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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강재 단주의 압축강도 및 잔류응력 평가

Compressive Strength and Residual Stress Evaluation of Stub

Columns Fabricated of High Strength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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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장강도 800MPa급 고강도강재(HSA800)의 단주 중심압축실험과 편심압축실험을 통해 균등압축과 휨-압축 부

재의 강도를 평가하여 현행 강구조기준(KBC2009, AISC2005)의 적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잔류응력의 계측을 통하여 강재 항복강도와

잔류응력과의 상관성 여부도 검토하였다. 고강도강재와 일반강재의 국부좌굴 거동 차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심압축실험에 SM490 강재

로 제작된 비교실험체도 포함시켰다. 강도로 무차원화한 판폭두께비와 판 단부의 지지조건을 주요변수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편심압축실험

은 HSA800 강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휨-압축의 조합력을 받는 부재의 P-M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력 편심거리를 조정하여 다양한

P-M 조합에 대해 강도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잔류응력은 중심압축실험에 사용된 H형단면 실험체를 대상으로 비파괴실험법인 압입법에 의해

가력 이전에 그 크기와 분포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중심압축을 받는 모든 HSA800 단주는 판 단부의 지지조건 및 판폭두께비 조건에 따른

현행 강구조기준의 설계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였다. 편심압축을 받는 실험체 역시 현행 설계기준의 P-M 상관관계를 충분히 안전측으로 충족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잔류응력의 크기는 강재의 항복강도와 무관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합치하는 잔류응력 측정값이 얻어졌다.

ABSTRACT： In this study, stub columns subjected to concentrical and eccentrical loads were tested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local stability criteria (KBC2009, AISC2005) to 800MPa high-strength steel (HSA800). The

key test variables in the concentrically loaded tests included the plate-edge restraints and the width-to-thickness ratio

normalized by the yield strength of steel. Specimens made of ordinary steel (SM490) were also tested for comparative

purposes. Eccentrically loaded stub column tests were conducted for a range of the P-M combinations by controlling the

loading eccentricity. All the concentrically loaded specimens with non-compact and slender sections developed sufficient

strengths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stability criteria. All the eccentrically loaded specimens with non-compact H

sections also exhibited a sufficient P-M interaction strength that was even higher than that of compact H- section

counterparts. Residual stresses were also measured by using the non-destructive indentation method to demonstrate their

dependency or independency on the steel material's yield strength. The measured results of this study also indicated that

the magnitude of residual stresses bears no strong relation to the yield strength of the steel material.

    

핵 심 용 어 : 고강도강재, 국부좌굴, 단주 압축실험, 단면조밀성, 잔류응력

KEYWORDS : high strength steel, local buckling, stub column test, section compactness, residual stress



1. 서 론

최근 국내외 건축물은 초고층화 및 장스팬화 경향으로 부재

에 높은 축력과 휨모멘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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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방안으로 고강도강재에 대한 이용7)수요가 높아지고 있

다. 그 중에서도 고강도강재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압축력을 받는 부재(가령 기초말뚝,기둥, 트러스, 아웃리거

등)를 중심으로 고강도강재 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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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스형단면 (b) 십자형단면 (c) H형단면

그림 1. 중심압축 실험체 단면 형상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장강도 800MPa급의 건

축용 고강도강재가 개발되어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압축재로서의 거동은 명확히 규명

되지 않았다(김종락 등, 2011).

고강도강재의 건축구조적용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야할 부분은

소재레벨에서 부재, 접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이슈는 고강도강재의 응력-변형률 관계가 일반강재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므로 비탄성국부좌굴 거동이 일반강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Rasmussen-Hancock, 1992; Ricle

등, 1998). 현행 설계기준(KBC2009, AISC2005)의 판의

단면분류 및 이에 따른 국부좌굴 강도식은 일반강재의 응력-

변형률 곡선에 기초를 하고 있으므로, 고강도강재에 대한 현행

기준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인장강도 800MPa급 고강도강재(HSA800)의 단주

중심압축실험과 편심압축 실험을 통해 현행 강구조 기준

(KBC2009, AISC2005)의 적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험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비탄성좌굴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응력의 크기에 대해서

