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5권 2호(통권 123호) 2013년 4월 165

정모멘트부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재평가
1)

윤 석 구1)*
1) 부교수, 서울과학기술 학교

Revaluation of Nominal Flexural Strength of Composite Girders 

in Positive Bending Region

Youn, Seok Goo1)*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136-702, Korea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research work for the evaluation of the nominal flexural strength of composite girders in positive bending 

region. Current predicting equations for the nominal flexural strength of composite girders in the 2012 version of the Korea Bridge Design 

Codes based on Limit State Design Method are able to apply for the composite girders with conventional structural steels. For applying 

composite girders with high yield strength steels of HSB800 as well as HSB600, there is a need for improving the current predicting equation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nominal flexural strength of composite girders, previous research works are carefully reviewed and parametric study 

using a moment-curvature analysis program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ultimate moment capacity and the ductility of a wide range of 

composite gird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arametric study, less conservative nominal flexural strength design equations are proposed for 

conventional composite girders. In addition, new design equations for predicting the nominal flexural strength of composite girders with HSB600 

and HSB800 high-performance steel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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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모멘트를 받는 합성거더 단면은 압축은 콘크리트가 인장

은 강거더가 주로 항하기 때문에, 강거더의 압축 랜지와 

복부 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조 단면 는 Class 1 단

면처럼 거동한다. Class 1은 충분한 회 능력이 있어 소성해

석시 필요한 소성힌지가 형성될 수 있는 단면을 말한다[1]. 

하지만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의 변형능력이 강재에 비해 작

기 떄문에, 최종 괴시 합성단면의 연성도 는 회 능력을 

기 으로 휨강도가 소성모멘트보다 큰 연성단면과 소성모멘

트보다 작은 비연성단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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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회 능력이 있는 연성단면과 달리, 비연성단면은 

휨 괴시 강거더 하부 랜지에 발생하는 인장변형률의 크기

가 변형율경화 변형률에 도달하기 이 에 압축을 받는 콘크

리트가 극한변형률에 도달하기 때문에 격히 괴되는 취성

인 거동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설계기 들에는 

비연성단면의 취성 거동을 고려하여 휨강도에 안 계수를 고

려한 공칭휨강도를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 도로교설계기
[4]

에 제시된 합성단면의 공칭휨강도 

규정은 Wittry
[5]

의 연구 결과에 기 하고 있다. Wittry는 

비연성 합성단면의 휨강도가 연성요구 한계치에 근 하면 항

복모멘트에 수렴한다는 가설을 토 로, 취성거동을 고려한 안

계수 0.85를 항복모멘트에 곱하는 방법으로 합성거더의 공

칭휨강도를 제안한 바 있다. Rotter 등[6], Ansourian[7], 

Yakel 등
[8]

, 그리고 Barth 등
[9]

도 합성거더의 휨강도에 

한 연구들 수행하 지만, 비연성단면에 해 안 율을 고려한 

공칭휨강도에 한 연구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행 

AASHTO LRFD에 제시된 비연성 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규정도 연성도 한계치의 차이를 제외하면 Wittry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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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ess and strain distribution of steel and concrete composite section

안 율 도입방법을 그 로 따르고 있다. 

비연성단면의 공칭휨강도 평가는 동일한 연성도를 갖는 합

성단면의 경우 일 된 안 계수가 용되는 것이 합리 이라 

단된다. 한 합성거더에 용되는 콘크리트와 강재의 재료

가 변화되어도 합성거더에 요구되는 연성도 한계치 규정 역

시 동일하게 용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성능 강재 HSB600과 HSB800를 합성거더에 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구조용 강재를 용한 합성거더의 연성도 한

계치와 공칭휨강도 평가 방법이 동일하게 용될 필요성이 

있다
[10],[11],[12]

. 

