다. 공칭압축강도는   ×로 산

정 하며 여기서 휨좌굴 응력 은 식 (1) 또는 (2)에 의해

구해진다.

∘ 


≤ 



 일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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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때   (2)

여기서,   

Eurocode 3[12]에서 원형강관 축 내력은 강관의 지름두께

비에 따라 결정되는 등급(Class)에 따라 세장비 및 잔류응력

을 고려한 중심 축 내력()을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식 (3)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체에 해당하는 ≤ 

(   ) Class 1의 내력식이다. 여기에서 는 기둥

세장비의 영향과 강관 제작의 결함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된

감소계수이다. 강재의 결함계수 선정에 있어 시험체는 강관부

재이며 열간성형 제작되었으므로 Table2의 ‘’ 또는 ‘a’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중 고강도 강재 (S460)일 때 ‘’ 계수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의 감소계수는 ‘’의

결함계수를 사용하였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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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Table 2. Imperfection Factor ()

Buckling curve  a b c d

Imperfection
Factor

0.13 0.21 0.34 0.49 0.76

2.2 축력과 휨을 받는 기둥의 내력식

건축구조설계기준 (KBC-2009)에서 압축력과 휨이 동시에

작용하는 원형강관의 강도는 식 (4)와 (5)로 산정한다. 여기

서 은 소요 2차 휨강도로 모멘트 증폭계수()을 고려

하여 산정한다.




≥ 인경우 




 




 ≤  (4)




인경우 







 ≤  (5)

Eurocode 3에서 압축과 휨이 동시에 작용하는 부재에 대

한 설계식은 식 (6)과 같다. 여기서 는 휨 좌굴 감소계수,

는 휨 비틀림 좌굴 감소계수로 1 보다 작은 값을 갖는

다. 모멘트 함수식에 앞에 있는  은 상호요소(Interaction

factors)로 횡 비틀림 좌굴 발생 경계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또한 ∆는 2차 효과에 의한 모멘트 확대계수로 단부의 횡 구

속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
≤ (6)

3. 실험개요

3.1 실험체 계획

본 연구에서는 HSB600 강재를 사용한 원형강관 기둥의

구조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

름두께비(D/t=25, 40), 세장비(KL/r=12, 14, 40, 65),

편심비(e=0, 0.5D)를 주요변수로 압축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체에 균등한 하중을 가하기 위해 양단부에 End-plate

를 설치하였으며 시험체 단부에서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위

하여 상하부 각 8곳에 스티프너를 설치하였다. 대표적인 실

험체 형상은 Fig. 1과 같다.

Table 3. Specimens List

Specimens D
(㎜)

t
(㎜)

D/t L
(㎜)

e
(mm)

As
(㎟)

I
(㎜⁴)

C25_14 300 12 25 900 0 10857 11.27×10⁷
E25_14 300 12 25 900 150 10857 11.27×10⁷
C25_65 300 12 25 6,000 0 10857 11.27×10⁷
E25_65 300 12 25 6,000 150 10857 11.27×10⁷
E40_12 480 12 40 1,440 240 17643 48.33×10⁷
E40_40 480 12 40 6,000 240 17643 48.33×10⁷
실험체 명 ①②_③

① 중심 및 편심 : C(Concentric), E(Eccentric):0.5D

② 지름두께비 : 25, 40

③ 세장비 (KLe/r)：12, 14, 40, 65 (3.2절 참고)

Fig. 1 Dimension and Specimens Shape

3.2 실험체 설치 및 재하방법

본 실험은 포항산업과학원(RIST) 소재 9,800kN 용량의

유압식 만능시험기(U.T.M : Universal Testing Machine)

를 사용하여 0.05(㎜/s)의 가력속도로 변위조절 압축력을 가

하였다. 실험은 시험체 양 단부에 부착된 End plate와 Fig.

2에 나타낸 지그를 볼트로 연결하여 양단 단순지지조건으로

수행하였다[13]. Fig. 3은 편심유무에 따른 실험체의 경계조

건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Jig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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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iaxial Condition (b) Biaxial Condition

Fig. 3 Boundary Condition

Knife Edge와 결합한 기둥부재의 유효좌굴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nife Edge의 강역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단에 강역이 있는 경우, 등가좌굴길이 계수(K)를

Energy법을 이용하여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최영환,

1995)[14]. 각 부재의 등가좌굴길이계수와 세장비는 Table 4

와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 g는 지그의 높이(350mm)로

Fig. 3에 나타냈다.

