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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가열에 따른 강재의 온도 및 강도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A Study on the Temperature and Strength Variation of
Steel Plate due to the Local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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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retention rate of heat that is generated when steel is locally heated by electrical means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and changes in strength properties of the steel were investigated by experimentation. To do so,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specimens with thicknesses of 6 mm, 12 mm and 18 mm. With the limited conditions of this experiment, the steel plate
was heated to at most 125.2oC and the average heat retention rates at 200 mm and 400 mm away from this measurement point
were 22.9% and 18.4%, respectively. For the results of the tensile strength test of the locally heated steel, a tensile strength of
400 MPa and yielding strength of 240 MPa that are required from SS400 were all satisfied regardless of the thickness of the steel
specimen. In the case of percent elongation, all specimens showed values of 20-30% being within the normal range. The results of
the indoor experiment with such restricted condition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steel is not diminished when locally heated
to temperatures of 20-120oC.
Key words : Steel plate coating, Local heating, Heat retention rate, Tensile testing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인 방법에 의해 강재가 국부 가열될 때 강재에 발생되는 열유지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국부적으로
가열된 강재의 강도특성 변화를 실험적 방법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께 6 mm, 12 mm, 18 mm 강판 시험편을 사용하
여 실험하였다. 제한적인 본 실험의 조건에서 강판의 온도는 최대 125.2oC까지 상승하였으며 이곳으로부터 이격거리가 각각
200 mm, 400 mm인 위치에서 열유지율은 평균 22.9%와 18.4%로 각각 나타났다. 국부 가열된 강재의 인장강도 시험 결과, 강
재 시험편의 두께에 상관없이 모두 SS400강재에 요구되는 인장강도 400 MPa과 항복강도 240 MPa을 모두 충족하였다. 연신율
의 경우에는 모든 시험편에서 20~30%의 값을 보여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한된 조건의 실내 실험 결
과들로부터 강재가 20~120oC의 온도 수준으로 국부 가열되는 경우 강재의 성능은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강재도장, 국부가열, 열유지율, 인장강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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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된 전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

최근 강재교량을 비롯한 강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

기적인 방법에서는 강재와 강재도장을 분리하기 위하여 필연
적으로 강재의 국부가열을 동반하게 된다.

구수명이 다한 강재 도장을 제거하고 재 도장하기 위한 다양

사용 중인 강재의 가열에 따른 강재의 특성변화 등에 대해

한 공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강재도장 제거를 위한 공법을

서는 주로 용접 시 발생되는 열에 의한 잔류응력과 피로특성

유형별로 크게 분류하면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전기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발표되고 있으며(Jo, 2010), Yuh et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성과 효율성이 개

al. (2012)은 표준화재로 인한 강재의 온도이력 및 단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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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와의 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 또한, Jung et al. (2010)
은 해양구조물 강재의 온도 변화와 동적 물성치 사이 상관관
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Jung et al. (2011) 은 온도의존성
을 고려한 강재의 변형률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Kim et al. (2010)은 전기로 가열에 의한 CFT 기둥의 온도
분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Lee et al. (2008)
은 강재의 표면상태가 도막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기적 가열에 의해 사용 중인 강재에 발생될
수 있는 특성 변화를 연구한 결과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국부 가열하는
방법 중 유도코일 헤드를 이용해서 가열이 이루어지는 경우
강재에 발생되는 열의 유지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국부
적으로 가열된 강재의 강도특성 변화를 실험적 방법으로 규
명하여 재 도장을 위한 모재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기적인 방법에 의해 국부 가열된 강재의 시험편으
로부터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의 변화여부를 평가하
였다.

2. 강재도장 제거를 위한 전기적인 방법
강재의 국부가열 실험은 전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강재의
도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로 그 가열수준을 제
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전기적인 강재 도장 제거 방
법은 ECS(ECo-friendly Steel Material Surface Treatment
Method) 공법이다. ECS공법은 전자유도가열 원리에 의하여
표면에 최소 유도가열 에너지의 소비와 제어로 계면의 결합
을 파괴함으로써, 강재표면과 도장제(코팅제)를 효율적으로 분
리, 제거하는 표면처리 기술이다. 그 원리는 유도가열의 원리
에 의하여 인덕터 헤드에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강재의 표면상에 유도코일을 통하여 교류전류를 방출한
다. 이 자기장은 금속과 같은 전도성 물질에 전류를 유도하
여 강재와 강재표면에 부착된 도장 및 부식물 등과의 계면

Fig. 1. Composition of Heating Instrument

결합 파괴를 유도하므로써 도장, 녹, 밀스케일 등을 제거한다.
국부적으로 전기적인 방법에 의해 가열시키는 ECS 공법의
구성 장비는 Fig. 1과 같다.

