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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lateral-torsional buckling (LTB) strength of high-strength H-beams built up from 800MPa 

tensile-strength steel was experimentally and analytically evaluated according to current lateral stability provisions (KBC 

2009, AISC-LRFD 2010). The motivation was to evaluate whether or not current LTB provisions, which were originally 

developed for ordinary steel with different stress-strain characteristics, are still applicable to high-strength steel. Two sets of 

compact-section specimens with relatively low (Set A) or high (Set B) warping stiffness were prepared and tested under 

uniform moment loading. Laterally unbraced lengths of the test specimens were controlled such that inelastic LTB could be 

induced. All specimens exhibited LTB strength exceeding the minimum limit required by current provisions by a sufficient 

margin. Moreover, some specimen in Set A reached a rotation capacity required for plastic design, although its laterally 

unbraced length belonged to the inelastic LTB range. All the test results indicated that extrapolation of current provisions to 

high-strength steel is  conservative. In order to further analyze the test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inelastic moment 

and laterally unbraced length was also derived in explicit form for both ordinary- and high-strength steel based on the 

effective tangent modulus of inelastic section. The analytical relationship derived again showed that extrapolation of current 

laterally unbraced length limit leads to a conservative design in the case of high-strength steel and that the laterally 

unbraced length to control the inelastic LTB behavior of high-strength steel beam should be specified by including its unique 

post-yield strain-harden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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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강도강을 건축구조물에 히 용할 경우 부재 사이즈 

축소에 따른 여러 구조  측면의 장 은 물론 운송, 양 , 시

공, 건축계획 등 여러측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항복강도 690MPa  고강도강재의 개발은 Haaij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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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ess-strain characteristic of various grades of 

steel(SM490,SM570 and HSA800)

Fig. 2 Stress-strain curve model with a yield plateau 

(a) Lateral buckling of an H-section under uniform moment

(b) Unbraced length versus beam flexural strength curve

Fig. 3 Lateral buckling strength in current design 

code(KBC 2009, AISC-LRFD 2010)

McDermott 등
[2]

 196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국내에서도 인장강도 800MPa  강재(HSA800, 

HSB800)가 KS에 등록되고 장 용이 시작되는 등 기

화를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800MPa  강재

는 일반강재(SM490)강재에 비해 높은 강도, 우수한 인성

(응력-변형률 곡선하의 면 )  양호한 용 성능을 가진 소

재이다(Fig. 1). 

가장 리 사용되는 H형강 휨재가 소정의 강도와 변형능

력을 발휘하기 해서는 국부좌굴, 횡비틀림좌굴, 단, 소성

항복 등의 한계상태가 히 제어되어야 한다. 행 강구조

기 (KBC 2009
[3]

, AISC-LRFD 2010
[4]

)의 제반 좌굴제

어 조항은 항복강도 350MPa 이하의 일반강을 제로 정립

된 것이다. 즉 Fig. 1(a) 곡선에서 보듯이 일반강은 분명한 

항복 , 상당한 항복참(yield plateau)이 존재한 후 변형경

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고강도강의 경우(Fig. 1(c)) 

이런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석  연구에서는 일반강의 경우 종종 Fig. 2와 같은 3

선형 모형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상이한 항복후 변형특성은 

비탄성 국부좌굴 는 비탄성 횡좌굴에 향을 미치게 되므

로 우선 으로 행 기 의 비탄성 좌굴조항을 고강도강에도 

그 로 확장하여 용할 수 있는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련한 국내외 연구는 부분 국부좌굴 제어를 한 폭

-두께비 제한조건의 검토에 집 되어 있을 뿐(김종락 등
[5]

, 

이철호 등
[6]

, 유정한 등
[7]

, Rasmussen 등
[8]

, Ricles 등
[9],

 

Green
[10]

) 횡좌굴에 미치는 향을 수행한 연구는 매우 희

소하다. 본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수행되었다.      

2. 현행 기준의 횡좌굴강도 산정식 고찰 

Fig. 3(a)는 횡변 와 단면의 비틀림은 구속하고 단면의 

뒤틀림은 허용하는 양단 비틀림단순지지(torsionally simple 

support) 조건의 컴팩트단면 H형강보에 강축방향의 등분포

모멘트가 작용할 경우의 횡비틀림좌굴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

로서 행 기 의 횡좌굴강도 산정의 기본강도곡선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론연구의 출발 이 되는 모형이다. 

행 기 의 경우 횡지지 구간내에 모멘트 구배가 존재하

는 경우 상 으로 횡좌굴 항에 유리한 조건이 되므로 이

를 반 하는 보정계수( )를 곱하여 횡좌굴강도를 산

정한다(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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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일반강을 제로 제시된 행 기 의 탄성한계

횡지지거리( , 식 (3))  소성한계횡지지거리(, 식 (4))

의 배경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Fig. 3(a) 조건에 한 

탄성횡비틀림좌굴모멘트()의 수학  정해는 4계 상미분 

방정식의 해로 아래 (1)식과 같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Timoshenko
[11]

).   

  

 





 
 (1)

여기서, =횡지지거리, = 단탄성계수, =탄성계수, 

=약축휨강성, =뒤틀림(warping)강성, GJ=비틀

림강성을 나타낸다. 

 식에서 근호의 첫항과 두째항은 각각 St. Venant 비

틀림(순수비틀림)과 뒤틀림에 의해 제공되는 횡좌굴 항성

분을 나타내는데 일반 으로 폭에 비해 춤이 큰 H형강일수록 

뒤틀림 항성분에 한 의존성이 증 된다. 한편 잔류응력을 

고려한 탄성한계모멘트()는 아래 (2)식과 같다.

