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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에서 발생된 상황들로 인하여 공업화박판강구

조(P.E.B system)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높아져 있

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강구조학회에서는 안

전에 대한 우려 없이 공업화박판강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도록 “공업화박판강구조 설계 및 시공 지

침”

[1]
을 제정하였다. 또한 실무적 차원에서도 공업화박판강

구조가 특수구조물로 분류되어 설계 및 감리 단계에서 구조

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설계 및 시공시 구조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공업화박판강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이 현재보다

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되리라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업화박판강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부재의 접합 

및 이음을 위해 적용되는 단부판 접함 및 이음방식(end 

plate type connection and splice)의 경우 시공의 용이성

과 우수한 구조적 성능
[2],[3]

으로 인하여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는 다양한 강구조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

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구조엔지

니어와 강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담당하는 업체 그리고 감

리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 전문가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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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angle of connection

· Maintanace lim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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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m

(b) The length of connection

Fig. 1. The limits of deformation (connection)

Maintanance limits : ≦mm

Acceptable limits : ≦ mm

Fig. 2. The limits of deformation (Base plate)

Fig. 3. Finger shim (AISC)

식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단부판의 오차가 접합 및 이음부 성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부판 이음부의 양쪽 이음면이 특정 원인으로 완

전 밀착되지 못하고 일부에서 이격(gap)이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설계, 시공 및 감리 등의 실무에서는 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단부판 방식의 접합부 및 이음부 설계법 보급을 위하

여 관련 설계 매뉴얼이 제작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들
[4]

도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부판 방식의 

접합부 및 이음부 설계법은 공업화박판강구조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향후 국내에서 구조엔지니어들이 다양한 강구조

물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국내 단부판 방식의 접합부 및 이음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작 및 설치시 발생 가능한 단부판 이격이 

접합 및 이음부 성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

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단부판 이음부 이음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 오차에 따른 이격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실험

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단부판 이음부의 시공 오차 관리에 기

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단부판 허용 오차 관련 기준

단부판 이음부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 중 이음면의 이격은 

많은 경우 지붕보(rafter) 제작시 발생하는 길이 및 수직도 

오차로 인한 것과 단부판 용접시 발생하는 열변형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단부판 용접시 발생하는 열변형에 의한 영향은 

확장형 단부판(extended type end plate)에서 주로 발생하

게 된다.

현재 국내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 오차와 관련된 기준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5]

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6]

가 있다. 

이들 표준시방서에는 접합부와 관련된 보 부재의 길이 및 수

직도 오차 한계와 관련하여 Fig. 1과 같은 사항들을 제한하

고 있다.

그러나 단부판 이음부에 대한 오차 한계를 명확하게 제한

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강구조공사편 부

록에서는 확장형 단부판 이음부와 유사한 형상을 가진 베이

스 플래이트의 경우 꺽임 및 요철에 대해서 Fig. 2와 같은 제

한 사항을 두고 있으나 이를 역학적 거동이 다른 단부판 이음

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부판 이음부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AISC design guide 4에서 단부판 이음면에서 발생하는 약 

Top flange

Bottom 

flange

Side view Pla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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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ecimen type

Fig. 5. End-plate detail

Fig. 6. Gap inducing

4.7mm(3/16 inch)에서 약 9.5mm(3/8 inch) 사이의 이격

(gap)은 Fig. 3과 같은 끼움판(finger shim)을 이용하여 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 현장에서 발생

한 오차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현장 대응 또는 재제작을 결정하고 있다.

1.3 연구 추진 방법

공업화박판강구조에 적용되는 단부판 이음부의 이음면 

이격이 이음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험적 평가를 위한 단부판 이음 상세는 용접열에 의한 변

형으로 현장에서 이음면 이격 발생 우려가 큰 확장형 단부판 

이음부(extended end plate splice)를 적용하고, 이음면에 

이격이 없는 경우(단부판 완전 밀착)와 인위적으로 이격

(gap)을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고력볼트 조

임, 끼움판 설치 등)를 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정적 가력

실험을 수행하여 이음부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실무에서 공업화박판강구조의 단부판 이음부 설계

시 적용하고 있는 설계 방식(AISC design guide 4, 16
[2],[3]

)

에 따른 설계 내력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이음면에 발생하

는 이격이 설계 내력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평가를 

하였다.

