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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원형강관의 길이방향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실험 및 해석

Test and Analysis on the Longitudinal Gusset Plate Connection

to Circular Hollow Section (CHS) of High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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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고층 빌딩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강도 강관의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강도․고인성의 600MPa급 강관

의 접합부 내력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현행국내기준에는 강관의 경우 항복응력 360MPa 이하에 설계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고강도강재를 이용한 600MPa 강관의 경우 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600MPa급 고강도 강관의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의 내력실

험 및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기존 설계식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접합부의 거동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원형강관에 길이

방향으로 거셋플레이트가 접합된 접합부에 횡력(수평력)이 작용하였을 때의 거동을 다루었다.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결과를 설계식과 비교해보

면, 고강도 강재에서는 기존의 설계식들이 56∼79%로 과소평가되었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high-rise buildings, the use of high-strength steel has likewise

increased. Thus, it has become more necessary to study the resistance force of the high-strength hollow structural section

(HSS) joint of 600MPa. Additionally, the current design equation in Korea limits maximum yield stress at 360MPa in the

case of HSS. In other words, since the current specification does not apply to HSS of 600MP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design equations as well as examine the behavior of the connection through the experimen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FEA) of the plate-tube connection of 600MPa. In particular, this paper presents the behavior

of joints with the gusset plates welde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circular hollow section (CHS) when the joints

are subjected to lateral force. Comparing design equations with the results of FEA and the test, existing design equations

are underestimated to be 56∼79% in the case of high-strength materials.

핵 심 용 어 : 고강도, 원형강관, 길이방향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설계식

KEYWORDS : high-strength, circular hollow section, longitudinal gusset plate, connection, design equation

1. 서 론

원형강관 부재는 단면이 포함하는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H

또는 I 단면에 비해 비틀림과 좌굴 및 모멘트에 저항하는 우

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바람, 유수(流水) 또는 파

랑(波浪)에 가장 적합한 형상을 보인다. 또한 폐단면으로 외

부에 가장 작은 표면적을 가짐으로써 부식도와 도장면적이

최소한으로 작아진다. 원형강관 부재는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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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적으로 매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외

적으로 표현이 자유롭다. 이에 현재 많은 초고층, 장교량, 대

공간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구조물과 트러스

구조물에 주로 사용된다.5)

원형강관 부재의 접합은 원형강관과 강관 또는 거셋플레이

트의 접합이 일반적이다. 원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의 접합은

원형강관이 가지는 우수한 단면성능으로 H 또는 I형 부재를

대신하여 기둥부재로써 보 부재와 접합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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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거셋플레이트와 가새골조(Braced frames) 시스템

의 연결에도 사용된다. 거셋플레이트와 가새부재의 연결에서

는 하나 또는 그 이상 가새부재와의 연결이 용이하며 연결각

도의 조절이 가능하다.

원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의 접합부는 용접으로 간단히 접합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접합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접

합부의 거동은 다양한 형태와 복잡한 국부거동 때문에 정확

한 예측이 어렵다. 이에 강관의 접합부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원형강관과 접합되는 강관 또는 I

형강 및 거셋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횡력 및 모멘트에 의한 접

합부 거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Kurobane, 2002; Lu

등, 1993; 1994; Winkel 등, 1993). 이러한 연구를 토대

로 강관 접합부의 설계식이 개발되었으나, 정확한 내력을 산

정하지는 못하고 단순화된 설계식을 제안하고 있다(대한건축

학회, 2009; 일본건축학회, 2002; AISC, 2005; Packer

등, 1992; Wardenier, 1982; Wardenier 등, 2008).