       (2)

여기서, =탄성단면계수, =잔류응력을 나타낸다. 

 식(1)  식(2)를 등치시킨 후 에 해서 풀면 이것

이 곧 아래의 (3)식으로 주어지는 탄성한계횡지지거리()

가 된다. 참고로 행 기 에서는 압연 는 조립형강 모두 

잔류응력으로 항복강도의 30%()로 권고하고 있다. 탄

성한계횡지지거리()은 단면의 탄성물성에만 계되므로 잔

류응력의 크기만 같다면 일반강이건 고강도강이건 차별 없이 

용될 수 있다. 




   

      (3)

  

 




,   







한편 행 소성한계횡지지거리()는 Lay
[12]

와 Galambos
[13]

의 연구에 근간을 두고 제시되었다. Lay는 Fig. 2의 3선형 

모델에 슬립밴드이론(slip band theory)을 추가하여 회 능

력까지 고려된 일반  한계횡지지거리( ) 아래 식(4)와 

같이 제안하 다. 슬립밴드이론에 해서는 본 논문의 후반부

에서(6 ) 소개한다. 

  



 




 

 



 (4)

여기서, =약축단면2차반경(mm), =항복변형도, =

회 능력(최 강도의 95% 하시의 소성회 각을 기 ), 

= 변형경화계수(=),   (=항복참길이계수, 

Fig. 2참조).

행 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래 (5)식은  (4)식에 

345MPa 까지의 구조용 탄소강의 형 인 값 =10.5, 

=45, R=3을 입하여 도출된 것이다.   

   




 (5)

만일 강재의 항복후 물성이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하게 

벗어나는 경우라면 아래 (5)식은 그 용의 타당성을 잃게 

되는데 바로 HSA800 같은 고강도 강재가 이 경우에 해당

한다.

3. 실험체 설계 및 제작 

2장에서 언 한 문제를 지닌 식(5)의 고강도강 용시의 

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의해 수행된 실험연구 내용을 우선 

소개하고 이후 련 해석  연구를 논의하고자 한다. 

3.1 실험체 재료 및 단면 특성 

Table 1에 실험체의 주요 단면특성  물성정보를 요약하

다. 150mm인 랜지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높이의 

변화를 통해 두 실험군을 만들었다. 모두 컴팩트 단면으로서 

춤-폭비(H/B) 1.7을 갖는 실험군 A(상 으로 뒤틀림 강

성을 통한 모멘트 달이 작은 경우)와 2.7을 갖는 실험군 B

(상 으로 모멘트 달에 뒤틀림 강성 크게 기여하는 경우)

로 구성하여 실무에서 취 되는 표  단면형상을 포 하고

자 하 다. 실험군 A와 실험군 B의 약축단면모멘트()는 

유사하며, 춤이 높은 실험군 B의 소성단면계수(),웨  

폭두께비()  뒤틀림계수()는 실험군 A에 비해 상

으로 큰 값을 갖는다. 조립에 사용된 HSA800 재의 

인장시험(KS-4호 시험편)에서 얻어진 형  응력도-변형도 

곡선을 Fig.1(c)에 도시하 고 0.2% 오 셋법을 이용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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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ction Information and key properties

Specimen 
S1~S3

(Group A)
S4~S6

(Group B)

Section
properties

(1) Dimension
H-250×150
×15×15

H-400×150
×15×15 

(2) Plastic 
modulus, (

)
710,250 1,379,625

(3) Radius of 
gyration, ()

33.0 29.2

(4) Moment of 
inertia, (

)
8,499,375 8,541,563

(5) Warping 
constant,(

)
1.16× 3.13×

(6) Torsional constant, 
()

601,875 770,625

(7) Flange 
slenderness, 

5.0 (6.2)a 5.0 (6.2)a

(8) Web 
slenderness,

15.0 
(61.7)

a
25.0 

(61.7)
a

Material
strength
()

(9) 
Steel plate

Modulus =200,470

Nominal =650, =800

Measured =775, =860

(10)b

Weld metal
Measured

=788 
(Minimum:745)
=842 

(Range:830~970)

Key 
strainc

(%)

(11) Yield point,  0.388

(12) Strain at 
maximum stress, 

4.5~5.0

(13) Fracture strain,  11.0~12.0

a: Width-to-thickness ratio limits for compact section (AISC 
and KBC code) 

b: Weld metal(K-120TG) spec.
c: KS-1A coupon test result 

Fig. 4 Welding details of built-up section and stiffeners

복  산정 등의 기타 주요 변형도값은 Table 1하단에 정리

하 다. 

3.2 실험체 제작

Fig. 4는 용 제작 실험체 단면  스티  상세를 보여

주고 있다. 웨 의 양측을 5mm씩 45도 개선을 실시한 후 

K-120TG 용 재를 사용하여 부분용입용 으로 제작되었다. 

K-120TG는 HSA800강재에 약간 오버매칭(Over-matching)

되는 럭스코어드아크(Flux Cored Arc Welding, FCAW) 

용 재로 830~970MPa 사이의 인장강도()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하 다. 

반력지 의 스티 는 스티 는 S1~S5 실험체의 경우 

삼면을 5mm 개선한 후 상하부 랜지  웨 와 일체화되

도록 높이 스티 로 제작하 다. S6 실험체의 경우는 

춤스티  사용 시 상되는 부정  향인 소성힌지부 인

장 랜지 열 향과 응력집 을 배제하기 해 부분높이 스티

를 용하 다.