는 KBC2009 및 AISC2005 등 대부분의 기준에서는 강재

항복강도(Fy)의 30%(0.3Fy)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잔류

응력의 크기와 항복강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선행

연구(Rasmussen-Hancock, 1992)에서 밝혀진바 있다. 현

재의 방법을 따르면 고강도강재의 잔류응력의 크기가 높게 평

가되므로 고강도강재의 이점이 감소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파

괴 잔류응력 측정법을 활용해 가력 이전에 실험체의 잔류응력

을 계측하여 항복강도와 잔류응력의 상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2. 실험 계획

2.1 단주 중심압축실험 계획

단주 중심압축실험과 편심압축실험의 주 목적은 고강도강재

플레이트의 좌굴내력을 평가하고 현행 설계기준에 따라 압축

재로 설계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중심압축실험에서

는 판폭두께비와 판의 단부지지조건에 따라 고강도강재와 일

반강재의 국부좌굴 거동이 상이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행 기

준(KBC2009, AISC2005)에 따라 두 강종의 실험체를 설계

한 후 비교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고강도강재는 인장강도

800MPa급의 HSA800이며, 고강도강재와 비교하기 위하여

SM490강재를 택하였다.

압축을 받는 강재 플레이트는 판의 단부지지조건에 따라 구

속판요소(양단지지, stiffened elements)와 비구속판요소(일

단지지, unstiffened elements)로 구분한다. 구속판요소라

함은 플레이트 양 끝이 다른 부재나 다른 플레이트에 의해 일

체화되어 지지되는 경우이며, 비구속판요소는 플레이트의 한쪽

끝만 일체화되어 지지되는 경우이다. 두 조건은 판의 좌굴이론

에 따르면 상이한 좌굴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판의 단

부지지조건을 반영하여 실험을 진행하고자 실험체 단면을 i)

박스형, ii) 십자형, iii) H형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그림 1

참고). 박스형단면은 구속판요소로만 이루어진 단면이며, 십자

형단면은 비구속판요소로만 이루어진 단면이다. H형단면의 웨

브는 구속판요소, 플랜지는 비구속판요소로 이루어진 조합단면

이다.

현행 설계기준에서 휨재의 단면은 콤팩트, 비콤팩트, 세장의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균등압축을 받는 압축재의 경우 비콤팩

트, 세장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고강도강재의 경우 높은 강도

로 인해 세장단면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설계기준에서 단

면을 판폭두께비(b/t)로 구분하고 있으나, 판폭두께비를 통해

서로 다른 강도를 지니는 강재를 비교하기 위하여 판폭두께비

를 강도로 무차원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도로 무차원화된 판폭두께비(






)를 세장비(plate

slenderness, λ)로 칭한다. 용접조립기둥의 경우 세장비에 따

라 강도저감계수 Qa와 Qs를 통해 항복강도를 저감시켜서 좌

굴하중을 산정한다(KBC2009 : 0705.7.1., 0705.7.2.).

다음의 식(1)은 박스형단면(구속판요소)의 강도저감계수

(Qa)이다. 식(1b)는 KBC2009의 식(0705.7.17)의 유효폭

be를 통해 Qa를 구한 결과와 동일하다.

   ≤  (1a)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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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형단면(비구속판요소)의 강도저감계수(Qs)는 다음 식

(2)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  (2a)

      ≤  (2b)

 



   (2c)

H형단면(조합단면)의 경우에는 플랜지(비구속판요소)와 웨

브(구속판요소)로 구성되어있다. 현행 설계기준(KBC2009,

AISC2005)에서는 식(3)에서와 같이 조합단면의 강도저감계

수(Q)를 비구속판요소의 강도저감계수(Qs)와 비구속판요소의

강도저감계수(Qa)의 곱으로 산정한다.

   × (3)

이때 H형단면에서 플랜지의 강도저감계수(Qs)는 식(4)와

같이 웨브의 판폭두께비(bw/tw)에 따른 상호작용의 영향을

세장비(λf)에 반영하여 다음 식(5)와 같이 산정한다.

 


(4a)

  








(4b)

    ≤  (5a)

       ≤  (5b)

 




   (5c)

위 식에서 웨브의 강도저감계수(Qa)는 박스형단면에서와 동

일한 식(1)을 적용한다.

그림 2는 세장비에 따라 도시한 박스형단면과 십자형단면의

강도저감계수 곡선이다.

