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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 철골 구조물 등의 용접 강구조물에서는, 지진 

하중 등에 의해 거대한 변형을 동반하는 경우, 초기결

함 등의 응력집중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용접 접합부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응력․변형률 집중부에서 큰 소성변

형을 동반한 연성크랙이 발생하여, 그것이 취성파괴의 

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본의 효고 남부 대지

진에서는, 진동의 변형속도가 100kine (cm/s)을 넘는 

동적․대변형에 의해서, 건축 철골 구조물의 보와 기둥

의 용접 접합부에 있어서 이러한 연성크랙의 발생․진

전을 동반한 취성적인 파괴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

다1-3). 이처럼 구조적 불안전 현상을 가지고있는 강구

조물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고, 적절한 안전성평가를 수

행하여 취성파괴에 선행하여 발생하는 연성크랙의 발생

조건과 지배인자를 해명하여, 그 한계평가수법을 확립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적하중 하에서의 강도적 불균질재의 연성크랙 

 발생거동의 실험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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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부터, 강재의 연성크랙발생은 다축응력장에 의

해 촉진되는 것이 크랙발생에 지배적인 보이드 성장이

론으로 부터도 설명되고 있고4), 주로 원주노치 환봉시

험편을 사용한 실험에 의하여 노치가 날카롭게 될수록 

크랙 발생 한계변형률이 저하한다고 하는 실험결과가 

다수 보고 되어 있다5-10). 이것은, 노치의 존재에 따른 

형상적 불연속이 소성구속의 정도를 높이는 것에 기인

한 것이고, 이러한 연성크랙 발생 특성의 정량적 평가

가 상당소성변형률과 응력다축도의 2파라메타를 이용해

서 정리되고 있다
8-10)
.

  한편, 강구조물에 있어서 용접 접합부에는 형상적 불

연속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도적 불

연속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강도적 불균질

의 존재는 소성변형의 불균일로부터 갖게되는 소성구속

의 향으로부터, 저강도부의 강도를 상승시켜 부재의 

변형거동에도 향을 미친다
11-12)
. 즉, 강도적 불균질에 

있어서는 고강도재료에 의한 소성변형의 구속효과에 따

른 저 강도 재료의 응력다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부터, 

연성크랙의 발생거동 또한 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또한, 강재가 동적부하를 받아 변형률속도가 

틀린 경우에 기계적 특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13-15)
, 그 응력―변형률 특성은 고속부하에 따른 단

열적 소성변형이 갖게되는 온도상승의 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강재의 가공경화능이 작을수록 소성변형의 

국재화가 현저하게 되고 응력다축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부터, 응력―변형률 특성의 향에 따른 동

적부하가 연성크랙의 발생거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강재의 강도 레벨에 의해서는 기계적 

특성에 의한 변형률속도의 향의 정도가 틀려지는 것

으로부터14-16), 강도적 불균질재에서는 그 변형거동과 

크랙의 발생거동이 불균질에 의해서 소성구속과 변형률

속도의 양 인자가 복잡하게 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강도적 불균질이 존재하는 부

재, 또한 이것이 동적부하를 받는 경우의 연성크랙 발

생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봉 인장시험편을 사용하

여, 원주에 노치를 넣은 형상적 불연속재 및 대상강재

를 그것보다도 강도가 높은 강재에 양면 접합한 강도적 

불균질재를 사용하여, 정적 및 동적하중하에서 인장시

험을 실시하여, 연성크랙발생거동에 대하여 실험적인 

고찰을 수행하 다.

2. 대상시험편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HT50강의 연성크랙 발생거동에 의

한 형상적 불연속 및 강도적 불균질의 향, 또한 동적

부하에 따른 향에 대하여 실험적인 측면에서 검토하

다.

  실험에서는, HT50강의 크랙발생거동에 의한 형상적 

불연속에 따른 소성구속의 정도의 향을 살피기 위하

여, Fig. 1 에 나타낸 직경 10mm의 환봉시험편과, 

그 시험편에 노치를 넣은, 노치반경R 이 각각 다른 2

종류의 원주 노치시험편( R 1, R 2)을 사용했다. 또

한, 강도적 불균질이 갖는 소성구속과 그 정도의 향

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폭H를 3종류로 변화시킨 

HT50강( H=1.5, 3.0, 10.0mm)의 양측에 고강도

의HT80강을 확산접합 (가압력 100Mpa, 1050℃에서 

30분간 유지)하여 인위적으로 강도적불균질재를 제작

하여, Fig. 1에 나타낸 것처럼 HT50강의 상대두께

X (=H/D,D : 직경=10mm)=0.15, 0.3, 1.0 

의 3종류의 환봉시험편을 제작하여 인장실험을 실시하

다17). 한편, HT50강의 균질재의 환봉 및 원주노치 

시험편에 대하여서는, 확산접합 할 때와 동일조건에서 

열처리를 실시한 평판으로부터 시험편을 제작하 다. 