4. 실험체 셋업 

4.1 실험체 셋업

Fig. 5~6은 실험체의 가력조건  횡지지 상세의 셋업을 

보여주고 있다. 횡좌굴 성능 실험을 해 사용된 실험조건은 

행 설계식 도출에 직·간 으로 향을  Lay-Galambos
[12]

 

 Dibley
[14]

의 실험조건을 참고하여, 모멘트구배를 갖는 사

이드스팬()을 두어 동일한 테스트 셋업으로 다양한 

횡지지거리를 갖는 균등모멘트 가력조건이 구 될수 있도록 

고려하 다. 사이드스팬의 길이가 길 경우 의도치 않는 횡좌

굴이 사이드스팬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경간이 짧은 

것이 선호되나, 단거동 등의 향을 고려하여 가력지 길이

()의 S/5~S/6정도의 길이를 갖도록 선정하 다. 

춤스티 를 용한 S1~S5(1차 실험) 실험 시 사이드스

팬의 길이는 610mm로 선정하 으나, 가력지 과 반력지

사이가 근 하여 UTM 부속장비와 반력지  롤러 혼잡으로 

셋업을 한 공간확보에 불리한 측면이 존재하 다. 따라서, 

부분춤스티 를 용한 S6(2차 실험)은 사이드스팬의 길

이를 실험실 바닥 반력지 의 기본이격거리인 150mm를 늘

려 760mm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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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he effective length factor 

(=0.575) between F.E.M and test 

Fig. 5 Test setup and lateral bracing conditions

Fig. 6 Top plan view and effective length factor()

횡지지는 상하부 랜지 모두를 “point bracing”에 가깝게 

하 다(Fig. 6, 8, 9, 15 횡지지 참조) 즉, 실험체의 횡변

와 단면의 비틀림은 구속하고 단면의 뒤틀림은 허용하는 조

건이 용되었다. 횡지지는 등분포모멘트를 갖는 구간 내에 

치하며 유효횡좌굴길이계수() 0.575를 갖는 횡지지조

건과 유효횡좌굴길이계수() 1.0을 갖는 횡지지조건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즉, 횡지지조건 는 인 스팬()에 횡구속 효과에 따

른 유효횡좌굴길이계수가 0.575이므로 테스트스팬()의 

유효횡지지거리는  을 갖는다. 횡지지조건 는 인

스팬()에 의한 구속효과가 없으므로 유효횡좌굴길이계

수가 1.0으로 테스트스팬()의 횡지지거리가 동일하게 

유효횡지지거리(   )가 된다.

유효횡좌굴길이계수 값 =0.575는 Fig. 7(a)에서 보

듯이 유한요소 좌굴해석에 의해 횡좌굴 발생시 약축휨의 변

곡 간 거리로서 산정하 다. 해석은 유한요소해석 로그램 

의 하나인 ABAQUS의 8  고체요소(C3D8R)를 사용

하여 수행하 다. Fig. 7(b)는 계측과 해석에 의한 약축휨의 

변곡 간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계측과 해석에 의한 유효

횡좌굴길이계수()는 체로 일치하나 실험상에서는 횡지

지와 실험체 사이의 조건  횡좌굴 시 횡지지보의 미소

한 변형에 따라 완벽한 비틀림단순지지조건의 구 은 어려워 

계측 값에서 조  더 큰 유효횡좌굴길이계수 값을 보이는 것

으로 악된다. 

한편, Fig. 8과 같이 반력부의 하부는 롤러로 지지했을 뿐 

별도의 지  구속이나 지지상세를 추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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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verall view of test setup

Fig. 9 Location of displacement and strain measurement 

instrument 4.2 계측계획

Fig. 9는 실험체의 횡-비틀림 좌굴을 찰하기 해서 실

험체의 하부 랜지에 설치된 변 계, 상하부 랜지  웨 에 

설치된 변형률계 설치 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부 랜지에 설

치된 변 계는 실험체의 수직처짐  비틀림각() 변화를 

찰하여 횡좌굴 개시 을 포착하는데 사용되었다. 상부 랜지 

변형률계는 길이방향 폭의 좌우변형률 분포를 계측하여 횡-

비틀림정도에 따른 횡곡률분포 등을 찰하 다. 웨  변형률

계는 휨 거동시 평면유지 만족여부 등을 계측하여 횡좌굴이 

면내변형률 변화에 미치는 향 등을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하부 랜지 변형률계는 가력지  하단  앙부에 치

하여 인장변형에 따른 항복  단 등을 찰하 다. 

5. 실험변수 및 결과

5.1 강도, 변형능력 및 파괴모드

Table 2는 횡좌굴 실험체 주요변수  실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2 제5열의 횡좌굴 개시  강도는 횡비틀림좌

굴 발생 시 이 육안으로 측하기 어려우므로 Fig. 10과 같

이 실험체 보 앙에서 계측된 수직변 ()와 비틀림각()

의 계에서 수직변 의 변화에 비해 앙부 단면 비틀림 변

형이 격하게 증가하는 시 을 기 으로 산정되었다. 즉, 기

하학  불완 이 없는 “perfect beam”이라면 임계좌굴 

하  도달이 에는 횡비틀림이  없다가 임계하  도달순

간 횡비틀림 변형이 발생하겠으나 실제보(real beam)의 경

우 기하학  불완 (geometric imperfection)과 가력 시 

편심 등에 의해 Fig. 10과 같은 거동을 보인다. 

