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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원형강관의 직각방향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실험 및 해석

Test and Analysis on the Transverse Gusset Plate Connection

to Circular Hollow Section(CHS) of High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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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형강관의 접합부는 다양한 상세를 가지고 있으며 접합부가 항복에 이를 경우 복잡한 국부변형을 유발한다. 이러한 접합부의

국부변형을 고려한 단순화된 설계식의 제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원형강관접합부 설계를 위한 현행 한국구조기준(KBC 2009)에서는

AISC의 설계식과 매우 유사한 단순화된 설계식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설계식은 원형강관 부재의 재질에 대하여 항복강도는 최대 360MPa

항복비는 0.8로 각각 제한하고 있어서 구조기준에서 제한하는 최대항복강도 이상의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 상세접합부를 대상으로 구조

실험이나 합리적인 해석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강도강재(HSB600)와 일반구조용강재

(SS400)를 이용한 원형강관-직각방향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 횡력(수평력)이 작용하는 실험과 정밀모델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유한요

소해석 및 실험결과를 현행 설계식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접합부 설계식의 개정에 기초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connection composed of a circular hollow structural section (HSS) has complicated details, and exhibits a

very complex local deformation when it reaches the yield stress. Given these circumstances, proposing a simple design

equation considering local deformation is difficult. The design equations of the Korea Building Code (KBC 2009) for HSS

joints are simple and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AISC. These design equations limit the maximum yield stress up to

360MPa and yield ratio (yield strength/tensile strength) up to 0.8. This means that the material with yield strength

exceeding 360MPa could be used after verification based on the test or rational analysis for the similar connection. This

paper introduces an experimental program and finite element analysis (FEA) for the circular hollow section (CHS) with a

transverse gusset plate made of high-strength steel (HSB600) or structural steel (SS400) when the joints are subjected to

lateral force. Comparison of the design equations with the results of FEA and test may be used for the modification of the

design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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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관부재의 접합은 사용되는 접합방식에 따라, 접합되는 위

치 및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접합부 구성이 가능하다.

강관과 강관부재간의 접합뿐만 아니라 거셋플레이트를 사용한

강관 또는 H, I형 부재의 접합이 주로 사용된다.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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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의 접합 형식은 가새골조(Braced

frames) 시스템 또는 원형아치교,5)사장교와 같이 케이블로 지

지되는 지붕구조에 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주로 이용된다. 원

형강관과 접합된 거셋플레이트를 통해 쉽게 다른 강관부재 또

는 케이블로 연결이 가능하고, 연결되는 방향 및 연결각도의

조절이 용이하다.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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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량 및 대공간 구조물에 원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의 접

합이 사용되면서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접합부의 내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고강도강재를 사용한 접합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강도강재를 사용한 강관부재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종락 등, 2008). 하지만 원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의 거동은 다양한 형태와 복잡한 국부거

동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이와 관련된 접합부의 형태

에 따른 내력과 거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Lu 등,

1994; Kurobane, 2002; Packer 등, 1992; Wardenier,

1982; Wardenier 등, 2008).

원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과

수행된 실험을 바탕으로 설계식이 개발되었으나, 정확한 내력

을 산정하지는 못하고 단순화된 설계식을 제안하고 있다.

CIDECT 2008은 원형주관의 소성화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Ring model”을 사용하여 접합부 내력에 관한 이론해석을

진행하였다(Wardenier, 2001). 이론해석을 바탕으로 한 설

계식은 접합부의 실험과 전산해석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며,

강관구조의 현행설계식(AISC 2005과 KBC 2009)의 경우

최대항복응력을 360MPa로 제한하고 항복비( )를 0.8이

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고강도강재의 사용이 빈번해

지면서 설계식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강관구조의 경우 접합부에서 국부적인 대변형을 수반하므로

강재의 연성 및 변형능력이 충분해야 극한상태에서도 응력의

재분배로 인한 취성파괴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항복비와 강도를 제한하고 있다. 고강도강재의 경우 CIDECT

에서는 355MPa 이상의 강재는 강도저감계수 0.9를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 고강도 강재의 경우 취성파괴의 가능성이 있지

만 실험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연구결과가 적기 때문에

설계기준에서는 강도를 제한하거나 강도저감계수를 사용하도

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강재(HSB600)와 일반구조용강재

(SS400)로 제작된 원형강관-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 횡력(수

평력)이 작용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실험을 입증하였다. 접합부는 강관주관의 좌우에 대칭으로 거