최근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대공간 구조물의

건설에서 고강도·고성능 구조재료의 필요성과 건축물의 외적

표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관부재에서도 고강도 부재

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이미 미국과 일본은 인장강

도 690MPa 이상인 고성능강 HPS690W, BHS700W를

개발하여 이용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600MPa급

강재가 개발되었으며 현재 강교량 및 초고층 건축물 적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관구조의 현행

설계식인 KBC 2009와 AISC 2005의 경우 최대항복응력을

360MPa로 제한하고 항복비( )를 0.8이하로 정하고 있

기 때문에 고강도 강재의 적용에 대해서는 설계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0MPa급 고강도강재와 일반구조용강재

로 제작된 강관-거셋플레이트 접합부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접합부는 XP 형태의 길이방향 거셋플레이트에 스티프너 보

강이 없는 실험체를 계획하고 원형주관에 압축력( )을 도

입함으로써 유용성비( , )를 변수로 하여 횡력을 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XP접합이란 주관의 좌우에 대칭으로 거

셋플레이트를 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의 결과

를 통해 기존 설계식(대한건축학회, 2009; 일본건축학회,

2002; AISC, 2005; Packer 등, 1992; Wardenier 등, 2008)의

적용가능성과 접합부의 거동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2.1 강관-거셋플레이트 접합부 계획 및 내력식

거셋플레이트-원형강관 실험보고서(Wardenier, 1982) 및

기존의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에서 사용하는 설계식과 접

합형태를 참고하여 표 1, 그림 1과 같이 XP형태의 접합부

를 계획하였다. LH형은 원형주강관의 길이방향으로 거셋플

레이트를 접합하고 횡력(수평력)을 가력하는 형태이다. 모든

실험체의 원형주강관은 외경 350mm, 두께 12mm, 길이

1,750mm로 계획하였으며, 거셋플레이트의 폭을 변수로 하

여 350mm와 700mm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또한 거셋플

레이트 폭 700mm의 실험체는 고강도강재인 HSB600와 일

반구조용강재인 SS400강재로 실험체를 구분하였다. 원형주

강관 양끝단부에 엔드플레이트를 설치하였으며, 실험체 일람

표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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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H형 접합부 계획 및 기존 설계식(XP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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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강종
거셋플레이트 폭,

(mm)

가력지점,
(mm)


(실제 유용성비)


(kN)

주관 인장봉 1개당

prestrain

()
길이, 
(mm)

외경, 
(mm)

두께, 

(mm)

① LH-N350-0.0

HSB600 350

300

0 0

1750 350 12

0

② LH-N350-0.3 0.27 1682 501

③ LH-N350-0.6 0.54 3364 1003

④ LH-N700-0.0

HSB600 700

0 0 0

⑤ LH-N700-0.3 0.27 1682 501

⑥ LH-N700-0.6 0.54 3364 1003

⑦ LH-N700-0.0

SS400 700

0 0 0

⑧ LH-N700-0.3 0.16 898 268

⑨ LH-N700-0.6 0.32 1797 536

표 2. 실험체 일람표

L H - N350 - 0.3

(축력비)

N350 : 거셋플레이트 폭(mm)

H : 횡력

L : 주관의 길이방향 거셋플레이트 부착

6

6

8 8

L=1750

700(525) 700(525)N=350(700)40 40

H
=3

00

D
=3

50

=1
2

=24t1

t

φ  350 × 12

그림 1. 원형강관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계획

XP형태의 길이방향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설계식은 표 1에

정리되었다. AISC 2005(혹은 KBC 2009), CIDECT

2008(혹은 CISC 1992)에서는 주관의 유용성비( , )에 따라

주강관응력상관변수( )가 변수로 작용하고 인장과 압축에

대해 다른 변수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건축학회의 강

관구조설계시공지침·동해설(일본건축학회, 2002)에서는 강관의

유용성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용성비는 주

관의 소요모멘트와 주관항복모멘트의 비, 주관의 소요축력과

주관항복강도의 비로 계산되며 본 논문에서는 축력비만 고려

하였다. 유용성비는 표 2의 주관에 가력된 프리스트레스로 적

용하였으며, 축력비( )는 공칭강도에서 산정하였으나,

공칭강도를 다음절의 단주압축시험의 항복강도로 수정한 축

력비를 적용하였다(표 2의 5열).