즉, 가력 기부터 수직변 의 증가에 따라 미소한 횡비틀

림변형이 수반되다가 임계하  부근을 분기 으로 횡비틀

림변형이 격히 증가하는 거동을 볼 수 있다.

Table 2의 제6열 최 강도는 횡좌굴 이후 변형경화 등에 

의한 추가 인 내력 증가분을 포함한 것이다. Table 2의 제

7열 회 능력은(R)은 Fig. 11과 같이 소성모멘트 강도에서

의 탄성회 각(  )과 모멘트 강도가 최 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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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ey parameters and test results

Specimen 
(1)

Unbraced length
(,mm)

(2)

Effective length 
factor
()
(3)

Effective lateral 
slenderness
( )

(4)

Buckling 
strength
()

(5)

Maximum 
strength
()

(6)

Rotation 
capacity

()
(7)

Group A
=550 kN-m
=15.6
=102.1

S1 2,800 1.0 84.8(5.44)a 0.90 1.00 0.67

S2 2,400 1.0 72.7(4.66)
a 1.01 1.16 3.00

S3 1,800 0.575 31.4(2.01)a 1.08 1.18
2.77

(HAZ crack)

Group B
=1,069 kN-m
=15.6
=90.6

S4 2,800 1.0 95.9(6.15)a 0.66 0.86 Not applied

S5 1,800 0.575 35.5(2.27)a 0.98 1.10 1.32

S6 1,400 0.575 27.6(1.76)a 1.04 1.12 1.77

※ Measured material strengths and effective length factor(   ) were applied to  and  .   
a: Effective unbraced length( ) to unbraced length for plastic moment() ratio. 

(a) Vertical deflection versus torsional 

angle curves(S1~S3)

(b) Vertical deflection versus torsional angle 

curves(S4~S6)

Fig. 10 Determination of the critical buckling point( )

Fig. 11 Definition of rotation capacity

Fig. 12 End rotation versus bending moment curves 

(S1~S3) 

도달한 후 비탄성 변형증가에 따라 소성모멘트강도()로 

하되는 시 까지의 비로 산정되었다. 

Fig. 12, 13은 뒤틀림을 통한 모멘트 달이 작은 실험군 

A의 횡지지거리에 따른 모멘트-단부회 각 곡선  괴모드

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체 S1의 경우 행 설계식에서 제시

하는 소성횡지지거리() 비 5.44(  )배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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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ailure modes(S4~S6)Fig. 13 Failure modes(S1~S3) 

Fig. 14 End rotation versus bending moment curve 

(S4~S6)

지지를 간격으로 횡지지를 한 것이다. 

실험체의 횡좌굴개시 강도()는 소성모멘트()의 

0.90(  )배, 회 능력()은 0.67(  )

을 발휘하 다. 본실험체는   로서 탄성한계횡지

지거리에 가깝게 횡지지된 것으로 Fig. 13에서 보듯이 상당

한 횡-비틀림이 발생하여 괴되었다.

실험체 S2의 경우   거리로 횡지지된 것으로 

  인 S1에 비해 훨씬 뛰어난 강도  변형능력을 

발휘하 다. 즉   와   의 성능을 발휘

하 다. 

실험체 S3의 경우,   의 횡지지를 한 것으로 

  ,   을 발휘하 다.   인 시

에서 실험체의 추가 인 연성거동이 상되었으나 실험체 

우측 가력지  스티  하단 용 부 균열이 발생하여 안정

상의 이유로 실험을 단하 다(Fig. 13). 횡비틀림좌굴 발

생시 은 단부회 각() 2.2(   ) 부근이나 비틀림

의 크기가 작아 실험 종료 후 육안으로는 횡비틀림좌굴을 

찰하기 어려웠다. 에서 논의한 강도는 변 계로 측한 횡

좌굴 개시  강도()이다. 횡좌굴 이후 변형경화 등에 의

한 강도증진분 10~15%를 포함한 최 강도()는 3개 시

험체 모두 소성모멘트 강도를 상회하 다(Table 2 제6열 

참조).

Fig. 14, 15는 뒤틀림을 통한 모멘트 달이 큰 실험군 

B의 모멘트-회 각 곡선  횡좌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체  실험체 S4의 경우   로서 탄성횡좌굴의 

발생이 측되는 실험체로서   의 강도를 발휘

하 다. 실험체 S5는   로서   , 

  의 강도를 발휘하 다. 실험체 S6은   

로서   ,   의 회 능력이 발휘되었다. 

실험군 B 역시 좌굴발생이후 변형경화 등에 의해 10~30%

정도의 강도증진을 볼 수 있다.      

5.2 현행기준의 강도식과의 비교 및 변형능력평가  

Fig. 16은 Table 2에 정리된 횡세장비에 따른 횡좌굴 개

시 의 좌굴강도()를 행 설계식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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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S3 (relatively low warping constant specimens)

(b) S4~S6 (relatively high warping constant specimens)

Fig. 16 Comparison beam strength design curve (AISC 

2010,KBC2009) with experiment results

Fig. 16에서 보듯이 HSA800강재보는 행기 이 제시하는 

강도곡선을 크게 상회하는 강도를 발휘하며, “perfect beam” 

(곧 기하학  불완 과 잔류응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 

보)의 탄성횡좌굴-소성강도(elastic lateral buckling-plastic 

strength curve)에 더욱 일치하는 실험결과 값을 보 다.