으로 가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재의 손상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ECS 공법에서 폭 150 mm인 유도코일 헤드로부터 발생되
는 열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은 도막과 강재로 구분되며,

3.2 실험방법

강재도막의 성분과 두께, 시공 조건 및 횟수, 강재의 재질
및 두께 등에 따라 워커빌리티는 달라질 수 있다.

1) 실험과정
실험방법은 강재의 에폭시 도장 두께를 측정하고 온도센서

3. 강재의 국부 가열 실험 및 분석

하는 유도코일 헤드를 도막 부위에 일방향으로 진행시키면서

를 강재 시편에 부착한 후 강재 도장을 제거하기 위해 가열
동시에 센서 부위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유도코일 헤드에 의
3.1 실험개요
실험은 강판 시편을 별도로 제작하여 실험실에서 진행하였

해 국부적으로 직접 가열되는 부위와 간접적으로 가열 영향
을 받은 부위를 표시 한 후 KS B 0801 금속 재료의 인장

으며, 강재 도막의 두께를 측정하고 전기적인 방법으로 가열

시험편의 1호 크기에 맞게 인장강도 시험 시편을 제작하여

이 진행되는 전 과정 동안에 강판 온도를 측정하였다. 강재
도막 제거가 완료된 후 가열된 부위에서 인장시편을 채취하

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과정은 Fig. 2와 같다.

여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전기적인 방법에 의해 국
부 가열된 강재의 소성변형 또는 강도 저하 여부를 평가하였

2) 시험편 및 온도 센서
본 연구를 위한 시험편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이며,

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재 도장하기 위해 강재를 국부적

Fig. 3과 같이 1 m×1 m의 단위 폭을 갖는 정사각형 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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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sting Procedure

Fig. 3. Specimen Size and Sensor Positions

로 두께가 각각 6 mm, 12 mm 및 18 mm인 강판으로 시험

3) 강판 온도 측정

편의 명칭은 강재의 두께에 따라 각각 T6, T12, T18로 정

강판의 온도 측정은 시편에 부착된 6개(P1~P6)의 센서를

의하였다. 강판 앞·뒷면의 표면적 중 1/2에 해당하는 면적
에는 에폭시 도장제(용제형 에폭시 상도 DHDC-2640 CH

이용하여 각 시편마다 6개의 온도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동

주제)를 각각 5회씩 도장하였고, 나머지 1/2의 면적은 도장을

은 강재도장 제거를 위한 전기적인 ECS공법 적용으로 인하

하지 않은 강판 원래의 표면을 유지하였다.

여 상승된 강재의 온도가 하강하여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할

일 시간대 실험실의 대기 온도를 병행 측정하였다. 측정시간

Fig. 3과 같이 온도 측정 센서는 시험편 당 6개를 일정한

때까지 지속하였으며 각 시편 당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패턴을 갖도록 앞면에 P1~P4, 뒷면에 P5와 P6을 설치하였다.
P1과 P2는 전기적으로 직접 가열하는 유니트인 유도코일 헤

Fig. 4는 온도센서 설치 모습과 유도코일 헤드를 이용한 강
재의 국부가열시 온도 data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드의 진행 경로 상에 설치함으로써 헤드가 진행되는 전방 및

다.

후방에 미치는 온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P3와 P4

전기적으로 직접 가열하는 유니트인 유도코일 헤드는 Fig.

