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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MPa급 고강도강 보 부재의 국부좌굴 및 비탄성 거동

Local Buckling and Inelastic Behaviour of 800 MPa

High-Strength Steel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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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강재의 플랜지 폭두께비가 강도 및 회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인장강도 800MPa급 고강도 강

재인 HSB800, HSA800의 조립 H형강 보에 대해 실물대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강재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정립된 현행 기준의 폭두께

비 규정을 고강도 강재에 그대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주 목표로 하였다. 실험결과 고강도 휨부재는 강도측

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현하였으나, 회전능력측면에서는 일반강재 대비 부족한 성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고강도 강재의 부족한 회

전능력은 항복참(yield plateau)의 부재와 높은 항복비를 갖는 고강도강의 재료적 특성과 관련됨을 입증하였다. 잔류응력 측정결과 잔류응력의

크기는 소재의 항복강도와 무관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Flexural tests on full-scale H-shaped beams, built up from high-strength steels (HSB800 and HSA800) with a nominal

tensile strength of 800 MPa, was carried out to study the effect of flange slenderness of high-strength steel on flexural strength and

rotation capacity.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extrapolating current stability criteria (originally

developed for ordinary steel) to high-strength steel. The performance of high-strength steel specimens was very satisfactory from the

strength, but not from the rotation capacity, perspective. The inferior rotation capacity of high-strength steel beams was shown to be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absence of a distinct yield plateau and the high yield ratio of the material.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reconfirmed that the magnitude of the residual stress is almost independent of the yield stress of the base metal.

핵 심 용 어 : 고강도강, 국부좌굴, 폭두께비, 회전능력, 인장파단, 실물대실험

KEYWORDS : high-strength steel, local buckling, width-thickness ratio, rotation capacity, tensile fracture, full-scale test.



1. 서 론

건물 및 교량 건설에 고강도강을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기

술적 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초장대 토목 구조물 및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제작, 운반, 양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극후

판재의 사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고강도강에 의한 구조 부재

의 단면 감소는 가용면적과 건축계획의 자유성을 증대시키고,

미학적으로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고강도강

을 사용할 경우 탄성계수의 불변으로 인해 처짐과 진동 등의 사

용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탄성 영역을 넘어서는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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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되는 휨 부재의 경우 비탄성 좌굴 안정성이 문제가 된

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좌굴 안정성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8)

건설분야에서는 통상 항복강도가 450MPa를 상회하는 강재

를 고강도 강재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

말에 고강도 강재인 A514강재의 건축구조 적용을 위한 휨부

재 실험연구가 시도된 바가 있다(McDemott, 1969). A514강재

는 퀜칭, 템퍼링된 합금강으로 고비용에다 용접성이 떨어지고

보와 거더에 사용하기에는 변형능력이 부족하여 널리 사용되

지 못하였다(Galambos 등, 1997; Bjorhovde, 2004). 하지만최

근의 제강법의 발전으로 고강도 강재는 열가공제어(TMCP)를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3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

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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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퀜칭, 템퍼링, 합금투입 공정 등을 생략하여 경제성을 확

보하였고, 뛰어난 용접성과 노치인성을 제공하므로 건축구조물

의 응용에 적합한 매력적인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장강도 800MPa급 고강도 강재로 토목

용으로 HSB800이 생산되고 있으며, 건축용으로는 HSA800

이 개발중에 있다. 표 1은 강재의 목표 물성치를 정리한 것으

로, HSA800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항복비의 범위 또는 상

한을 규정하여 HSB800보다 물성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반면 교량용인 HSB800은 저온에서 더 엄격한 샤르피 충격

에너지 값을 요구하고 있다.

물성치 SM490 HSB800 HSA800

항복강도(MPa) 325이상 690이상 650∼770

인장강도(MPa) 490 800이상 800∼950

항복비 490~610 N/A 0.85 이하

두께(mm) N/A 80 이하 25∼100

샤르피 충격

에너지

27J@0℃

이상

47J@-20℃

이상

47J@-5℃이

상

연신율(%) 17 이상 15 이상 15 이상

탄소당량(%) 0.38 이하 0.55 이하 0.6 이하

항복비=인장강도/항복강도(YR, yield ratio)