즉 제한된 실험결과이긴 하지만, 비탄성 횡좌굴 역의 강

도를 소성모멘트()와 탄성한계모멘트()로서 직선보간

하는 행설계기 의 방식은 HSA800 강재보의 경우 매우 

보수 인 결과를 다. 행 기 의 이러한 보수성은 잔류응

력()을 강종에 상 없이 항복강도의 30%()로 취

하는 것과도 상 이 있어 보인다. 선행연구(Ramussen-Hancock 
[7]

, 이철호 등
[15]

, Lee 등
[16]

)에 의해 잔류응력의 크기는 항

복강도에 무 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는데, HSA800강재 

보의 경우 항복강도 10% 정도로 계측된바가 있다. 이를 반

하여 비탄성 횡좌굴 강도를 규정한다면 행기 의 고강도 

강재에 한 보수성이 일정부분 개선될 수 있다.

강도측면에서는 횡지지거리가 각각 행기  소성횡지지거

리()의 1.76, 2.27, 4.66배로 설계된 비탄성 횡좌굴 

역( ≤  ≤ ) 실험체 S6, S3, S2 모두 소성강도

()를 상회하는 강도를 발 하 다. 이는 HSA800강재가 

비탄성 역에서 높은 비탄성좌굴성능(유효단면강성)을 지니

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음장의 이론 인 고찰을 통해 이

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 실험체는 행기 에 의할 때 비탄성 LTB 역 (즉 

 ≤  ≤ )에 속하므로 소성회 능력에 한 요구조건

이  없었지만 소정의 회 능력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비

탄성회 능력의 존재는 기치 않는 과하  작용시 힘의 재

분배에 의한 구조내력 증진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바람직

한 구조  특성이 분명하다. 같은 스 일로 그려진 Fig. 12 

 14의 비교에서 보듯이 실험군 B의 변형능력이 상 으

로 열등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표 인 로서  

로서   에 비해 훨씬 양호한 횡지지 조건

을 지니는 S6의 경우   으로서 S2의   보다 

미달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실험

군 B는 실험군 A에 비해 뒤틀림에 의한 횡좌굴에 항하는 

성분이 큰 단면형상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횡좌굴 발생 이

후 랜지의 면외 변형이 증 되고 압축 랜지와 연속 으로 

결합된 웨 의 변형까지 야기하여 단면 체의 강성 하를 유

발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험군 A  B에 속하는 실험체 S2,S3  S5,S6 웨 에

서 계측된 변형률 자료를 비교한 결과 뒤틀림 강성에 의존도

가 작은 S2,S3의 계측치는 횡좌굴 이후에도 등휨이론에서 

가정하는 평면유지상태가 유지되었다. 반면 실험체 S5,S6은 

횡좌굴 이후 이런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상부 랜지의 약축 면외변형(곧 뒤틀림 변형)의 결과로

서 웨 에 국부변형이 유입된 때문으로 추측된다(참고로 실

험군 A와 실험군 B의 웨  폭-두께비는 각각 15.0와 25.0

로서 실험군 B가 상 으로 세장하다). 이러한 웨 의 국부

변형은 황좌굴과 상호작용(interaction)하여 실험군 B에서 

측된 조기강도 하  회 능력의 하를 야기한 것으로 

단된다. 이 실험결과는 횡좌굴과 국부좌굴의 상호작용 내지

는 커 링(coupling)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와 련된 본격  

논의는 후속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실험체 S3의 스티  단과 련된 계측사항으로서 

높이스티  하단에 찰된 랜지 변형률은 단부회 각 

2.2(   )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변형률이 격히 증가

하기 시작하여 11% 변형률(인장시편 단 변형률과 일치)에

서 단이 발생하 다. 이는 선행연구(이철호 등[6], Lee 등
[15])에서 지 된 바와 같이 높이스티  사용 시,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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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ypical moment-curvature relationship of 

H-section with SM490 and HSA800 steel

랜지에 용 열 향이 유입되고 항복이후 큰 비탄성변형이 스

티  하단에 집 될 수 있으므로 소성힌지 치에는 가능

하면 부분높이스티 를 이용한 제작이 바람직하다. 본 실험

에서도 부분높이스티 를 사용한 실험체 S6은 실험종국까

지 변형집 이 일어나지 않고, 단 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6. H형강보 비탄성 횡좌굴 거동의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일반강  고강도 강의 응력도-변형도 특성을 

반 한 횡지지거리에 따른 비탄성 횡좌굴 강도식을 해석 으

로 유도한 후 추가 인 고찰을 진행코자 한다. 

6.1 모멘트-곡률관계분석

표 인 일반강으로서 항복참이 존재하는 SM490강재와 

항복참이 없는 HSA800강재의 형  모멘트-곡률 계를 우

선 악할 필요가 있다. Fig. 17은 실험군 A(H-250×150 

×15×15)단면에 각 강재의 표 물성치를 넣어 해석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설계 시 가정한 소성모멘트강도()를 기 으로 단면 내 

곡률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SM490강재는 항복

(≥ ) 이후 항복참구간(  )을 가짐으로 인해서 소성

모멘트 도달시까지 상당한 비탄성변형을 필요로 한다. 소성모

멘트 발 시 은 항복참구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커지며 곡률 

  인 곳에서 발 된다. 