   (7)

Table 4. Effective Buckling Length

Specimens
L

(㎜)
I

(㎜⁴) r k  /r

C25_14 900 11.27×10⁷ 102 0.899 1,439 14.1

E25_14 900 11.27×10⁷ 102 0.899 1,439 14.1

C25_65 6000 11.27×10⁷ 102 0.995 6,663 65.4

E25_65 6000 11.27×10⁷ 102 0.995 6,663 65.4

E40_12 1440 48.33×10⁷ 166 0.945 2,022 12.2

E40_40 6000 48.33×10⁷ 166 0.995 6,663 40.3

3.3 측정방법

기둥부재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변위계

(LVDT :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와

강재용 스트레인 게이지(WSG:Wire Strain Gauge)를 부

착하였다. 실험체의 축 변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재끝단 엔드

플레이트에 변위계 D1, D2를 설치하였다. 또한, 부재의 횡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중앙부에 변위계 D5, D6을 설치하였

다. 6m 기둥의 경우 길이에 4등분 지점에 추가적으로 변위

계(D3,4,7,8)를 설치하였다. 강재용 스트레인게이지는 일축

게이지를 사용하였으며, 축 방향과 축 직각방향으로 나뉘어

기둥면 중앙부위에 총 5개를 부착하였다.

Fig. 4 Location of LVDT and

Strain Gauge

3.4 소재시험

사용된 HSB600(t=12mm)에 대해서 KS B 0801[15]에

의해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KS B 0802
[16]

에 따라 수

행하였다. 인장시험은 980kN 용량의 유압식 만능시험기를

사용하였다. 각 시험편 중앙부에 강재용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도를 측정하였다. Fig. 5는 소재실험에 의해

얻은 응력-변형률 관계이다. 실험결과, 일반강도의 응력-변형

율 곡선과는 달리 명확한 항복구간이 나타나지 않아 0.2%

오프셋방법으로 항복강도를 결정하였다. Table 5에 소재 시

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평균치는 각각

478.3MPa, 630.9MPa로 기준치인 450MPa와 600MPa

를 만족하였다. 한편, 항복비의 평균치는 76%로 나타났으며,

연신율은 34.8%로 측정되었다.

Fig. 5 Stress–Strain Curve (Material test)

Table 5. Result of Tension Test

시험체 두께
(mm)

단면적
(mm2)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항복비
(%)

연신율
(%)

HSB
600

11.70 285 485.8 638.0 76.0 35.2

11.90 286 475.2 637.2 75.0 34.6

11.85 292 474.0 617.6 77.0 34.6

평균 11.82 287.7 478.3 630.9 76.0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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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분석

4.1 하중-축 변위관계와 파괴모드

실험에 의한 하중-축 변위관계를 Fig.6에 나타내었다.

C25_65 실험체는 최대내력 이전에 급격한 전체좌굴이 발생

하여 장비손상을 고려해 실험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내력이

떨어진 지점을 최대내력으로 가정하여 정리하였다. 중심축력

실험체에 비해 편심축력을 받는 실험체는 최대내력 이후 급

격한 내력저하 없이 연성적인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Fig. 6 Load-axis Displacement Curve

실험체의 파괴모드를 전체좌굴과 국부좌굴로 나누어 대표

적인 형상을 Fig. 7에 정리하였다. 중심축력을 받는 C25_

14의 경우 최대내력 이후 국부좌굴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반면, 편심축력 부재인 E25_14는 가력초기부터 압축에 의한

휨이 시작되었다. 비교적 부재 길이가 긴 C25_65의 경우 하

중을 받는 도중 전체좌굴로 인해 급격하게 내력이 저하되어

실험을 중단하였다. 동일한 길이를 갖는 실험체인 E25_65와

E40_40은 전체좌굴모드 형상을 나타내며 상당한 변형이 발

생되었다.

(a) Local Buckling (C25_14,0 E25_14, E40_12)

(b) Global Buckling (C25_65, E25_65, E40_40)
Fig. 7 Failure Mode

4.2 강도 및 강성

시험체의 항복강도 산정방법을 Fig. 8에 나타내었다. 항복

내력은 하중-변위 곡선에서 초기 기울기를 연장한 직선이 최

대하중의 수평 연장선과 만나는 교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

려 하중-변위 곡선과 만나는 점의 하중으로 산정하였다.

Fig. 9는 각 실험체의 항복강도와 최대내력을 비교하고자 작

도된 막대그래프이다. 항복이후 약 17~25% 이상 내력 발

휘됐을 때 최대내력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8 Method of Yiel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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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Yield Strength and Maximum Strength of Specimens

Fig. 10에는 축하중과 부재길이 방향의 축변형도를 나타

내고 있다. 스트레인게이지 부착위치는 Fig. 4에 나타낸 것

과 같이, S1, S3에서 측정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중심축력

부재의 경우 압축측 변형률만 발생되므로 한쪽방향으로 그려

지며, 축력과 모멘트를 받는 부재의 경우 압축영역인 S3은

음의 방향으로 인장측인 S1은 양의 방향으로 좌우대칭 되어

나타났다.