다음 표 1은 중심압축 실험체 설계일람이다. 강종 별로 박스

형 실험체 1개, 십자형 실험체 3개, H형 실험체 3개로 총 14

개의 실험체를 설계하였고, 모든 실험체는 두께 15mm의 플

레이트를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세장비에 따른 구속판요소(박스형단면)와

비구속판요소(십자형단면)의 강도저감계수

실험체명
단면 크기

(mm)

길이

L
(mm)

세장비










강도저

감계수

Q

HS-B1-200-NC 200×200×15×15 600 0.68 (NC) 1.000

SM-B1-260-NC 260×260×15×15 750 0.65 (NC) 1.000

HS-X1-160-NC 160×160×15×15 500 0.32 (NC) 1.000

HS-X2-240-S 240×240×15×15 750 0.48 (S) 0.960

HS-X3-320-S 320×320×15×15 900 0.64 (S) 0.834

SM-X1-220-NC 220×220×15×15 700 0.31 (NC) 1.000

SM-X2-340-S 340×340×15×15 1,000 0.48 (S) 0.971

SM-X3-460-S 460×460×15×15 1,200 0.65 (S) 0.841

HS-H1-310-NC 220×310×15×15 900
플랜지:0.44(NC)
웨브:1.12 (NC)

1.000

HS-H2-380-NC 220×380×15×15 1,000
플랜지:0.44(NC)
웨브:1.40 (NC)

1.000

HS-H3-450-S 240×450×15×15 1,200
플랜지:0.48(NC)
웨브:1.68 (S)

0.938

SM-H1-370-NC 200×370×15×15 1,000
플랜지:0.28(NC)
웨브:0.96 (NC)

1.000

SM-H2-500-NC 260×500×15×15 1,300
플랜지:0.37(NC)
웨브:1.33 (NC)

1.000

SM-H3-630-S 320×630×15×15 1,500
플랜지:0.45(NC)
웨브:1.70 (S)

0.940

실험체명 : HS-B1-200-NC
│ │ │ ┕
│ │ ┕━━
│ ┕━━━━
┕━━━━━━

단면분류 : NC-비콤팩트, S-세장
단면 폭(mm)
단면형상 : B-박스형, X-십자형, H-형
강종 : HS-HS800, SM-SM490

표 1. 중심압축 실험체 설계일람

단면설계시 초과강도를 반영하여 HSA800의 항복강도는

750MPa, SM490의 항복강도는 375MPa으로 가정하였다.

1000ton UTM의 가력용량을 고려하여 HSA800 실험체와

SM490 실험체가 동일한 세장비를 갖도록 단면크기를 선정하였

고, 세장비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구속판요소와 비구속판요소

각각에 세장조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박스형단

면은 가력조건(최대 1,000ton)의 제약으로 비콤팩트 조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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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였다. H형단면에서 세 번째 실험체 단면의 웨브가

구속판요소의 세장단면에 해당되도록 설계하였다(플랜지는 모두

비콤팩트로 설계). 실험체 길이(L)는 Galambos(1998)가 제안

한 다음 식으로 산정하였다.

min      max (6)

식(6)에서 ry는 약축에 대한 단면2차반경이다. 최소길이는

실험체 끝에서의 마찰에 의한 실험체 구속효과를 제거하고,

비구속된 국부좌굴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최대길이는 실험체

가 세장해짐에 따라 생기는 휨좌굴(전체좌굴)을 방지하기 위

함이다.

편심하중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실험체 양단구속조건

을 단순지지로 하였으며, 실험체 양 끝에 엔드 플레이트를 설

치하여 1,000ton UTM으로 단순재하 하였다.

2.2 단주 편심압축실험 계획

그림 3. 편심압축 실험 셋팅

실험체명
단면 크기

(mm)

길이

L (mm)

편심거리

e (mm)

축력비

Pu / Pn

HS-H1-310-NC-E1

220×310×15×15 900

30 0.8

HS-H1-310-NC-E2 120 0.5

HS-H1-310-NC-E3 275 0.3

표 2. 편심압축 실험체 일람

편심압축실험에서는 휨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고강도강재 단

주의 국부좌굴 강도를 평가하고 압축하중과 휨모멘트의 상호

작용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2는 편심압축 실험체 설계일람이며, Pn은 단주의 국부좌

굴을 고려한 축강도로 나타냈다. 모든 실험체의 단면은 중심압

축 실험체 HS-H1-310-NC와 동일하고, 압축력에 대해 비콤

팩트 단면, 휨모멘트에 대하여 비콤팩트 단면(웨브는 콤팩트,

플랜지는 비콤팩트)을 갖는다. 이를 감안하여 P-M 조합응력의

다양한 조건에 대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축력비가 0.8, 0.5,

0.3이 되도록 편심거리 e를 각각 30mm, 120mm, 275mm

으로 하였다.

