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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high-strength lattice girders as a 

possible superior alternative to conventional steel arch ribs. For this purpos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upports were analyzed using numerical analysis, and their performance was 

evaluated using maximum bending load tests and tensile tests of the welded joi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the optimum size of the upper and lower members and plates is 50 mm × 

31.8 mm × 25.4 mm, demonstrating excellent functionality and economic efficiency. High-strength 

lattice girders of dimensions 55 mm × 30 mm × 20 mm and 85 mm × 30 mm × 20 mm, determined 

from bending load tests, are found to meet both the reference values and the target values of H-profiles 

100 and 125. A review of the ratio of theoretical deflection to actual deflection shows that the 

high-strength lattice girder developed during this study meets fewer than five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lattice girder deflections proposed by the Federal Railway Department of Germany. Finally, tensile 

test results reveal that the welded joint of the high-strength lattice girder at the main steel bar-auxiliary 

steel bar-plate junction exceeds the target value, indicating that the welded joint has sufficient stability.

Keywords: steel arch rib, high strength lattice girder, structural analysis, bending load test, deflection, 

tensile test

초 록

본 연구는 기존의 강지보재보다 우수한 고강도 격자지보재를 개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수치해석을 이용한 지보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시작품에 대한 최대 굽힘하중시험과 

용접이음부 인장강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구조해석 결과에 따른 최적의 상하부부재

와 플레이트의 규격은 50 mm × 31.8 mm × 25.4 mm로 시공성과 경제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굽힘

하중시험으로부터 확정된 규격 55 mm × 30 mm × 20 mm와 85 mm × 30 mm × 20 mm의 고강도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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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재는 기준값과 H형강 100과 125의 목표값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 처짐량과 실제 처짐량의 비를 검토한 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된 고강도 격자지보재는 독일연방 철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격자지보재 처짐량의 평가기준 5 이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용접이음부

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는 고강도 격자지보재의 주봉-보조봉-플레이트가 접하는 용접이음부 인장강도가 목표값 이상으로 나타나 용접이음부

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지보, 고강도 격자지보, 구조해석, 굽힘하중시험, 처짐량, 인장시험

���

터널의 형성원리는 지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지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시공되는 터널공사는 주로 

NATM 공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공법은 터널 굴착 후 지반 자체 강도를 크게 약화시키지 않고, 터널의 안정성을 최

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와 같은 지보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Kim et al., 2007). 현재 숏

크리트나 록볼트와 같은 지보재의 성능이나 시공 및 설계 형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수행된 반면, 강재보재와 같은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강지보재는 숏크리트 또는 록볼트의 지보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전까지 굴착된 터널의 안정 및 선

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강지보재는 첫째, 굴착 직 후 터널주변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과

다한 초기변위를 억제하기 위한 역할, 둘째, 다양한 보조공법의 반력지지대의 역할, 셋째, 타설된 숏크리트가 경화한 후 강

지보재와 숏크리트의 일체화로 지보능력 향상 등으로 그 개념과 역할을 정리할 수 있다(Kim and Sin, 2008).

NATM 공법에서 강지보재를 사용할 경우, 작용 하중, 숏크리트 두께, 굴착 터널 단면의 크기 등 시공 목적에 적합한 지

보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강지보재로는 H형강, U형강, I형강, Y형 강관, 격자지보

재 등이 있다(Kim and Sin, 2008; Moon et al., 2012). 국내의 경우 H형강 강지보재가 대부분의 터널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H형강은 무거운 자체 중량으로 인하여 시공 시 설치시간과 후속공정에 지연을 주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문

제점을 발생시켰다. 또한 강지보재를 설치한 후 숏크리트를 굴착면에 타설하는 과정 중 암반 발파에 의한 터널벽면에 크

고 작은 여굴이 발생하여 강지보재 배면에 숏크리트가 완전하게 타설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동이 형성될 수 있다(Moon 

et al., 2012). 이러한 공동은 강지보재-터널벽면 사이의 밀착성, 숏크리트-강지보재 사이의 일체성을 형성시키지 못해 효

과적인 하중지지를 일으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H형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대 유럽에

