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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 도장용 블라스트 표면처리에 의한

용 이음의 피로강도 향상

ImprovingFatigueStrengthofWeldJoints

byBlastCleaningusedinPaintingSteelBridge

김 인 태1)† ․ 정 수2) ․ 이 동 욱3)

Kim,InTae Jung,YoungSoo Lee,DongUk

요 약： 강교 제작에는 녹,흑피 등의 이물질 제거 도료의 부착성 증 를 하여 도장 블라스트 표면처리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강교 도장용 블라스트 처리가 용 이음의 피로강도에 미치는 향에 한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교 제작시

사용되는 블라스트 처리조건에 의한 압축잔류응력 도입량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압축잔류응력에 의한 용 이음의 피로강도 향상 정도를 검

토하기 하여,먼 국내 7개 강구조물 제작사의 블라스트 처리조건을 조사하 다.이를 근거로 도출한 10가지의 블라스트 처리조건별 알

멘스트립의 아크하이트와 강재시편의 표면조도,경도 잔류응력을 측정하여,이들 측정값과 블라스트 처리조건들과의 상 계를 검토하여,

아크하이트 측정으로 압축잔류응력을 근사 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그리고 블라스트 처리 ·후의 맞 기 용 이음의 압축잔류

응력 측정과 피로시험을 실시하여,블라스트 처리에 의해 맞 기 용 이음부의 용 지단부에는 약 170MPa이상의 압축잔류응력이 발생하

으며,이로 인하여 맞 기 용 이음의 피로강도는 용 부가 없는 원 강재 이상으로 크게 향상됨을 확인하 다.

ABSTRACT： Inthefabricationofsteelbridges,blastcleaningpriortopaintingiscarriedoutonthesteelmembersto

cleantheforgedsurfaceandtoincreasetheadhesivepropertyoftheappliedpaintingsystems.Theeffectofblast

cleaningonthefatiguestrengthimprovementoftheweldjoints,however,isnotclear.Inthisstudy,Almenstripsand

steelspecimenswereblast-treated,conformingtotentypesofblast-cleaningconditionsdeductedfrom theblast-cleaning

conditionsofsevensteelstructurefabricationcompanies.Thearcheight,roughness,hardness,andcompressiveresidual

stressweremeasuredbeforeandaftertheimplementation oftheten blast-cleaningmethods,andtherelationship

betweentheblastconditionsandthemeasuredvalueswasstudied.Thegeometryoftheweldtoeandthecompressive

residualstressneartheweldtoewerealsomeasuredbeforeandaftertheblastcleaningofthebutt-weldedjoints,and

fatiguetestswerecarriedoutonthebuttweldjoints.Thetestresultsshowedthatblastcleaningsignificantlyincreases

thefatiguestrengthandlimit.

핵 심 용 어 :강구조물,도장,피로,블라스트 처리,피로강도 향상

KEYWORDS:steelstructure,painting,fatigue,blastcleaning,improvingfatiguestrength

                                                                                                                      

1.서 론

쇼트 피닝(Shotpeening)가공 방법은 속의 표면에 쇼

트볼(Shotball)이라는 강구(Steelball)를 고속으로 투사하

여 속 표면을 해머링(Hammering)하는 일종의 냉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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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쇼트 피닝은 피로 강도 향상을 한 쇼트 피닝,표면

의 도장 품질 향상과 조도,덧살(Burr)제거를 한 쇼트 블

라스트,가공시 변형특성을 이용하여 재를 성형하는 핀 포

(Peenforming)으로 크게 세분화 할 수 있다(정성균 등,

2001).4)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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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는 그림 1과 같은 제작 단계를 거쳐 제작되고 있다.우

리나라에서는 1980년 부터 강교 제작시 원 표면처리와 2

차 표면처리 단계에서 쇼트 블라스트 처리( 는 블라스트 처

리,블라스트 세정이라 불림)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그리고

도로교 표 시방서(2005)에는 강재 표면을 불활성(안정화)

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키고,부착 생성된 이물질을 완 히

제거하여 표면의 조도를 형성시켜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기

하여 도장 에 블라스트 처리법에 의한 표면 처리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1.강교의 제작 단계

그림 2.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압축잔류응력 도입

블라스트 표면처리는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압축공기

에 의해 쇼트 볼(Shotball)이나 그릿(Grit)의 속 연마재

가 속표면에 고속으로 충돌하면서 이때 쇼트볼의 운동에

지가 순간 으로 재료의 표면에 소성 변형을 주고 표면에서

이탈한다.연마재와 충돌 후 표면층에는 요철이 발생하며 표

면에 얇은 소성 변형층을 형성하며 탄소성층의 경계를 형성

하게 된다.이 층에는 늘어난 표면층을 늘어나기 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 표면에는 압축잔류응력이 내

부에는 인장 잔류응력으로 평형을 이루게 된다(정성균 등,

2001).