2.2 재료시험

SS400과 HSB600 두 가지 강재에 대하여 원형주관으로

사용된 ×을 시험편으로 단주압축시험과 주관의 두

께(12mm)로 제작한 인장시험편의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림 2는 인장시험편의 형상이며, 표 3과 그림 3, 4는 재료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항복강도는 0.2%오프셋법으로 산출하였으

며, 인장시험결과 SS400의 항복강도와 항복비는 356MPa과

72.3%, HSB600는 478MPa과 75.9%로 나타났다. SS400강재

는 KBC 2009와 AISC 2005에서 제한하는 항복강도보다 낮으

나 HSB600강재는 초과하고 있다. 단주압축시험결과 SS400

의 항복강도는 440MPa, HSB600의 항복강도는 485MPa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SS400의 단주압축시험의 항복비가

90%이상으로 산출된 것은 원형강관의 제작시에 이미 변형경

화 이상의 변형으로 인한 잔류변형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림 2. 인장시험편(상 : SS400, 하 : HSB600)

시 험　 (MPa) (MPa) 항복비(%) 연신율(%)

인장시험
SS400 356 497 72.3 38.2

HSB600 478 630 75.9 34.8

단주

압축시험

SS400 440 487 90.3 -

HSB600 485 606 80.0 -

표 3. 재료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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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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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주압축시험 결과

2.3 강관주관의 압축력도입

그림 5는 원형강관주관에 소요압축력을 도입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실험체 주관의 양단부에 엔드플레이트를 용접하고

엔드플레이트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 80mm 두께의 가압판을

추가하여, 직경 72mm의 인장봉 4개와 유압실린더로 원형

강관에 압축력을 도입하였다. 이때 강봉은 가압판과 엔드플레

이트를 관통시킴으로써 강봉의 인장력이 가압판을 통하여 강

관에 압축력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원형구좌

Φ72 인장봉
CHS

Pr

Pr
가압판

엔드플레이트

유압실린더

그림 5. 소요압축력 도입

계획된 압축력의 크기는 인장봉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

여 환산하였으며, 강봉에 발생되는 스트레인 값을 압축력으로

환산하여 모니터링하면서 실험 중에도 다소의 변화하는 축력

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각 유압실린더와 엔드플레이트 사이에

는 원형구좌를 삽입하여 원형주강관에 가력된 압축력의 편심

을 줄이고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각 목표 소요압축력

에 해당하는 인장봉의 변형률은 표 2에 나타나있다.

2.4 가력 방법

그림 6∼그림 10은 실험체 설치모습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지그 및 힌지를 제작하여 10,000kN급 UTM으로 가

력하였다. 실험체는 거셋플레이트에 수평력이 작용하는 형태

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력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 6처럼 90°

회전시켜서 수직하중이 접합부에 작용하도록 설치하였다. 엑

츄에이터의 로드셀과 변위계로 하중과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가력은 탄성구간에서는 하중제어방식으로 그 후 소성구간에

서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변위제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서의 국부적인 항복 및

변형을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극심한

변형과 국부거동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접합부 양끝단부

(SG01∼04)에 원형강관 길이방향으로, 원형강관 앞뒤에 거

셋플레이트 접합부 끝과 대응되는 위치 및 중앙부(SG05∼

10)에 원형강관 원주방향으로 설치하였다(그림 6 참조).

A

A

A-A Section

SG01 SG02

SG03 SG04

SG05 & 06

SG07 & 08

SG09 & 10
Pr Pr

그림 6. LH형 실험체 세팅

그림 6과 같은 가력방법은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는 안정적이

지만 압축을 받을 경우에는 불안정구조물이 되므로 실험체의

면외회전변형이 우려된다. 그리하여 강관주관에 압축력을 도입

하기 위한 직경 72mm의 인장봉 양쪽 끝에 높이 16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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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700mm, 두께 24mm의 면외변형방지용 이동플레이트(①)

를 설치하였다. 면외변형방지용 이동플레이트 양쪽에 고정기둥

(②)으로 H형강을 세워 면외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였으며, 지

지대(③)로 고정하였다. 그림 7과 8은 면외변형방지 프레임을

설치한 도면과 전체적인 설치모습을 나타낸다.