실험체에 편심가력을 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이 셋팅

하였다. 비틀림에 대하여 구속된 강축 휨을 유도하기 위하여

나이프엣지를 설치하였으며, 편심하중을 받는 동안 실험체의

인장부에서 용접의 파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험체

의 양 끝단에 리브를 용접하여 보강하였다. 리브로 보강된 부

분은 실험체의 좌굴거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충분히 강체

로 거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3 잔류응력 측정 계획

잔류응력은 강재의 생산 공정이나 사용 중에 가해지는 응력

에 의해 불균일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 강재 내부에 발

생하게 된다. 잔류응력은 의도하지 않은 변형을 유발하거나 강

재 성능(항복강도나 파괴인성 값)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재를

구조 부재로 사용함에 있어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구조설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잔류응력의 특성으로 인한 강도저

감을 반영하여 설계 식에 사용하고 있다.

잔류응력의 측정법에는 파괴법으로 절단법, 준파괴법으로 홀

드릴링법, 비파괴법으로 X-ray회절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비파괴법인 압입법(Indentation Method)을 통해 잔류응

력을 측정하였다. 압입법은 대상 실험체보다 월등히 높은 강도

를 지닌 소형 압입자를 무응력상태(stress free)의 실험체(비

교실험체) 표면과 잔류응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체 표면에

하중을 가하여 얻은 경도의 차이를 통해 잔류응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이윤희 등, 2002; ASTM E384-11,

2011). 이때 압입깊이는 수 백 μm로 실험체 표면에 상흔만

을 남길 뿐이어서 실험체를 재사용할 수 있다.

그림 4는 스웨덴의 강구조설계기준 BSK94에서 정하고 있

는 잔류응력의 크기와 분포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압연과

용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는 용접으로 제작된

단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그림 5는 잔류응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체의 잔류

응력 측정위치이다. 단주 중심압축 실험체 중 H형단면의

HS-H1-310-NC와 SM-H1-370-NC 실험체에서 측정하였

다. 비구속판요소와 구속판요소에서의 잔류응력 분포 성향과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H형단면을 선정하였으며, 엔드 플레

이트의 용접 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체 길이방향

중앙부에서 측정 위치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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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연형강 잔류응력 분포 (b) 용접형강 잔류응력 분포

그림 4. Swedish Design Code BSK94의 잔류응력 분포 가정

Center Line 200

37
0

34
0

160
140
120
100

-100
-120
-140
-160

(0) Center

-67 -33 0 6733

220

31
0

28
0

-70 -35 0

130
110
90
70

-70
-90
-110
-130

(0) Center

7035

(a) 실험체 길이

방향 중앙부 측정

(b) HS-H1-310-NC

실험체 측정부

(c) SM-H1-370-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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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잔류응력 측정 실험체와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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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장 또는 압축 잔류응력이 존재 시

그림 6. 압입 시 잔류응력 유무에 따른 표면 응력 상태

그림 7. 잔류응력 유무에 따른 압입하중-압입깊이 곡선

압입자를 잔류응력 실험체와 무응력 실험체에 같은 깊이로

압입할 때, 잔류응력 실험체의 압입하중은 인장응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무응력 실험체보다 작은 하중이, 압축응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더 큰 하중이 필요하다(그림 6, 그림 7). 압입시험

법에서는 용접부에 수평한 방향을 최대 주응력의 방향으로 정

하며, 주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식(7)과 같다(이

윤희 등, 2002).












  

 
 

  














  

 
 

  

















  

 



 

  





















  

 



 

  





(7)

식(7)에서 최소 주응력 
 의 크기는 최대 주응력 

 의

크기의 p배로 한다. 이 p값은 재료의 고유특성값이다. 깊이

방향의 잔류응력을 무시할만하다고 볼 수 있을 때 잔류응력은

2축 등방향 응력 상태이고, 이를 정수압 응력과 편차응력

(deviatoric stress)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or  


 

 (8a)


 




  or 
(8b)

식(8a)에서  or 는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실험체에 가한

가력크기이고, 는 무응력 실험체에 가한 가력크기이다. 시



이철호․김대경․한규홍․김진호․이승은․하태휴

28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1호(통권 116호) 2012년 2월

실험체명

사이즈 실험결과

B
(mm)

b
(mm)

t
(mm)