표 1. SM490, HSB800, HSA800 강재의 목표 물성치

현재 2009 KBC(대한건축학회, 2009)의 강구조 휨재 설계 규

정은 일반강재의 실험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강재는 분명한 항

복점과 항복참(yield plateau)이 존재하고 상당한 변형경화를

통해 낮은 항복비를 갖고 있어 부재와 구조물의 레벨에서 연

성발휘에 이상적인 물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

(McDermott, 1969; Ricles 등, 1998;Green, 2000)에의하면고

강도 강재는 이러한 재료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반

강재보다 회전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내에서 최근 개발된 또는 개발중인 800MPa급 고강

도 강재인 HSB800, HSA800과 비교소재인 SM490으로 제

작된 콤팩트 단면 및 비콤팩트 단면을 갖는 보의 강도 및 회

전능력을 분석하여 고강도 강재에 대한 현행 플랜지 폭두께비

기준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설계 및 제작

일반적으로 휨재의 연성능력은 식 (1) 및 그림 1과 같이 회

전능력(R)로 평가한다.

 

  
 


  (1)

그림 1. 휨재의 회전능력 정의

회전능력은 국부좌굴, 횡비틀림좌굴, 인장파단, 소성항복 한

계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의 연구(가령 Bansal, 1971;

McDemott, 1969; Lay, 1965b)에 의하면 고강도강의 휨재는 국

부좌굴 및 횡비틀림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강재보다 엄격

한 세장비 제한이 필요함이 알려져 있다. 2009 KBC 강구조

기준의 폭두께비 제한값은 항복강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항복강도가 높을수록 세장비 제한이 엄격해지는 형태

이다. 현행의 조립 H형강 휨재의 폭두께비 제한 규정은 식

(2), (3)과 같다.

•플랜지 폭두께비(  ) 제한:

   (2a)

   (2b)

   (2c)

•웨브 폭두께비(  ) 제한:

   (3a)

   (3b)

   (3c)

여기서,  


  ≤  ≤ 

E : 강재의 탄성계수

FL=0.7Fy

Fy : 강재의 항복강도

h : 웨브의 길이

tw : 웨브의 두께

실험체 설계 목적상 웨브 국부좌굴 및 횡좌굴 관련 세장규

정은 현재 규정을 고강도강에도 그대로 확대 적용 가능한 것

으로 가정하여 설계하였다. 표 2는 실험체 제원을 정리한 것으

로, 1차실험은 이철호등(2011)의 일반강재(SM490)와 토목용

고강도강재(HSB800)의 휨성능 실험의 일부로 2차 실험의 실

험체명과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체의 횡지지조건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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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실험체

(“P”를 “LP”로, “PD”를 “LPD”로 변경)하였다. 2차 실험체는

HSA800 1·2차 시제품 강재를 사용하여 용접 조립 H형강을

제작하였다. 실험체의 웨브는 플랜지와 웨브 국부좌굴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내진콤팩트로 설계하였으며, 횡좌굴을 방

지하기 위해 충분한 횡지지를 제공하였다. 실험체 제작시 가력

점과 반력점 위치에 실험체와 동일강종으로 웨브와 같은 두께

로 보강 스티프너를 용접하였으며, 2009 KBC의 0710에따라

플랜지 국부휨강도과 웨브 국부항복강도를 확인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모든 실험체가 전높이 스티프너로 제작되었

는데, 상당수의 고강도강 실험체에서 소성힌지부 스티프너 하

단 인장플랜지에 취성파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2차 실험에서는

하부플랜지의 취성파단의 원인을 스티프너와 하부플랜지의 용

접에 의한 열영향으로 보고, 다수의 실험체를 가력부의 용접

열영향을 피할 수 있는 부분높이 스티프너를 적용하여 제작하

였다. 가력부 스티프너 상세 및 사용 용접봉의 물성치는 그림

2 및 표 3과 같다. SM490 실험체의 플랜지와 웨브는 서브머

지드아크용접(SAW)하였고, SM490 스티프너및 고강도강 실

험체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하였다.