자동차,철도차량 항공기 부품 등의 피로강도 향상을 목

으로 쇼트 피닝 가공을 실시하고 있는 기계 항공분야에

서는 다양한 속 재료 부품과 쇼트볼을 상으로 쇼트피

닝 가공조건,쇼트볼선정,압축잔류응력,피로강도향상 등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종규 등,1997;이승호

등,1999).그러나 건설분야에 있어서의 블라스트 처리는 강

교와 같은 형 강구조물의 표면세정을 목 으로 실시되고

있어,블라스트 처리조건,압축잔류응력,피로강도 향상 등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이에 자는 블라스트 처리

된 면외거셋 용 이음(김인태 등,2008)과 십자형 필렛용

이음(김인태 등,2009)의 피로실험을 실시하여,도장 표

면세정을 목 으로 실시되고 있는 블라스트 처리에 의해 이

들 용 이음의 피로한도가 1.5배 이상 크게 향상됨을 확인하

다.

강교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도장 블라스트 표면처리는

도장 품질 확보를 한 표면 세정정도와 표면조도를 확보하

기 하여,제작사에 따라 다양한 블라스트 처리조건들이 사

용되고 있다.따라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블라스트 처

리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압축잔류응력이 도입되며,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피로강도 향상 효과를 기 할 수 있는지

에 한 정량 인 검토가 필요하며,이와 더불어 블라스트 표

면처리가 부재에 일정하고 재 성 있도록 하기 한 지표 설

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 국내 7개 강구조물 제작사에 강교 제

작시 사용되고 있는 블라스트 처리조건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이를 근거로 도출한 10가지 블라스트 처리조건 하

에서의 아크하이트,표면조도,경도,잔류응력을 측정하여 아

크하이트와 압축잔류응력과의 상 계를 정량화 하 다.그

리고 실제 강교 제작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 인 블라스

트 처리조건을 도출하여,블라스트 처리 ·후의 맞 기 용

이음의 압축잔류응력 측정과 피로실험을 실시하여,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피로강도 향상 정도를 확인하 다.

2.블라스트 처리조건의 향에 한 검토

2.1강교 도장용 블라스트 처리조건 도출

도로교 표 시방서(2005)에는 강교 제작시 도장 블라스

트 표면처리는 표면처리 등 이 SSPC-SP10( 나 속 블라

스트 세정) 는 Sa2.5이상이어야 하며,표면 처리된 강

의 표면조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25∼75μm을 기 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해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ball)에서 0.7∼1.2mm으

로,노즐의 직경은 일반 으로 8∼10mm를 사용하고 연마재

의 분사거리는 강 의 경우에 300mm로 하며,연마재의 분

사각도는 피도물에 하여 50∼60°정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 표 시방서 규정(표면처리 등 SSPC-SP10과 표

면조도 25∼75μm)을 만족시키기 해,국내 강교 제작사에

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장 블라스트 처리조건을 조사

하기 하여,두산메카텍, 스틸산업 등의 7개 강구조물

제작사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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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조건

처리조건

분사압력

(kgf/cm2)

연마재 입경(mm) 혼합비율(%)
시편기호 시편 사용개수

Shotball Grit Shotball Grit

1 6∼7 0.7 - 100 - A-AO

각각 알멘스트립 3개와

강재시편 1개씩

2 6∼7 1.0 - 100 - A-BO

3 6∼7 0.7 0.7 30 70 A-AA

4 6∼7 1.0 0.7 30 70 A-BA

5 6∼7 - 0.7 - 100 A-OA

6 7∼8 0.7 - 100 - B-AO

7 7∼8 1.0 - 100 - B-BO

8 7∼8 0.7 0.7 30 70 B-AA

9 7∼8 1.0 0.7 30 70 B-BA

10 7∼8 - 0.7 - 100 B-OA

표 2.도출된 블라스트 처리조건

제작사

처리조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분사압력(kgf/cm2) 5∼7 7.6∼7.8 약 7.5 7∼8 6.5∼7.2 약 8.0 약 7.0