또한, 동일 열처리후의HT80강의 기계적 특성을 알기 

위하여, HT50강의 환봉시험편과 동일한 형상․사이

즈의 시험편을 제작하여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각 강재의 화학조성은 Table 1에 나타냈으며, 환봉

Fig. 1 Configuration of round-bar tensile specimens 

with geometrical heterogeneity and strength 

mismatch

37

smooth bar
tensile
specimens

Circumferentially 
notched

tensile specimens

R2 R1

X=∞

(Homogeneous)

X=1.0

(H=10)

X=0.3

(H=3)

X=0.15

(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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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장시험에서 얻은 응력―변형률(열처리후)관계 곡

선 및 그 기계적 특성을 정리한 것을 각각 Fig. 2,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강재의 항복강도비 (Sr (Y)) 

는 약 1.8, 인장강도비 (Sr (T)) 는 약 1.4 정도이다.

  인장시험은 크로스헤드 변위속도가 0.1mm/s (정적하

중)과 100mm/s (동적하중)에서 실온에서 실시하 다. 

시험은 유압사보식 고변형률속도 인장시험기를 사용했

고, 시험 중에는 하중을 로드셀에서, 표점간변위를 고속

제하의 응답성을 고려한 강성이 높은 캔틸레버식의 변위

계를 이용하여 자동 계측․기록하 다. 또한, 균질시험편 

및 강도적 불균질재에 대한 실험에서는, 실험중의 온도

상승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편 중앙부 표면에 동―

콘스탄탄 열전대를 부착하여 온도상승량을 측정하 다.

3. 정적․동적하중 하에서의 형상적 불연속
재 및 강도적 불균질재의 연성크랙 발생
거동

3.1 정적하중 하에서의 연성크랙 발생거동에 
의한 형상적 불연속의 향

  환봉 및 원주노치 시험편을 사용한 균질재( HT50

강)의 정적하중( 0.1mm/s ) 하에서의 연성크랙 발생

거동의 실험 및 상세한 관찰을 수행했다.

  Fig. 3에 모든 시험편의 파괴까지의 하중P ―크로

헤드 변위DX 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떠한 시험편에 

있어서도 P-DX 의 관계에 있어서 파괴직전에 변곡

점이 보 으며, 그후 급속히 하중이 저하한 후 파괴에 

도달하 다. 파괴후의 시험편은 전형적인 cup and 

con 형태의 파면을 나타내었으며, 파면 중앙부에서는 

등축딤플이 관찰되었다. 이것으로부터 시험편 중앙부 

부근에서 보이드의 발생․성장에 기본 하여 연성크랙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연성크랙의 발생거동을 더욱 상세하게 관찰하기 위하

여, 하중P ―변위DX 관계에서 나타난 변곡점의 직전 

및 직후에 제하후, 시험편의 중앙단면을 SEM에 의해

서 관찰하 다. 한편, 제하시험중에는 하중, 크로스헤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HT50 and HT80 steels used

Steel C Si Mn P S Cu Ni Cr Mo V Ti Nb Al B Ceq Pcm

HT50 0.17 0.31 1.48 0.011 0.002 - - - - - - - 0.016 - 0.43 0.25

HT80 0.10 0.26 0.85 0.004 0.002 0.23 1.16 0.49 0.47 0.037 0.016 0.011 0.046 0.0012 0.50 0.25

Ceq=C+Mn/6+(Cr+Mo+V)5+(Cu+Ni)/15

Pcm=C+Si/30+Mn/20+Cu/20+Ni/60+Cr/20+Mo/15+V/10+5B

Fig. 2 Nominal stress σ―nominal strain ε  curves 
obtained by tensile tests for homogeneous  

specimens (HT50, HT80) under static loadin

g0.1mm/s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HT50 and HT80 

steels used

Steel σY σT YR εT EL. RA Sr(Y) Sr(T)