서 개발되어 1990년대 중반 국내에 강지보재로서 격자지보재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Fig. 1). 격자지보재는 

H형강과 비교할 때, 중량이 가볍고, 격자지보재-숏크리트-지반과의 부착성이 뛰어나 시공성이 우수하고, 숏크리트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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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량을 감소시키고, 여굴로 인한 공동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Moon et al., 

1996; Moon, 1999; Kim et al., 2008, 2009; Nam et al., 2012; Son et al., 2017; Kim and An, 2019). 하지만 격자지보재 구

조 특성상 용접부위의 취약성과 함께 하중지지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강지보재보다 강도가 뛰어나고, 제작과 시공이 용이하며, 구조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고강도 격

자지보재를 개발하여, 그 성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 및 신규 강지보재 디자인 5개를 선정하여 구조해

석을 수행하여 지보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시작품을 제작하여 최대 굽힘하중시험과 용접이음부 인장강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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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은 강지보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기존 강지보재 2가지 형태와 신규 강지보재 3개 형태 등 총 5개를 선정하여 

탄성선형해석을 수행하여 강지보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강지보재 디자인에 대해서는 규격선정을 위한 해석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5가지 형태의 강지보재 단면 개요도와 사용재료에 대한 제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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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ross section Description

1st proposal

Lattice girder

(steel bar: 50 × 20 × 30)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

Deflection

Vulnerability check

2nd proposal

H-profile

(125 × 125 × 6.5 × 9)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

Deflection

Vulnerability check

Proper spacing and connection 

thickness

3rd proposal

Plate lattice girder

(steel bar: 50 × 20 × 30)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

Deflection

Vulnerability check

Proper spacing and connection 

required strength

4th proposal

Plate lattice girder

(steel pipe: 50 × 31.8 × 25.4)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

Deflection

Vulnerability check

Proper spacing and connection 

required strength

5th proposal

Fidget spinner lattice girder

(steel pipe: 50 × 31.8 × 25.4)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

Deflection

Vulnerability check

Proper spacing and connection 

require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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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은 (주)마이다스아이티에서 개발한 Midas Civil 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형정적해석(linear elastic static 

analysis)으로 모델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중 조건은 4점 시험법을 적용하였으며, 하중과 지점간의 간격은 0.5 m로 설정하

였다. 또한 경계조건은 핀-롤러(Pin-roller) 단순지지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Fig. 2). 5가지 형태별 강지보재의 해석 

모델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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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odeling Load and boundary conditions

1st proposal

Lattice girder

(steel bar: 50 × 20 × 30)

2nd proposal

H-profile

(125 × 125 × 6.5 × 9)

3rd proposal

Plate lattice girder

(steel bar: 50 × 20 × 30)

4th proposal

Plate lattice girder

(steel pipe: 50 × 31.8 × 25.4)

5th proposal

Fidget spinner lattice girder

(steel pipe: 50 × 31.8 × 25.4)

������

선정된 5가지 형태의 강지보재를 대상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안과 제4안의 연결재 최초 항복하중이 다른 부재의 응력수준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외력에 대한 구조부재로

써 기능이 작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하중이 플레이트로 대부분 분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최초 항복

하중에 도달하는 부재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외력에 대한 해석결과는 제4안의 구조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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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5안이 가장 불리함을 보였다. 각 강지보재의 구조성능 결과를 단위길이당 중량, 처짐량, 최소 항복굽힘하중 등 3항

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5가지 형태 강지보재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최종결과는 Fig. 3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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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aximum bending 

stress (MPa)

Load

(N)

Allowable stress

(MPa)

Minimum yield 

bending load (N)