(a) Axis Strain of λ= 12, 14

(b) Axis Strain λ : 40, 65

Fig. 10 Load-Axis Strain Curve

각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에서 얻어진 초기 강성을

Fig. 11에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C25_14실험

체는 확연하게 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세

장비가 클수록 초기 강성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 Initial Stiffeners of Specimens

이상에 의해 정리된 초기강성 및 항복강도, 최대내력을

Table 6에 정리하였다.

Specimens 초기강성
(kN/mm)

항복강도
(kN)

최대내력
(kN)

항복강도 /
최대내력 (%)

C25_14 827 5,901 7071 83%

E25_14 357 2,301 3032 75%

C25_65 280 - 4917 -

E25_65 76 1,318 1612 81%

E40_12 360 3,374 4440 75%

E40_40 138 2,955 3600 82%

Table. 6 Comparison of Stiffness and Strength

4.3 축력과 횡 변위

축력에 따른 기둥의 횡 변위를 분석하기 위해 변위계

(D3~8)를 설치하였다. 측정위치는 6m 부재를 4등분하여

1.5m 간격으로 3개소에서 좌우 총 6지점의 변위를 측정하

였다. 횡 변위량은 초기 200kN축력과 매 500kN축력이 증

가할 때마다 평가하여 Fig.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a) C_25_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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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25_65 (c)E40_40

Fig. 12 Lateral Displacement of 6M Column

Fig. 12(a)는 C25_65 실험체로 변위발생량이 편심실험체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5. 규준식과 비교

KBC2009와 Eurocode 3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형강관

기둥의 P-M 관계식을 사용하여 각 실험체의 상관관계 그래

프와 실험결과를 Fig. 13에 같이 나타내었다. 규준에 의한

상관관계 그래프를 작도할 때 KBC2009의 하중저항계수(φ)

와 Eurocode 3에서의 재료감소계수(γ)는 모두 1을 적용하

였으며 강재의 항복강도는 소재실험을 통해 얻은 값

(478MPa)를 적용하였다.   ×, 즉   이므

로 P-M 곡선에서 기울기()의 역수는 편심량과 동일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편심이 작용한다는 가정하에 예상

하중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Table 7에

나타내었다.

(a) C25_14, E25_14

(b) C25_65, E25_65

(c) E40_12

(d) E40_40

Fig.13 P-M Curve

실험체명
최대내력(kN)

1)/2) 1)/3)
실험결과1) KBC20092) Eurocode-3³)

C25_14 7071 5,088 5,956 1.39 1.19

E25_14 3032 2,067 2,067 1.47 1.47

C25_65 4917 3,412 4,066 1.44 1.21

E25_65 1612 1,507 1,507 1.07 1.07

E40_12 4440 3,417 3,475 1.30 1.28

E40_40 3600 2,907 2,907 1.24 1.24

Average 1.32 1.24

Standard Deviation 0.15 0.13

Table 7. Comparison of Maximum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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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에 작도된 P-M관계에서 실선은 KBC2009설계식

이며 점선은 Eurocode 3에 의해 산정된 내력이다. 순수 축

력시 KBC2009는 Eurocode 3에 비해 다소 보수적으로 평

가되고 있는데 이는 내력산정 시 좌굴에 의한 영향을 하향기

준으로 적용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설계식과 실험결과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측

평가가 되고 있다. Fig. 14와 같이 KBC2009의 평균 1.32,

표준편차 0.15로 나타났으며, Eurocode 3의 경우 평균

1.24, 표준편차 0.13으로 비교적 안전측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HSB600 강종을 사용한 원형강관 기둥 설계 시 현

행 규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4 Comparison of Code and
Experiment Value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SB600 강재를 사용한 원형강관 기둥의

거동 및 내력을 분석하고 설계기준과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인장시험 결과 일반강도의 응력-변형률 곡선과는 달리

명확한 항복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었으며 최대

인장강도의 평균치는 631MPa로 기준치인 600MPa

보다 상위한 결과로 평가 되었다.

(2) 최대내력과 항복강도를 비교했을 때, 전체 실험체는 전

반적으로 항복이후 약 17~25%이상 내력 발휘됐을 때

최대내력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결과와 현행 규준(KBC2009와 Eurocode 3)의 P-

M 관계식을 비교한 결과 HSB600 강재의 P-M 관계에

대해서는 현 규준식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4) KBC2009와 Eurocode 3에서는 적용 가능한 강재의

항복강도가 440MPa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범

위가 완화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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