셋플레이트를 부착한 XP형태이고(Wardernier, 1982), 거

셋플레이트 방향은 강관의 길이방향에 직각으로 접합한 형태

로써 WH형이라 칭하였다(김우범 등, 2011). 추가적으로 실

험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해 기존 설계식(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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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Wardenier 등, 2008)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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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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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H형 접합부 계획 및 기존 설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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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강종
거셋트 폭,
(mm)

가력지점,
(mm)


(실제 축력비)


(kN)

주관 인장봉 1개당

prestrain

()
길이, 
(mm)

외경, 
(mm)

두께, 

(mm)

① WH-B175-0.0

HSB600 175

300

0 0

1750 350 12

0

② WH-B175-0.3 0.27 1682 501

③ WH-B175-0.6 0.54 3364 1003

④ WH-B175-0.0

SS400 175

0 0 0

⑤ WH-B175-0.3 0.16 898 268

⑥ WH-B175-0.6 0.32 1797 536

표 2. 실험체 일람표

모든 실험체(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10)는 그림 1과 같이

외경 350mm, 두께 12mm, 길이 1,750mm의 원형주강

관과 폭 175mm, 두께 24mm의 거셋플레이트로 접합되며,

HSB600와 SS400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원형주강관

양끝단부에 두께 40mm의 엔드플레이트를 설치하였으며, 실

험체 일람표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φ  350 × 12

6

6

8 8

D
=3

50

t=
12

H
=3

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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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L=1750

863 8632440 40 B=175

그림 1. 원형강관 -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계획

XP형태의 직각방향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의 설계식은 표 1

에 정리되었다. AISC 2005(혹은 KBC 2009)와 CIDECT

2008(혹은 CISC 1992)에서는 주강관응력상관변수( )로 유

용성비( , )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건축학회

의 강관구조설계시공지침·동해설(일본건축학회, 2002)에서는

유용성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표 2의 주관에

가력된 프리스트레스로 주강관에 작용한 유용성비를 적용하

였다. 실험계획시 축력비( , 본 논문에서는 소요모멘트

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하 ‘축력비’로 칭함)는 공칭강도를 사용

하여 산정하였으나, 공칭강도는 다음절의 단주압축시험의 항

복강도로 수정한 축력비가 실제 원형주강관에 적용되었다(표

2의 5열).

2.2 재료시험

SS400과 HSB600 두 가지 강재에 대하여 단주압축시험

과 인장쿠폰시험을 실시하였다. 항복강도는 0.2%오프셋법으

로 산출하였으며, 인장쿠폰시험결과 SS400의 항복강도와

항복비는 356MPa과 72.3%, HSB600는 478MPa과

75.9%로 나타났다. SS400강재는 KBC 2009나 AISC

2005에서 제한하는 항복강도보다 낮으나 HSB600강재는

초과하고 있다. 단주압축시험결과 SS400의 항복강도는 440

MPa, HSB600의 항복강도는 485MPa로 차이가 크게 나

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단주압축시험에 의한 항복강도가 인장

쿠폰시험에 의한 항복강도보다 높은 이유는 원형강관으로의

제작시에 이미 변형경화 이상의 변형으로 인한 잔류변형 때

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극한강도는 두 시험의 결과가 큰 차

이가 나지 않고, 항복응력만의 차이를 현저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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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장쿠폰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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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주압축시험 결과

시 험　 (MPa) (MPa) 항복비(%) 연신율(%)

인장

쿠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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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강관주관의 압축력도입

그림 4는 원형주강관에 소요압축력을 도입하는 방법을 나

타낸다. 원형주강관의 양단부에 엔드플레이트를 용접하고 직

경 72mm의 인장봉 4개와 유압실린더를 장착하였다. 이때

강봉은 가압판과 엔드플레이트를 관통시킴으로써 강봉의 인

장력이 가압판을 통하여 원형주강관에 압축력으로 작용하도

록 하였다(이수헌 등, 2012).

원형구좌

Φ72 인장봉
CHS

Pr

Pr
가압판

엔드플레이트

유압실린더

그림 4. 소요압축력 도입

실험시 계획된 압축력의 크기는 인장봉에 스트레인게이지

를 부착하여 강봉에 발생하는 스트레인 값을 압축력으로 환

산하였다. 각 유압실린더와 가압판 사이에는 원형구좌를 삽입

하여 원형주강관에 가력된 압축력의 편심을 줄이고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각 목표 소요압축력에 해당하는 인장봉의

변형률은 표 2에 나타나있다.