연마재 종류 주강 쇼트(Steelshot),주강 그릿(Steelgrit)

연마재

입경(mm)

Shotball 1.0 0.7 1.0 1.0 0.3∼0.7 0.5∼1.0 1.0

Grit - - 0.7 0.7 - - 0.5

연마재

혼합비율(%)

Shotball 30 50 60 60 30 30 30

Grit 70 50 40 40 70 70 70

노즐 구경(mm) 8∼10 14 12.7 16 10 10 12∼14

분사 각도(°) 50∼60 60∼75 60 50∼80 50∼60 60 50∼60

분사 거리(mm) 300 300∼600 300 1200 400 300 300

분사 시간(min) 5 2 39m2/hr 24m2/hr 7 10 5

표면 처리횟수(회) 2 2 2 2 2 2 2

목표 표면 조도(μm) 40∼70 75∼110 50∼80 50∼60 40∼75 30∼75 25∼75

‘-’:무응답 는 특별한 기 이 없다고 답한 경우.

표 1.국내 강구조물 제작사의 블라스트 처리조건에 한 설문조사 결과

표 1과 같다.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쇼트볼과 그릿의 분

사 압력(공기 압축력)은 6.5∼8.0kgf/cm2,연마재는 주강

쇼트와 주강 그릿,연마재의 입경은 0.3∼1.0mm,그리고

쇼트볼과 그릿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

고 분사각도는 50∼80°,분사거리는 300∼1200mm 다.

연마재의 분사시간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경험 으

로 약 2분∼약 10분정도로 하고 있으며,표면 처리횟수는 2

회로 표면처리 후의 표면 조도는 25∼75μm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강교 제작시 사용되고 있는 블라스트 처리 장치는 주

로 분사압력이 kgf/cm
2
단 로 되어 있어,본 논문에서는

MPa 신 kgf/cm2로 분사압력을 표기한다.

본 실험에서는 의 블라스트 처리조건 연마재의 분사압

력,연마재의 입경 쇼트볼과 그릿의 혼합비율을 라메타

로 하여,이들 조건들이 알멘 스트립의 아크하이트와 강재 시

편의 표면조도,경도 압축잔류응력 발생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다.

본 실험에서는 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연마재의 분사압

력은 6∼7kgf/cm2과 7∼8kgf/cm2로,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ball)의 경우 0.7mm와 1.0mm로,그리고 그릿

(Grit)은 0.7mm로 하 으며, 혼합비율(쇼트볼:그릿)은

100:0,30:70,0:100으로 하여,총 10가지의 블라스트 표

면처리 조건을 설정하 다.이들 10가지 조건으로 표면 처리

된 알멘 스트립과 강재 시편은 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분

사압력과 연마재입경,혼합비율을 기 으로 표기한다.즉 첫

번째 알 벳은 분사압력을 기 으로 6∼7kgf/cm
2
과 7∼

8kgf/cm2를 각각 ‘A’와 ‘B’로 표시하고,‘-’기호 다음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알 벳은 각각 쇼트볼과 그릿의 입경을 기

으로 0.7mm와 1.0mm을 각각 ‘A’와 ‘B’로 표시하 다.그

리고 쇼트볼 는 그릿이 사용 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와 세 번째 알 벳을 ‘O’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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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편 제작

쇼트 피닝 강도는 쇼트 피닝의 가공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쇼트볼의 속도,경도,크기,투사각,무게 등에 따라 변하며,

아크하이트(Archeight)와 커버리지(Coverage)로 표시한다.

아크하이트는 SAE(SocietyofAutomotiveEngineers)규

격에 의해 세계 공통 인 단 로 사용되고 있다.아크하이트의

측정에는 알멘 스트립이 사용되며,쇼트 피닝 가공하지 않은

알멘스트립(시편)을 속 블록에 고정하고,정해진 시간 동안

쇼트 피닝 가공 처리하고 블록에서 알멘스트립을 제거한 후

에 쇼트 피닝 충격에 의한 압축잔류응력과 표면 소성 변형으

로 인해 알멘 스트립은 쇼트피닝 가공된 표면으로 볼록하게

된다.이 곡면의 높이를 알멘 게이지(Almengauge)로 측정

하여,이를 아크하이트(Archeight)라고 한다(그림 3참조).