반면 HSA800강재는 SM490강재와 달리 항복참을 거치

지 않고 조기에 변형경화가 발생함에 따라 곡률 

 인 곳에서 소성강도가 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항복참이 없는 고강도 강재의 경우 소성모멘트 발

을 해 일반강재에 비해 상당히 작은 비탄성변형이 필요

하며 항복참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탄성구간( ≤ 

≤)이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음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6.2 횡지지거리 대 횡비틀림좌굴강도 일반관계식의 유도 

본 에서 앞의 모멘트-곡률 계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

하여 항복참이 있는 강재(SM490)와 항복참이 없는 강재

(HSA800)의 소성강도 발 에 필요한 횡지지거리()를 도

출하도록 한다. 소성횡지지거리를 제안을 해서는 비탄성

역에서 단면이 지니는 유효강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비탄성상태의 강재가 보이는 슬립밴드(slip- 

band)거동까지 반 한 유효단면강성법을 응용하여 근하

다. 유효단면강성법은 항복모멘트 이상의 휨을 받아 비탄성상

태의 응력-변형률 보이는 단면의 등가유효강성을 산정하여 

탄성이론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비탄성상태의 소성횡지지거

리(식(6))을 수학 으로 축약하여 표 하면 아래와 같다. 식

(6)은 앞의 Timosenko가 제시한 횡좌굴 강도곡선(식 (1))

을 횡지지거리()의 양함수 형태로 표 하고, 식(7)을 구성

하는 유효약축휨강성  ,유효뒤틀림강성 ,유효비

틀림강성을 재산정하여 비탄성상태에서 합한 횡지지

거리를 도출하고, 횡지지거리  횡좌굴모멘트 강도를 단일식 

형태로 유도하기 함이다. 

 






 (6)

  
    ,   

     (7)

여기서, 은 면내모멘트 강도를 의미하며, 는 유효약

축휨강성,는 유효뒤틀림강성,는 유효비틀림강

성을 의미한다. 

6.2.1 SM490, HSA800 강재 비탄성상태의 선계수

변화

항복참이 있는 강재와 항복참이 없는 강재에 유효강성을 

도출하기 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 강재의 변형률에 따른 비

탄성구간 유효강성계수 값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존재하

다. 항복 참이 있는 강재의 경우, 비탄성구간의 선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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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strain curve(SM490) 

(b) Variation of tangent modulus(SM490)

Fig. 19  Inelastic characteristic and tangent modulus 

variation of SM490 steel for theoretical analysis

(a) Stress-strain curve(HSA800)

(b) Variation of tangent Modulus(HSA800)

Fig. 20  Inelastic characteristic and tangent modulus 

variation of HSA800 steel for theoretical analysis

Fig. 18 Conceptual diagram of slip deformation of steel 

for deriving tangent modulus in a yield plateau region 

정의하기 해 Nadal[17], Donnell[18] 등에 의해 제시된 슬

립밴드 이론을 이용하 다.

슬립밴드 이론은 삼선형 모델에서 항복참구간의 실제 선

계수(  )가 0이 아닌 유한 값을 지닌다는 논리로 

재료공학 으로 잘알려져 있듯이 항복참구간의 변형은 Fig. 

18에서 보듯이 다양한 슬립평면(Slip plane,)이 발생하면

서 나타나는 소성흐름(Plastic flow)의 결과이다. 즉, 슬립

이 발생한 평면이 강재의 소성변형에 기여를 하고, 슬립이 생

기지 않은 면은 강재의 탄성변형에만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

서 강재의 소성변형을 슬립이 발생한 구간의 기여분과 발생

하지 않는 구간의 기여분으로 나 어 항복참구간( ≤ 

≤    )의 평균비탄성계수를 산출하면 0이 아닌 탄성

계수()와 경화 선계수()의 간 값을 가지는 식(8)을 

도출할 수 있다.

   





 

 




(단,  ≤  ≤ ) (8)

여기서, 는 항복참구간에서 선계수, 는 1축인장시편

테이터에서 나타난 항복참구간의 변형률로 항복변형률()과 

변형경화변형률()사이의 값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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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Distribution of strain and tangent modulus of 

SM490 H-section at beam plastic moment() 

슬립밴드이론을 용한 항복참이 있는 SM490강재의 응력

-변형도 곡선  비탄성계수 변화는 Fig. 19와 같이 나타난

다. Fig19(b)에서 보듯이 슬립밴드 이론을 용하면 항복참

구간에서 평균비탄성계수(식(8)) 값이 0이 아닌 탄성계수와 

경화 선계수 간의 값을 지니며 변형률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의 곡선을 보인다. 

반면, 항복참이 없는 강재 선계수는 항복참구간 없이 바

로 변형경화하므로 Fig. 20와 같이 응력-변형률을 미분한 값

(  )으로 비탄성 역의 선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6.2.2 항복참이 존재하는 일반강재의 유효약축단면강성 

앞에서 구한 선계수() 값을 바탕으로 소성모멘트 시 

유효약축단면강성( )은 식 (9)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9)

여기서,  는 곡률변화에 따른 유효약축강성, 는 유

효 선계수를 나타낸다. 

Fig. 21은 항복참이 있는 SM490 강재의 소성모멘트 발

 시 단면 내 변형률, 응력  선계수 값들의 분포를 나타

낸다. 이때의 유효약축단면강성은  식 (10)~(14)와 같이 

표 된다. 

               (10)

    

 

   (11)

    
 

  




  



 



 ×



   (12)

     
  

 




  



 



×



   (13)

     







 




 (14)

여기서,   =탄성상태 웨 의 약축단면강성(식 (11)),

  =항복참구간 웨 의 약축단면강성(식(12)),  

=항복참구간 랜지의 약축단면강성(식 (13)),  =변

형경화상태 랜지의 약축단면강성(식 14))을 나타낸다. 