이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강재가 용된 합성거더에 

해 비연성단면의 공칭휨강도를 제안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하여 먼  합성단면의 공칭휨강도에 한 기존 

연구결과들의 연성도 한계치와 안 율 도입방법을 분석하

다. 한 일반강재뿐만 아니라 고성능 강재가 용된 다양한 

합성거더 단면에 해 연성도 변화에 따른 항복모멘트, 소성

모멘트 그리고 극한휨강도의 분포를 분석하기 한 모멘트-

곡률 해석을 수행하 다. 다양한 변수해석 결과를 토 로 합

성거더 비연성단면에 한 공칭휨강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공칭휨강도 산정방법

2.1 연성단면과 비연성단면

정모멘트에 항하는 합성거더의 응력분포는 Fig. 1(b)와 

같이 압축에 항하는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가 압축 쇄

변형률 에 도달하 을 때 인장에 항하는 강거더의 하부

랜지의 변형률 가 변형률 경화 변형률(Strain-Hardening 

Strain)  보다 크다면, 소성 립축 부근의 항복강도에 도

달하지 못한 응력들과 하부 랜지의 항복강도보다 큰 응력들

이 서로 상쇄되어 단면의 강재 응력 는 모두 항복응력

(Yield Stress) 에 도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게 

가정된 강합성거더의 응력분포는 직사각형으로 모두 단순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합성거더의 휨강도를 소성모멘트(Plastic 

Moment) 로 계산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단면들을 연

성단면(Ductile Section)이라고 한다. 하지만 Fig. 1(c)와 

같이 소성 립축(Plastic Neutral axis) 가 깊어진다면 

인장에 항하는 강재 거더의 하부 랜지 변형률 는 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강재의 단면이 항복한다고 가정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실제 휨강도는 강재의 단면이 항복

한다고 가정하여 계산되어지는 소성모멘트보다 작아진다. 이

러한 단면들을 비연성단면(Non-Ductile Section)이라고 한다.

Ansourian
[7]

은 정모멘트에 항하는 강합성거더의 경우 

모멘트-곡률 해석 없이 강합성거더의 단면의 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성인자(Ductility Factor)를 제안하 는데, 압축에 

항하는 콘크리트 바닥 의 압축 쇄변형률 을 0.003

, 인장에 항하는 강재의 하부 랜지의 변형률 

경화가 시작할 때의 변형률 을 0.012로 가정

하면 식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im  


  


 


 (1)

이때 lim이 소성 립축의 깊이보다 작다면 강합성거더의 

휨강도는 소성모멘트로 산정될 수 있고 lim이 소성 립축의 

깊이보다 크다면 강합성거더의 휨강도는 소성모멘트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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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rmalized moment capacity  versus 

ductility parameter 
′

Fig. 3 Curve fit of non-ductile 20 Wittry's composite 

beams (Wittry[5])

아진다. 

Ansourian은 한 소성모멘트가 확보되는 강합성거더의 

최  소성 립축 깊이와 강합성거더의 콘크리트 바닥 이 압

축 쇄변형률에 도달하고 강거더의 하부 랜지가 변형률 경

화 변형률에 도달 했을 때의 실제 소성 립축 깊이의 비로 

결정되는 최소연성계수(minimum ductility parameter, )

를 최소연성계수 를 1.4이상으로 제안하 다. Ansourian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ASHTO LRFD[4]에는 최소연성

계수()를 1.4 신 1.5를 사용하여 lim에서 최소연성계수

를 나  식 (2)를 반 하여 연성을 평가하 다.

 

lim
×


 


 (2)

여기서,  는 연성보에 필요한 최소 소성 립축 깊이

2.2 Wittry가 제안한 비연성단면 공칭휨강도

Wittry는 Ansourian
[7]

의 연구에서 강재의 변형률 경화 

변형률을 0.012로 고정하여 연성을 평가한 것과 

달리 항복강도가 250MPa와 345MPa인 일반 강재에 하

여 각각의 강재 특성을 반 한 변형률 경화 변형률을 0.016

과 0.02로 다르게 가정하 다. 한, 

406개의 임의의 강합성거더 단면에 한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하여 극한모멘트(Ultimate Moment) 를 소성모멘

트와 비교하 다. 해석결과 연성단면과 비연성단면을 나  수 

있는 연성비(Ductility Ratio) 
는 각 강재마다 다르

다는 것을 확인하 고, 각 강재의 특성을 고려한 연성인자가 

필요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AASHTO LRFD(2001)
[13]

에 규정된 에서 항복강도 250MPa의 강재의 경우 0.9, 

항복강도 345MPa의 경우 0.7을 곱하여 새로운 연성인자 

 ′을 식 (3)과 식 (4)와 같이 제안하 고, Fig. 2와 같이 

연성비 
′이 1을 기 으로 연성단면과 비연성단면을 구

분하 다.