그림 3.아크하이트 측정 흐름

그림4.알멘스트립(상)과강재시편(하)형상(단 mm)

그림 5.에어 블라스트 처리장비 캐비넷 내부

아크하이트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얇은 박 에 쇼트볼이 투

사될 때 쇼트볼이 충격되는 부분에서는 표면층이 늘어나려는

성질을 가지고,쇼트볼이 충격되지 않은 반 면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표면과 반 면 간의 인장과 압축력이 작

용하게 되어 굽어지는데 알멘 스트립은 쇼트볼 투사면의 피

닝 강도를 나타내게 된다.

노즐구경(mm) 분사각도(°) 목표 커버리지 분사시간(분)

10 60∼80 95% 이상 2

표 3.블라스트 처리조건

(a)변형률 게이지의 부착 치

(b)최종 단 후의 형상

그림 6.강재 시편의 잔류응력 측정

본 실험에서 표 2의 10가지 블라스트 처리조건하의 아크하

이트,표면조도,경도 압축잔류응력을 측정하기 하여,

각 처리조건에 해 알멘 스트립(‘A'strip)3개씩 총 30개

와 용 구조용 강재(SM400B)시편 1개씩 총 10개의 시편

을 비하 다.알멘 스트립과 강재 시편의 형상은 그림 4와

같다.

2.3블라스트 처리와 측정

그림 5에 나타낸 캐비넷식 에어 블라스트 처리장치에 각각

알멘 스트립을 고정시킨 알멘 블록 3개와 강재 시편 1개을

넣고,표 2에 나타낸 표면처리 10가지 조건에 따라 블라스트

처리를 하 다.여기서 노즐구경,분사각도 분사시간은 표

3과 같이 일정하게 하 다.

각 조건별로 블라스트 처리된 알멘 스트립 3개의 아크하이

트를 측정하 고,강재 시편 표면의 3 역(좌측, 앙,우측)

에서 표면 거칠기를 각각 3회씩 측정하 다.그리고 로크웰

경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강재 시편 표면의 2 역(좌측,우

측)의 경도를 각각 3회씩 측정하 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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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블라스트 처리조건별 아크하이트

처리조건

시편기호

아크하이트(mm) 표면조도(μm) 로크웰경도(HRB) 압축잔류응력(MPa)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A-AO 0.283 0.019 50.9 8.7 75.5 0.8 133.6 14.3

A-BO 0.367 0.030 49.5 8.8 71.9 2.5 147.7 21.6

A-AA 0.308 0.009 67.6 14.6 71.7 2.7 149.8 10.5

A-BA 0.283 0.009 62.6 8.1 73.6 1.9 144.6 27.6

A-OA 0.237 0.012 69.2 8.1 72.7 1.7 118.4 18.2

B-AO 0.330 0.022 62.2 16.9 74.3 1.0 205.1 29.4

B-BO 0.347 0.023 53.1 11.1 75.7 1.0 214.2 8.5

B-AA 0.305 0.020 60.5 10.3 72.1 2.2 162.8 8.8

B-BA 0.297 0.004 60.9 14.4 73.3 3.7 162.2 19.0

B-OA 0.257 0.009 76.8 7.5 70.8 1.6 146.2 34.6

NonBlast 0.00 - - - 68.0 - 43.7 75.4

여기서 평균은 산술평균이며,편차는 표 편차임.

표 4.블라스트 처리조건별 측정 결과

측정한 아크하이트,표면조도(Rmax) 경도의 산술 평균값

과 표 편차를 표 4에 정리하 다.

