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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별 인장력 측정용 턴버클의 해석 및 실험

Analysis and Test for Turn-buckle of Capacity

for Measuring Tensile Force

신 경 재1) ․ 이 수 헌2)† ․ 이 희 두3)

Shin, Kyung Jae Lee, Swoo Heon Lee, Hee Du


요 약： 인장구조 시스템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인장재 사이에 삽입되어 인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턴버클이다. 인장재가 인장

구조에서 중요한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장재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경제적이고 간단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제안되지 못하였다. 그리

하여 인장구조시스템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장력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해석과 유한요소해석을 바탕으

로 100kN, 200kN, 300kN급 측정한계하중을 가지는 턴버클을 실험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 해석, 유한요소해석, 실험결과는 대체로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측정용 턴버클의 극한강도를 조사해보면, 측정한계하중의 5배 이상의 과하중에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 turn buckle inserted between tension members that sustain the structural loads in a suspension structure

system is a device that is capable of adjusting the tensile force. The tension member is an important element of a tension

structure, but no simple and economical method of measuring a tensile force applied to members has been proposed yet.

Thus, a turn buckle for measuring the tensile force in a tension member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turn buckles of

the measurement limit loads of 100kN, 200kN, and 300kN were tested through a theoretical analysis and a finite

element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analysis, FEA, and the test. In

addition,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turn buckle using FEA showed that a new turn buckle is sufficiently safe to use

even when there is a five-times overload in the measurement limit load.

핵 심 용 어 : 인장력 측정용 턴버클, 인장재, 측정한계하중, 극한강도, 안전성

KEYWORDS : turn buckle for measuring a tensile force, tension member, measurement limit load, ultimate strength, safety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국내외적으로 건축물의 외적인 미를 강조함에 따라 건

축재료, 구조적 형태 및 설계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히 대공간, 장경간 건축물과 같이 서스펜션구조

와 언더텐션구조를 이용한 인장구조시스템에서 그 경향이 뚜

렷이 나타나며,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장

구조시스템에서 인장재는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가장 중

요한 부재이며, 턴버클은 인장재 사이에 삽입되어 인장력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이 턴버클은 인장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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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는 있지만 가해진 인장력을 측정하기에는 여러 어

려움이 따른다.

또한, 인장구조시스템에서 인장력의 도입은 각 인장재에 순

차적으로 가해지며, 각 인장재는 도입되는 인장력에 종속적으

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가력된 초기 인장력은 외부환경과

하중작용의 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각 인

장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손쉽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인장

력을 재도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인장력 측

정법에는 로드셀이나 스트레인게이지, 진동측정법 등이 있지

만 이 방법들은 여러 전자장비를 동원해야하는 번거로움, 초

기값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4)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장재에 작용하는 인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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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는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실험적 연구는

이미 진행되어 그 가능성을 입증하였다(문정호 등, 2006; 신

경재 등, 2003; 2006; 2007; 이수헌 등, 2007; 2009).

이에 본 논문에서는 100kN, 200kN, 300kN 용량의 측정

용 턴버클을 제작하여 해석 및 실험을 통하여 그 사용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1.2 측정용 턴버클의 원리

이전까지의 연구는 측정용 턴버클의 적정한 형상을 찾아가

는 과정이었으며, 이론식의 정립으로 다양한 변수해석과 실험

을 통해 측정용 턴버클의 간극부와 측정하중간의 관계를 정

립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턴버클은 양단부에 인장재를 연결하고 중앙부를

회전시키면서 왼나사와 오른나사에 의하여 인장재에 인장력

을 부여하게 된다. 이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그림 1의 기존

턴버클 중앙부를 그림 2와 같이 다이아몬드 형으로 변화하여

인장력 측정용 턴버클(이하, 측정용 턴버클)에 인장력이 작용

하면 중앙부(간극부)의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이 중앙부의

간격은 작용하는 인장력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고 측정한계

하중이 작용하여 간극부의 간격 “0”이 된 이후에는 측정기로

서의 기능을 잃고 일반 턴버클처럼 작용하게 된다.