 ′  


, for 250MPa composite sections (3)

 ′  


, for 345MPa composite sections  (4)

Wittry는 
′가 1 미만인 연성단면인 경우 강합성거

더의 극한휨강도를 소성모멘트를 이용하여 산정하 지만, 


′가 1 이상인 비연성단면인 경우 소성모멘트만을 이용

하여 극한휨강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항복모멘트를 이용하여 극한휨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다.

Fig. 3과 같이 일반 인 교량단면을 표할 수 있는 20개 

단경간 합성단면의 극한모멘트와 항복모멘트를 비교하여 비

연성단면에서의 그 분포를 확인하 다.

해석결과 비연성단면에서 강합성거더의 극한모멘트는 항복

모멘트에 비해 크다는 것을 확인하 고, 그 차이는 
′

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를 하다 
′가 5일 때 

극한모멘트와 항복모멘트는 서로 같아진다고 가정하 다. 이

에 따라 Wittry는 
′가 1에서는 소성모멘트로서 극한

휨강도를 산정하고, 
′가 5에서는 항복모멘트로서 극한

휨강도를 산정할 수 있는 평가식을 식 (5)과 같이 제안하

다. 이때 
′이 5인 경우 그 단면은 매우 취성 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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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ittry's proposal[5] for strength prediction

Fig. 5 Comparison of wittry's equation and analytical 

results of composite sections

Fig. 6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sections 

as a function of ductility parameter 
′

Fig. 7 Relationship between ductility parameter and 

moment capacity in AASHTO LRFD(2007)

을 가지고 있다고 단하여, 
′가 5인 경우 항복모멘트

에 =0.85를 용한 를 극한휨강도로 산정하 다. 제

안된 평가식은 Fig. 4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
  (5)

For  ′

  :                 (6)

For  ′

  :                (7)

Wittry가 제안한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평가식과 모멘트

-곡률해석으로 얻어지는 휨강도는 Fig. 5와 같이 ≤ 
′

≤  구간에서 선형 으로 휨강도비 의 차이가 발생

된다. 이러한 차이를 비연성단면에서의 안 율(Safety Factor)

로 정의하 고, Fig. 6과 같이 
′ 일 때 비연성단면

의 안 율은 1이고 
′이 증가함에 따라 안 율은 선형

으로 증가하다 
′ 인 비연성단면의 안 율은 소성

모멘트 에 해 1.28이 된다. 

Wittry가 제시한 연성도 한계치 
′ 는 강재의 종

류에 따라  ′의 크기가 식 (3)과 식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합성단면에 용한 강재가 바 는 

경우 연성도 한계치에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기 에 요구되는 

일 성에 배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은 AASHTO 

LRFD[2]에 연성도 평가인자를 Eurocode 4[11]에 제시된 방

법과 유사하게 을 용하면서 해결하 다. 

2.3 AASHTO LRFD의 공칭휨강도 규정

재 AASHTO LRFD
[2]

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칭휨강도 

평가방법에서는 연성을 평가하기 한 연성인자를 소성 립

축 과 강합성거더의 체높이 만을 이용하여 연성을 

평가하고 있다. 연성비 가 0.1을 기 으로 연성단면

과 비연성단면을 구분하고 강합성거더 단면의 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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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urve fit of non-ductile 200 composite sections

Table 1. Material properties

SM400 SM490 SM520

Modulus of elasticity   

Strain-hardening 
modulus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Yield strain
()

0.00117 0.00156 0.00175

Strain at 
strain-hardening

()
0.016 0.02 0.015

를 0.42이하로 제한하 다. ≤ 인 연성단면에서는 

식 (8)와 같이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를 소성모멘트로 산정

하 고,  ≤ 인 비연성단면에서는 Wittry

가 제안한 안 율을 선형 으로 용하여 식 (9)과 같이 산

정하고 있다. AASHTO LRFD에서 제안하는 공칭휨강도 평

가는 Fig. 7과 같이  일 때  , 

 일 때  로 도식화 할 수 있다.