2. 단부판 이음부 가력 실험

2.1 실험 계획

2.1.1 실험체 계획

1) 실험체 및 이음부 계획

단부판 이음부의 성능에 이음면 이격이 미치는 영향을  실

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Fig. 4와 같은 단순보 형태의 실험

체를 계획하였다. 가력 형태는 이음면에 전단력과 휨모멘트

의 영향을 동시에 발생시키기 위해 중앙집중가력을 선택하

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이음부를 가

력점 양측에 설치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보형 실험체의 치수는 공업화박판강구조 실무에서 지붕

보(rafter)부재로 많이 사용되는 단면의 비율을 고려하여 

H-800×200×6×12(SM490A)를 용접조립하여 제작하였

다. 플랜지와 웨브는 공업화박판강구조 제작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인 일면 필렛용접으로 용접하였으며, 용접치

수는 내력에 의해 요구되는 치수보다 필렛 용접의 최소 치수 

제한이 커 이를 적용하였다.

부재의 지점간 거리는 7,200mm로 하였으며, 중앙부 이

음판 중심간 간격은 보의 높이(800mm)로 하였다.

단부판은 확장부(extended)를 110mm로 하고 18mm 강

판(SM490A)에 고력볼트 F10T M20을 적용하여 고력볼트 

강도에 의해 설계강도가 결정되는 AISC design guide 16의 

thick end-plate smaller diameter bolts type으로 설계

하였으며, 구체적인 설계방법은 AISC design guide 16의 four 

bolt extended unstiffned moment end plate connection의 

설계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설계에 적용된 주요 변수

들은 Fig. 5에 나타내었다.

이음면의 이격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이음면의 중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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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ist of test specimens

Specimen

Initial 

gap

(mm)

Initial 

shim plate

(mm)

Fianl gap

(mm)

Insert shim 

plate

(mm)

ET-G0 0 - - -

ET-G9-BN 10 - 0 -

ET-G9-C5 10

10

(tension 

side)

5

(compression 

side)

-

ET-G9-C8S 10

10

(tension 

side)

8

(compression 

side)

5

(compression 

side)

ET-G9-C8 10

10

(tension 

side)

8

(compression 

side)

-

Fig. 7. Setting for loading

단부판과 동일 강종(SM490A)의 두께 10mm 간격재(spacer)

를 삽입하고, 각 실험체 별로 고력볼트 체결 및 끼움판을 삽

입하여 각 변수를 구현하였다(Fig. 6 참조). 이때 이격의 치

수는 AISC design guide 4에서 끼움판를 이용한 보강을 허

용하는 한계인 5~9mm를 기준으로 하여, 초기 이격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로 설정(10mm)하고, 이후 고력볼트 조임으로 

최종 이격이 5mm가 되는 경우와 8mm가 되는 경우로 나누

어 변수를 설정하였다.

2) 주요 변수

실험체는 총 5개를 계획하였다. 모든 실험체의 이음방식

은 확장형 단부판 이음부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변수는 실제 

공업화박판강구조 이음부의 시공시 오차 발생에 따른 각 단

계별 대응 방안을 감안하여 이음면 초기 이격(gap) 여부, 고

력볼트 채결 전 끼움판(finger shim plate) 설치 유무, 고력

볼트 체결 후 이음면 이격, 고력볼트 채결 후 끼움판 삽입 여

부로 하였다.

각 실험체별 적용 변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관련 사항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ET-G0 실험체 : 단부판 이음면에 간격재 및 끼움판 없

이 이음면을 초기부터 완전히 밀착하여 볼트체결을 하

였다.

·ET-G9-BN 실험체 : 단부판 이음면 중앙에 이격을 유

지하기 위한 간격재(10mm)만 삽입하여 압축 및 인장측 

양단을 완전 밀착될 때까지 고력볼트 장력을 도입 조임

하였다.

·ET-G9-C5 실험체 : 단부판 이음면 중앙에 간격재

(10mm) 및 인장측에 끼움판(10mm)을 삽입하여 볼트를 

적정 토크치(588N·m)로 조임을 하였으며, 압축측은 이

격 5mm를 남겨두고 고력볼트 장력을 이용 조임 하였다.