각 블라스트 처리조건별 표면잔류응력을 측정하기 하여,

그림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블라스트 처리된 강재 시편의

앙부에 종방향으로 일축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 다.여기서

변형률 게이지는 폭 방향으로 5개를 약 9mm 간격으로 부착

하 다.그리고 각 변형률 게이지에 근 하여 횡방향으로 두

께를 단하고 변형률 게이지 사이를 종방향으로 단한 후,

최종 으로 변형률 게이지 부착 표면으로부터 두께 2mm 하

단부를 단하여 변형률 게이지 부근의 응력을 완화시키는

단법으로 단 ·후의 변형율 변화로 잔류응력을 측정하

다.잔류응력 측정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블라스트 처리

를 하지 않은 원 강재 시편의 로크웰 경도와 잔류응력도

측정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2.4측정 결과

블라스트 처리조건별로 측정된 알멘 스트립의 아크하이트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먼 분사압력을 6∼7kgf/cm
2
로 처리

한 알멘 스트립(A type시편)의 경우,평균 아크하이트는

A-OA,A-AO와 A-BA,A-AA,A-BO의 순으로 증가하

다.그리고 분사압력이 7∼8kgf/cm2인 경우(Btype시편)

도 A type시편과 유사하게 아크하이트는 B-OA,B-BA,

B-AA,B-AO,B-BO의 순으로 증가하 다.따라서 쇼트볼

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그릿의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아크하이트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라스트 처리 조건별 강재 시편의 표면조도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앞의 표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B-OA시편(7∼

8kgf/cm2,0.7mm 그릿만 사용)의 경우에 평균 표면조도가

도로교표 시방서(2005)에서 권장하고 있는 25∼75μm의

범 를 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쇼트 볼만 사용

한 경우에 비하여 그릿의 혼합율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조도

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 경도는 표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블라스트 처리 의

강재 시편의 로크웰 경도는 68HRB이며,10가지의 블라스

트 처리에 의해 표면 경도는 70∼76HRB로 3∼11%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블라스트 처리조건 별 압축잔류응력을 그림 9에 나타내었

다.먼 표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블라스트 처리되지 않은

원 강재의 평균 압축잔류응력은 44MPa이었다.이와 비교

하여 본 실험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10가지 블라스트 처리

에 의해 강재 표면에는 118MPa이상의 압축잔류응력이 발생

하 다.그림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평균 압축잔류응력은 쇼

트볼의 직경과 분사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으며,그릿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따라서 분산

압력을 6∼7kgf/cm
2
이상,그리고 0.7mm 이상의 쇼트볼과

그릿을 혼합하여 블라스트 처리하면 표 4에 나타낸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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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블라스트 처리조건별 표면조도

그림 9.블라스트 처리조건별 압축잔류응력

이 145MPa이상의 평균 압축잔류응력 도입을 기 할 수 있

을 것이다.

블라스트 처리 강도는 쇼트 피닝과 동일하게 아크하이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강교 도장용 블라스트 처리는

표면 세정을 목 으로 실시되고 있어,강재의 정 강도 는

피로강도 향상의 에서 검토된 사례가 없었다.그리고 블

라스트 처리에 의한 압축잔류응력 도입량을 일정하고 재 성

있도록 하기 한 지표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여기서는 블라스트 처리한 알멘 스트립의 아크하이트와 강재

시편의 잔류응력 측정결과를 근거로,아크하이트와 압축잔류

응력과의 상 계를 정량 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블라스트

처리조건별 알멘 스트립의 아크하이트와 강재 시편의 압축잔

류응력의 측정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아크하이트(h)

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잔류응력(fresidual)도 선형 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아크하이트의 증가에 따

른 압축잔류응력의 증가율은 Atype시편(6∼7kgf/cm2)보

다 B type시편(분사압력 7∼8kgf/cm2)에서 크게 나타났

다.Atype와 Btype시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소자승

법으로 계산한 평균회귀곡선식은 각각 아래 식(1)과 식(2)와

같다.

그림 10.아크하이트와 압축잔류응력과의 상 계

Atype시편;

       (1)

Btype시편;

       (2)

그림 10에 ‘△’기호로 나타낸 데이터는 다음 3장에서 후술

하는 맞 기 용 이음 시편의 블라스트 처리(분사압력 7∼8

kgf/cm2)시 측정한 알멘 스트립의 아크하이트와 맞 기 용

이음 용 지단부의 압축잔류응력 데이터이다.그림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맞 기 용 이음의 데이터는 강재시편과

유사하게 아크하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잔류응력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며,Btype시편의 평균회귀곡선과의 결정

계수 0.72로 상 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알멘 스

트립의 아크하이트는 평 강재뿐만 아니라,용 이음 지단부

에 도입되는 압축잔류응력의 근사 추정에도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강교 제작에 있어 블라스트 처리