2.4 가력 방법

그림 5와 6은 실험체 설치모습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지그 및 힌지와 면내변형방지 프레임을 제작하여 10,000kN

급 UTM으로 가력하였다. 실험체는 거셋플레이트에 수평력

이 작용하는 형태지만 가력의 편의를 위하여 90° 회전시켜서

수직하중이 접합부에 작용하도록 설치하였다. 엑츄에이터의

로드셀과 변위계로 하중과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가력은 탄성

구간에서는 하중제어방식으로 그 후 소성구간에서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변위제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서의 국부적인 항복 및

변형을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극심한

변형과 국부거동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접합부 앞, 뒤

(SG03, SG08)와 원형주강관 접합부 주변의 변형분포를 파

악하고자 거셋플레이트 폭(B=175mm) 간격으로 원형주강

관 정면, 후면(SG01~02, SG04~07, SG09~10)에 원주

방향으로 설치하였다(그림 5참조).

Sliding Gap Sliding Gap

①

②

③

①

②

③

A

A

A-A Section

SG03 & 08

SG02 & 07

SG01 & 06 SG05 & 10

SG04 & 09
Pr Pr

SG 01
   ~ 05

SG 06
   ~ 10

그림 5. WH형 실험체 세팅

그림 6과 같은 가력방법은 거셋플레이트의 약축휨 강도가

작아 면내 회전으로 인해 불안정구조물이 된다. 그리하여 강관

주관에 압축력을 도입하기 위한 직경 72mm의 인장봉 양쪽 끝

에 면내 회전방지용 T단면(①)을 설치하였다. 면내회전방지용

고정기둥(②)으로 H형강을 세워 면내 회전을 방지하였으며 지

지대(③)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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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H-B175 실험체

3. 실험결과

그림 7, 8과 표 4는 각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SS400과 HSB600의 최대하중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두 재질의 재료시험에 의한 항복강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SS400강재로 제작

된 실험체의 축력비에 따른 전체적인 거동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축력비의 차이가 크지 않

은 이유도 있지만, 단주압축시험결과에서 보았듯이 항복비가

90%에 이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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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이 감소하다가 다시 강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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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SB600 계열의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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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S400 계열의 하중-변위 곡선

접합부 내력을 결정하는 극한강도의 산정에는 하중-변위곡

선의 최대하중으로 정하는 방법과 접합부의 변형을 근거로 하

여 접합부의 변형한계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IIW, 2008).

여러 실험 및 전산해석결과(Lu 등, 1993; 1994; Winkel

등, 1993)에서 접합부의 큰 변형과 함께 하중이 계속 증가하

는 경우에는 접합부의 변형한계로 극한강도를 결정할 수 있으

며, 접합부의 변형한계는 원형강관외경의 3%변형(0.03D)이

발생할 때를 변형한계강도(극한강도)로 정의하는 방법(Choo

등, 2003; Lu 등, 1994)이 있다.

모든 실험체의 극한변형한계는 21mm(0.03D)이고 실험체

의 최대하중과 극한변형한계를 고려한 변형한계강도(Lu’s

limit)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강종과는

상관없이 하중-변위 곡선 상에서의 최대하중과 변형한계강도

(0.03D)는 97∼100%로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접합부의

극한강도를 변형한계강도로 정하여 접합부의 내력을 산정하도

록 하였다.

①-② 실험체와 ④-⑤ 실험체를 비교하면 소요축력이 작용

한 실험체의 최대하중 및 변형한계강도가 축력이 없는 실험

체에 비해 작게 측정되어야 하지만 두 실험체의 최대하중이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Wardenier

(1982)에서와 같이 유용성비가 작은 경우에는 유용성비에

따른 접합부 내력의 감소효과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종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①-④, ②-⑤, ③-⑥ 실험체가

서로 대응되어 비교가 되어야 하지만, SS400 강재의 단주압

축시험에 의한 항복강도가 높게 측정되었기에 ①-④, ②-⑥

실험체를 비교해보면, HSB600 실험체가 더 큰 최대하중(또

는 변형한계강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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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실제 축력비)
강종

최대하중
변형한계강도

(Lu’s limit)

exp
(kN)

Def.