HT50 298 522 57 14.1 30.8 68
1.81 1.41

HT80 537 737 73 6.6 20.2 64

σY  : Lower yield stress, σT : Tensile strength

YR : Yield -to-tensile ratio (σY/σT )

εT :Uniform elongation

EL. : Elongation (G.L.=40mm, Dia=10mm) 

RA: Reduction in area,

Sr(Y):σY
HT80/σY

HT50/sr(T): σT
HT80/σT

HT80

Fig. 3 Load P ―displacement DX  of crosshead   

obtained by tensile tests for smooth  and 

circumferentially notched specimens  und

er static loading 0.1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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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의 계측과 최소단면직경의 변화를 얻기 위하여 

CCD내장 마이크로스코프에 의해서 관찰․녹화를 수행

하 다. 예로서, R 2시험편의 변곡점 직후에 제하한 

시험편의 관찰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c)

로부터, 시험편의 잘록해진 단면의 중앙부에서 큰 보이

드가 관찰되었으며, 그 보이드 사이에서 미소 보이드가 

발생․연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연성크

랙이 명료하게 관찰되었다. 환봉 및 R 1시험편에 있

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한편, 어떤 시험편에 있

어서도 변곡점 직전에 제하한 시험편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보이드는 관찰되었지만, 그것이 연결되어서 연성

크랙을 형성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관찰

로부터, 파괴 직전의 급속한 하중 저하는, 시험편 중앙

부에서 크랙이 발생하여, 그것이 표면으로 진전하는 과

정에서 생기는 부가단면수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

되고
8)
, 하중P―크로스헤드변위DX 관계에서 보여진 

변곡점이 크랙발생시의 부하레벨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추정하 다.

  실험 및 관찰로부터 얻은 균질재의 연성크랙 발생 한

계변형률 (e ave. ) I (마이크로스코프에 의한 관찰로부터 

얻은 크랙발생시의 최소단면 직경으로부터 얻은 무한소 

표점간 평균변형률)을 Fig. 5에 정리하 다. 한편, 크

랙발생시의 한계 신변형률은 파괴후의 직경으로부터 얻

은 신변형률에 대해서 작고, 환봉시험편에서는 약 10% 

정도의 변형률량의 저하가 보 다. 이처럼, 크랙발생 

한계변형률은 형상적 불연속에 따른 응력다축장의 향

을 받아, 노치반경이 작게될수록 저하 하게되었다.

3.2 강도적 불균질재의 연성크랙 발생거동과 
동적부하의 향

  균질재의 정적 인장시험에서 얻은 HT50강의 연성

크랙 발생거동이, 강도적 불균질에 따른 소성구속에 의

한 향과 동적부하에 따른 향의 중첩효과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HT50강의 상대두께X(=0.15, 0.3, 

1.0)를 변화시켜 이음재에 대하여 정적 및 동적 인장시

험을 실시하 다.

  Fig. 6은 정적시험의 공칭응력과 표점간의 변위에서 

얻은 공칭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보면,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에서도 전술에서 얻은 균질

재의 거동과 같이 파괴 직전에 변곡점이 관찰되었으며, 

그후 하중이 급격하게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모든 시험편에 있어서 중앙부에서 등축딤플을 형성한 

전형적인 cup and con형의 파면을 나타내었으며, 모

두 HT50강에서 파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

(a) True stress―true strain curve 

(b) P-DX  curve

(c) SEM micrographs of the specimen sectioned near 

the center of specimen just before ductile failure

 

Fig. 4 Ductile crack initiation behavior of R2    

specimen under static loading 0.1mm/s 

Fig. 5  Effect of notch radius R on ductile crack 

initiation strain (e ave. ) I  in homogeneous 

HT50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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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찰결과, 정하중에서의 강도적 불균질이 존재하는 

경우도, 연성크랙은 시험편 중앙부에서 발생하고, 공칭

응력―공칭변형률 관계에서도 변곡점이 발생부하 레벨

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Fig. 7은 강도적 불균질재의 연성크랙발생시의 변형․

연신률 특성을 나타낸 파라메다로서 공칭변형률 ε 을 

채용하여, 한계변형률εI에 대한 상대두께 X의 향을, 

상대두께와 인장강도 σT의 관계와 동시에 정리했다. 