시 강부재와 알멘 스트립을 동시에 블라스트 처리하고 아크

하이트를 측정하여,이를 지표로 압축잔류응력 도입량을 일정

하고 재 성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3.맞 기 용 이음의 피로실험

3.1시편 제작

앞에서 블라스트 처리에 의해 원 강재 표면에 압축잔류응

력이 도입됨을 확인하 다.이와 더불어 블라스트 처리에 의해

용 이음의 용 지단부에 어느 정도의 압축잔류응력이 도입되

고,이로 인하여 피로강도가 어느 정도로 향상되는지를 실험

으로 확인하기 하여 그림 11에 나타낸 맞 기 용 이음 시

편을 제작하여 피로실험을 실시하 다.강 의 강종은 구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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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SM520B이며,용 은 자동 럭스코어드 아크용 법

(FCAW)으로 맞 기 용 하 다.용 조건은 표 5와 같다.

그림 11.맞 기 용 이음 시편의 형상(단 mm)

그림 12.맞 기 용 강 에서 시편 취

사용
용 법

용 의 종류
압

(Volt)
류

(Amp)
용 속도
(cm/min)

FCAW M-12K(4.0mm) 32 550 15

표 5.용 조건

용 이음 시편 제작에서는 먼 두 개의 강 (300mm×

1500mm)을 가용 한 후,양면 자동용 으로 맞 기 용 하

다.그리고 그림 12와 같이 그림 11의 맞 기 용 시편을

12개 취하 다.이와 같은 과정을 3번 반복하여 총 36개

의 맞 기 용 이음 시편을 제작하 다.

3.2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용 지단부의 형상 개선 효과

블라스트 표면처리에서 압축공기에 의해 쇼트볼과 그릿을

용 지단부에 고속으로 투사하여 충돌시키면,이로 인한 용

지단부의 형상 개선 효과가 기 된다.

본 맞 기 용 이음에 있어 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용 지단

부의 형상개선 효과를 검토하기 하여 그림 13에 나타낸 것

과 같이 맞 기 시험편을 폭 20mm,길이 100mm로 단한

후 링 가공하여 폭 15mm의 소형 시편 5개을 취하 다.

먼 3차원 학형상측정기를 이용하여 각 소형시편의 3차원

형상을 0.1×0.1mm 간격으로 측정하 다.그리고 각 소형시

편은 앞의 블라스트 처리조건 10가지 A-AA,A-BA,

B-AO,B-BO,B-AA의 5가지로 블라스트 처리한 후 다시

3차원 형상을 측정하 다.

그림 13.소형 시편 취(단 mm)

그림 14.블라스트 처리 ·후의 표면형상

그림 15.해석모델과 해석결과

그림 14에 나타낸 블라스트 처리 ·후 소형시편의 3차원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응력해석 모델(Solid요소 사

용)을 만들고,상용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COSMOS을 이

용하여 탄성응력해석을 실시하 다.응력해석 모델에 있어 용

지단부의 Solid요소의 최소 크기는 0.1×0.1×0.1mm로 하

다(그림 15참조).최종 으로 탄성응력해석 결과로부터

블라스트 처리 ·후의 소형시편 용 지단부의 응력집 계수

를 계산하 다.

각 소형시편 별 응력집 계수는 폭 15mm의 양쪽 단부 약

3mm을 제외하고 1mm 간격으로 용 지단부 10개소의 응

력집 계수를 도출하 다.5가지 블라스트 처리 ․후 응력

집 계수의 평균값과 표 편차를 표 6에 나타내었다.표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5가지 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용 지단부의

응력집 계수 감소율을 1%미만으로,응력집 완화로 인한

블라스트 처리된 용 이음의 피로강도 향상은 기 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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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맞 기 용 이음의 피로시험 결과(S-Ncurve)