 ≤  :    (8)

   :    
  (9)

2.4 공칭휨강도 평가방법 고찰

재의 AASHTO LRFD의 공칭휨강도 평가방법은 Wittry

가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안되어져 있다. 하지만 

Wittry의 연구 내용  비연성단면에서의 휨강도를 평가하기 

한해 수행한 
′에 따른 를 연구한 내용에서 

단지 20개의 강합성거더 단면을 이용하여 해석을 하 고 해

석결과를 바탕으로 그 경향을 가정하 다. 20개의 강합성거

더 단면으로는 그 경향을 정확히 악할 수 없다는 단 하

에서 Wittry가 해석한 조건과 같은 200개의 강합성거더 단

면을 해석하 고, Fig. 8과 같이 
′가 5일 때 

는 1보다 큰 수치인 1.1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가 5일 때 

가 1이라는 가정을 기 로 제안된 Wittry의 공칭휨강도 평

가식은 실제 휨강도를 보수 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고 단된다. 한 Wittry의 연구결과를 그 로 수용

한 행 AASHTO LRFD의 공칭휨강도 평가식 한 보수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강합성거더의 

다양한 단면들을 정확히 평가하여 보다 합리 으로 공칭휨강

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 다. 

3. 일반강재를 사용한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평가

3.1 사용재료 및 해석 단면범위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평가를 하여 콘크리트 설계압

축강도 27MPa와 용 구조용 강재인 SM400, SM490, 

SM520을 사용한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콘크리트의 경우 설계압축강도를 27MPa로 고

정하 으며, 이는 행 도로교설계기
[4]

에 제시된 합성형교

량의 콘크리트 최소 설계압축강도가 장타설콘크리트인 경

우 27MPa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합성 단면의 소성립축의 

깊이가 깊어져 연성도 는 회  능력이 가장 작은 합성단면

이 된다.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강합성거더

의 극한모멘트 산정이 필요하다. 강합성거더의 극한모멘트 산정

을 해 본 연구에서 모멘트-곡률 해석(Moment-Curvature 

Analysis)을 이용하 다. 변형률에 따른 재료의 실제 응력을 

산정하기 하여 콘크리트의 경우 식 (10)와 같이 Comitè 

Europèen du Bèton 1990
[14]

에서 제안하고 있는 콘크리트 

응력-변형률 모델을 사용하 고 콘크리트의 압축 쇄변형률 

은 0.003으로 가정하 다. 강재의 경우 Table 

1과 같이 재료의 물성을 가정하여 응력-변형률 모델을 사용

하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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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 ranges for strain compatibility analysis

Parameter
Min.
(mm)

Max.
(mm)

Increment 
(mm)

Slab width 1500 3500 250

Slab thickness 200 300 10

Top flange
width

200 600 100

Top flange
thickness

15 40 5

Web thickness 10 24 2

Web height 500 2500 250

Bottom flange
width

300 750 10

Bottom flange 
thickness

15 60 5

Fig. 9 Normalized moment capacity  of composite 

girder with conventional steel

Table 3.   at  and  ′

SM400 SM490 SM520

 0.12 0.1 0.12

 ′ 0.12 0.10 0.12

여기서,     
 

    
   

강합성거더의 다양한 휨강도 평가를 해 Table 2와 같은 

단면의 범 내에서 각각의 재료조합별 임의의 단면 2,000개

를 추출하 다. 임의로 추출된 강합성거더의 단면은 실제로 

사용가능성이 없는 단면이 선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AASHTO LRFD[2]에서 제안하고 있는 식 

(11)~(16)와 같이 단면비를 제한하여 사용가능한 단면에 

해서만 휨강도를 평가하 다.