실험
프로그램

실험체명 강종
H

(mm)
춤

bf

(mm)
폭

tw
(mm)
웨브 두께

tf
(mm)

플랜지 두께


(폭두께비)

L
(mm)
경간플랜지 웨브

1차 실험

SM490-C-LPD-3-A

SM490

400 219 11.0 12.0 9.1 34.2 4,000

SM490-C-LPD-3-B 400 220 11.0 15.0 7.3 33.6 4,000

SM490-C-LP-4 400 219 11.0 12.0 9.1 34.2 4,200

SM490-C-LPD-4 400 218 11.0 12.0 9.1 34.2 4,200

HSB800-NC-LPD-3

HSB00

400 220 17.6 17.6 6.3 20.7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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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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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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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실험

HSA800(1)-NC-LPD-3-PHS

HSA800 (1차
시제품)

400 240 17.6 15.0 8.0 21.0 4,000

HSA800(1)-NC-LPD-3-FHS 401 238 17.6 15.0 7.9 21.1 4,000

HSA800(1)-C-LPD-3-PHS 400 201 17.6 20.0 5.0 20.5 4,000

HSA800(1)-C-LPD-3-FHS 399 200 17.6 20.0 5.0 20.4 4,000

HSA800(1)-C-LP-3-PHS 400 199 17.6 20.0 5.0 20.5 4,000

HSA800(1)-SC-LPD-3-PHS 400 160 17.6 20.0 4.0 20.5 4,000

HSA800(1)-SC-LPD-3-FHS 400 160 17.6 20.0 4.0 20.5 4,000

HSA800(1)-NC-LP-4-PHS 400 241 17.6 15.0 8.0 21.0 4,200

HSA800(1)-NC-LP-4-FHS 400 240 17.6 15.0 8.0 21.0 4,200

HSA800(1)-C-LP-4-PHS 400 199 17.6 20.0 4.0 20.5 4,200

HSA800(2)-C-LPD-3-PHS
HSA800 (2차

시제품)
400 160 15.0 15.0 5.3 24.7 4,000

Note: SC=내진콤팩트; C=콤팩트; NC=비콤팩트; S=세장판; LP, LPD=각각소성강도, 소성설계횡지지조건; 3= 3점 하중, 4= 4점하중(그
림 3 참고); FHS= 전높이 스티프너; PHS= 부분높이 스티프너.

표 2. 실험체 제원

(b) 2차 실험체

그림 2. 수직 스티프너 용접상세

Electrode
Fu

(MPa)

AWS A5.20: E71T-1C 580

AWS A5.17: F7A(P)2-EH14 570

AWS A5.29: E110T5-K4M 875

AWS A5.29: E120T1-G 864

표 3. 용접봉 규격 및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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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높이 스티프너의 이격거리는 2009 KBC의 0707을 적용

하여 산정하였다. 표 2의 실험체명은 “강종-단면-횡지지조건-

하중조건-스티프너 종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HSA800(1)-

C-LPD-3-PHS는 HSA800 1차시제품강재로 제작된콤팩트

플랜지, 부분높이 스티프너를 갖는 보가 소성설계 요건을 만족

하도록 횡지지 되고 3점 하중(집중하중)을 받는 실험체이다.

플랜지와 웨브의 폭두께비 세장비 한계값은 표 5의 인장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3은 가력방법 및 횡지지 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모멘트

구배가 보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3점 하중

(moment gradient)과 4점 하중(uniform moment)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KBC 2009의 소성강도와 소성설계의 한계횡지지

길이는 각각 식 (4), (5)와 같다.

  




(4)

 



 

 
  (5)

여기서, ry : 약축에 대한 단면이차반경

M1 : 보의 횡지지점 모멘트 중 작은 값

M2 : 보의 횡지지점 모멘트 중 큰 값

M1/M2:: 복곡률 모멘트의 경우 정(+), 단곡률

모멘트의 경우 부(-)로 한다.

식 (4)는 등분포 모멘트를 받는 보가 소성강도에 도달하기

위한 한계횡지지거리로 구배를 갖는 모멘트를 받는 3점 하중

의 경우는 그림 4 및 식 (6)에 의해 연장된 한계횡지지거리

(Lm)를 적용하였다.

(a) 3점 하중(모멘트 구배)

(b) 4점 하중(등분포 모멘트)

(c) 횡지지 세팅 및 가력부 횡지지 효과

그림 3. 가력 및 횡지지 계획

      

     
(6)

여기서, Lr : 비탄성 한계횡지지거리

Mr : 비탄성 한계휨모멘트(= 0.7FySx)

Cb : 횡좌굴모멘트수정계수

실험체별 한계횡지지거리와 실제 횡지지거리는 표 4와 같다.

그림 3(a), 3(b)와같이 가력지점은횡구속하지않았지만, 실험

결과 그림 3(c)에서 확연히 보여지듯이 상부플랜지와 가력부

의 마찰력에 의해 횡구속 역할을 하여 가력점도 횡지지점으로

고려하여 횡지지거리(Lb)를 산정하였다.