L
(mm)

Ag

(mm2)

Pmax

(kN)

Fcr

(MPa)
  








Qa 





 (%)

HS-B1-200-NC 200 170 15 600 11,100 9,788 882 0.699 1.000 1.160 116.0

SM-B1-260-NC 260 230 15 750 14,700 6,502 442 0.720 1.000 1.033 103.3

표 4. 박스형 실험체의 실험결과

강종
시편

번호

탄성계수

E (MPa)

항복응력

Fy (MPa)

인장응력

Fu (MPa)

항복비

YR

항복변형률

εy (%)

H

S

A

8

0

0

1 202,226 776 859 0.903 0.384

2 196,458 741 846 0.877 0.377

3 200,508 746 844 0.884 0.372

4 199,121 780 865 0.901 0.392

5 200,579 758 852 0.889 0.378

평균 199,778 760 853 0.891 0.381

S

M

4

9

0

1 192.802 426 549 0.777 0.221

2 190,483 429 547 0.785 0.225

3 197,521 427 549 0.778 0.216

4 193,732 432 548 0.788 0.223

5 196,333 426 544 0.782 0.217

평균 194,174 428 547 0.782 0.220

표 3. 소재인장실험 결과편 표면에 수직인 압입하중에 미치는 잔류응력의 영향

(
 


 )을 통해 인가하중의 증가분을 유도된 수직하

중( or -)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Ac는 이때의 압

입자의 시편과의 접촉면적이며, ψ는 소성구속인자이다. 즉, 최

대 압입깊이를 일정하도록 압입자를 가력하면 잔류응력의 유

무에 따라 잔류응력 유도 수직하중만큼의 압입하중의 차이가

발생한다. 식(8a)를 정리하면 식(8b)와 같아지게 되고 최대

주응력 
 을 구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3.1 소재인장실험 결과

그림 8. 소재인장실험 결과에 따른 응력-변형률 관계

고강도강재(HSA800)와 일반강재(SM490)의 재료 물성치

를 파악하여 단주실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실험에 앞서

소재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 제작에 사용한 강재와 동

일한 모재에서 시편을 레이저로 절취하였으며,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규정(KS B 0802:2003, 2008)에 따라 1A호로 제작

하였다. 실험 결과 값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강종에

대해 5개 시편을 테스트하였으며, 시편의 변형률은 신율계로

측정하였다. 다음 그림 8과 표 3은 각 강종의 5개 시편결과에

대한 평균값이다.

소재인장실험 결과 SM490은 뚜렷한 항복구간을 갖는 것에

반해 HSA800은 항복점과 항복참(yield plateau)이 명확하

지 않은 고강도강재의 일반적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항복

강도를 0.2% 오프셋내력으로 결정하였으며, SM490의 항복

강도는 428MPa로 공칭항복강도인 325MPa를 훨씬 상회하

였다. 계측된 강도를 기준하여 실험체의 단면분류를 다시 검토

한 결과 표 1과 동일하였다.

3.2 중심압축실험 결과

3.2.1 박스형단면 실험체

이 실험에서 HS-B1-200-NC 실험체는 UTM의 최대가력용

량 9788kN(999.5ton)에 도달하여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

에 실험을 종료하였다. SM-B1-260-NC 실험체의 경우에는

박스형 단주의 정형적인 형태로 국부좌굴이 진행되었다. 그림

9(a)와 9(b)는 박스형 실험체의 축하중-축변위 곡선과 평균

응력-변형률 곡선이다. 실험체의 평균 응력을 인장시편 실험에

서 얻어진 항복강도로 무차원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그림 9(b)

에서 보듯이 HSA800의 경우 기기의 최대가력에 도달하여 실

험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콤팩트 단면의 설계기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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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사이즈 실험결과

B
(mm)

b
(mm)

t
(mm)

L
(mm)

Ag

(mm
2
)

Pmax

(kN)

Fcr

(MPa)
 








Qs 




  (%)