1st proposal

Upper member -1.879 200 500 53,220

Lower member -2.889 200 500 34,614 

Connection member -2.725 200 500 36,697

2nd proposal H-profile -0.369 200 245 132,791 

3rd proposal

Upper member -0.743 200 500 134,590 

Lower member -0.466 200 500 214,592 

Connection member 0.009 200 500 11,111,111 

Plate 0.799 200 245 61,327 

4th proposal

Upper member -1.117 200 800 143,241 

Lower member -0.719 200 800 222,531 

Connection member 0.014 200 500 7,142,857 

Plate 1.155 200 245 42,424 

5th proposal Upper/lower member -2.891 200 800 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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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Great <-----------------------------------------------------------------------------> Bad

Weight per unit length 1st proposal 4th proposal 3rd proposal 2nd proposal 5th proposal

Deflection 2nd proposal 3rd proposal 4th proposal 5th proposal 1st proposal

Minimum yield bending load 4th proposal 3rd proposal 2nd proposal 5th proposal 1s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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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형태의 강지보재 중 구조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4안(플레이트형 격자지보재)을 대상으로 상하부부

재의 단면적, 플레이트의 두께, 간격 등을 조정하면서 단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때 제4안과 재질은 같으면서 규격이 

다른 제3안을 이용하여 해석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제3안과 제4안의 플레이트형 격자지보재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우선 제4안의 상하부부재의 응력 차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면의 크기에 따른 검토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연

결재인 플레이트 규격에 따른 상하부부재의 응력차이가 최소로 될 수 있는 최적안을 도출하였다. 그 해석결과는 Table 6

에 정리하였다. 해석결과, 최적의 상하부부재와 플레이트의 규격은 제4-1안에서 제시된 제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초 항복응력 관점에서 볼 때, 최적안 상부부재는 제3안과 비교하여 29% 증가, 하부부재는 9% 증가, 그리고 제4안과 비

교해서는 상부부재는 25% 증가, 하부부재는 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하부부재 사이에 설치된 최적의 플레

이트의 간격은 40 mm 넓혔고, 두께는 8 mm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 시공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3가지 형태 강지보재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최종결과는 Fig. 4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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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aterial Quality Specification Allowable stress (MPa)

3rd proposal

Plate lattice girder

(steel pipe, 50 × 31.8 × 25.4)

High strength steel pipe SRSP800
Steel pipe 1: 31.8 mm, 3.6 t

Steel pipe 2: 25.4 mm, 3.6 t

800

800

Plate SS400 150 × 10 t 245

4th proposal

Plate lattice girder

(steel pipe, 50 × 31.8 × 25.4)

High strength steel pipe SRSP800
Steel pipe 1: 34.0 mm, 4.5 t

Steel pipe 2: 21.7 mm, 3.6 t

800

800

Plate SS400 150 × 10 t 245

4-1st proposal

Plate lattice girder

(steel pipe, 50 × 31.8 × 25.4)

High strength steel pipe SRSP800
Steel pipe 1: 38.1 mm, 3.6 t

Steel pipe 2: 28.8 mm, 3.6 t

800

800

Plate SS520 130 × 8 t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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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aximum bending 

stress (MPa)

Load

(N)

Allowable stress

(MPa)

Minimum yield 

bending load (N)

3rd proposal

Upper member -0.743 200 500 134,590 

Lower member -0.466 200 500 214,592 

Connection member  0.009 200 500 11,111,111 

Plate  0.799 200 245 61,327 

4th proposal

Upper member -1.117 200 800 143,241 

Lower member -0.719 200 800 222,531 

Connection member  0.014 200 500 7,142,857 

Plate 1.155 200 245 42,424 

4-1st proposal

Upper member -0.843 200 800 189,798 

Lower member -0.678 200 800 235,988 

Connection member  0.011 200 500 9,090,909 

Plate  1.065 200 355 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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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시험을 통한 비교 및 분석을 위해 시험방법과 분석조건을 고려하여 시작품을 제작한 후, 최대굽힘하중시험을 실시