·ET-G9-C8S 실험체 : 단부판 이음면 중앙에 간격재

(10mm) 및 인장측에 끼움판(10mm)을 삽입하여 볼트

를 적정 토크치로 조임을 하고, 압축측은 이격 8mm를 

남겨두고 고력볼트 장력을 이용 조임 하였으며, 남겨진 

이격 8mm사이에 끼움판(5mm)을 설치하였다.

·ET-G9-C8 실험체 : 단부판 이음면 중앙에 간격재

(10mm) 및 인장측에 끼움판(10mm)을 삽입하여 볼트를 

적정 토크치로 조임을 하고, 압축측은 끼움판 없이 이격 

8mm를 남겨두고 고력볼트 장력을 도입 조임하였다.

고력볼트의 장력도입과 관련하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서는 마찰접합의 경우 목표 장력의 10%를 초과한 경우 재시

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압접합의 경우 별도의 명확한 지침

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단부판 접합의 경우 지압접합의 사

용이 가능할 수 도 있으며, 현장에서 수행되는 관행을 고려

하여 표준볼트장력 이상을 도입 이격을 조정한 경우를 변수

에 고려하였다.

2.1.2 가력 및 계측계획

1) 가력계획

실험체는 3,000kN 성능의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보의 중앙부에 집중하중 형태로 정적가력을 하였다. 가력시 

춤이 큰 부재의 특성상 횡비틀림좌굴이 조기에 발생할 경우 

이음부에 충분한 하중이 도입되지 못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점 부근과 가력점의 1/2 지점에 각각 횡비틀림좌굴 

방지 가이드를 설치하여 이음부의 설계 내력에 도달하기 전

까지 횡비틀림좌굴의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가력의 진행은 

변위제어로 진행하였으며, 가력속도는 0.1mm/sec으로 하

였다. 실험체 가력 셋팅 상황은 Fig.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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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ain gauge install on H.T.B

(a) W.S.G

(b) LVDT

Fig. 9. Location of L.V.D.T and W.S.G

Table 2. Tensile strength test results

Coupon


(N/mm
2
)



(N/mm
2
) 



 El

(%)

1

1 490T18-1 426 600 0.71 28

2 490T18-2 441 601 0.73 27

3 490T18-3 439 601 0.73 28

Average 436 601 0.73 28

2

1 490T12-1 408 597 0.68 26

2 490T12-2 396 599 0.66 25

3 490T12-3 410 601 0.68 26

Average 405 599 0.68 26

3

1 490T6-1 391 562 0.70 20

2 490T6-2 390 559 0.70 22

3 490T6-3 388 559 0.69 25

Average 390 560 0.70 22

2) 계측 계획

실험체에 발생하는 변위 및 변형률 등을 측정하기 위해 변

위계(L.V.D.T 및 줄변위계)와 와이어스트레인게이지(W.S.G)

를 설치하였다.

험체 중앙부 및 이음부의 처짐과 단부판 이격의 변화를 측

정하기 위해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음부에서 

30mm 떨어진 지점의 실험체 플랜지 상, 하부 및 웨브와 인

장을 받는 영역(하부)의 단부판 볼트 설치 부위, 그리고 인장 

및 압축측의 고력볼트의 변형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력볼

트 머리에 직경 3mm로 천공하여 고력볼트 축부에 와이어스

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였다(Fig. 8 참조). 실험체에 설치된 

계측 장비의 위치는 Fig. 9에 나타내었다.