(mm)


(kN)

① WH-B175-0.0

(0.0)

HSB600

686.1 24.7 674.4

② WH-B175-0.3

(0.27)
669.5 22.4 663.7

③ WH-B175-0.6

(0.54)
562.8 21.5 562.2

④ WH-B175-0.0

(0.0)

SS400

667.0 23.6 661.9

⑤ WH-B175-0.3

(0.16)
673.8 27.1 653.8

⑥ WH-B175-0.6

(0.32)
648.5 20.2 647.3

표 4. 가력실험 결과

그림 9는 ② 실험체의 원형주강관 정면 외벽에서 원주방향

으로 측정한 변형률 곡선이며, 그림 11은 ② 실험체의 원형

주강관 후면 외벽에서 원주방향으로 측정한 변형률 곡선이다.

그림 9과 11에서 발생한 초기의 미소한 인장변형은 강관에

작용한 소요압축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푸아송비에 의

해 원주방향으로 팽창변형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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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형주강관 정면의 하중-변형률 곡선

그림 9의 변형률은 거셋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횡력에 의해

서 전체적으로 인장변형이 발생한다. 접합부의 바깥쪽에 위치

한 스트레인게이지(SG01, SG04, SG05)에서보다 접합부에

근접한 스트레인게이지(SG02, SG03)에서 인장변형이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서 원형주

강관 단면의 변형이 가장 크게 발생하며 접합부에서 멀어질

수록 단면의 변형은 작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예측할 수

있다. 접합부의 바깥쪽에 위치한 스트레인게이지(SG01,

SG05)는 각각 3,200, 3,800에서 최대하중 669.5kN에 도

달하였으며, 접합부에 위치한 스트레인게이지(SG03)는 7,600

에서 최대하중에 도달하였다. 최대하중 도달 후 인장변형

률은 조금씩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접합부 근처에 위치

한 스트레인게이지(SG02, SG03)는 오히려 줄어들어 압축변형

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현상은 그림 10과 같이 최대하중에 도달하기 전

에는 균등하게 관벽의 변형이 발생하지만, 최대하중에 도달한

후에는 정면 또는 후면의 거셋플레이트 접합부 한곳에서 먼

저 항복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원형주강관의 변형이 한쪽

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실험체의

원형주강관은 후면의 접합부에서 먼저 항복이 발생하여 뒤쪽

에 극심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문에 정면의

원주방향 변형은 미소하거나 오히려 원형주강관의 타원형으

로 발생한 변형이 원형으로 다시 펴지면서 압축변형이 발생

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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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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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하중

도달

항복 후

편심

변형 발생

그림 10. 하중가력에 따른 접합부 단면 형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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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원형주강관 후면의 하중-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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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 변형률은 거셋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횡력에 의해

서 전체적으로 인장변형이 발생한다. 접합되는 위치에 상관없

이 최대하중에 도달하기까지 모두 비슷한 인장변형을 하였다.

2,800~3,600에서 최대하중 669.5kN에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에 모든 스트레인게이지에서 극심한 인장변형이 발생하

였다. 이는 후면의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서 원형강관의 항복

이 발생하여 뒤쪽방향으로 편심 변형이 발생하면서 접합부에

위치한 스트레인게이지(SG08)에서 18,000의 가장 큰 인장

변형이 발생하였다.

(a) Left view

(b) Detail_1

(c) Detail_2

그림 12. 실험체의 면외회전변형 파괴형상

그림 13. WH-B175-0.0의 파괴형상_후면(SS400)

그림 12와 13은 실험체의 파괴형상을 나타낸다. 모든 실험

체는 거셋플레이트와 원형강관의 접합부의 관벽에서 극심한

변형이 발생하면서 휨항복하였다. 이때 그림 10과 같이 후면

(또는 정면)으로 극심한 변형이 발생하여 한쪽 방향으로 실

험체가 회전하였고, 관벽이 찢어지면서 실험이 종료되었다.

실험체 계획시 면내회전을 고려하여 지지대를 세웠으나, 면외

회전에 대한 변형은 고려하지 못하여 모든 실험체에서 회전

으로 인한 관벽의 파괴가 발생하였다.

4. 유한요소해석

4.1 유한요소해석 개요

표 2의 실험체 일람표를 바탕으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인 ABAQUS(Hibbitt, 1998a; 1998b; 2000)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모델은 대변형해

석에 적합하고, hourglass 제어와 멤브레인 효과를 고려하는

S4R(a 4-node doubly curved thin or thick shell) 요

소를 사용하였다(Seay, 1998).