횡지지는 실험체 양쪽에 횡력을 받을 수 있는 대형 반력보

를 설치하고 여기에 볼트조임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플레이

트를 부착하여 실험체를 횡구속하였다.

실험

프로그램
실험체명

Lb1

(mm)

Lb2

(mm)

Lb3

(mm)

1차

실험

SM490-C-LPD-3-A 880 - -

SM490-C-LPD-3-B 880 - -

SM490-C-LP-4 1400 135 740

SM490-C-LPD-4 850 275 490

HSB800-NC-LPD-3 580 - -

HSB800-C-LPD-3 580 - -

HSB800-NC-LP-4-A 940 230 480

HSB800-NC-LP-4-B 460 470 380

2차 실험

HSA800(1)-NC-LPD-3-PHS 450 - -

HSA800(1)-NC-LPD-3-FHS 450 - -

HSA800(1)-C-LPD-3-PHS 450 - -

HSA800(1)-C-LPD-3-FHS 450 - -

HSA800(1)-C-LP-3-PHS 715 - -

HSA800(1)-SC-LPD-3-PHS 351 - -

HSA800(1)-SC-LPD-3-FHS 351 - -

HSA800(1)-NC-LP-4-PHS 900 250 490

HSA800(1)-NC-LP-4-FHS 900 250 490

HSA800(1)-C-LP-4-PHS 900 250 490

HSA800(2)-C-LPD-3-PHS 400 - -

표 4. 실험체 횡지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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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멘트 구배에 따른 소성강도 한계횡지지길이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인장시험 결과

그림 5. 응력-변형률 곡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강재의 인장시험 결과는 그림 5 및 표

5와같다. 항복강도는 0.2%오프셋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항복강도를 인장강도로 나누어 항복비를 산정하였다. 인장시험

결과 HSB800 및 HSA800 강재는 불분명한 항복점과 항복참,

높은 항복비를 갖는 대표적인 고강도 강재의 특징을 나타내었

다. HSA800 1차시제품은 표 1의 항복강도, 인장강도, 항복비

목표를모두 초과하였으나, HSA800 2차시제품은 15mm의얇

은 두께임에도 항복비 0.87로 목표값 0.85를 조금 상회할 뿐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의 상하한 목표를 만족시켰다.

3.2 휨강도 및 회전능력

실험에서 계측된 보의 최대 휨강도(Mm), 회전능력(R), 파

괴모드는 표 6과 같다. 소성모멘트(Mp)와 비콤팩트 단면의

기준상의 공칭강도(Mn)는 실측단면과 인장시험 결과로 산정

하였다. 그림 6은 모든 실험결과를 정규화 된 모멘트 대 단부

회전각 관계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7은 실험에서 관찰된 주

요 파괴모드의 모습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SM490 실험체는 충분한 휨강도와 우수한 회전능력을 보여주

었다. 특히 SM490-C-LPD-3-A/B는 회전능력이 10에 육박

하였다. 고강도 강재는 강도측면에서 비콤팩트 단면도 소성모

멘트에 도달할 만큼 우수하였으며, 회전능력은 대부분 2∼3.5

를 발휘하였다. 건축용으로 개발 중인 HSA800으로 제작된

콤팩트 단면 강재보는 소성설계에 요구되는 회전능력(R= 3)

이상을 발휘하였다. 다만 내진 콤팩트 단면의 경우 PHS실험

체(그림 6(n))는 과도한 횡력으로 인한 횡지지 고정 볼트 풀

림, FHS실험체(그림 6(o))는 하부플랜지 인장파단이 발생하

여 플랜지 국부좌굴에 의한 회전능력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조기에 실험이 종료되었다.

전반적으로 고강도 강재에서는 플랜지 세장비, 모멘트 구배,

횡지지가 일반강재에서보다 휨강도와 회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작았다.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플랜지 폭두께비:

일반강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Lukey and Adams,

1969)에 의하면 플랜지 세장비가 작을수록(플랜지가 콤팩트

할수록) 최대강도에서의 단부회전각이 크고, 최대강도 이후 강

도저하가 완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도 그림 8

에서 보듯이 이러한 거동이 확인되었다.