처리유무

시편기호

처리 처리후 평균

감소율(%)평균 편차 평균 편차

A-AA 2.056 0.102 2.038 0.025 0.89

A-BA 2.011 0.097 2.013 0.049 -0.12

B-AO 2.063 0.089 2.056 0.046 0.36

B-BO 2.006 0.031 2.006 0.048 -0.02

B-AA 1.967 0.077 1.967 0.089 0.01

표 6.블라스트 처리 ․후의 응력집 계수

그림 16.맞 기 용 이음의 잔류응력 측정결과

3.3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압축잔류응력 도입 효과

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압축잔류응력의 도입 정도를 정량화

하기 하여 맞 기 용 이음 시편 1개와 각각 B-AA,

B-AO,B-BO의 블라스트 처리조건에 의해 블라스트 처리

한 맞 기 용 이음 시편 3개의 잔류응력을 측정하 다.잔

류응력은 용 지단부에 2mm떨어진 치에 시편 폭 방향의

약 10mm 간격으로,종방향으로 일축 변형률 게이지 9개를

부착하고 앞에서 설명한 단법을 이용하여 잔류응력을 측정

하 다.반복하 재하 방향(종방향)의 잔류응력 측정결과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블라스트 처리를 하지 않은 맞 기

용 이음 시편의 용 지단부 평균 잔류응력은 76.3MPa(인

장),최 압축잔류응력은 122.2MPa,최 인장잔류응력은

298.4MPa이 측정되었다.시편 양측면에서는 인장잔류응력

이,그 내측에는 압축잔류응력이,그리고 시편 앙부에는 인

장잔류응력이 측정되었다.이와 비교하여 B-A0,B-B0,

B-AA로 처리한 맞 기 용 이음 지단부에는 각각 134.5∼

194.0MPa(평균 173.5 MPa),195.7∼270.0MPa(평균

225.8MPa),193.2∼270.4MPa(평균 241.7MPa)의 압축

잔류응력이 측정되었다.따라서 이들 3가지 블라스트 처리에

의해 174MPa이상의 평균 압축잔류응력이 도입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4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피로강도 향상 효과

블라스트 처리를 실시하면 용 지단부의 형상 개선과 압축

잔류응력 도입에 의한 용 이음의 피로강도 향상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김인태 등,2008).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이

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용 지단부의 형상 개선에 따른 응

력집 완화 정도가 미소하여,블라스트 처리된 맞 기 용

이음의 피로강도가 향상된다면 이는 블라스트 처리에 의해

도입된 압축잔류응력에 기인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블라스트 처리 압축응력 도입에 의해 맞

기 용 이음의 피로강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맞 기 용 이음 시편의 피로실험을

실시하 다.

피로시험에는 블라스트 처리를 실시 않은 용 그 로의 시

험편(AW 시편)4개와 앞의 B-AA로 블라스트 처리한 시편

4개를 사용하 다.블라스트 처리조건은 설문조사 결과,실

제 강구조물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블라스트 처리조건들을

표할 수 있다고 단되며,앞의 블라스트 처리조건 10가지

에서 평균 인 압축잔류응력이 도입된 B-AA(분사압력 7

∼8kgf/cm
2
,쇼트볼 입경 0.7mm,그릿 입경 0.7mm,쇼

트볼과 그릿의 혼합비율 30:70)로 선택하 다.블라스트 처

리에 사용된 노즐구경,분사각도,분사시간은 앞의 표 3과

동일하게 하 다.

피로실험에서의 반복 응력범 는 200, 250, 300,

350MPa로 설정하고,최 반복회수는 300만회로 하 다.

피로실험 결과는 그림 17에 S-N선도로 나타내었다.본 피로

실험에서 사용한 맞 기 용 이음은 피로설계등 C등 으로

분류된다(도로교 설계 기 ,2005).블라스트 처리 ·후의

피로실험결과 데이터는 C등 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표면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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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용 이음(AW)시편의 피로실험 데이터는 B등 을 상

회하고 있다.그리고 300만회까지 피로 괴가 발생하지 않은

응력범 를 피로한도(Fatiguelimit)라 하면,블라스트 표면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맞 기 용 이음 시편의 피로한도는

200MPa이상임을 알 수 있다.

블라스트 처리한 맞 기 용 이음(B-AA)시편의 피로실험

의 경우,응력범 250MPa에서 300만회까지 피로균열 발

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응력범 350MPa에서도 300만회

까지 피로균열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피로실험을 종료하 다.