φ
7
2
 인

장
봉

t24

Right view

Top view

①

②

③

①

②

③

Gap

G
ap

②

②

그림 7. 면외변형방지 프레임

그림 8. 실험체 및 면외변형방지 프레임 설치 계획

그림 9. LH-N350 계열 실험체

그림 10. LH-N700 계열 실험체

3. 실험결과

그림 11, 그림 12와 표 4는 각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나타

낸다. N700실험체의 일반구조용강재(SS400)와 고강도강재

(HSB600)의 최대하중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강재의 재료시험결과에서와 같이 강도에 큰 차이가 나지 않

음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일반구조용강재로 제작된

실험체의 유용성비에 따른 전체적인 거동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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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SB600 계열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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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S400 계열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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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험체의 하중은 탄성적으로 증가하다가 원형강관의

관벽이 항복하고 변형이 커질수록 하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하지만 최대하중 이후에 하중이 낮아지다가 점차 증가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접합부에서 발생한 원형강관 관

벽의 멤브레인 효과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첫 번째 최대하

중에 도달한 이후 다시 강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접합부 극

한강도의 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극한강도의 산정에는 하

중-변위곡선의 최대하중으로 정하는 방법과 접합부의 변형을

근거로 하여 접합부의 변형한계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IIW,

2008). 또, 여러 실험 및 전산해석결과(Lu 등, 1993;

1994; Winkel 등, 1993)를 살펴보면 접합부의 큰 변형과

함께 하중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또는 접합부의 소성화로 파

괴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이에 극한변형한계를 고려하여 원

형강관외경의 3%변형(0.03D)이 발생할 때를 변형한계강도

로 정의하였다(Choo 등, 2003; Lu 등, 1994). 모든 실험

체의 극한변형한계는 21mm(0.03D)이고 실험체의 최대하중

과 극한변형한계를 고려한 변형한계강도(Lu’s limit)는 표 4

에 나타나 있다. 변형한계강도는 최대하중에 비해 85∼95%

정도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실험체명

(실제 유용성비)
강종

최대하중 변형한계강도

exp
(kN)

Defl.

(mm)


(kN)

① LH-N350-0.0

(0.0)

HSB600

667.4 46.1 569.6

② LH-N350-0.3

(0.27)
700.9 37.4 627.0

③ LH-N350-0.6

(0.54)
557.3 29.5 524.5

④ LH-N700-0.0

(0.0)

HSB600

999.3 46.3 872.5

⑤ LH-N700-0.3

(0.27)
855.6 40.1 788.3

⑥ LH-N700-0.6

(0.54)
827.3 32.9 784.3

⑦ LH-N700-0.0

(0.0)

SS400

869.8 42.9 791.3

⑧ LH-N700-0.3

(0.16)
879.7 37.4 818.7

⑨ LH-N700-0.6

(0.32)
827.3 33.4 784.0

표 4. 가력실험 결과

①-② 실험체와 ⑦-⑧ 실험체를 각각 비교하면 소요축력이

작용한 실험체의 최대하중 및 변형한계강도가 축력이 없는 실

험체에 비해 작게 측정되어야 하지만 두 실험체의 최대하중이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Wardenier

(198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용성비가 작은 경우에는 유

용성비에 따른 접합부 내력의 감소효과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

다. 동일 강종 HSB600 계열을 비교해 보면, 거셋플레이트

폭()이 커질수록 실험체의 변형한계강도는 증가한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강종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④-⑦, ⑤-

⑧, ⑥-⑨ 실험체가 서로 대응되어 비교가 되어야 하지만,

SS400 강재의 단주압축시험에 의한 항복강도가 높게 측정되

었기에 ④-⑦, ⑤-⑨ 실험체를 비교하였다. 유용성비(축력비)

가 “0”인 실험체는 HSB600 실험체가 높은 최대하중(또는

변형한계강도)을 보이지만, 유용성비가 0.3정도 되는 두 실

험체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 13은 ⑤ 실험체의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양끝단의 원

형강관주관 외벽에서 강관 길이방향으로 측정한 변형률 곡선

이며, 그림 14는 거셋플레이트 길이와 대응되는 원형강관의

앞뒤 외벽에서 원주방향으로 측정한 하중-변형률 곡선이다.