강종 두께
항복강도(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항복비

(YR)측정값 목표값 측정값 목표값

SM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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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A800

(1차 시제품)

15.0 956 650-770 1037 800-950 25.5 0.92

17.6 937 650-770 1037 800-950 27.8 0.90

20.0 903 650-770 961 800-950 30.2 0.94

HSA800

(2차 시제품)
15.0 762 650-770 873 800-950 11.2 0.87

표 5. 인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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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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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r)

(s)

그림 6. 실험에서 계측된 모멘트-단부회전각 관계

(a) SM490-C-LP-4 (b) HSB800-NC-LP-4 (c) HSB800-C-LPD-3 (d)HSA800(1)-C-LP-3-PHS

그림 7. 실험체 파괴모드

프로그램 실험체명 단면분류
휨강도 회전능력(R) 파괴모드

(failure mode)Mm/Mp Mm/Mn 기준값 측정값

1차 실험

SM490-C-LPD-3-A 콤팩트 1.34 - 3.0 9.5 국부좌굴

SM490-C-LPD-3-B 콤팩트 1.28 - 3.0 10.1 국부좌굴

SM490-C-LP-4 콤팩트 .20 - - 4.3 국부좌굴, 횡좌굴

SM490-C-LPD-4 콤팩트 1.21 - 3.0 5.5 국부좌굴, 횡좌굴

HSB800-NC-LPD-3 비콤팩트 1.14 1.19 - 0.9 인장파단

HSB800-C-LPD-3 콤팩트 1.21 - 3.0 1.9 인장파단

HSB800-NC-LP-4-A 비콤팩트 1.07 1.11 - 2.0 횡좌굴

HSB800-NC-LP-4-B 비콤팩트 1.12 1.16 - 1.9 인장파단

2차 실험

HSA800(1)-NC-LPD-3-PHS 비콤팩트 1.06 1.19 - 2.1 국부좌굴

HSA800(1)-NC-LPD-3-FHS 비콤팩트 1.07 1.20 - 1.8 인장파단

HSA800(1)-C-LPD-3-PHS 콤팩트 1.10 - 3.0 3.6 국부좌굴

HSA800(1)-C-LPD-3-FHS 콤팩트 1.12 - 3.0 3.5 인장파단

HSA800(1)-C-LP-3-PHS 콤팩트 1.10 - 3.1 국부좌굴

HSA800(1)-SC-LPD-3-PHS 내진콤팩트 1.12 - 7.0 2.7 국부좌굴, 횡좌굴

HSA800(1)-SC-LPD-3-FHS 내진콤팩트 1.14 - 7.0 3.1 국부좌굴, 인장파단

HSA800(1)-NC-LP-4-PHS 비콤팩트 1.07 1.20 - 1.9 국부좌굴, 횡좌굴

HSA800(1)-NC-LP-4-FHS 비콤팩트 1.07 1.20 - 1.6 국부좌굴, 횡좌굴

HSA800(1)-C-LP-4-PHS 콤팩트 1.07 - - 2.0 국부좌굴, 횡좌굴

HSA800(2)-C-LPD-3-PHS 콤팩트 1.23 - 3.0 3.9 국부좌굴

표 6. 실험체별 발현강도, 변형능력 및 파괴모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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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490 실험체

(b) HSA800(1) 실험체

그림 8. 플랜지 세장 효과

모멘트 구배:

모멘트 구배가 강재보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잘 알려져

있다(Lay, 1965a;Galambos, 1968). 구배를갖는모멘트를받는

잘 횡지지된 보는 변형경화로 인해 최대강도 발현 단면

(critical section)의모멘트가 소성모멘트이상 도달할 수 있고,

압축 플랜지의 소성화 길이가 좌굴장에 도달할 때 까지 국부좌

굴이 지연된다(Lay, 1965a). 따라서, 등분포모멘트를받을때

보다 높은 휨강도와 회전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Ricle 등(1998)

도 HSLA80으로 제작된 강재보 실험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고

한바 있다. 그림 9와같이모멘트구배를받는 경우 SM490 실

험체는 휨강도와 회전능력이 증가하였으나, 고강도 강재에서는

회전능력은 증가하였으나 최대휨강도는 거의 동일하였다.