2.2 소재 실험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강재의 기계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하여 6, 12, 18mm 강판을 대상으로 KS B 0802의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규정에 따라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였고 KS B 

0801의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에 따라 인장강도시험을 실

시하였다. 인장강도시험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시험 결과 기계적 특성의 평균값은 모든 항목에서 KS의 규

정을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3. 단부판 이음부 가력실험 결과

3.1 하중 – 변위 관계 검토

실험체별 최대하중(Pmax)과 이음부 최대휨모멘트(Mmax), 

건축구조기준의 설계기준강도(

)를 기반으로 AISC design 

guide 16에서 제안한 설계식에 따라 산정된 이음부의 설계

휨강도(

) 그리고 최대휨모멘트와 설계휨강도의 비 및 

최대하중시 중앙부 수직변위(Dmax), 초기강성(I.S), 이격 변

형 후 탄성강성(E.S). 최대하중시 이음판의 인장측 추가 이

격량(Ed) 그리고 인장측 고력볼트 파단 여부를 Table 3에 나

타내었으며, Fig. 10에 각 실험체별로 측정된 중앙부 가력 

하중 – 중앙부 수직 변위관계 곡선을 나타내었다.

1) 이음부 최대휨모멘트

Table 3에 나타난 실험체 이음부의 최대휨모멘트와 설계

휨강도 비를 보면 모든 실험체에서 실제 이음부의 강도가 설

계휨강도를 최대 1.52배, 최소 1.38배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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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T-G0 ＆ ET-G9-BN

L o c a l 

buck ling

(b) ET Type specimens

Fig. 10.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s

Table 3. Tests results

Specimen
Pmax

(kN)

Mmax

(kN.m)

Mn

(kN.m)
Mmax/Mn

Dmax

(mm)

I.S

(kN/mm)

E.S

(kN/mm)

Ed

(mm)

Vmax

(kN)

Bolt 

rupture

ET-G0 500.0 800.0 557.0 1.44 38.1 17.0 17.0 2.5 250.0 ×

ET-G9-BN 510.0 816.0 557.0 1.46 44.4 17.5 17.5 2.6 255.0 ○

ET-G9-C5 507.0 811.2 557.0 1.46 55.4 10.9 15.6 1.2 253.5 ○

ET-G9-C8S 528.8 846.1 557.0 1.52 66.8 9.4 13.7 2.9 264.4 ○

ET-G9-C8 479.8 767.7 557.0 1.38 77.7 11.8 15.1 1.9 239.9 ×

내고 있다.

재료의 설계기준강도와 실제 강도의 차이 (이음판의 경우 



 


 1.34)를 고려하더라도 이음부의 강도가 설계휨강

도를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압축측의 잔존 이격

량이 8mm이고 별도의 끼움판 설치가 없었던 ET-G9-C8 

실험체의 경우 다른 실험체에 비하여 다소 낮은 이음부 휨강

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압축측 최종 이격량이 8mm로 

크고 타 실험체에서는 없었던 압축측 플랜지의 국부좌굴 발

생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력볼트 조임이나 끼움판 설치 등으로 이격에 대

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음부 휨강도의 감소량은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되며, 현장에서도 이음판에 잔존 이격량이 본 실험

에 적용된 수준 이하로 발생할 경우 끼움판 설치 등으로 발생

된 이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휨강도 확보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최대하중시 수직변위

최대하중시 수직변위 결과를 살펴보면 이음판 사이에 이

격이 존재하는 실험체의 경우 수직변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압축측 최대이격량이 8mm로 큰 ET-G9-C8S

와 ET-G9-C8 실험체의 경우 수직변위량이 완전밀착이 되

었던 ET-G0 실험체 대비 각각 1.75배와 2.04배 크게 나타

났다. 따라서 이음면의 이격이 최대휨내력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나 처짐과 같은 사용성 측면에서는 영

향을 다소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압축측에 끼움판을 설치한 경우(ET-G9-C8S)가 

동일 조건에서 끼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ET-G9-C8)

에 비하여 수직변위 발생량이 14%(10.9mm) 정도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체간의 압축측 최종 이격량 차이인 

3mm를 이용하여 산정한 추가 처짐량(12mm)과 거의 유사

한 결과이다.

이러한 처짐의 증가는 사용성의 문제뿐 아니라 지붕보

(rafter)가 축력의 영향을 받는 공업화박판강구조의 경우 

 효과와 같은 2차 효과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

한, 지나친 처짐의 발생은 압축측 플랜지의 국부좌굴과 같은 

불안정 현상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끼움판 설치 등의 적

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3) 초기 강성

금번 실험의 경우 실험체의 특성상 이음면에 이격이 있는 

실험체는 초기 하중 도입시의 초기강성(I, S)과 일정 하중 도

입 이후 실험체가 탄성범위에 있는 가운데 압축측 이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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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nge & web High tension bolt

End-plate (vertical) End-plate (horiziontal)

(a) ET-G0

Fig. 11. Load-Strain relationships

로 인한 변위 증가 이후 하중의 재상승 구간에서의 탄성강성

(E.S)의 2가지 초기강성이 발생한다.