강재의 재료특성은 단주압축시험결과를 기본으로 Cauchy의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 식(1)과 식(2)와 같이 변환한 진응력

(tr ue)과 진소성변형률(ln )으로 재료비선형을 고려하였다. 또

한 ABAQUS의 Static, Riks해석기법으로 기하학적 비선형해

석을 실시하였다. Riks해석은 변위법에 기초한 하중-변위법으

로 원형강관 접합부의 국부 변형과 불안정한 상태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tr ue      (1)

ln  ln    tr ue (2)

해석모델은 그림 14와 같이 실험체와 동일한 형상으로 원

형강관과 거셋플레이트의 중심선을 쉘요소로 모델링하였다.

해석모델의 메쉬(mesh)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분할하였으

나, 큰 변형과 응력이 집중되는 접합부는 좀 더 조밀하게 분

할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그림 15와 같이 접합부의 K용접의

용접 두께를 쉘요소로 표현(Lee 등, 1995)하여 실험체의 거

동과 유사하도록 모델링하였다. 원형강관 양단부의 엔드플레

이트 접합부를 보요소를 이용하여 기준점(RP: Reference

Point)과 동일한 거동을 하도록 연결하여 강체(Rigid

Body)로 표현하였다.

원형강관 양단부의 기준점(RP1, RP2)은 길이방향변형(X)

및 가력방향(Y)으로는 자유(==0), 면내외방향으로는 고

정(====1)을 적용하고, 하중가력점(RP3)은 가력

방향으로만 자유(=0, =====1), 지지점

(RP4)은 모든 변형을 제한(======1)으로

경계조건을 고려하였다. 횡력은 위쪽 거셋플레이트의 기준점

에서 하중제어로 가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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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실제 축력비)
강종

변형한계강도

exp


설계식 :(kN) /exp(/)

exp
(kN)


(kN)

AISC 2005

(KBC 2009)

CIDECT 2008

(CISC 1992)
AIJ 2002

AISC 2005

(KBC 2009)

CIDECT 2008

(CISC 1992)
AIJ 2002

① WH-B175-0.0

(0.0)

HSB600

674.4 696.1 1.03 636.3 470.1 662.8 0.94(0.91) 0.70(0.68) 0.98(0.95)

② WH-B175-0.3

(0.27)
663.7 651.9 0.98 570.2 434.2 662.8 0.86(0.87) 0.65(0.67) 1.00(1.02)

③ WH-B175-0.6

(0.54)
562.2 571.1 1.02 475.8 386.3 662.8 0.85(0.83) 0.69(0.68) 1.18(1.16)

④ WH-B175-0.0

(0.0)

SS400

661.9 631.4 0.95 473.9 350.1 493.6 0.72(0.75) 0.53(0.55) 0.75(0.78)

⑤ WH-B175-0.3

(0.16)
653.8 607.2 0.93 447.4 335.2 493.6 0.68(0.74) 0.51(0.55) 0.75(0.81)

⑥ WH-B175-0.6

(0.32)
647.3 572.1 0.88 413.6 317.9 493.6 0.64(0.72) 0.49(0.56) 0.76(0.86)

표 5.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설계식의 비교

RP1

RP3

RP4
X(1) Z(3)

Y(2)

RP2

그림 14. WH-B175의 유한요소해석 모델

원형주강관

거셋플레이트

용접부(K용접)

거셋플레이트
shell 모델

원형주강관
shell 모델

용접부 shell 모델

그림 15. 유한요소해석 용접부 모델링

4.2 해석 결과

그림 16과 17은 각 실험체의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의 하중

-변위 곡선이다. 전체적으로 초기강성은 동일하나 실험과 유

한요소해석의 변형은 조금 다른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면 또는 후면의 한쪽방향

으로 발생한 회전변형으로 인한 하중의 감소인 것으로 최대

하중에 도달하기 전의 거동은 비슷한 경향으로 발생하였다.

그림 16의 HSB600의 유한요소해석은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유한요소해석의 변형한계강도는 98∼103%

의 범위로 거의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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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WH-B175 계열의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HSB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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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은 SS400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이다. 실험은 축력

비를 고려하였으나 실험계획시보다 낮게 적용되어 축력비에

따른 하중감소효과는 크지 않았으나(Wardenier, 1982), 유

한요소해석에서는 작은 축력비에서도 하중감소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한요소해석결과 축력비가 고려될수록 실험결과와

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88∼95% 범위의 해석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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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WH-B175 계열의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SS400)

표 5는 실험에 의한 변형한계강도,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변

형한계강도, 설계식에 의한 접합부 내력( )과 각각의 변형

한계강도에 의해 정규화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5의 유한

요소해석의 변형한계강도는 각 실험체의 축력비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 유한요소해석은 실험결과와는 달리 강도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② 실험체의 경우는 ① 실험체의