는 헤드의 진행 경로와 일정부분 이격된 거리에서 온도 전달

4(b)에서와 같이 P1과 P2가 헤드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진행

수준과 지속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P5와 P6는 P1과 P2의 뒷면에 대칭되게 설치하여 헤드에서

하였다. 진행속도는 실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30 mm/s로 진
행하였으며 P2지점을 300 mm 지난 지점에서 국부 가열을

발생하는 열원이 강판 두께에 따라 뒷면으로 전달되는 정도

종료하였다. 실험은 각 시편 T6, T12, T18 3가지 모두 동

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일한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Fig. 4. Specimens and Data Processing System for Temperatu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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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µm)

T6

T12

T18

로 나타났다.
강판의 면내 열유지율을 파악하기 위한 P3/P2 및 P4/P2의

Table 1. Thickness of Epoxy Coating
Aver.

208.8

228.2

257.3

온도 비율에서는 14~24%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Standard Div.

46.0

23.8

36.6

P2와 P3, P2와 P4의 이격거리가 각각 200 mm, 400 mm인

Max.

314

285

379

점을 기준으로 보면 열유지율은 평균 22.9%, 18.4%로 감소

Min.

135

188

209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도코일 헤드의 중심에서 300 mm 이격
된 위치에서는 열유지율이 20% 내외로 급격히 감소되어 온

4) 도막 두께 측정
같은 열에너지가 방출되더라도 도막의 두께에 따라 열유지

도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P3의
경우 유도코일 헤드의 열원이 제거된 이 후 T6 시편에서는

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부 가열에 앞서 도막의 두께를
확인하였다.
강재의 도막두께는 도막두께 측정기(CM-8826)를 사용하여
시편 당 20곳을 측정하였다. 측정 시에는 측정에 앞서 도막
이 없는 표준 금속에 측정을 실시하여 0점 확인을 한 후 두
께 261±3 µm인 표준 필름의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Calibration
을 실시하였다. 각 시편의 도막 두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도막의 두께는 약 200~260 µm의 범위이며, 각 시
편별 측정횟수에 대한 표준편차는 23.8~46.0 µm로 나타났다.
3.3 온도 측정 결과
강판의 온도 측정 결과를 Table 2와 Fig. 5에 수치데이터
와 그래프를 각각 나타내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온
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 횟수별로 12.8~14.7oC의 범위의 온
도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3.7oC를 나타내었다. 각 시편별 최
대 온도는 시편 T6에서 125.2oC, T12에서 112.6oC, T18에
서 104.3oC로 최대 20oC 내외의 편차를 보였으나 이는 강
판의 두께에 따라 발생되는 편차라기 보다는 ECS 공법 적용
시 사용되는 구성본체의 출력과 유도코일 헤드의 전원 작동
시간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편차라 판단된다.
강판 두께에 따른 면외 열유지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P5/P1
및 P6/P2의 온도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한 결과 시편 T6에서
는 유도코일 헤드가 직접 가열된 반대면(P5, P6)의 온도가
직접 가열된 전면 온도의 109.9%와 86.3%로 나타났으며
T12와 T18에서는 약 40~60% 범위로 나타났다. 강판 두께가
증가할수록 면외 열유지율이 떨어지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면내에서 횡방향으로 전달되는 열유지율은 시
험 시편의 강재 두께 범위 내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
Table 2. Temperature and Retention Rate
Items

Temp.
(oC)

Retention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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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T6

T12

T18

P1

111.5

112.6

104.3

P2

125.2

86.8

101.2

P3

30.2

21.0

20.6

P4

18.2

17.5

20.8

P5

122.5

61.9

47.0

Atmos.

13.7

P6

108.0

52.0

43.5

P5/P1

109.9

55.0

45.1

-

P6/P2

86.3

59.9

43.0

-

P3/P2

24.1

24.2

20.4

-

P4/P2

14.5

20.2

20.6

-

Fig. 5. Temperature-time History fo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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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oC, T12와 T18에서는 약 20oC까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기온도와 7~17oC의 편차를 보였다.