HS-X1-160-NC 160 80

15

500 4,575 4,101 896 0.329 1.000 1.179 117.9

HS-X2-240-S 240 120 750 6,975 5,777 828 0.493 0.965 1.090 136.4

HS-X3-320-S 320 160 900 9,375 6,883 734 0.658 0.840 0.966 115.0

SM-X1-220-NC 220 110

15

700 6,375 3,006 472 0.344 1.000 1.102 110.2

SM-X2-340-S 340 170 1,000 9,975 4,223 423 0.532 0.936 0.989 105.7

SM-X3-460-S 460 230 1,200 13,575 5,036 371 0.720 0.793 0.867 109.3

표 5. 십자형 실험체의 실험결과

(a) 축하중-축변위 곡선

(b) 평균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9. 박스형 실험체 중심압축 실험결과

구강도 값을 상회하는 결과(


, 16% 상회)를 보여주었으

며, SM490은 3.3%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10은 표 4에 따른 본 실험결과(Fcr/Fy)와 선행실험연

구 결과를 여러 설계기준의 구속판요소의 강도저감계수(Qa)

와 함께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한계세장비(λr)값은 1.49이

다. 기존의 외국 선행 실험연구(Nishino 등, 1699; Usami-

그림 10. 구속판요소의 세장비에 따른 강도저감계수와

박스형 실험체 실험결과

Fukumoto,1982; Rasmussen-Hancock, 1992)에서 사용

한 강재는 모두 공칭항복강도 690MPa으로 적어도 강도의 측

면에서는 본 연구의 HSA800과 유사한 수준이다. 외국의 몇

몇 실험결과는 현행 설계기준(KBC2009, AISC2005)의 요구

강도보다 약간 미달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2.2 십자형단면 실험체

실험체 SM-X3-460-S는 기준에서 요구되는 소정의 강도

이상을 발휘한 이후 비틀림좌굴이 발생하였다. 이는 십자형실

험체의 단면형태상 예상되었던 종국좌굴모드이다.

십자형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정리한 표 5와 그림 11(b)를

통해 본 연구의 실험체는 현행 설계기준의 요구강도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


, 최대 36.4% 상회)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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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하중-축변위 곡선

(b) 평균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11. 십자형 실험체 중심압축 실험결과

그림 12. 비구속판요소의 세장비에 따른 강도저감계수와

십자형 실험체 실험결과

그림 12는 실험결과(Fcr/Fy)와 선행의 외국실험연구 결과

를 여러 기준의 비구속판요소의 강도저감계수(Qs)와 함께 나

타낸 것으로 모든 실험체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축하중-축변위 곡선

(b) 평균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13. H형 실험체 중심압축 실험결과

3.2.3 H형단면 실험체

실험체 HS-X3-320-S의 경우 UTM의 최대가력용량

9791kN(999.5ton)에 도달하여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실험을 중단하였다.

표 6은 본 연구의 실험결과, 표 7은 유사선행연구인

Rasmussen과 Hancock(1992)의 실험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인 표 6과 그림 13(b)에서 보듯이 모든

HSA800 실험체는 현행 설계요구강도를 3~10% 상회하는

결과(


)를 보여주었으나 SM490의 비콤팩트단면 실험체

는 설계요구강도를 1~5% 정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표 7에서 보듯이 BISALLOY80의 경우에도 세장단면 실험체

는 현행 기준상의 요구강도를 충분히 상회하였으나 비콤팩트

실험체는 설계요구강도를 3% 정도 하회하였다(Rasmussen-

Hancoc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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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사이즈

B
(mm)

bf

(mm)

tf
(mm)

H
(mm)

bw

(mm)

tw
(mm)

L
(mm)

Ag

(mm2)

HS-H1-310-NC 160 80

15

310 280

15

900 10,800

HS-H2-380-NC 240 120 380 350 1,000 11,850

HS-H3-450-S 320 160 450 420 1,200 13,500

SM-H1-370-NC 220 110

15

370 340

15

1,000 11,100

SM-H2-500-NC 340 170 500 470 1,300 14,850

SM-H3-630-S 460 230 630 600 1,500 18,600

실험체명

실험결과

Pmax

(kN)

Fcr

(MPa)

플랜지 웨브

Q=Qs·Qa 

 




(%)
  







 Qs   








Qa

HS-H1-310-NC 9,042 837 0.519 1.000 1.151 1.000 1.000 1.102 110.2

HS-H2-380-NC 9,244 780 0.519 1.000 1.439 1.000 1.000 1.026 102.6

HS-H3-450-S 9,792 725 0.568 1.000 1.727 0.893 0.893 0.955 106.9

SM-H1-370-NC 4,699 423 0.359 1.000 1.064 1.000 1.000 0.989 98.9

SM-H2-500-NC 6,046 407 0.481 1.000 1.471 1.000 1.000 0.951 95.1

SM-H3-630-S 6,734 362 0.630 1.000 1.878 0.837 0.837 0.846 101.1

표 6. H형 실험체의 실험결과

실험체명

실험결과

Pmax

(kN)