하여 다양한 형상의 고강도 격자지보 시작품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내시험은 1.7 m 길이로 총 6차에 걸쳐 제작된 

시작품에 대해 3점 재하방식으로 총 6회 실시하였다. 시작품 제작 및 시험방법은 Fig. 5에서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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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내시험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H형강과 삼각격자지보재를 규격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작품은 주

봉 재료의 선정을 위해 일반 강봉과 고강도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플레이트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체

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여 제작과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으며, Fig. 6은 시험에 사용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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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재를 보여준다. 1차 시작품 굽힘하중시험 결과에 의하면, 삼각격자지보재는 가장 낮은 최소 굽힘하중을 보인 반면, H

형강이 가장 높은 최소굽힘하중을 나타냈다. H형강의 최대 굽힘하중은 규격이 100의 경우 90 kN, 125의 경우 141 kN, 

150의 경우 210 kN로 나타났다. 또한 시작품(강봉) 규격50 × 30 × 20의 경우 H형강 100의 경우보다 최대 굽힘하중은 높

으나 무게가 5% 정도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고강도 강관을 이용한 시

작품은 굽힘하중시험 시 극한에서 취성파괴형태를 보이므로 강지보재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작품에서 플레

이트의 연결방식은 분리형보다는 일체형이 약 2.3~5.7% 정도 최대 굽힘하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플레이트의 연결방식

은 일체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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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ross-section dimension Plate dimension
Results of bending load test

Remarks
Weight (kg) Load (kN)

H-profile

100 × 100 × 6 × 8

-

27.94 90.00

Target value125 × 125 × 6.5 × 9 38.36 141.60

150 × 150 × 7 × 10 51.89 210.20

Triangle lattice girder
50 × 30 × 20 20.66 41.20

-
70 × 30 × 20 21.29 43.20

1 prototype

(steel bar)

50 × 30 × 20

L: 150 mm

S: 20 mm

t: 8 mm

29.40 99.70 Integrate type

50 × 30 × 20 29.73 97.00 Separate type

70 × 30 × 20 34.46 123.05 Integrate type

70 × 30 × 20 34.83 116.25 Separate type

1 prototype

(high strength steel pipe)

50 × 30 × 20 21.06 63.25 Integrate type

50 × 30 × 20 21.05 55.20 Separate type

70 × 30 × 20 26.62 79.00 Integrate type

70 × 30 × 20 26.04 67.25 Separat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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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굽힘하중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시작품(강봉) 규격 50 × 30 × 20에 대해 플레이트의 두께, 길이, 설치간격, 용접방식 

등을 조정하여 2차 시작품을 제작한 후 굽힘하중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시험결과를 Table 8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에 따

르면, 플레이트 두께가 4.5 mm, 6 mm의 경우 최대 굽힘하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플레이트 간격을 25~50 

mm까지 5~1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 시험을 수행한 결과 강도증가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플레이트의 

두께와 간격은 보다 안정성 있게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6 mm와 40 mm로 선정하였다. 용접방식은 3점용접보다는 선용접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시작품 굽힘하중시험에서 6가지 경우 모두 최대 굽힘하중이 H형강보다 8% 이상 높게 나

타났으며, 무게도 1~7% 감소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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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late Results of bending load test Welding 

method
Remarks

Thickness (mm) Length × Interval (mm) Weight (kg) Load (kN)

Plate 

thickness

Case 2-1 4.5 150 × 20 25.90 98.20 3-point 

welding
  6 mm

Case 2-2 6.0 150 × 20 27.89 98.94

Plate 

interval

Case 2-3

6.0

150 × 25 27.33 99.72

Line 

welding
40 mm

Case 2-4 150 × 30 27.07 96.32

Case 2-5 150 × 40 27.15 99.30

Case 2-6 150 × 50 26.23 97.00

#������ ��!�������

H형강 규격 100을 대체하기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플레이트 높이를 조정하고 주봉의 재료를 8각 비틀림 강봉과 