4. 국부 가열된 강판의 강도 평가
4.1 인장강도 시험
국부 가열된 강판의 인장강도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Fig.
6과 같이 유도코일 헤드 열원에 직접 가열을 받은 P2지점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P3 및 P4지점에서 채취하였으며, 시
편의 모양 및 치수는 KS B 0801 금속 재료의 인장 시험편
의 1호 시험편에 따랐다. 시험편의 채취 및 시험 시 강재의
온도는 상온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인장강도 시험은 KS B 0802 금속 재료 시험 방법에 따
라 실시하였으며 항복강도는 0.2% 오프셋법을 사용하여 구하
였다. 연신율은 표점거리와 시험 후 파단면을 맞대고 표점사
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파단연신율을 적용하였다.
T18 시편의 P3지점에 해당하는 인장강도 시험편은 파단이
예상되는 평행부 중간지점에 시편 제작 시 발생한 것으로 추
측되는 훼손이 있어서 시험이 불가하였다. Fig. 7은 인장강도
시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4.2 인장강도 시험 결과
국부 가열된 강재에 대해서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인장강도는 Fig. 8의 응력-변형률 선도와 실험 결과를 정리한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T6 시편이 420.0~
429.0 Mpa, T12 시편이 459.9~464.9 Mpa, T18 시편이 436.9~
438.2Mpa로 각 시료채취 부위별 강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항복강도는 T6 시편이 248.8~255.6 Mpa,
T12 시편에서는 333.2~341.7 Mpa, T18 시편에서는 282.2~
286.7 Mpa로 나타나 SS400강재에 요구되는 인장강도 400 MPa
와 항복강도 240 MPa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SS400 강재로써 5 mm 이상 16 mm 이하 강판에 요구되는
Fig. 7. Local Heated Specimens and Tensile Strength Testing

Fig. 6. Preparation of Tensile Testing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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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ess-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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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nsile Strength Testing Results
Specimens

Ultimate loading
(N)

Yield loading
(N)

Thickness
(mm)

Width
(mm)

Area
(mm2)

Yield strength
(N/mm2)

Ultimate strength
(N/mm2)

T6-P2

98507.8

58142.4

5.84

40.01

233.66

248.8

421.6

T6-P3

98458.8

58859.5

5.77

40.06

231.15

254.6

426.0

T6-P4

98851.0

58888.9

5.76

40.00

230.40

255.6

429.0

253.0

425.5

T12-P2

218021.5

159524.8

11.70

40.08

468.94

340.2

464.9

T12-P3

216285.7

160358.3

11.69

40.14

469.24

341.7

460.9

T12-P4

217972.4

157887.1

11.78

40.23

473.91

333.2

459.9

338.4

461.9

312292.8

204910.0

17.85

40.04

714.71

286.7

436.9

313734.3

201938.5

17.94

715.99

282.0

438.2

284.4

437.6

aver

aver
T18-P2
T18-P3
T18-P4

disabled specimen
39.91

aver

과, T6, T12, T18 시편에서 평균 인장강도는 각각

Table 4. Percent Elongation
Specimens

Last length
(mm)

Initial length
(mm)

Elongation
(%)

T6-P2

245.66

200

22.8

T6-P3

257.17

200

28.6

T6-P4

257.17

200

28.6

T12-P2

248.76

200

24.4

T12-P3

248.33

200

24.2

T12-P4

243.58

200

21.8

T12-P2

243.28

200

21.6

T18-P3
T18-P4

disabled specimen
241.40

200

20.7

425.5 MPa, 461.9 MPa, 437.6 MPa로 나타났으며, 평균
항복강도는 253.0 MPa, 338.4 MPa, 284.4 MPa로 나타
나 SS400강재에 요구되는 인장강도 400 MPa와 항복강
도 240 MPa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신율은 모든 시험편에서 20~30%의 범위의 값을 보여
시험편에 요구되는 연신율 17%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부터 강재가 20~120oC의 온도 수
준으로 국부 가열되는 경우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의 고유한 강재 성능은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 도장을 위한 전기적 국부가열은 모재의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신율 17%이상에 대하여 시험편의 파단연신율은 Table 4와

5) 본 연구에서는 국부 가열되는 열 에너지원을 전기적인

같이 시험편 모두 20~30%의 범위로 얻어져 정상 수준에 있

방법으로 제한하였으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고온에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가 20~120oC의 온도 수준으로 국부 가열되는 경우 인

대한 실험과 해석적인 방법의 연구를 보완한다면 국부적

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의 고유한 강재 성능은 저하되지

상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가열하는 열에 노출된 강재의 온도와 강도 손상의

않는다는 것을 인장강도 시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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