≤  (11)




≤  (12)

 ≥ 


 (13)

 ≥  (14)

 ≤ 


≤  (15)

 ≤  


 (16)

여기서,  : 거더 총 깊이(mm)

 : 복부 의 두께(mm)

 : 랜지의 폭(mm)

 : 랜지의 두께(mm)

 : 압축 랜지의 단면2차모멘트(mm
4
)

 : 인장 랜지의 단면2차모멘트(mm4)

 : 콘크리트 바닥 의 유효폭(mm)

 : 콘크리트 바닥 의 두께(mm)

 : 압축 랜지의 폭(mm)

3.2 연성비에 따른 공칭휨강도 산정

소성모멘트를 이용하여 공칭휨강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먼  강합성거더의 실제 휨강도인 극한모멘트가 소성모멘트

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연성비 의 확인이 필요하다. 

Fig. 9와 같이 극한모멘트와 소성모멘트의 휨강도 비에 따른 

연성비 분포를 확인한 결과 강재별로 가 1보다 작아

지기 시작하는  가 각각의 강재별로 다르게 나타났으

며 그 결과를 Table 3와 정리하 다. 하지만 연성한계치 

=0.42에서 극한휨강도 의 하한치는 0.96로 

수렴하 다. 

Wittry의 연성변수  ′은 가 1일 때 소성 립축

의 깊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Table 3에 나타낸 수치와 같으며, 

이 수치를 이용하여 연성한계치 
′=5 일 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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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urve fit of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SM400 steel

Fig. 11 Curve fit of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SM490 steel

Fig. 12 Curve fit of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SM520 steel 

Table 4.  at 
′=5 and  

SM400 SM490 SM520 Average


′=5 - 1.077 -

1.047


′=6 1.097 - 0.967

=0.42 1.139 1.099 1.063 1.100

계산하면, SM400 강재와 SM520 강재를 용한 합성단면

의 경우 0.6, SM490 강재를 용한 경우에는 0.5가 된다. 

비연성 단면에 해 공칭휨강도를 산정하기 하여 극한모

멘트와 항복모멘트의 휨강도비를 연성비 에 따라 산

정한 결과를 Fig. 10~1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비연성 

단면에서의 휨강도비 는 연성비 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 으로 감소하 고, 연성비 제한치인 가 

0.5 는 0.6에서 휨강도비 는 각각의 강재별로 

Table 4에 정리하 다.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난 수치들을 토 로, 연성비 

와 Wittry가 제안한 방법과 유사하게 항복모멘트 

를 이용하고 연성한계치에서의 휨강도에 안 계수 0.85

를 용한 비연성단면에서의 공칭휨강도를 강재 종류별로 아

래 식 (17)부터 식 (22)까지 같이 표 할 수 있다. 

(a) SM400, 강재를 용한 경우

 ≤  :                       (17)

   ≤   : 

 

 


  
  (18)

(b) SM490 강재를 용한 경우

 ≤  :                        (19)

   ≤   : 

 

 


  
  (20)

(c) SM520 강재를 용한 경우

 ≤  :                        (21)

   ≤   : 

 

 


  
  (22)

Fig. 13에 일반 강재별 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를 나타내

었는데, 연성한계치를 Wittry가 사용한 
′=5를 용

하면, 실제 합성거더의 연성한계치가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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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SM400 steel

Fig. 15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SM490 steel

Fig. 16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SM520 steel

Fig. 13 Moment capacity of wittry's equation as a 

function of ductility parameter 

이 사용 강재별로 달라져 일 성을 상실하게 되며, 한 행 

AASHTO LRFD
[2]

에 제시된 연성한계치 =0.42, 

Eurocode 4[3]에 제시된 =0.4 보다 매우 큰 수치가 

용된다. 실제 연성한계치 가 0.6에 근 할수록 

체 단면에서 하부 랜지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실무에서

는 용되기 힘든 합성단면이 되는 문제 이 발생된다. 따라

서 합성거더의 연성한계치에 일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연

성변수를 
′  신에 강재의 종류에 상 없이 를 

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 단된다. 