변형한계강도에 비해 6%정도로 감소되었고, ③ 실험체에서는

18% 감소되어 축력비가 작을 때보다 클 때 그 감소폭이 커

지는 결과를 보여 실험결과와 같이 분명한 강도저감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와 그림 18에서와 같이 유

한요소해석의 변형한계강도는 실험의 변형한계강도와 비교하

였을 때 88∼103%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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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의 변형한계강도 비교

그림 19～22는 실험값 및 유한요소해석값의 변형한계강도

(Lu’s limit)와 설계강도를 비교하였다. 현행 설계식

(CIDECT, 2008; CISC, 1992)은 이론해석을 바탕으로 전

산해석을 통한 검증(Wardenier, 2001)이 이루어졌다. 실험

값과의 비교에서도 HSB600경우 AISC 2005 (KBC 2009)

은 85∼94%, CIDECT 2008 (CISC 1992)은 65∼70%,

AIJ 2002은 98∼118%로 평가되며, SS400의 경우 AISC

2005 (KBC 2009)은 64∼72%, CIDECT 2008 (CISC

1992)은 49∼53%, AIJ 2002은 75∼66%로 전체적으로

과소평가의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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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설계식과 실험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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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설계식과 실험값의 정규화

유한요소해석값과의 비교에서는 HSB600경우 AISC

2005 (KBC 2009)은 83∼91%, CIDECT 2008 (CISC

1992)은 67∼68%, AIJ 2002은 95∼116%로 평가되며,

SS400의 경우 AISC 2005 (KBC 2009)은 72∼75%,

CIDECT 2008 (CISC 1992)은 55∼56%, AIJ 2002은

78∼86%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과소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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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설계식과 유한요소해석값의 비교

0.0

0.2

0.4

0.6

0.8

1.0

1.2

1.4

0 0.27 0.54 0 0.16 0.32

R n / 
R FE

A

AISC 2005 (KBC 2009) CIDECT 2008 (CISC 1992) AIJ 2002

B=175 (HSB600) B=175 (SS400)

P /P y =

그림 22. 설계식과 유한요소해석값의 정규화

축력비가 적용될수록 AISC 2005(혹은 KBC 2009)은 점점

과소평가되었으며, AIJ 2002은 축력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

기 때문에 점점 과대평가되었다. 하지만 CIDECT 2008(혹은

CISC 1992)는 거의 동일하게 일치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5. 결 론

원형강관의 직각방향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의 내력실험과 유

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고, 기존 설계식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고강도강재(HSB600)와 일반구조용강재(SS400) 단주

압축시험의 항복강도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 접합부 내력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접합부 실험의 축력비가 0.3미만인 경우는 강관주관에

작용하는 압축력의 효과가 미비하여 소요압축비가 0.16

인 실험체의 강도가 0인 실험체보다높게 나타난경우가

발생하였다.

(3) 고강도강재(HSB600)의 설계식에 대한 유한요소해석값

및 실험값의 비교에서 AISC 2005 (KBC 2009)의 경

우 평균 88%, CIDECT 2008 (CISC 1992)은 68%,

AIJ 2002는 105%로 나타나 설계식으로는 CIDECT

2008 (CISC 1992)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일반구조용강재(SS400)에 대한 비교에서는 70%, 53%,

77% 정도로 AISC 2005 (KBC 2009)와 AIJ 2002가

설계식으로서는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강재의 강도에 따라 설계강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설계

식의 변수로 작용하는 세장비()와 강관직경과 거

셋플레이트 폭의 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므로

이를 고려한 개정된 설계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 호

 : 주강관 총 단면적(mm)

 : 거셋플레이트 폭(mm )
 : 주강관 축력 상관 계수

 : 주강관의 외경(mm )
: 설계응력, 항복강도(MPa)=
 : 인장강도(MPa)
 : 주강관의 표면에서 가력점까지의 거리(mm )
 : 주강관의 길이(mm )
 : 주강관에 작용하는 모멘트(N·mm )=

  : 주강관의 소성모멘트(N·mm )
 : 주강관에 작용하는 축방향력(N)=
 : 주강관의 항복하중(N)=
: 유용성비(축력비)=

 : 주강관응력상관변수

 : 주강관 설계축강도(N)
 : 탄성단면계수(mm)

: 주관 두께(mm )
 : 거셋플레이트 두께(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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