오른나사왼나사

P P

그림 1. 기존 턴버클

오른나사왼나사

휨변형부

P P
간극부

그림 2. 인장력 측정용 턴버클의 형상

또한, 이전 연구(이수헌 등, 2009)에서 측정용 턴버클의

측정한계하중과 이후의 항복하중 최대화(탄성 상태의 유지)

비율(이하, 측정안전율)을 1.5 이상으로 정하여 그림 3과 같

이 간극부가 맞닿아 측정기로의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일반

턴버클과 같은 거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측정용 턴버클의 형상을 결정하였고, 간극부의 크기

및 측정한계하중간의 관계를 정하였다. 그리고 측정용 턴버클

밀링제작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었기에 열간 단조공정을 통해

단조품으로 턴버클을 제작하고 간극부는 밀링 및 절삭가공을

통하여 제작하도록 하였다.

(≥측정한계하중×1.5)

ForceForce

측정한계하중 측정한계하중

항복하중 항복하중

그림 3. 측정용 턴버클의 변형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 제시되었던 이론해석을 보완하

기 위하여 강성행렬법을 이용하여 변수해석을 하고 측정용

턴버클의 형상을 결정한 후,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측정한계하중, 항복하중과 간극부 간

격이 최적화된 측정용 턴버클을 제시하였다. 측정용 턴버클은

각 100kN, 200kN, 300kN의 측정한계하중을 가지도록

설계하였고, 각 측정한계하중에 적합하도록 단면형상과 항복

하중, 간극부의 간격을 조정하여 제작하였다. 이때, 밀링제작

에서 제기된 경제성의 문제를 단조제작으로 해결하였고, 실험

을 통해 측정기로서의 성능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 간

극부 크기는 실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2. 이론 해석

2.1 이론 해석 방법

이론 해석의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

성행렬법과 유한요소해석을 병행하였다. 강성행렬법은 측정용

턴버클이 탄성범위 내에서 거동하므로 다양한 설계조건(측정

용량에 따른 단면크기, 길이, 경사각, 간극부치수 등)에 따른

최적의 형상을 찾기 위한 변수해석의 도구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다. 강성행렬법을 이용한 측정기의 설계가 완성되면 유

한요소해석에 의해 정밀한 비선형 해석을 실시하였다.

측정용 턴버클은 기하학적인 비선형 거동을 하므로 강성행

렬법에서는 비선형 해석의 방법 중 비교적 단순한 기하학적

인 비선형만 적용하였다. 기하학적인 비선형은 단순 하중증가

에 의한 각 하중 단계의 좌표를 추적하여 절점 좌표를 재입

력(update)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강성행렬법을 위해 그림 4와 같이 측정용 턴버클의 1/4을

이론해석모델로 도입하여 지점조건을 가정하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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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신경재 등, 2006; 이수헌 등, 2009; Shin 등,

2011)에서의 이론식은 카스틸리아노 제 2정리 및 가상일법

을 이용하여 하중 “1”이 증가할 때마다 변화한 경사도()에

따른 하중 및 변위를 계산하였고, 부재의 길이(, )의 변

화는 무시하였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강성행렬법을 이용

하여 부재의 길이(, ) 변화를 고려하고, 하중 가 “1”씩

증가할 때마다 변화한 좌표와 경사도()에 따라 계산하였다.

a-a section

B

h

A

C B

δ2
θ1

①

②

오른나사왼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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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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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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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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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8 θ7
δ9

δ l

L2L1

그림 4. 이론해석 모델

각 절점의 변형 은

  
 (1)

각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과 전체 시스템 강성은

        
 (2)

 











⋯
⋯
⋮ ⋮ ⋱ ⋮ ⋮
⋯
⋯

(3)

외력은 A 절점에서 수평력만 “1”씩 왼쪽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부호는 (-)이다. 단위하중 =1을 적용할 경우 다음 식을

통해 각 절점의 변형 을 구할 수 있다.