일반 강봉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H형강 규격 125를 대체하기 위해 플레이트 높이를 85 mm, 90 mm로 선정하였으며, 주

봉은 32 mm, 보조봉은 22 mm로 변경하여 굽힘하중시험을 수행하였다(Fig. 7). 3차 시작품 굽힘하중시험 결과를 정리하

면 Table 9와 같다. 플레이트 높이(Case 3-1)와 재료(Case 3-2)를 변경한 경우 최대 굽힘강도가 기준값 100 kN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대 굽힘하중과 무게를 고려해 볼 때, Case 3-1이 H형강 규격 100의 대체 규격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H형강 규격 125의 대체 시작품의 규격은 55 × 30 × 20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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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ross-section 

dimension

Plate 

dimension
Application details

Results of bending load test
Remarks

Weight (kg) Load (kN)

Case 3-1 55 × 30 × 20

L: 150 mm

S: 40 mm

t: 6 mm

General steel bar 27.84 104.70 H-profile (100) 

replaceableCase 3-2 50 × 30 × 20 Octagonal twisted steel bar 27.10 101.54

Case 3-3 50 × 30 × 20 General steel bar 28.17 96.38 Little effect

Case 3-4 85 × 30 × 20 General steel bar 32.67 141.06
H-profile (125) 

replaceable
Case 3-5 90 × 30 × 20 General steel bar 33.11 147.34

Case 3-6 70 × 30 × 20 General steel bar 34.20 145.66

$������ ��!�������

H형강 규격 125을 대체하기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주봉의 재료를 8각 비틀림 강봉과 일반 강봉으로 대체하고, 

수평간격재의 형상을 ‘ㄷ’에서 ‘ㅁ’ 모양으로 플레이트 사이 보조봉에 설치하는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ㅁ’ 형상은 

강봉과 강판 등의 2 방식으로 용접을 실시하였다(Fig. 8). 4차 시작품 굽힘하중시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10과 같다. 결

과적으로 주봉 재료가 일반 강봉, 수평간격재의 형상이 ‘ㅁ’로 변경할 경우(Case 4-1), 최대 굽힘하중이 목표값 140 kN 이

상을 보여 H형강 규격 125의 대체 규격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H형강 규격 125의 대체 시작품의 규

격은 85 × 30 × 20으로 일반 강봉과 ‘ㅁ’ 모양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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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ross-section 

dimension

Plate 

dimension
Application details

Results of bending load test
Remarks

Weight (kg) Load (kN)

Case 4-1
85 × 30 × 20

L: 150 mm

S: 40 mm

t: 6 mm

General steel bar 32.28 141.78 Spacer of steel bar 

with ‘ㅁ’ typeCase 4-2 Octagonal twisted steel bar 31.94 139.18

Case 4-3

50 × 30 × 20 Change location of spacer

27.11 101.60 Spacer of steel 

plate with ‘ㅁ’ typeCase 4-4 26.51 95.36

Case 4-5 27.35 96.32 Spacer of steel bar 

with ‘ㅁ’ typeCase 4-6 26.88 97.76

Case 4-7 95 × 32 × 22 General steel bar 38.46 173.74
H-profile (150)

Case 4-8 95 × 30 × 20 Octagonal twisted steel bar 35.22 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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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와 4차 시작품 굽힘하중시험에서 확정된 2종류의 규격에 대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굽힘하중시험을 실시하였다. 즉, 

H형강 규격 100, 125, 150을 대체하기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여 굽힘하중시험을 실시하였다. 5차 시작품 굽힘하중시험 결

과를 정리하면 Table 11과 같다. 결과적으로 규격 55 × 30 × 20의 고강도 격자지보재의 평균 무게는 27.69 kg이고, 평균 

최대 굽힘하중은 103.6 kN으로, H형강 규격 100의 무게와 최대 굽힘하중 목표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격 