변형률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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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H-N700-0.3의 하중-변형률 곡선(HSB600)

그림 13의 변형률은 원형주강관에 유용성비를 고려한 축력

을 도입하였기에 길이방향 압축력을 받은 상태에서 주관에

횡력이 작용하였다. 횡력이 작용하면서 거셋플레이트 주위 변

형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접합부 주위의 강관외벽은

휨변형에 의해 외부벽은 압축변형률이 증가하고 내부는 인장

변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강관외벽에 부착된

스트레인게이지를 통하여 600kN정도까지는 압축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00kN이상의 하중을 받으면 변

형률 역전이 일어나면서 인장변형률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셋플레이트를 통하여 하중을 점차 증가시킴에 따라

강관의 멤브레인 현상에 의해 인장변형률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인장변형에 의한 항복을 하게 된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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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상은 매우 국부적인 거동으로서 위치에 따라 예민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변형률 전환점에 해당

하는 하중점은 그림 11의 하중-변위 곡선에서의 탄성구간 이

후 전체항복하중(Global yield)의 시작점이 되고 인장항복변

형률에 다다르면 하중이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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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LH-N700-0.3의 하중-변형률 곡선(HSB600)

그림 14의 변형률은 거셋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횡력에 의해 인

장변형을 보인다. 거셋플레이트 끝쪽에 위치한 스트레인 게이지

(SG05, SG06, SG09, SG10)에서보다 거셋플레이트 길이의

중간에 위치한 스트레인 게이지(SG07, SG08)에서 인장변형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변형의 형태(그림 15, 16

참조)가 절구통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변

형률의 차이가 나타남을 예측할 수 있다. 거셋플레이트 끝단의

스트레인게이지는 변형률이 4000, 최대하중 855.6kN에서 하중

이 감소하다가 멤브레인 효과에 의해 다시 강성이 증가하면서

인장변형은 계속 이어졌다. 거셋플레이트 중앙의 스트레인 게이

지는 최대하중 855.6kN에 도달하기 전에 20000 이상에서 게

이지의 인장파괴로 인하여 더 이상 측정이 되지 못하였다. 초기

의 미소한 인장변형은 강관에 작용한 소요압축력으로 인하여 발

생한 푸아송비에 의해 원주방향으로 팽창변형이 발생하였다. 강

관 원주방향의 스트레인게이지는 압축변형률이 발생할 수도 있

으나 그 영향이 작고 실제로 강관은 휨변형에 의한 영향이 크므

로 외부벽인장변형률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림 15와 16은 실험체의 파괴형상을 나타낸다. N350 실

험체의 파괴모드는 그림 15와 같이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서

극심한 변형이 발생하여 원형강관의 관벽이 휨항복하였다. 하

지만 N700실험체는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서 극심한 변형

이 발생함과 동시에 확대사진(View A, View B)처럼 원형

강관 양단부 엔드플레이트에서의 용접이 떨어져 파괴되는 경

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파괴 모드는 강관주관의 길이

( )에 비하여 접합부의 길이( )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 0.4)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5. LH-N350-0.0의 파괴형상(HSB600)

그림 16. LH-N700-0.3의 파괴형상(HSB600)

4. 유한요소해석

4.1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유한요소해석은 표 2의 실험체 일람표를 통해 비선형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Hibbitt, 1998a; 1998b;

2000)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일반적인

쉘(shell)요소인 S4R(a 4-node doubly curved thin or

thick shell)을 사용하였다. S4R요소는 4개의 절점으로 구

성된 쉘요소로 저감적분(reduced integration)을 이용하여

해석과정을 최소화하며, hourglass 제어와 멤브레인 효과를

고려한다. S4R쉘요소는 대변형해석에 접합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Seay, 1998).