    (4)

하중 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각 절점의 변형을 구하고,

절점의 이동을 좌표에 적용하여 다시 전체 강성을 구해 각

절점의 변형을 구하는 계산을 반복하여 부재의 길이(, )

변화 및 경사도()를 고려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  ′   (5)

여기서,  ′는 하중 “1”에 의한 변화된 강성행렬

 ′는 하중 “1”에 의한 변화된 각 절점의 변형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A, B 절점의 , 이 증가하며, B

절점의 이 간극부 간격()이 되면 의 자유도를 고정해 반

복 해석을 실시한다. 이때의 하중을 간극부가 서로 맞닿아 더

이상의 측정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 측정한계하중으로

판단한다. 간극부가 맞닿기 전과 맞닿은 후의 지점 조건은

           
 (6)

           
 (7)

여기서, ‘0’ 은 자유, ‘1’ 은 고정을 나타낸다.

측정한계하중 이상의 하중 가력시 각 절점에 작용하는 모멘

트, 축력, 전단력에 의한 응력분포를 파악하여 부재의 항복여

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론해석에서 가장 큰 응력 집중을

보이는 부분은 유한요소해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측정용

턴버클의 항복여부는 그림 9, 10과 같은 정밀한 모델을 기반

으로 한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로 판단한다(이수헌 등, 2009).

이론해석은 그림 5와 같은 순서도에 따라 수행하였다.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초기치 입력
(단면, 부재 길이, 재료 성능)

δ8 ≤ δl

하중 “1” 가력

전체 강성 Matrix 작성

전체 변위 Matrix 계산

변화된 좌표 적용

D.O.F. 8번 자유

최대응력
≥항복응력

계산 완료

D.O.F. 8번 고정

그림 5. 강성행렬법에 의한 비선형해석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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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전체 폭

()

전체 깊이

()

전체 길이

()

단면크기

( × )
단면 폭

()

끝단부 폭

( ′)
휨변형부 길이

( ′) 

TB100 74 40 342

7°

B

h

13 55 290 23

TB200 84 60 440 16 66 370 36

TB300 94 70 480 19 74 400 40

표 1. 이론해석 변수 일람표

2.2 측정기의 거동

그림 6은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측정기의 하중증가에 따른

횡변위와 종변위 관계를 나타낸다. 횡변위의 증가는 스토퍼가

맞닿는 하중점(B)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수직선을 그리

며 하중만 증가하게 된다. 이 점(B:)을 측정한계하중이

라 하고 실제측정은 이보다 낮은 A구역까지를 측정기의 용량

에 해당하는 측정하중점(A: )로 한다. 실제로 측정기의

사용은 A점 내외의 하중에서 하게 된다. 이 구역은

   ∼  에 해당하는 하중이 된다.

측정한계하중을 초과하면 스토퍼가 작동하여 일반 턴버클과

같은 형태가 되고 하중이 계속 증가할 경우 인장항복하는 점

에 도달하며, 이 점을 항복하중(C:)으로 한다. 항복하중

이하에서 측정용 턴버클에 하중이 제하(unloading)되면 측정

기는 다시 측정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나 항복하중을 초과할

경우 제하되더라도 휨변형부의 소성변형에 의한 간극부에 잔

류변형이 발생하여 측정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항복하중점은

인장재 설계소요강도(예:    )이상이 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장항복점을 초과하여 하중이 증가하

면 측정기는 인장항복한 후 소성변형이 발생하고 종국적으로

는 극한하중(D:)에 이른 후 파괴된다. 측정용 턴버클의

극한하중은 연결되는 인장재의 극한하중보다 크게 제작 설계

되어 극한하중시 인장재 파단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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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측정용 턴버클의 거동(예, 200kN급 측정용 턴버클)

2.3 변수 해석

측정용 턴버클의 설계에서 기존의 턴버클에 비해 거대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전체 폭(), 전체 깊이

(), 전체 길이()를 고정시켜놓고 이 범위 안에서 전체 형

상을 찾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턴버클의 단면과 동일하도록

단면 폭()을 가정하여 휨변형부의 단면으로 정하고, 끝단부

의 폭( ′)을 각 용량별 측정용 턴버클에 장착되는 강봉과

단면 폭()의 합으로 하였다. 단면의 형상은 단조품을 단조

금형에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발구배를 7°정도로 경사를 적

용하였다. 그림 7은 측정용 턴버클의 변수요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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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측정용 턴버클의 변수

강봉이 장착될 길이를 제외한 휨변형부의 길이( ′)를 변수

해석을 통해 표 1과 같이 정하고 하중에 따른 휨변형부의 변

화량이 크도록 의 길이를 표에서와 같이 최소한으로 정하

였다. 정해진 요소 이외에 간극부의 크기에 따라 측정한계하

중이 변화하게 됨으로 간극부의 크기에 따른 변수해석을 실

시하였다.