이음부의 인장강도가 상대두께의 저하와 함께 크게되고 

고강도재료( HT80강)의 강도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X 의 저하와 함께 소성구속의 정도가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1,12)
. 한편, 연성크랙의 발생 한

계변형률 ε I 는 이처럼 소성구속의 향에 의해 상대두

께의 저하와 함께 작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

두께X=0.15와 X=0.3에서는 역전 현상이 보이는 

것처럼 소성구속의 정도가 크게되거나 이음부강도가 

HT80강과 같을 정도로 상승하면, HT50강의 변형뿐

만 아니라 고강도인 HT80강의 변형도 현저하게 나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표점간 변형률로 평가한 크

랙발생 한계변형률은 상승경향이 변하게된다. 즉, 강도

적 불균질재의 연성크랙 발생 한계는, 표점간 변형률로 

평가하면 반듯이 소성구속의 정도에 상응해서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음재의 변형 거동에도 의존하게된다.

  강도적 불균질재가 동적부하를 받는 경우의 연성크랙

발생 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인장시험 결과로

서, Fig. 8에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을 나타내었

다. 동적부하를 받는 경우에도 파괴직전에 명백하게 변

곡점이 관찰되었다. 파면관찰의 결과로부터, 동적부하

를 받는 경우에도 시험편 중앙부에서 공칭응력―공칭변

형률 곡선상의 변곡점에 대응하는 부하 레벨에서 연성

크랙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Fig. 9에 강도적 불균질재의 동적 인장강도를 정적 

인장강도와 비교하여 정리하 다. 동적 인장강도는 정

적 인장강도의 경향과 같이 상대두께가 작은 것일수록 

크게되었고, 모든 시험편에서 동적부하의 향에 의한 

강도 상승이 나타났다. 또한, HT50강의 균질재의 강

도에 대하여 불균질재의 강도비는, 상대두께가 작게되

면 동적부하의 쪽이 저하 하고있지만, 각각 고강도재

( HT80강)의 강도비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동

적부하에 의한 불균질재의 강도상승량이 저하하는 것은 

양재료의 강도에서의 부하속도의 의존성이 틀리기 때문

이고, 그 결과로써 양강재간의 강도 차가 저하한 

HT50강에의 소성구속의 정도가 저하 한 것에 기인하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적부하에서의 연성크랙 발생 한계변형률 ε I 에 의한 

상대두께의 향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상대두께와 

한계변형률의 관계는 정적 시험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

Fig. 6 Nominal stress σ―nominal strain ε  curves 
obtained by tensile tests for homogeneous 

and strength mismatch specimens under 

static loading 0.1mm/s

Fig. 7 Effect of relative thickness X on ductile   

crack initiation strain εI and tensile strength

σT under static loading 0.1mm/s

Fig. 8 Nominal stress σ―nominal train ε  curves 
obtained by tensile tests for homogeneous 

and strength mismatch specimens under 

dynamic loading 0.1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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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또한, 불균질재의 한계변형률은 부하속

도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지만, 균질재

( HT50강)에서는 종래의 결과
14-16)과 동일하게 동적부

하에 따른 한계변형률이 정적부하의 한계변형률 보다 

조금 크게 되었다.

4. 결    론
  

  강재의 연성크랙 발생 조건에 대하여 형상적 불연속 

및 강도적 불연속의 향, 동적부하의 향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검토하 다. 원주노치 및 강도적불균질재를 

갖는 환봉시험편을 이용하여 정적 및 동적하중 하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연성크랙의 발생거동에 대하여 

관찰하 다. 이하에 얻은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1) 연성크랙발생 한계변형률은 형상적 불연속이 갖

는 소성구속의 향을 받아, 노치시험편(R2, R1)의 한

계변형률은 환봉시험편(R∞) 보다도 작고, 또한 노치시

험편에서는 노치반경이 작게되면 될수록 연성크랙 발생 

한계 변형률은 저하한다.

  (2) 강도적불균질재의 정적하중 (0.1mm/s)  하에서

의 연성크랙의 발생한계변형률 εI (표점간변형률로 평

가)는 필히 소성구속의 정도에 상응해서 저하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정도에 따라서 이음부의 변형거동에도 

의존한다. 또한, 이 한계변형률은 동적하중 (100mm/s)  

하에 있어서도 거의 같지만, 균질재에서는 종래의 결과

와 같이 동적하중에 의한 한계변형률이 정적하중에 의

한 한계변형률보다 조금 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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