(a) SM490 실험체

(b) HSA800(1) 실험체

그림 9. 모멘트 구배 효과

횡지지:

고강도강에 대한 횡지지 관련 이슈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

어나지만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같이 SM490과 HSA800 실험체는

횡지지 거리가 짧을 때 약간의 회전능력이 증가하였다. 고강도

강에 대한 현재 횡지지 관련 규정의 확대 적용 가능여부는 추

가의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SM490 실험체

(b) HSA800(1) 실험체

그림 10. 횡지지 효과

용접상세:

1차실험에서는 고강도강 실험체에 17.6mm 두께의 전높이 스

티프너(FHS, full-height stiffener)를가력점과지점부에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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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험결과 SM490 실험체에서는 하부플랜지 파단이 발생하

지않았지만, HSB800 실험체에서는 4개중 3개의 실험체에서 가

력부 하부플랜지에서 취성파단이 발생하였다. 2차 실험에서도 4

개중 3개의 FHS 실험체에서 동일한 위치에 파단이 발생하였지

만, 부분높이스티프너(PHS, partial-height stiffener)를사용한

7개의 PHS 실험체에서는 파단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12와

같이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스티프너 상세만 다른 두 개의

HSA800 실험체는 파단 이전에는 거의 동일한 거동을 나타냈다.

그러나 FHS 실험체에서는 대변형 이후 파단이 발생하였다.

FHS 실험체의 파단시의 하부플랜지 변형률은 7∼8%로 거의 일

정하였다. 이들 모든 실험결과는 하부플랜지 취성파단이 하부플

랜지와 스티프너의 용접에 의해 발생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강재는 용접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된 후 급속히 냉각

되면 상변태를 통해 강도가 높고 연성이 부족한 마르텐사이트

가 생성된다. 상변태에 의한 취성화는 강재가 두꺼울수록, 탄

소당량이 높을수록 크다. 표 1에 정리된 것과 같이 실험에 사

용한 고강도강재는 탄소당량이 일반강재보다 월등히 높아 용

접에 의한 취성화 정도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강도 강재는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지점에 인장

플랜지 용접을 피할 수 있는 부분높이 스티프너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HSB800 실험체

(b) HSA800(1) 실험체

그림 11. 파단 시험체의 모멘트-단부회전각 관계

그림 12. 수직 스티프너 상세의 영향

4. 응력도-변형률 특성의 회전능력에 대한 영향

표 6에서 보듯이 충분히 횡지지된 콤팩트 단면의 고강도 강

재 보는 일반강재 보에 비해 회전능력과 초과 휨강도가 상대

적으로 열등하다. 이러한 고강도 강재의 낮은 회전능력과 초과

휨강도는 고강도강의 재료 물성에서 기인함을 아래에서 분명

하게 입증코자 한다. 그림 13(a)는 집중하중을 받는 단순보가

최대휨강도에 도달했을 때의 변형형상과 모멘트 분포이다. 그

림 13(a)의 모멘트를 받을 때 일반강재와 고강도 강재의 곡률

분포는각각그림 13(b), 13(c)와같다. 스팬 AB사이의곡률을

적분하면 보중앙부가 변형경화 최대모멘트 도달했을 때의 보

단부의 회전각을 얻을 수 있다. 일반강재는 항복참이 존재해서

변형률이 에서  순간적으로 증대되는 변형률 점프

(strain jump)를 수반하고 변형경화 모멘트에 도달하기 때문

에 비탄성 구간에서 곡률이   만큼 대폭 증가하게 된

다. 하지만 고강도 강재에서는 변형률이 점프하는 항복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13(b)의 빗금친 부분이 매우 작

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강도 보의 단부회전각은 일

반강재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고강도 강재는 상대적으로 변형도 경화가 작기 때문

에 고강도강 보의 초과휨강도는 낮게 된다. 이 두가지의 차이

점을 고려하면 고강도강과 일반강재 보의 모멘트-회전각 관계

곡선은 그림 14(a)와같은 형상이 될 수밖에없다. 그림 14(a)

의 개념도에서 최대휨강도 전의 상승구간과 이후의 하강구간

의 길이는 거의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그린 것으로 본 실험결

과와 기존의 실험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가령 Kemp,

1996). 그림 14(b)에서 확인되듯이 본 연구의 실험결과 역시

그림 14(a) 개념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특정 강재의

응력도-변형률 관계가 주어지면 그림 13 및 그림 14에 제시된

개념을 바탕으로 회전능력을 예측하는 수식을 유도할 수도 있

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생략한다. 표 6의 실험결과를 면밀히 살

펴보면, 고강도강 보의 회전능력은 소성설계에 필요한 수준

(R=3)은 확보될 수 있지만, 국부좌굴 및 횡좌굴 세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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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엄격히 제한하여도 R=4 이상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 보 변형 형상과 모멘트 분포