그림 8과 표 2는 표 1을 바탕으로 각 100kN, 200kN,

300kN급 측정한계하중을 가지는 턴버클을 이론해석한 결

과이다. 이론해석결과로 각 간극부의 크기에 따른 측정하중

( )과 측정한계하중()을 나타내었으며, 측정하중은 측

정한계하중의 50%~100%로 정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하중

구간으로 표시하였다. 100kN급 측정용 턴버클에서는 간극

부의 크기가 2.1mm일 때 측정한계하중이 102kN, 200

kN급 측정용 턴버클에서는 간극부의 크기가 2.6mm일 때,

300kN급 측정용 턴버클에서는 2.8mm에서 측정한계하중

이 각각 204kN, 315kN을 보이므로 적절한 형상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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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간극부 크기에 따른 변수해석

턴버클
간극부 크기

(mm)
측정하중, 

(kN)
측정한계하중, 

(kN)

TB100

1.9 46~90 92

2.1 50~100 102

2.3 56~110 112

TB200

2.4 94~185 187

2.6 100~200 204

2.8 111~220 221

TB300

2.6 146~290 292

2.8 150~300 315

3.0 169~335 338

표 2. 이론 변수해석 결과

3. 유한요소해석

3.1 해석모델의 개요

강성행렬법에 의한 변수해석에서 도출된 측정용 턴버클의

형상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비선형 유한요소 모델링을 하

였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은 ABAQUS(Hibbitt, 1998a;

1998b; 2000)를 사용하였다. 그림 9에서와 같이 모델형상

이 대칭형태이므로 요소의 수를 줄이고자 그림 10의 해석결

과처럼 1/2만 모델링하였다. 가력방법은 그림 10에서와 같

이 해석모델의 한쪽 끝단에 로드셀 역할의 트러스 요소를 연

결하였다. 트러스 요소의 끝단은 힌지로 거동하고 해석모델과

트러스 요소가 연결되는 절점들은 “Equation” 명령어를 사용

하여 해석모델의 길이방향으로의 상대변위를 제어하여 해석

모델에 편심이 걸리지 않도록 하였다(문정호 등, 2006; 이

수헌, 2007; 이수헌 등, 2009; 황윤하, 2003). 또한 간극

부가 서로 맞닿는 면은 “Contact Surface”를 모델링하여 강

체(rigid body)로 가정하였다.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으로는

트러스 요소로 연결된 가력지점의 바닥면과, 반대쪽 지점의

바닥면 및 오른쪽 면 모두 이동단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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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한요소해석 모델 및 경계조건

3.2 해석결과

그림 10은 TB100급 측정용 턴버클의 Mises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휨변형부의 시작(A)과 끝부분(B,

C)에서 응력이 집중되어 가장 큰 변형이 생김을 알 수 있다.

Truss Element

Contact Surface

A

B

C

그림 10. 유한요소해석 결과(Mises 응력분포)

그림 11과 12는 이론 및 유한요소해석의 하중-변위 곡선과

유한요소해석의 하중-변형률 곡선이다. 하중-변위 곡선을 통

해 이론해석과 유한요소해석의 횡변위와 종변위는 비슷한 경

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종변위의 경

우는 이론해석이 유한요소해석에 비하여 강성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횡변위의 경우 초기강성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측정

한계하중에 도달할수록 유한요소해석결과가 이론해석에 비하

여 다소 강성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12의 유한요소해석 하중-변형률 곡선을 통해 각 용량

별 측정용 턴버클의 국부항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측정용

턴버클의 휨변형부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A, B, C부분의 변

형률과 표 5의 재료시험의 항복강도()를 사용한 항복변형

률을 비교하여 항복하중()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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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의 양상을 살펴보면, B지점은 가력 초기에는 압축변형을