85 × 30 × 20의 고강도 격자지보의 평균 무게는 32.64 kg이고, 평균 최대 굽힘하중은 141.45 kN으로, H형강 규격 125의 

무게와 최대 굽힘하중 목표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형강 규격 150의 경우 대체 규격 확보가 어려워 향

후 플레이트의 재질과 두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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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section 

dimension
Division Plate dimension

Results of bending load test
Remarks

Weight (kg) Load (kN)

55 × 30 × 20

Case 5-1

L: 150 mm

S: 40 mm

t: 6 mm

26.67 103.70

Target value of H-profile (100)

- Weight: 27.94 kg

- Load: 100 kN

Case 5-2 27.64 102.75

Case 5-3 27.73 105.50

Case 5-4 27.75 103.65

Case 5-5 27.67 102.40

Average 27.69 103.60

85 × 30 × 20

Case 5-6 L: 150 mm

S: 40 mm

t: 6 mm

32.63 140.90
Target value of H-profile (125)

- Weight: 38.36 kg

- Load: 140 kN

Case 5-7 32.63 141.05

Case 5-8 32.68 142.40

Average 32.64 141.45

105 × 32 × 22 Case 5-9 L: 150 mm

S: 40 mm

t: 6 mm

39.67 178.48
H-profile (150) replaceable

115 × 32 × 22   Case 5-10 40.58 1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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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시작품 굽힘하중시험으로부터 확정된 2종류 시작품 성능지료를 Table 12에 정리하였다. 55 × 30 × 20의 고강도 

격자지보재는 기준값 100 kN 이상, H형강 100의 목표값 90 kN과 27.94 kg을 만족하며, 규격 85 × 30 × 20의 고강도 격자

지보재 또한 기준값 110 kN 이상, H형강 125의 목표값 140 kN과 38.36 kg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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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erformance indicator

(Reference value)
H-profile High strength lattice girder

Strength (kN) Weight (kg) Strength (kN) Dimension Weight (kg) Strength (kN)

H-profile (100) ≧100 27.94   90.0 55 × 30 × 20 27.69 103.6

H-profile (125) ≧110 38.36 140.0 85 × 30 × 20 32.64 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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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격자지보재의 처짐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보재에 일정한 하중재하 시 발생되는 변위량을 측정하여 단순보이론

에서 산정된 변위량과의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처짐량 시험은 Fig. 2와 같은 3점 하중재하방식을 적용하여 수행하였

다. 단순보이론에 근거한 3점 하중재하방식에 의한 이론 처짐량 계산은 식 (1)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Moon et al., 2012).



×× 

max ×


 (1)

여기서, 은 이론 침하량으로서 단순보이론에서 계산된 중앙의 최대변위, 은 지간(150 cm), 는 탄성계수(kg/cm2), 

는 단면 2차 모멘트(cm4) 이다.

처짐량의 적정성은 독일연방 철도국에서 제시한 식 (2)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실제 처짐량으로서 최대 굽힘하중시험에서 측정된 최대하중의 80%에 해당되는 하중에 대응하는 실제 변위

량(max ×)이다.

단순보이론에 의한 고강도 격자지보재 규격 55 × 30 × 20와 85 × 30 × 20의 이론 처짐량은 9.3 mm, 12.7 mm로 산정되

었으며, 이들을 정리하면 Table 13과 같다. 실제 침하량은 Fig. 9로부터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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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ax  (N) Interval (mm)  (N/mm2) 2nd moment of inertia (mm4) Deflection (mm)

55 × 30 × 20 103,600
1,500 2.1 × 105

3,715,069   9.3

85 × 30 × 20 140,290 3,684,18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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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보이론으로 산정한 이론 처짐량과 굽힘하중시험 하중변위곡선에서 산정한 실제 처짐량과의 비를 검토한 결과 고