이들 중 하중 도입 초기의 초기강성(I. S)을 비교해보면 

이음면에 이격이 없는 실험체(ET-G0, ET-G9-BN)에 비

하여 이격이 발생한 실험체의 초기강성(I. S)이 최소 54% 정

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부판 이음면의 이격발생이 있을 경우 

이음부의 강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조

물의 탄성거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음면의 거동으로 인하여 변위 증가 이후 하중 재

상승 구간에서의 탄성강성(E. S)의 경우 이격이 없었던 실험

체와 차이가 최대 21% 정도로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초기이격이 없었던 실험체에 비해서는 

다고 낮은 강성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초기에 단부판 이음면

에 이격이 발생할 시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잔류 이격

량이 발생할 경우 이음부의 초기강성과 탄성강성에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구조물의 사용하중 하에서의 

탄성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공업화 박판 강구조

물의 경우 이러한 구조물의 탄성 강성 감소는 궁극적으로 구

조물의 내력저항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이음판 추가 이격량(Ed)

하중 도입 이후부터 최대하중 도달시까지 단부판 인장측 

이격면의 변위량을 나타내는 추가 이격량(Ed)의 경우 압축

측이 밀착되어 있거나(ET-G0, ET-G9-BN) 압축측에 별

도의 끼움판이 설치된 경우(ET-G9-C8S)에는 인장측의 추

가 이격량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압축측에 잔존 이격이 큰 

경우에는 인장측 추가 이격량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단부판의 거동이 압축측 이격 감소로 좌우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3.2 하중-변형률 관계

실험체의 플랜지와 웨브, 고력볼트 및 단부판에 부착된 와

이어 스트레인게이지의 계측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1) 플랜지 및 웨브 변형률

Fig. 11의 (a)에서 플랜지의 변형률의 경우 최종 이음면 

이격이 0인 ET-G0 및 ET-G9-BN 실험체의 경우 하부 인

장 플랜지의 인장 변형률이 다른 실험체에 비하여 크게 나타

났다.

그리고 이음면에 이격이 있는 실험체 중 ET-G9-C5 실험

체는 인장과 압축 플랜지의 변형률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

으며, ET-G9-C8S, ET-G9-C8 실험체의 경우 최종 이격

이 없는 실험체와 유사하게 인장 플랜지쪽의 변형률이 더 크

게 나타났다. 이는 C5 실험체의 경우 초기 이격량 10m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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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nge & web High tension bolt

End-plate (vertical) End-plate (horiziontal)

(b) ET-G9-BN

Flange & web High tension bolt

End-plate (vertical) End-plate (horiziontal)

(c) ET-G9-C5

Flange & web High tension bolt

(d) ET-G9-C8S

Fig. 11. Load-Strain relationship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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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late (vertical) End-plate (horiziontal)

(d) ET-G9-C8S (Continued)

Flange & web High tension bolt

End-plate (vertical) End-plate (horiziontal)

(e) ET-G9-C8

Fig. 11. Load-strain relationships (Continued)

서 고력볼트의 장력을 이용 최종 이격량 5mm까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압축측의 장력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한 차

이라 판단된다.

전단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웨브의 변형률은 실험체에 따

른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

험체의 이격 발생이 전단력 전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고력볼트 변형률

고력볼트의 경우 볼트 파단이 발생한 실체 중 ET-G9-BN 

실험체에서 고력볼트의 인장 변형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동

일한 고력볼트 파단 현상이 발생한 ET-G9-C8S 실험체의 

경우 인장변형률의 측정시 와이어스트레인게이지 측정값에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게이지의 건전성에 다