Fcr

(MPa)

플랜지 웨브

Q=Qs·Qa 

 




(%)
  







 Qs   








Qa

I1SC1 1377 718 0.550 1.000 1.230 1.000 1.000 0.970 97.0

I1SC2 1367 719 0.555 1.000 1.233 1.000 1.000 0.972 97.2

I2SC1 1590 687 0.670 0.830 1.525 0.978 0.812 0.929 114.4

I2SC2 1640 707 0.670 0.831 1.517 0.982 0.816 0.956 117.1

I3SC1 1706 623 0.806 0.727 1.817 0.859 0.625 0.842 134.9

I3SC2 1793 651 0.797 0.734 1.821 0.858 0.630 0.879 139.7

표 7. BISALLOY80 H형 실험체의 실험결과 (Rasmussen-Hancock, 1992)

3.3 편심압축실험 결과

다음 표 8은 편심압축 실험결과이다. 단주 중심압축실험에서

의 HS-H1-310-NC 실험체는 편심거리가 0인 실험체이다.

그림 14(a)는 현행 설계기준의 비콤팩트 단주의 P-M 상관

곡선이다(식(9) 참고). 각 실험체의 결과는 2차 효과를 고려

하여 휨모멘트를 산정한 후 소성모멘트 강도로 무차원하여

P-M 상관곡선에 나타내었다.

실험체명
e

(mm)

Pu

(kN)

Mu

(kN·mm)

Pu/Pn

(Pn=Py)
Mu/Mn Mu/Mp

HS-H1-310-NC 0 9,042 21,832 1.102 0.041 0.023

HS-H1-310-NC-E1 30 7,084 349,247 0.863 0.661 0.363

HS-H1-310-NC-E2 120 4,672 659,741 0.569 1.249 0.685

HS-H1-310-NC-E3 275 2,864 861,310 0.349 1.630 0.894

표 8. 편심압축 실험체의 실험결과




 




  


≥  (9a)







  


   (9b)

식(9)에서 공칭휨강도 Mn은 항복, 횡비틀림좌굴, 플랜지국

부좌굴, 웨브국부좌굴 등 4가지 한계상태강도 가운데 최소값

으로 규정되는데, 모든 편심압축 실험체의 경우는 압축플랜지

의 국부좌굴이 지배하였다. 축력항 Pn은 세장기둥의 여부, 좌

굴방향, 비틀림좌굴과 휨비틀림좌굴 한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이 실험은 비틀림이 구속된 강축 휨을 받는 비콤팩

트 단면의 단주이므로 Pn은 Py와 동일하다.

그림 14(a)에서의 A'-B' 곡선은 실험결과의 최대값을 이어

서 나타낸 것이다. P-M 상관곡선의 A-B 구간과 비교해보면

HSA800실험체는 현행 기준의 요구강도를 충분한 여유를 갖

고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이 발현강도의 여유는 B 및 B'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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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축 휨을 받는 비콤팩트 H형 단주의 P-M

상관곡선과 실험결과

(b) 강축 휨을 받는 콤팩트 H형 단주의 P-M 상관곡선과

실험결과

그림 14. P-M 상관곡선과 편심압축 실험결과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축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휨강도에

대해 큰 마진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b)에서 보듯이 심지어

콤팩트 단주의 P-M 상관곡선 강도도차도 상회함을 알 수 있

다.

3.4 잔류응력 측정 결과

다음 표 9와 표 10은 플랜지와 웨브의 잔류응력 측정 결과

이다. 여기서 잔류응력의 (-)부호는 압축잔류응력을 의미한다.