는 춤 높이,  랜지 폭, 는 랜지 두께, 웨 의 두께

를 나타내며, 는 소성모멘트 도달 시 상부 랜지 변형률

(   )을 정의하기 한 값이며, 는 강재의 항복참길

이로 SM490 강재의 경우 13을 나타내며, 는 변형경화

시의 선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SM490 강재

의 경우 39를 나타낸다. 

6.2.3 항복참이 없는 고강도 강재의 유효약축단면강성 

Fig. 22은 항복참이 없는 HSA800 강재의 소성모멘트 발

 시 단면 내 변형률, 응력  선계수 값들의 분포를 나타

낸다. 이때의 유효약축단면강성은  식 (15)~(18)과 같이 

표 된다.  

            (15)

    

 

   (16)

     

   

  (17)

     

 

  (18)

여기서,   =탄성상태 웨 의 약축단면강성(식(16)), 

  =변형경화구간 웨 의 약축단면강성(식(17)),  

=변형경화구간 랜지의 약축단면강성(식(18))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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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Distribution of strain and tangent modulus of 

HSA800 H-section at beam plastic moment()

Table 3. Comparison of the effective section stiffness 

and lateral slenderness at beam plastic moment()

Section Key results SM490 HSA800

H-250×15
0×15×15

(1) Effective lateral 
bending stiffness,
 [ 

]
× ×

(2) Warping 
stiffness,
 [ 

]
× ×

(3) Torsional 
stiffness,
  [ 

]
4.70×

(4) Lateral 
slenderness()

17.8 20.7

는 항복참이 없는 강재에서 할선에 의한 선계수(Fig. 

22(b))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HSA800 강재의 경우 의 

값을 지닌다.

6.2.4 유효뒤틀림 강성

유효뒤틀림강성은 랜지가 지니는 유효강성

( )을 통해 산출가능한 것으로 SM490강재의 경우 

식(13),(14)를 통해 식 (19a)와 같이 표 가능하다.  

  

          

  (19a)

HSA800강재의 경우는 식 (18)를 통해 식 (19b)와 같이 

표 가능하다. 

  

      

  (19b)

6.2.5 유효비틀림 강성

유효비틀림강성은 식(20)과 같이 탄성비틀림 강성

과 동일한 강성이 유지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선행연구 

Neal
[19]

, Galambos
[20]

에 의해 등분포모멘트와 같이 단면 

내 단력이 없는 경우 재료의 항복과 무 하게 탄성비틀림 

강성이 유지된다고 것을 기 로 용하 다. 

   





  

  

 


 (20)

Table 3은 식(6)~(20)을 실험군 A 단면에 용했을 때

의 유효강성  소성횡세장비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4)에서 보듯이 HSA800강재의 요구되는 횡세장비

는 20.7로 SM490강재에 요구되는 횡세장비 17.8 보다 더 

길더라도 소성강도가 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는, 

소성모멘트 발  시 HSA800강재가 SM490강재에 비해 유

효약축휨강성  ,유효뒤틀림강성이 큰 값을 가지

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항복응력만 고려하는 행기 의 

산정식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거동이다. 

6.3 횡세장비에 따른 횡좌굴 강도곡선 비교 

Fig. 23은 앞서 단면의 유효강성 계산 시 사용했던 Fig. 

22(b)의 할선계수 값이 아닌 Fig. 22(a) 변형률에 따른 실

제 선계수 값(Fig. 19, 20)을 용하여 SM490 강재  

HSA800 강재의 횡세장비  모멘트강도를 구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식 (6)에서 모멘트 강도를 소성모멘트()

에 국한시키지 않고, 단면의 곡률 변화에 따른  역(탄성,

비탄성,소성)에서의 모멘트강도()로 변경, 유효강성을 

입, 반복계산을 실행하면 1개의 식을 통해  역에서의 

횡세장비에 따른 모멘트 강도 곡선이 도시 할 수 있다. 

Fig. 23의 횡세장비에 따른 면내강도곡선를 통해 고강도

(HSA800)와 일반강재(SM490)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고강

도 강재는 항복모멘트가 커짐에 따라 탄성구간(Elast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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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Lateral slenderness ratio versus flexural strength 

curves (H-250*150*15*15, SM490, HSA800)

이 증가하고, 조기에 소성모멘트가 도달함에 따라 비탄성구간

(Inelastic Region)이 짧아지고, 소성모멘트구간(Plasic 

Region)이 증가하는 것을 찰가능하다.  

 결과를 행기 식(AISC-LRFD, KBC-2009)의 소성

횡세장비()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강(SM490)

의 경우 행기 식에 의한 =21.1이고, 본 연구 이론

식에 의한 것은  =17.8로서 행 기 식이 더 

낙 인 값을 다. 반면 고강도 강의 경우, 행식은 

=16.2이고 본 연구 이론식은   =19.9로서 

행식이 도리어 더 보수 인 결과를 다.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행식은 기존 삼

선형 재료모델에 재료의 항복강도변화에 따른 비탄성 거동 

변화 특성을 반 하지 않고 항복강도 제곱근에 반비례 으로 

일 으로 소성횡지지거리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강도 강재는 일반강재와 달리 항복참 없이 항복