비선형 해석은 단주압축시험의 결과를 물성치로 적용한 재료

비선형과 arc-length법을 이용한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으로

수행하였다. 기하학적 비선형은 ABAQUS의 Static, Riks해

석기법으로 변위법에 기초한 하중-변위법이다. Riks해석을

통하여 원형강관 접합부의 국부 변형과 불안정한 상태의 해석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료비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재료시

험결과를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였다. 탄성계수(=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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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와 푸아송 비(=0.3)를 적용하고, ABAQUS 해석에 필

요한 진응력(tr ue), 진소성변형률(ln )을 Cauchy의 정리를 이

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tr ue      (1)

ln  ln    tr ue (2)

유한요소해석은 실험체와 동일한 형상으로 그림 17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원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의 중심선을 쉘요소로

모델링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부의 용접형상을 그림 18과

같이 고려하였다. 용접부는 실험체의 K용접을 바탕으로 용접

부 두께를 쉘요소로 표현(Lee 등, 1995)하여 실제 실험체와

최대한 유사 거동을 보이도록 모델링하였다. 원형강관의 양단

부에 보요소를 자전거 바퀴살과 같이 배열하고 기준점(R.P.:

Reference Point)과 동일한 거동을 하도록 연결하여 강체

(rigid body)로 가정함으로써 원형강관의 양단부 엔드플레이

트 접합부를 표현하였다.

원형강관 양단부의 기준점을 통해 실험체 엔드플레이트의

경계조건을 길이방향변형 및 가력방향으로는 자유, 면외방향

으로는 고정(==0, ====1)하였으며, 유용성

비를 고려하여 원형강관에 축력을 가하였다. 또한 거셋플레이

트의 끝단 중앙부의 기준점을 통해 실험체의 가력과 지지를

표현하였으며, 지지점은 모든 변형을 제한(====

==1)하고, 하중가력점은 가력방향으로만 자유(=0,

=====1)로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횡력을 적

용하였다. 횡력은 위쪽 거셋플레이트의 기준점에서 하중제어

로 가력되었다. 유한요소해석모델의 메쉬(mesh)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분할되어 모델링되었으나, 큰 변형과 응력이 집중되

는 접합부에서는 좀 더 조밀하게 분할하여 해석하였다.

R.P.
R.P.

R.P.

X(1) Z(3)

Y(2)

그림 17. LH-N350의 유한요소해석 모델

원형주강관

거셋플레이트

용접부(K용접)

거셋플레이트
shell 모델

원형주강관
shell 모델

용접부 shell 모델

그림 18. 유한요소해석 용접부 모델링

4.2 해석 결과

그림 19∼21은 각 실험체의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의 하중-

변위 곡선이다. 전체적으로 초기강성은 동일하며 실험과 유한

요소해석은 비슷한 경향으로 변형이 발생하였다. 고강도강재

(HSB600) 유한요소해석의 경우 유용성비가 0인 ①-④ 실

험체와 0.27인 ②-⑤ 실험체의 변형한계강도(Lu’s limit)와

전체적인 거동은 거의 동일하였다. 하지만 유용성비가 0.54

인 ③-⑥ 실험체의 변형한계강도는 10∼12%정도 낮아졌으

며, 변형의 경향 또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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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LH-N350 계열의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HSB600)

그림 19의 N350실험체 유한요소해석은 실험의 변형한계

강도가 ① 실험체에 비해 역전되어 나타난 ② 실험체에서 가

장 큰 거동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실험체의 경우 거의 동

일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유한요소해석의 변형한계강도는

96∼106%의 범위로 거의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 그림 20의

HSB600강재의 N700실험체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실험결

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초기강성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변형한계강도는 실험에 비해 97∼107%의 값을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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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Z(3)

Y(2)