하다가 간극부가 맞닿은 후에는 인장변형으로 변화하고, A와

C지점은 초기부터 인장변형을 하다가 간극부가 맞닿은 후에

는 인장변형이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A지점

이 C지점보다는 가력초기에 변형률이 적었다가 측정한계하중

이후에는 역전되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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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이론 및 FEA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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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FEA 하중-변형률 곡선

표 3은 유한요소해석결과로 측정용 턴버클의 측정한계하중

(), 항복하중()과 극한하중()을 나타낸다. 측

정안전율(/)을 통해 측정한계하중의 1.5배 이상에

서 항복하중에 도달하고, 극한안전율(/)도 측정한계

하중의 5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용 턴버클 TB100_2.1 TB200_2.6 TB300_2.8

측정한계하중,  105 218 328

항복하중,  216 431 570

극한하중,  697 1230 1717

측정안전율, / 2.05 1.98 1.74

극한안전율, / 6.63 5.64 5.23

표 3. 유한요소해석의 측정한계하중, 항복하중과 극한하중(kN)

4. 실험

4.1 실험체 개요

이론해석과 전산해석을 바탕으로 각 용량별 턴버클의 상세

설계를 실시하여 그림 13과 14에서와 같이 100kN, 200

kN, 300kN급 측정용 턴버클을 단조 제작하였다. 단조제작

이 용이하도록 단면에 표 1의 단면형상처럼 발구배 7°를 주

었으며, 측정부와 간극부를 와이어컷으로 1/20mm이내의

정밀도를 가지도록 제작하였다. 표 4는 실험체 제작에 사용

된 재료와 열처리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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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각 용량별 측정용 턴버클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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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kN급

(b) 200kN급

(c) 300kN급

그림 14. 각 용량별 측정용 턴버클

항 목 내 용

재 질 KS　D3752 SM45C

열처리 조건
Quenching : 820 ～ 860°C 수냉

Tempering : 550 ～ 650°C 급냉

표 4. 실험체 재질

4.2 재료시험

재료시험은 UTM을 이용하여 KS B 0802(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Method of tensile test for metallic materi-

als)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각 2개의 인장시험편을 시험하였으

며, 그 결과는 그림 15와 표 5에 나타내었다. 인장시험편은

완성된 측정기에서 발췌한 그림 16과 같은 비례시험편으로 제

작하였다. 인장시험 결과 항복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

만 인장강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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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인장시험에 의한 응력-변형률 곡선


(MPa)


(MPa)

항복비

(/)
연신율

(%)

100kN급

시험편

546.3 847.2 0.64 18.8

544.0 822.7 0.66 21.0

평균 545.2 835.0 0.7 19.9

200kN급

시험편

615.2 842.9 0.73 17.6

617.7 844.6 0.73 18.0

평균 616.5 843.8 0.7 17.8

300kN급

시험편

530.0 843.5 0.63 17.7

518.8 834.5 0.62 18.0

평균 524.4 839.0 0.6 17.9

표 5. 인장시험 결과

그림 16. 인장시험편의 재료시험 결과

4.3 가력 및 실험결과

실험은 그림 17과 같이 측정용 턴버클의 양단부에 인장재를

연결하여 UTM 헤드와 UTM base에 연결하고 하부에 하중

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을 연결하였다. 실험체의 중앙부에는

인장력에 따른 횡변위를 측정하고자 10mm 변위계(LVDT)

를 앞, 뒤에 설치하고 비틀림에 의한 오차를 보완하고자 하였

다. 또한 실험체의 국부적인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시 응력이 집중되는 A, B, C점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

착하고 인장재의 항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장재에도 스

트레인게이지(SG)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재하(loading)와 제하(unloading)는 3~4회반복하였다.