Fig. 14에서 Fig.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합성거더의 극

한휨강도와 공칭휨강도의 비 는 공칭휨강도에 포함

된 안 율을 나타내는데, Wittry의 연구결과와 달리 연성계

수 가 커짐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되다가 비선형

인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Yakel 등[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결국 Wittry의 공칭

휨강도 제안방법은 연성비 가 증가됨에 따라 안 계수가 

선형 으로 증가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연성한계치를 =0.42로 가정한 상태에서 

Wittry가 제안한 방법과 유사하게 Table 4에 나타낸 수치와 

연성한계치에서의 휨강도에 안 계수 0.85를 용하여 비연

성단면에서의 공칭휨강도를 강재 종류별로 구분해서 나타내

보면 아래 식 (23)부터 식 (28)까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SM400, 강재를 용한 경우

 ≤  :                        (23)

   ≤   : 

 

 


  
  (24)

(b) SM490 강재를 용한 경우

 ≤  :                        (25)

   ≤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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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t  

SM400 SM490 SM520 Average

=0.42 1.181 1.188 1.200 1.180*

*; Average value obtained from Fig. 20

Fig. 20 Revaluation of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conventional steel

Fig. 17 Revaluation of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SM400 steel

Fig. 18 Revaluation of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SM490 steel

Fig. 19 Revaluation of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SM400 steel

(c) SM520 강재를 용한 경우

 ≤  :                        (27)

   ≤   : 

 

 


  
  (28)

비연성단면에 한 휨강도비 비를 Fig. 17에서 

Fig. 19에 나타내었으며, 연성한계치 =0.42에서 안

계수를 Table 5에 정리하 다. 

Table 5에서 연성한계치를 =0.42 를 용하는 

경우 모두 사용 강재의 항복강도가 증가되는 경우 안 계수

가 약간씩 커지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하 지만, 일정한 연성한계치를 용하는 경우 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는 사용 강재 변화에 따른 향을 받지 않는 일정

한 안 율이 도입되는 것이 합리 이다. 한 Fig. 9에 나타

내었듯이, 연성한계치 =0.42에서 합성단면의 극한휨

강도는 사용강재에 따른 차이 없이 0.96 수 임을 고려

해야 한다. 따라서 공칭휨강도에 일정한 안 계수를 도입하기 

해 세가지 사용 강재별 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와 극한휨강

도의 비를 연성도 에 따라 Fig. 20에 비교하 으며, 

그 결과 비연성 단면에서의 안 율은 =0.1에서 1이

고 =0.42인 경우에는 1.18로 선형 으로 증가되는 

그래 를 얻었다.

 ≤     (29) 

 ≤    
  (30)

에 제시된 방법을 통해 얻은 선형 인 안 율을 AASH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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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mparison of proposed equation and AASHTO 

LRFD's strength prediction

Fig. 22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obtained by propsoed equation

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HSB steel

HSB600 HSB800

Modulus of elasticity  

Strain-hardening modulus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Yield strain 0.002195 0.003366

Strain at strain-hardening 0.002195 0.003366

Fig. 23 Curve fit of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HSB600 steel

Fig. 24 Curve fit of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HSB800 steel

Table 7.  at  

 HSB600 HSB800

=0.42 1.028 0.889

LRFD에서의 공칭휨강도 평가식과 같이 비연성단면 구간인 

≤ ≤ 에 용한다면 Fig. 21와 같이 

 일 때, 휨강도비 는 0.78에서 0.85로 공칭휨

강도 평가식은 식 (29)와 식 (30)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비연성 단면에서의 개선된 공칭휨강도 평가식과 극한모멘

트를 비교하면 Fig. 22과 같이 ≤ ≤  구간

에서 극한모멘트와 공칭휨강도 비는 ≤ ≤ 으

로 선형 인 안 율을 얻을 수 있다. 

4. HSB 강재를 사용한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HSB 강재의 경우 일반강재와는 다르게 뚜렷한 항복 과 

완 소성구간이 없이 비선형 으로 변형률에 따라 응력이 증

가하는 특성이 있다
[10],[11],[12],[15]

. 따라서, HSB강재를 사용

한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산정을 해 HSB강재의 물성을 

Table 6와 같이 가정한 후 연성비 의 변화에 따른 

공칭휨강도 을 평가해보았다. 