최대 주응력 
 을 실험체 각 위치에 표시하면 그림 15와

같다. 잔류응력의 분포는 고강도강재와 일반강재가 대체로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6은 플랜지와 웨브에서 각 강재에 대한 잔류응력 최

대 주응력 크기를 강재의 항복강도로 무차원하여 비교한 것이

다. SM-H1-370-NC 실험체 웨브의 경우 끝 단부에서 상당

히 큰 잔류응력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용접부 특성과 시

험법에 따른 오차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더 의미를 갖는 것은 잔류응력 값의 절대치보다는 두 강종간

잔류응력의 차이여부이다. 실험결과 SM490의 잔류응력은

(a) HS-H1-310-NC 플랜지 (b) SM-H1-370-NC 플랜지

측정위치

(mm)




(MPa)




(MPa)

측정위치

(mm)




(MPa)




(MPa)

-70 21.90 6.48 -67 -31.53 -16.32

-35 39.61 21.86 -33 55.21 35.39

Center(0) 65.85 67.25 Center(0) 116.97 105.43

35 -3.60 -8.15 33 20.54 129.25

70 4.61 6.25 67 -30.90 -20.95

표 9. 플랜지의 잔류응력 측정 결과

(a) HS-H1-310-NC 웨브 (b) SM-H1-370-NC 웨브

측정위치

(mm)




(MPa)




(MPa)

측정위치

(mm)




(MPa)




(MPa)

130 122.29 48.66 160 133.91 -13.11

110 9.19 -17.28 140 -18.53 -67.16

90 -18.24 7.72 120 57.45 102.45

70 5.68 15.52 100 9.46 4.87

Center(0) -1.69 1.75 Center(0) -29.61 31.88

-70 -7.47 10.29 -100 -13.35 -0.98

-90 -6.14 -3.35 -120 -99.20 10.07

-110 -26.37 -3.59 -140 -40.01 -146.22

-130 69.86 15.25 -160 217.12 51.84

표 10. 웨브의 잔류응력 측정 결과

(a) HS-H1-310-NC (b) SM-H1-370-NC

잔류응력 측정 결과 잔류응력 측정 결과

그림 15. 잔류응력(최대 주응력) 크기 및 분포형상

HSA800의 잔류응력보다 오히려 크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잔

류응력이 항복강도에 비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료의

항복강도로 무차원하여 잔류응력의 크기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기존연구(Rasmussen-Hancock, 1992)의 결과에서처

럼 고강도강재의 잔류응력에 의한 강도저하는 일반강재에 비

해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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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복강도로 무차원화한 플랜지의 잔류응력 크기 비교

(b) 항복강도로 무차원화한 웨브의 잔류응력 크기 비교

그림 16. 항복강도로 무차원화한 잔류응력 크기 비교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800MPa급 고강도강재(HSA800)을 현행 구

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 단주 중심압축실험과 편심압축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압입법을 통해 고강도강재에서의 잔류응력

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중심압축실험은 판의 세장비(비콤팩트와 세장단면)와 판

단부의 지지조건(구속판요소, 비구속판요소, 구속과 비구

속의 조합)을 변수로 수행되었다. HSA800 실험체 중

박스형단면 실험체와 H형단면의 세장실험체가 가력장치

의 최대가력용량에 도달하여 국부좌굴 발생까지 가력하

지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HSA800 실험체가 현행

설계기준의 요구강도를 만족시킴을 확인할수 있었다.

(2) 편심압축실험은 HSA800 강재로 제작된 단주의 휨-압축

조합내력(곧, P-M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휨응력에 대해 비콤팩트 단면으로 설계된 HSA800

단주 실험체는 현행 기준의 요구강도를 충분한 여유를갖

고 만족하였다. 비콤팩트 단면의 P-M 상관관계에서 축

력이 낮을수록 휨강도에 대해 큰 마진을 보였고, 콤팩트

단면의 P-M 상관관계까지도 만족시키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3) 본 연구에서 HSA800 강재로 제작된 압축재와 휨-압축

재의 실험결과는 전체적으로 현행 설계기준의 관련 조항

을 만족함을 보여주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실험체 제작

당시의 가용 판재 두께의 제한(최소 15mm) 및 가력용

량(1000 ton)의 한계로 세장단면을 갖는 박스형 단주의

실험을 수행할수없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후속의

실험 내지는 수치해석연구가 수행될필요가 있다.

(4) 잔류응력 측정은 중심압축실험에 사용된 H형단면 실험체

를 대상으로 비파괴법인 압입법으로 가력 이전에 수행되

었다. HSA800의 잔류응력 크기가 SM490의 잔류응력

크기보다유사하거나 일부 도리어 작게 계측되었다. 이는

항복강도와 잔류응력의 크기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한 외

국의 선행 연구와 합치하는 결과이다. 현행 휨재 설계기

준에서 잔류응력의 크기를 일률적으로 강재 항복강도의

30%로 취하고 있는 조항과는 상치되는 것으로서 이 부

분에 대한좀더심도있는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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