따라서 응력범 250MPa와 350MPa에서 블라스트 처리에

의해 맞 기 용 이음의 피로수명은 각각 7배와 20배 이상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블라스트 처리에 의해 피로

한도는 약 1.75배 이상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맞 기 용 이음의 피로강도 향상 정

도를 검토하기 하여 용 을 실시하지 않은 원 강재(피로

설계 A 등 )의 피로실험 데이터(Muranaka et al.,

1998)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무용 평 강재 데이터와

본 실험의 B-AA데이터를 비교하면,B-AA로 블라스트 처

리된 맞 기 용 이음의 피로강도는 무용 평 강재보다도

높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B-AA블라스트 처리(193.2∼

270.4MPa의 압축잔류응력 도입)에 의해 맞 기 용 이음의

피로강도는 B등 에서 무용 평 강재의 피로강도 이상으

로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용 이음의 피로강도 향상

자는 블라스트 처리된 면외거셋 용 이음의 피로실험(김

인태 등,2008)과 블라스트 처리된 십자형 필렛용 이음의

피로실험(김인태 등,2009)를 통하여 각각 약 90MPa과

80MPa의 압축잔류응력 도입에 의해 피로한도(천만회 피로

강도)가 1.67배와 1.5배 이상 증가함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앞의 2.3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재 강교 제작에 사

용되고 있는 블라스트 조건(분사압력 6∼8kgf/cm
2
,0.7mm

이상의 쇼트볼과 그릿을 혼합사용)에 따라 표면처리를 실시

할 경우,약 145MPa이상의 표면 압축잔류응력 도입을 기

할 수 있다.따라서 기존의 면외거셋과 십자형 필렛 용 의

피로실험결과와 본 실험 결과를 근거로, 재 강교 제작시 사

용되고 있는 블라스트 표면처리에 의해 용 이음의 피로한도

는 약 1.5배 이상 크게 향상될 것으로 단된다.

강교 제작의 블라스트 처리 시,강부재와 함께 알멘 스트립

을 블라스트 처리하여 아크하이트를 측정함으로서,피로강도

향상을 한 블라스트 처리 정도를 일정하고 재 성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이는 공용 인 강교의 경우에도 정

기 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 도장시의 표면처리에 블라스트

표면처리 방법을 용하여,피로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재 국내·외의 강구조물의 피로설계 조사에 사용되고 있

는 도로교설계기 (2005),AASHTO(2007),JSSC(1993),

IIW(1995)등의 피로설계지침은 블라스트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용 이음시편의 피로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용 이음 형

식에 따른 피로설계등 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최근 강교

제작시 블라스트 표면처리가 규정화 되어 있는 을 고려하여,

향후 블라스트 처리된 용 이음의 피로실험결과 축 이를

근거로 한 용 이음의 피로설계 등 의 재평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7개 강구조물 제작사의 블라스트 처리조건

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이를 근거로 도출한 10가지

블라스트 처리조건에 의한 알멘 스트립의 아크하이트와 강재

시편의 표면조도,경도 잔류응력을 측정하 다.그리고 블

라스트 표면처리 ·후의 맞 기 용 이음의 압축잔류응력 측

정과 피로실험을 실시하여,블라스트 처리에 의한 피로강도

향상 효과에 해 검토하 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블라스트처리조건에있어연마재로쇼트볼(Shotball)

만 사용,쇼트볼과 그릿의 혼합비율 30:70로 사용,그

릿(Grit)만 사용한 경우,그릿(Grit)의 혼합비율이 증

가함에따라표면조도는증가하고,아크하이트는감소하

는경향을보 다.

(2)블라스트처리에의한알멘스트립의아크하이트와강재

표면에발생한압축잔류응력은식(1)과식(2)로정식화

할 수있다.따라서블라스트 처리 시알멘스트립의아

크하이트를측정하여,강재의압축잔류응력도입량을근

사 으로추정할수있을것이다.

(3)블라스트 처리시,분사압력이 6∼8kgf/cm
2
,쇼트볼과

그릿의 입경이 0.7 는 1.0mm,쇼트 볼과 그릿의 혼

합비율이30:70인경우,블라스트처리에의해강재표

면에는 144.6∼162.8MPa의 압축잔류응력이 도입되

었다.

(4)블라스트 처리에 의해 맞 기 용 이음의 피로강도는

250MPa와 350MPa에서 각각 약 7배와 20배 이상,

피로한도(3백만회 피로강도)는 1.75배 이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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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블라스트처리에의한맞 기용 지단부의응력집 완

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며,블라스트 처리된 맞 기

용 이음의 피로강도 향상은 압축잔류응력의 도입에 기

인함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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