(b) 일반강재 보의 곡률 분포

(c) 고강도 강재 보의 곡률 분포

그림 13. 최대모멘트 도달 시의 단순화된 보의 곡률 분포

(a) 응력도-변형도 특성에 따른 고강도강과 일반강재 보의

모멘트-단부회전각 관계의 개념도

(b) 실험적으로 계측된 고강도강과 일반강재 보의

모멘트-단부회전각 관계

그림 14. 모멘트-단부회전각에 미치는 재료 물성치 효과

5. 잔류응력 측정

이에 본 실험에서는 HSA800 2차 시제품을 제작된 보에 대

해 비파괴 시험인 계장화 압입시험법(ISO 2008)으로 조립 H

형 보의 잔류응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항복강도로 정규화 된 그림 15(b)과 같이 측정된 고강도강의

잔류응력은 대략 항복강도의 10% 정도이며, 이는 잔류응력의

크기를 항복강도의 30%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과 큰 차

이를 보인다. HSA800 강재와 SM490 강재의 잔류응력을 측정

한 이철호 등(2012)의 실험에서도 잔류응력의 크기는 강재의

항복강도와 무관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Rasmussn-Hancock

(1992)의 선행연구 역시 잔류응력의 크기는 소재의 항복강도

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a) (b)

그림 15. HSA800(2)-C-LPD-3-PHS 실험체의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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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및 회전능력 분석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실험결과를 무차원 폭두께비 대 휨강

도로 도시한 그림 16에서 보듯이 HSB800, HSA800모두 기

준강도를 상회하였다. 특히 비콤팩트 영역에서는 현행 기준의

강도곡선에 비해 상당한 여유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콤

팩트 영역의 범위와 기준강도는 잔류응력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일반강재에 비해 잔류응력의 강도잠식이 상대적으로 작

기 때문에 비콤팩트 영역에서 높은 휨강도를 갖는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림 17은 HSA800 보의 회전능력을 무차원 폭두께비로 도

시한 것이다. 횡지지가 충분하지 않거나(횡좌굴이 지배하지 않

은) 조기 인장파단이 발생한 실험체는 제외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내진콤팩트 단면은 요구회전능력( )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콤팩트 단면은 소성설계의 요구회전능력( )

을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1차 시제품 보다 표 1의 규

격을 대부분 만족시킨 2차 시제품이 보다 우수한 회전능력을

발현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6. 플랜지 폭두께비와 휨강도 관계

그림 17. 플랜지 폭두께비와 회전능력 관계

7. 요약 및 결론

고강도강(HSA800 시제품)으로 제작된 11개의 조립 H형보

에 대해 휨강도와 회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물대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HSB800과 SM490으로 제작된 보를 실험

한 선행연구 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여러 요인이 보의 회전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현

재의 플랜지 폭두께비 규정을 800MPa 고강도강에 적용가능

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재료 물성치 분석, 잔류응력

측정, 스티프너 용접상세 효과 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2009 KBC 강구조 기준의 플랜지 폭두께비 규정을따라

제작된 800MPa 강재보는 비콤팩트 단면도 소성강도를

상회하는 등 기준의 공칭강도 이상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건축용으로 개발 중인 HSA800으로 제작된 강재보는 현

행 기준의 폭두께비 및 횡지지 요건에 따라 설계되었을

때 소성설계에 요구되는 회전능력(R= 3) 이상을 발휘하

였다.

(2) 고강도 강재 보가 일반강재 보보다 회전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응력-변형률 특성 및 모멘트-곡률 관계 해석을

통하여 역학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에 의할 때 고강도강

의 응력도-변형률 특성에서 항복참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일반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회전능력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강도강이 지

니는 상대적으로 높은 항복비 역시 회전능력 발휘에 불

리하게 작용함을알수 있다.

(3) 800MPa 강재는 스티프너와 인장플랜지의 용접에 의한

열영향에 일반강재보다 더 취약함이 실험적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800MPa 고강도강 보의 소성힌지에 스

티프너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장플랜지에 용접

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높이 스티프너의 사용이 바람

직하다.

(4) 잔류응력의 크기는 강재의 항복강도와 무관함이 실험적

으로 재확인되었다. 이는 잔류응력의 영향은 고강도화

할수록 작아진다는 의미로서 고강도 강재가 비탄성 좌굴

강도 발휘에 유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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