먼  일반강재에 용하 던 방법과 동일하게 연성비 

에 따른 항복모멘트에 한 극한휨강도의 비 를 산

정하 으며(Fig. 23과 Fig. 24 참조), =0.42 일때 

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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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HSB600 steel

Fig. 26 Safety factor for non-ductile composite girders 

with HSB800 steel

Fig. 27 95% Lower regression curve for normalized 

moment capacity  of composite girder with 

HSB600 steel

Fig. 28 95% Lower regression curve for normalized 

moment capacity  of composite girder with 

HSB800 steel

Fig. 29 Proposed strength equations of composite 

girders with HSB steel

Table 7에 나타낸 수치를 이용하고, Wittry가 제안한 방

법에 따라 연성한계치 =0.42에서 안 율 0.85를 고

려한 공칭휨강도를 나타내면 아래 식 (31)~(34)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a) HSB600 강재를 용한 경우

 ≤  :                      (31)

   ≤   : 

 

 


  
  (32)

(b) HSB800 강재를 용한 경우

 ≤  :                        (33)

   ≤   : 

 

 


  
  (34) 

연성계수비 가 0.1보다 큰 비연성 단면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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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Comparison of proposed predicting equation and 

normalized moment capacity  of composite girder 

with conventional steel

Fig. 31 Comparison of proposed predicting equation and 

normalized moment capacity  of composite girder 

with HSB600 steel

Fig. 32 Comparison of proposed predicting equation and 

normalized moment capacity  of composite 

girder with HSB800 steel

휨강도비 를 Fig. 25와 Fig. 26에 나타내었는데, 

HSB 강재를 용한 경우 일반 강재와 달리 휨강도비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으로 휨강도비가 변화된다는 가

정에 근거한 Wittry의 방법을 용하기 어렵다고 단된다. 

따라서 HSB 강재를 용한 합성거더의 경우에는 연성비

에 따른 소성모멘트에 한 극한휨강도의 비 로부터 

직  공칭휨강도 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용하 다. 이를 하

여 Fig. 27과 Fig.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성비 

에 따른 휨강도비 를 산정하 으며, 연성비 

=0.42일 때 안 성을 고려한 휨강도비를 구하기 하여 휨

강도 분포의 95% 하한 추세선을 이용하 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연성한계치 =0.42에서 휨강도비 

는 HSB600의 경우 0.917, HSB800의 경우 0.791

을 얻었다. HSB강재를 사용한 강합성거더의 경우에도 일반 

강재를 용한 경우와 비연성단면 구간에서의 안 율 1.13을 

동일하게 용한다면, Fig. 29와 같이  에서 

는 HSB600의 경우 0.81(0.917/1.13), HSB800

의 경우 0.7(0.791/1.13)로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를 산

정할 수 있다.

≤     (35)

    
  ; HSB600 (36)

    
  ; HSB800 (37)

5. AASHTO LRFD(2007)의 공칭휨강도 평가식과의 

비교

AASHTO LRFD(2007)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모멘트에 

항하는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평가식과 이 연구에서 제

안하고 있는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평가식을 Fig. 30~ 

31과 같이 비교를 하 다. 일반강재  HSB강재를 사용한 

강합성거더의 실제 휨강도 분포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

칭휨강도 평가식에 해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 다. 

 일 때 SM400, SM490, SM520강재의 공칭휨강도

는 기존 평가식보다 약 1.13배 크게 평가되었고 HSB600강

재의 경우 약 1.05배 향상되었다. 하지만 HSB800강재의 

경우 기존 공칭휨강도 평가식보다 약 0.91배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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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이 연구의 목 은 정모멘트를 받는 강합성거더의 휨강도를 

재평가하고, 장타설되는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가 27MPa

인 경우 일반강재뿐만 아니라 고성능강재인 HSB600과 

HSB800이 용한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평가식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에 한 

기존 연구결과를 고찰하 으며, 한 모멘트-곡률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단면을 갖는 강합성거더의 극한휨강도와 연

성도를 평가하기 한 변수해석을 수행하 다. 변수해석결과

를 토 로 일반강재와 고성능강재가 용된 강합성거더의 공

칭휨강도를 평가하기 한 설계식을 제안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1) 합성거더의 극한휨강도는, 연성비가 
′ 일 때 

항복모멘트에 수렴한다는 Wittry의 가정과 달리, 강재

의 항복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모멘트보다 큰 수 에

서 차츰 작은 수 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Wittry가 

비연성 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제안식은 항복강도가 낮

은 일반강재를 용한 경우에는 공칭휨강도가 보수 으

로 평가되며, 항복강도가 큰 고강도강재를 용할수록 

공칭휨강도가 과다 평가될 수 있다.