(a) 변형한계강도에서 PEEQ

X(1) Z(3)

Y(2)

(b) 최대하중에서 PEEQ

X(1) Z(3)

Y(2)

(c) 실험종료시점에서 PEEQ

그림 23. LH-N700계열의 PEEQ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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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LH-N700 계열의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HSB600)

그림 21은 일반구조용강재(SS400) N700실험체의 유한

요소해석 결과이다. 각각의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은 유용성비

를 고려하였으나 다른 실험체의 실험결과에 비해 변형한계강

도와 접합부 거동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다른 실험체와

동일하게 유용성비를 고려하여 주강관에 압축력을 가하였으

나 실제 가력된 축력비는 계획보다 낮아져 적용된 유용성비

는 0.16과 0.32로 다른 실험체에 비해 크지 않아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Wardenier, 1982). 유한요소해석 ⑧ 실험결

과의 변형한계강도 역전현상 이외에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

하였으며, 93∼97%범위의 해석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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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LH-N700 계열의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SS400)

그림 22는 LH-N700계열의 원형강관-거셋플레이트 접합부

의 Von Mises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접합부 양끝단부의 원

형강관에서 응력이 집중되어 변형이크게 발생함을알수 있다.

X(1) Z(3)

Y(2)

그림 22. LH-N700의 Von Mises 응력 분포

그림 23은 PEEQ(등가소성변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접

합부 및 전체적인 소성변형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재료의

항복여부를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PEEQ의 정의는 다음 식

과 같고, 는 , 방향의 소성변형률을 나타낸다.

PEEQ 




 (3)

그림 23(a)의 변형한계강도에서 접합부 전체에 걸쳐 소성변

형이 일어나고,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끝단에서 더 넓은 분포로

소성상태가 진행된다. 이 때 그림 6에서처럼 원형강관의 원주

방향으로 SG07(SG08)을 부착했던 부근에서도 소성변형이 진

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변형한계강도보다 조금 더 큰 하중

상태인 그림 23(b)의 최대하중에서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끝단

에서 소성변형이 더 확산되고 SG07(SG08)의 부착위치에서도

소성변형이 더 확산되었다. 가력이 더 진행되면 그림 23(c)에

서 접합부뿐만 아니라 SG05∼SG10 부착 위치까지 소성변형

이 확산되어 절구통 형태의 소성변형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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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실제 유용성비)
강종

변형한계강도

exp


설계식 :(kN) /

exp
(kN)


(kN)

AISC 2005

(KBC 2009)

CIDECT 2008

(CISC 1992)
AIJ 2002

AISC 2005

(KBC 2009)

CIDECT 2008

(CISC 1992)
AIJ 2002

① LH-N350-0.0

(0.0)

HSB600

569.6 605.1 1.06 473.2 433.6 521.3 0.78 0.72 0.86

② LH-N350-0.3

(0.27)
627.0 592.8 0.95 424.1 400.5 521.3 0.72 0.68 0.88

③ LH-N350-0.6

(0.54)
524.5 542.1 1.03 353.9 356.3 521.3 0.65 0.66 0.96

④ LH-N700-0.0

(0.0)

HSB600

872.5 869.0 1.00 567.9 557.5 648.2 0.65 0.64 0.75

⑤ LH-N700-0.3

(0.27)
788.3 841.5 1.07 508.9 515.0 648.2 0.60 0.61 0.77

⑥ LH-N700-0.6

(0.54)
784.3 764.3 0.97 424.7 458.1 648.2 0.56 0.60 0.85

⑦ LH-N700-0.0

(0.0)

SS400

791.3 767.9 0.97 422.9 415.2 482.7 0.55 0.54 0.63

⑧ LH-N700-0.3

(0.16)
818.7 760.4 0.93 399.3 397.5 482.7 0.53 0.52 0.63

⑨ LH-N700-0.6

(0.32)
784.0 738.5 0.94 369.2 377.0 482.7 0.50 0.51 0.65

표 5. 실험, FEA, 설계식의 비교

표 5는 실험에 의한 변형한계강도,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변

형한계강도, 설계식에 의한 접합부 내력( )과 유한요소해석

의 변형한계강도에 의해 정규화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의 유한요소해석의 변형한계강도는 각 실험체의 유용성비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실험결과와는 달리 강도역전 현상