강도 격자지보재 55 × 30 × 20의 경우 2.67~2.87, 85 × 30 × 20의 경우 1.11~1.50으로 독일연방 철도국에서 제시하고 있

는 격자지보재 처짐량의 평가기준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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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heoretical deflection (

) Actual deflection (


) 




 Evaluation

55 × 30 × 20
③

  9.3 mm
24.3 mm 2.61 ≦ 5 OK

④ 26.7 mm 2.87 ≦ 5 OK

85 × 30 × 20
①

12.7 mm
14.1 mm 1.11 ≦ 5 OK

② 19.1 mm 1.50 ≦ 5 OK

������

고강도 격자지보재의 주봉과 플레이트의 용접이음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용접이음부에 대한 인장시험을 수행

하였다. 시험체는 고강도 격자지보재의 주봉과 보조봉으로 사용되는 20, 22, 30, 32 mm 강봉과 플레이트를 150 mm 한 

방향 맞대기 용접한 각 5개씩 총 20개를 제작하였다(Fig. 10). 시험결과는 Table 15에 정리하였다. 고강도 격자지보재의 

주봉-보조봉-플레이트가 접하는 용접이음부 인장시험 결과 모두 목표값인 4,037 kgf 이상으로 나타나 용접이음부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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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imension Results Division Dimension Results

Case 1-1

Steel bar: 20 mm

Plate thickness: 6 mm

4,135.6 Case 2-1

Steel bar: 22 mm

Plate thickness: 6 mm

4,302.2

Case 1-2 4,341.4 Case 2-2 4,302.2

Case 1-3 4,302.2 Case 2-3 4,331.6

Case 1-4 4,282.6 Case 2-4 4,302.2

Case 1-5 4,302.2 Case 2-5 4,174.8

Average 4,265.45 Average 4,309.55

Case 3-1

Steel bar: 30 mm

Plate thickness: 6 mm

4,282.6 Case 4-1

Steel bar: 32 mm

Plate thickness: 6 mm

4,419.8

Case 3-2 4,282.6 Case 4-2 4,321.8

Case 3-3 4,312.0 Case 4-3 4,292.4

Case 3-4 4,312.0 Case 4-4 4,243.4

Case 3-5 4,272.8 Case 4-5 4,282.6

Average 4,265.45 Average 4,309.55

���

기존의 강지보재보다 우수한 고강도 격자지보재를 개발하여 그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구조해석에 의한 지보재의 특성

을 분석하였고, 시작품에 대한 최대 굽힘하중시험과 용접이음부 인장강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강지보재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에 따르면, 최적의 상하부부재와 플레이트의 규격은 50 × 31.8 × 25.4로서 상하부부재 

사이에 설치된 최적의 플레이트 간격은 40 mm 넓혔고 두께는 8 mm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 이 규격의 강지보재가 시공성

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시험 결과에 따르면, 5차례 시작품 굽힘하중시험으로부터 확정된 규

격 85 × 30 × 20의 고강도 격자지보재는 기준값 100 kN 이상, H형강 100의 목표값 90 kN과 27.94 kg을 만족하며, 규격 85 

× 30 × 20의 고강도 격자지보재 또한 기준값 110 kN 이상, H형강 125의 목표값 140 kN과 38.36 kg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순보이론으로 산정한 이론 처짐량과 굽힘하중시험 하중변위곡선에서 산정한 실제 처짐량과의 비를 검토한 결

과, 고강도 격자지보재 55 × 30 × 20의 경우 2.67~2.87, 85 × 30 × 20의 경우 1.11~1.50으로 독일연방 철도국에서 제시하

고 있는 격자지보재 처짐량의 평가기준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용접이음부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는 고강

도 격자지보재의 주봉-보조봉-플레이트가 접하는 용접이음부 인장강도가 목표값인 4,073 kgf 이상으로 나타나 용접이음

부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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