그림 18~20은 각 용량별 측정용 턴버클의 하중-변위 곡선

이다. 각 용량별 측정용 턴버클의 하중-변위 곡선에서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단조공정에서 발

생한 프래쉬(flash)를 제거하는 트리밍(trimming) 작업시에

절단면이 고르지 못하여 해석에서처럼 완전한 단면이 형성되

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거동

의 경향은 흡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

실험을 통해 각 용량별 측정용 턴버클의 적절한 간극을 다

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TB200과 TB300의 실험체는 유한요

소해석결과와 거의 흡사한 거동을 보이며, 측정한계하중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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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TB100_2.1 측정용 턴버

클의 실험결과는 유한요소해석과는 다소차이를 보이며, 측정

한계하중이 100kN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극부의

크기를 2.1mm에서 2.3mm로 크게 하여 측정한계하중이

100kN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UTM base

Load Cell

UTM
head

SG 2
(B)

SG 3
(C)

SG 1
(A)

LVDT x 2

그림 17. 측정용 턴버클 가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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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실험과 FEA 하중-변위 곡선(100kN급 측정용 턴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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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실험과 FEA 하중-변위 곡선(200kN급 측정용 턴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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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실험과 FEA 하중-변위 곡선(300kN급 측정용 턴버클)

그림 21처럼 실험결과와 유한요소해석의 하중-변형률 곡선

은 다소 차이를 보이나 거의 동일한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이

와 같은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단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차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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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실험과 FEA 하중-변형률 곡선(100kN급 측정용 턴버클)

측정용 턴버클 TB100_2.3 TB200_2.6 TB300_2.8

측정한계하중, (실험) 108 218 319

항복하중, (FEA) 187 431 570

극한하중, (FEA) 697 1230 1717

극한하중, (약산) 704 1247 1727

측정안전율

(FEA)/(실험)
1.73 1.98 1.79

극한안전율

(약산)/(실험)
6.52 5.72 5.41

표 6. 측정한계하중, 항복하중과 측정안전율(kN)

본 가력실험에서는 인장재의 조기항복 및 파단으로 인하여

측정용 턴버클의 실제 항복하중() 및 극한하중()을

측정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표 3에 있는 유한요소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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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항복하중과 극한하중을 사용하였다. 다만 극한하중에 대

해서는 측정용 턴버클은 간극부가 맞닿은 이후에는 기존의

일반 턴버클처럼 축력에 저항하는 구조체로 가정하여서 단순

인장재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즉, 약산이지만은 단순히 재

료의 인장강도와 턴버클의 실제 단면적을 곱한 것으로 극한

하중을 계산하였다. 약산식에 의한 극한하중은 표 3의 유한

요소해석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게 계산되었다. 정리된 표

6을 보면, 측정안전률은 1.6 이상, 극한안전율은 5배 이상으

로 나타났다.

4.4 자동측정과 수동측정의 비교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간극부 간격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하중으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그림 22와 같이

측정부의 간격을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

여 측정한 값을 로드셀과 변위계로 측정된 하중-변위 곡선

상에 나타내었다. 간극부의 간격은 미소하기 때문에 측정도구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측정부를 두었다.

그림 23은 10mm 변위계를 이용한 자동측정과 버니어캘리

퍼스를 이용한 수동측정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자동측정과 수

동측정의 경우 7%내의 오차를 보이는데 비록 전자장비를 이

용한 것에 비하면 정확한 하중측정을 할 수는 없었지만 현장

에 적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2. 측정용 턴버클의 간극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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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자동측정과 수동측정 비교

5. 결 론

각 100kN, 200kN, 300kN급 측정용 턴버클의 개발을

위해 이론해석과 유한요소해석으로 실험체를 계획하고 유한

요소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1) 이론해석, 유한요소해석, 실험결과의 비교에서 하중-횡변

위 곡선은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이론해석의

변수해석을 기본으로 하여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로 측정

하중, 측정한계하중, 항복하중, 극한하중을 제시하였다.

(2) 변위계를 이용한 자동측정과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한

수동측정의 비교에서 7% 내의 오차를 보이지만 현장적

용에 있어서는큰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판단된다.

(3)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결과를 통해 100kN, 200kN,

300kN급 측정용 턴버클의 측정안전율(항복하중/측정

한계하중)은 각각 1.73, 1.98, 1.79 배로 측정한계의

인장력 이후에도 일반 턴버클과 같은 거동을 충분히 기

대할 수 있으며, 극한안전율(극한하중/측정한계하중)은

5.0 이상으로서 실제 사용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본 연구에서 제안된 측정용 턴버클의 정밀성과 제품의

용량 및 거동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프래쉬 제거시에 보

다 정밀한 트리밍 작업을 요하며, 실제 생산된 제품은

전수 성능시험성적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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