(2) 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평가시 Wittry의 연성한계조건 


′ 를 용하게 되면, 실제 합성거더의 연성도 

평가시 용되는 연성비 가 사용 강재에 따라 변

화되며 일 된 연성한계치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Wittry의 연성한계조건을 따르고 있는 행 도로교설계

기 (한계상태설계법)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 

강재와 계없이 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를 연성비 

를 기 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보

다 합리 이라 단된다. 

(3) 일반강재를 용한 강합성거더의 경우 연성한계치 

 일 때 휨강도는 SM400 강재의 경우 1.139

, SM490 강재의 경우 1.099, 그리고 SM520 

강재의 경우 1.063 수 으로 평가되었다. 이 수치들

과 Wittry의 방법과 동일하게 취성 괴에 한 안 율 

0.85를 곱한 결과를 이용하여 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평가식을 새롭게 제안하 다. 이 경우 강재 변화에 따른 

공칭휨강도에 한 극한휨강도의 비 는 연성한

계치 가 0.42일 때 SM400 강재의 경우 1.181, 

SM490 강재의 경우 1.188, 그리고 SM520 강재의 경

우 1.200으로 안 율이 비슷한 수 을 보 다.

(4) 따라서, 일반강재를 용한 합성거더는 강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연성비 가 0.1보다 큰 경우를 비

연성단면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공칭휨강도 평가식을 

새롭게 제안하 다. 새롭게 제안된 평가식을 이용하는 

경우 비연성 구간인 ≤ ≤ 에서 극한모

멘트와 공칭휨강도의 비로 표 되는 실제 합성거더의 안

율은 ≤ ≤ 으로 선형 으로 변화된다.

(5) 고성능 강재 HSB600과 HSB800를 용한 합성거더의 

경우 Wittry의 공칭휨강도 산정방법을 용하면 연성비 

에 따른 극한휨강도와 공칭휨강도의 비

의 분포가 선형 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수 산정이 어

렵다. 따라서, HSB강재를 용한 강합성거더의 공칭휨

강도 평가식은 연성비 에 따른 극한휨강도와 소

성모멘트의 비  분포를 기 으로 95% 하한 추

세선을 바로 용하 으며, 연성한계치에서 극한모멘트

와 공칭휨강도의 비로 표 되는 실제 합성거더의 안 율

은 일반강재를 용한 합성거더의 경우와 동일하게 

1.13을 용하 다. 

(6)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일반강재  HSB강재를 사용한 강

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 평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일반강재

 
  ; HSB600

 
  ; HSB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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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는 정모멘트를 받는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를 평가하기 한 연구를 수록하 다. 한계상태설계법을 용한 행 도

로교설계기 (2012)에 제시된 합성거더의 휨강도 규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반구조용 강재를 사용한 합성거더에 용할 수 있다. 고성능 

강재 HSB600뿐만 아니라 HSB800를 용한 강합성거더에 용하기 해서는 행 공칭휨강도 평가식을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강합성거더의 공칭휨강도를 평가하기 하여,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고찰하 으며 모멘트-곡률해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단면을 갖는 강

합성거더의 극한휨강도와 연성비를 평가하기 한 변수해석을 수행하 다. 변수해석결과를 토 로 일반강재를 용한 강합성거더에 해 기존 

평가식보다 덜 보수 인 공칭휨강도 평가식을 제안하 다. 한 고성능 강재 HSB600과 HSB800을 용한 강합성거더의 새로운 공칭휨강도 

평가식도 함께 제안하 다. 

핵 심 용 어： 교량, 합성거더, 휨강도, 연성, 고성능 강재, HSB 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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