이후 조기 변형경화를 발 함에 따라 소성모멘트()발 시 

비탄성유효강성이 일반강재에 비해 크다. 이를 통해 강도발  

측면에서 행식의 HSA800로의 확 ,연장 용은 보수 인 

결과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 다. 한, 비탄성 유효강성

을 설계식에 히 고려한다면 고강도강재(HSA800)강재의 

소성강도 발 을 해 요구되는 횡지지거리가 일반강재

(SM490)강재에 비해 도리어 완화하여 설계가능하며, 행

식을 통해 소성모멘트 이상(≥)의 과강도를 발 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근에 개발된 인장강도 800MPa

 고강도강 조립보의 비탄성 횡좌굴 거동에 한 실험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행 국내외 비탄성 횡좌굴 기

은 분명한 항복참이 존재하는 일반 강재보의 실험을 바탕으

로 제시된 것으로서, 항복참이 존재하지 않고 높은 항복비를 

지니는 고강도 강재의 경우 행 기 의 용성 여부가 우선

으로 검증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1) 실험결과 고강도 강재는 행식 비 상당한 과강도 

 소정의 회 능력을 발휘하 다. 실험에서 보인 좌굴

강도는 완 보(perfect beam)의 탄성횡좌굴-소성강도

곡선에 더욱 일치하는 상을 보 다. 

(2) 회 능력은 뒤틀림강성에 의존가 작은 단면의 경우 횡좌

굴 이후에도 등휨이론에 따른 평면 유지상태가 유지되

어 연성거동이 찰되었다. 하지만, 뒤틀림강성에 의존

도가 큰 실험체의 경우 횡좌굴 이후 횡좌굴 이후 상하

랜지에서 서로 반 방향으로 발생하는 약축휨의 결과로

서 웨 에 국부변형이 유입되어 회 능력이 하되는 것

으로 단되었다. 이는 개방형 단면의 횡좌굴시 횡좌굴

과 웨  국부좌굴과의 상호작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강

도 용시 웨  폭두께비와 련한 추가 인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실험에서 보인 높은 비탄성 좌굴 강도를 유효단면강성법

을 이용하여 해석 으로 분석하 다. 고강도 강재보의 

경우 비탄성 횡좌굴 역에서 유효약축휨강성,유효뒤틀

림강성이 일반강재에 비해 큰 값을 발휘됨이 확인되었

다. 이는 고강도 강재보의 경우 비탄성 모멘트 도달시 

항복참을 거치지 않고 즉시 변형경화하는 특성 때문에 

비탄성 유효강성이 일반강재에 비해 상 으로 크기 때

문이다. 결과 으로 행 기 의 횡지지 거리 산정식을 

고강도 강재보에 그 로 용하면 보수 인 결과로 귀결

된다. 행 기 의 횡지지 거리 산정식은 소재의 항복강

도만 반 할 뿐 항복 후의 물성(가령 항복참의 존재 유무, 

변형경화의 정도)을 반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일반강재와 고강도강재로 제작된 완 보 

각각에 해 탄성, 비탄성, 그리고 소성강도에 이르는 

역에 해 용이 가능한 “횡지지지 거리  횡좌굴

모멘트 강도”를 단일식의 형태로 유도하고 SM490  

HSA800의 물성을 사례로 활용방안을 시하 다. 이 

계식은 비탄성 횡좌굴에 미치는 강재물성의 여러 향

인자를 락없이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특정 강재의 탄소

성물성을 반 한 횡지지거리 산정식의 정립에 기 로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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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칭인장강도 800MPa를 지니는 고강도 강재로 조립된 H형강보의 횡지지거리에 따른 횡비틀림 좌굴강도를 

행 강구조설계기 (KBC 2009, AISC-LRFD 2010)을 바탕으로 평가하 다. 행 기 은 고강도 강재와 응력도-변형도 특성이 확연히 다른 

항복강도 350MPa 이하의 일반강을 제로 정립된 것으로서, 고강도 강재에 한 행 기 의 합성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

의 실험체는 모두 컴팩트 단면으로서 춤-폭비(H/B) 1.7을 갖는 실험군 A(상  뒤틀림 강성을 통한 모멘트 달이 작은 경우)와 2.7을 갖

는 실험군 B(상 으로 모멘트 달에 뒤틀림 강성 크게 기여하는 경우)로 구성하 다. 항복 이후의 응력도-변형도 특성의 향을 받는 비탄

성 횡좌굴 거동이 유발되도록 횡지지거리를 제어하면서 횡지지 구간 내에 균등모멘트가 작용하도록 가력하 다. 두 실험군 모두 행 기 에 

요구하는 강도를 충분히 상회하 고, 특히 뒤틀림 거동을 통한 모멘트 달이 크지 않은 실험군 A의 일부실험체는 소성설계에서 요구하는 수

의 회 능력까지 발휘하 다. 이들 실험결과는 행 기 을 고강도 강재에 보수 으로 확 하여 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실험결과를 좀 

더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 일반강  고강도강의 응력도-변형도 특성을 고려한 H형강보의 횡지지거리에 따른 비탄성 횡좌굴강도 산정식을 

유효 선계수를 반 하여 해석 으로 유도하 다. 이를 통해 소재의 항복강도와 탄성계수만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행 기 의 소성횡지지거리

() 제한식은, 항복참(yield plateau)없이 즉시 변형경화하는 고강도 강재에 용하는 경우 보수 인 결과로 귀결됨을 입증하 다. 비탄성 

횡좌굴 제어를 한 횡지지거리는 소재의 항복강도 뿐만 아니라 항복 이후의 변형경화특성까지 반 하여 정의되는 타당하므로 이에 한 개선

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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