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실험체의 경우에

는 고력볼트의 인장변형률 경향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3) 단부판 변형률

단부판에 수직, 수평으로 부착한 와이어 스트레인 게이지

의 경우 전체 실험체에서 공통적으로 수직 변형률보다 수평

변형률이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실험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실험체의 경우 thick end-plate 

smaller diameter bolts type으로 설계가 되어 이음판의 내

력이 고력볼트에 의해 결정되어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3.3 파괴성상

Table 3 및 Fig. 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실험의 파괴 성

상은 최대내력 도달 이후 부재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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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of end-plate at tension side (end of loading) Final deformation of member

(a) ET-G0

Failutre of H.T.B Deformation of end-plate

(b) ET-G9-BN

  

Failure of H.T.B Deformation of end-plate

(c) ET-G9-C5

Failure of H.T.B H.T.B

(d) ET-G9-C8S

Deformation of end-plate Local buckling of upper flange

(e) ET-G9-C8

Fig. 12. Failure mode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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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한 경우(ET-G0, ET-G9-C8)와 인장측 고력볼트 파단

에 이해 최대내력에 도달한 경우(ET-G9-BN, ET-G9-C5, 

ET-G9-C8S)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인장측 고력볼트 파단

으로 파괴에 도달한 실험체의 경우 Fig. 10에서 나타나 듯이 

급작스러운 파괴 성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고력볼트 파

단은 모두 이음판의 이격을 제어하기 위해 고력볼트의 장력

을 이용한 실험체에서 나타났다.

이는 본 실험체의 이음부 설계시 단부판의 소성변형에 의한 

지레작용(prying action)을 고려하지 않는 thick end-plate 

smaller diameter bolts type으로 설계가 되어 고력볼트에 

의해 최종 설계강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격

의 처리를 위해 설계볼트장력 이외에 추가적인 장력이 도입

되어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현재 대부분의 공업화박판강구조 업체에서 단부판 이음부 

설계시 사용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thick end-plate smaller 

diameter bolts type의 단부판 상세를 적용하는 현실을 고

려할 때 현장에서 단부판 이음면의 이격을 고력볼트의 장력

으로 제거할 경우 초기에 설정된 설계장력 이상으로 추가되

어 고력볼트에 도입된 장력이 종국상태에서 고력볼트 파단

이라는 취성적인 거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업화박판강구조의 접합, 이음부에 사용

되는 확장형 단부판이음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음면 이격

이 이음부의 구조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평가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실험 결과에서는 10mm 이내 단부판 이음부의 초기 

이격이 있다 해도 인장측과 압축측에 끼움판 설치 또는 

고력볼트 장력 추가 도입 등의 방법으로 초기 이격량을 

감소(50% 정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한 

경우 이음부 이격이 최대내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실험에서 이음부의 수직변위는 압축측에 잔류 이격

량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강성 

및 탄성강성의 경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변위 증가 및 강성 감소는 사용성 측면 뿐 아니라 2차 

효과에 의한 추가하중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

한 잔류 이격량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실험에서와 같이 단부판 이음부의 설계가 thick 

end-plate smaller diameter bolts type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음판 초기 이격에 대한 조치를 위해 고력볼트

에 추가 장력이 도입 된 경우 인장측 고력볼트 파단 발생

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에서 끼움

판 없이 고력볼트의 장력을 활용한 이격 조정을 할 경우 

취성파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상기의 결론을 토대로 이음판의 이격에 대한 조치로 끼

움판을 설치할 경우 압축측 잔류 이격량이 최소화 되도

록 끼움판을 설치하는 것이 최대내력 및 초기강성 저하

와 수직 변위 증가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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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두본 연구는 실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단부판 이음부의 이음면에서 초기 오차로 발생하는 이격이 이음부의 내력 및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총 5가지의 단순보형 실험체를 확장형 단부판 이음부를 이용 계획하였고 주요 변수로는 이음면 초기 

이격(gap) 여부, 고력볼트 채결 전 끼움판(finger shim plate) 설치 유무, 고력볼트 체결 후 이음면 이격, 고력볼트 채결 후 끼움판 삽입 여부

를 적용하였다. 정적가력실험 결과 이음판의 이격은 이음부의 최대휨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수직변형과 초기 및 탄성강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격을 제어하기 위해 고력볼트 장력을 이용할 경우 고력볼트의 취성파괴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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