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②, ⑤ 실험체의 경우는 ①, ④ 실험

체의 변형한계강도에 비해 2∼3%정도로 감소되었고, ③, ⑥

실험체에서는 10∼12%로 감소되어 유용성비가 작을 때보다

클 때 그 감소폭이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실험결과와 같이

분명한 강도저감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셋플레이트 폭이 커짐에 따라 실험체의 변형한계강도는 증

가하였다. 실험에서는 ②, ⑤ 실험체를 제외하고 ④, ⑥ 실험

체의 변형한계강도는 ①, ③ 실험체에 비해 53%, 50%로 증가

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에서는 각 유용성비에 따라 44%,

42%, 41%로 증가하였다. 표 5와 그림 24에서와 같이 유한요

소해석의 변형한계강도는 실험의 변형한계강도와 비교하였을

때 93∼107%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그림 25와 그림 26은 유한요소해석과 설계식의 내력값을

비교하고,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변형한계강도(Lu’s limit)에

의해 정규화된 설계식을 나타낸다. CIDECT 2008(혹은

CISC 1992) 설계식은 원형주관의 소성화에 대한 개념을 토

대로 “Ring model”을 사용하여 접합부 내력에 관한 이론해석

을 진행하였다. 이론해석을 바탕으로 한 설계식은 실험과 전

산해석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진다(Wardenier, 2001). 현행

설계식을 평가하기 위해 접합부의 변형한계강도와 비교하였을

시 모든 실험체는 전체적으로 50∼96%로 과소평가되었다.

AISC 2005(혹은 KBC 2009)와 CIDECT 2008(혹은

CISC 1992)의 경우 모든 실험체에서 유용성비가 적용될수

록, N350실험체보다 N700실험체에서 좀 더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J 2002의 설계식은 N350실험체보다

N700실험체에서 좀 더 과소평가되며, 유용성비에 대해서 고

려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성비가 적용될수록 다른 설계식과는

반대로 좀 더 변형한계강도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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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의 변형한계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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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강재(HSB600)의 경우 AISC 2005 (혹은 KBC

2009)은 56∼78%, CIDECT 2008 (혹은 CISC 1992)은

60∼72%, AIJ 2002은 75∼96%로 평가되며, 일반구조용강

재(SS400)의 경우 AISC 2005 (혹은 KBC 2009)은 50∼

55%, CIDECT 2008 (혹은 CISC 1992)은 51∼54%, AIJ

2002은 63∼65%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과소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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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유한요소해석과 설계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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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유한요소해석결과에 대한 설계내력의 무차원화

5. 결 론

600MPa급 고강도 원형강관의 길이방향 거셋플레이트 접

합부의 내력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고, 기존 설계식

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실험결과 고강도강재(HSB600) 실험체와 일반구조용강

재(SS400) 실험체의 실험결과값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재질의 항복강도가 비슷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강관 접합부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의 결과 유용성비가

0.3미만의 경우는 강관주관에 작용하는 압축력의 효과

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원형강관과 길이방향 거셋플레이트 접합부를 정교하게

모델링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

임으로써 실험을 대체할 유한요소해석 모델링기법을 제

시하였다.

(4) 고강도강재(HSB600)의 경우 AISC 2005 (혹은 KBC

2009)은 56∼78%, CIDECT 2008 (혹은 CISC

1992)은 60∼72%, AIJ 2002은 75∼96%로 각 설계

식은 전체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

(5) 일반구조용강재(SS400)의 경우 AISC 2005 (혹은

KBC 2009)은 50∼55%, CIDECT 2008 (혹은

CISC 1992)은 51∼54%, AIJ 2002은 63∼65%로

전체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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