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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고강도 재료의 생산과 시공 기술의 발달로 장스팬 대

형철골건물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 특히, 부재 절약을 위해 

부재내의 응력에 따라 단면의 크기가 결정되는 변단면 구조

의 공업화박판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 PEB)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료비와 인건비의 절약, 공기단축 및 

대공간 구조의 공간활용성과 시공의 편리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사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

근 갑작스런 적설하중에 의하여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1]이나 울산 지역의 공장 6개가 무너지고, 갑작스런 

돌풍에 의하여 인천 창고 건물이 붕괴되는 사례가 증가하면

서 공업화박판강구조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2].

공업화박판강구조는 기존의 장스팬 대형철골건물과 다르

게 변단면의 장스팬 구조부재로 구성되므로 부재를 일괄적

으로 공장생산하는 것이 어렵다. 이로 인해 장스팬의 부재를 

현장에서 볼트를 이용하여 접합부를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공업화박판강구조 설계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의 대다수는 볼트 접합부를 완벽하게 고려해주지 않고, 단순

화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접합부 내력이 부족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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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발생하는 접합부 초기강성 감소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처짐값을 예측할 수 없고, 최대하중 또한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공업화박판강

구조의 붕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

우가 있어 공업화박판강구조 접합부에 대한 정확한 거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부판 접합부

(End-plate connection)에 대한 기존 실험결과[3]와 유한요

소해석을 비교검토하고 접합부의 실제 거동을 예측하기 위

해 이론해석과 유한요소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볼트 접합부의 

강성감소를 고려한 강성감소계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이 논문에서는 접합부의 형태에 따른 접합부 강성의 변환 

값인 강성감소계수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공업

화박판강구조 접합부 실험결과[3]를 분석하고, ABAQUS를 

사용한 실험의 재현을 통해 세부적인 모델링 요소의 신뢰성

을 확보하고 접합부의 거동을 파악하였다. 기 실험된 두 개

의 대표적인 실험체 FT-C와 ET-G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다. 실험체에 강성감소계수를 적용시켜 표현한 뒤, 탄

성하중법을 활용하여 강성 변화에 따른 접합부의 거동을 이

론 해석식으로 제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강성감소계수를 구하기 위해 시컨트(Secant)계수를 활용하

여 일정한 탄성계수을 산정하였다. 이를 제시된 식을 통해 

접합부의 강성감소계수를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접합

부 형상을 해석하여 강성감소계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기 수행 실험 요약[3]

실험체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단부판 접합부로 계획하

였으며, 실험체에 사용된 고력볼트는 M20(F10T, 표준구멍)

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보의 중앙부에 집중하중으로 3점 휨

가력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구조프레임 위에 실험체를 

설치하고 하중, 처짐 등의 정확한 실험결과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로드셀과 변위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체

의 국부적인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실험의 진행은 하중에 의하여 종국상태에 이를 

때까지 0.1mm/s 변위제어로 하였다. 실험체의 종류는 Table 1

과 같이 매입형, 연장형 두 개로 구성하였다.

실험체는 H-800×200×6×12의 단면에 가력스팬은 

7,200mm로 계획되었고, 재료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소성모멘

트(

)와 이에 상응하는 가력하중(


)과 변위(


) 등을 Table 2

에 정리하였다.

엔드플레이트의 이론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산

하였다. 엔드플레이트 항복, 지레형 반력에 의한 볼트 항복, 

지레형 반력이 없을 경우의 볼트 항복에 대해 계산되며, AISC 

Design Guide
[4],[5]를 참고하여 Table 3에 매입형과 연장형 접

합부의 설계식을 정리하였다. 계산된 접합부의 강도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연장형 접합부가 이론적으로 매입형 접합부

보다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H-800×200×6×12

(SM490A)

CL

PL 12PL 12 PL 12

PL 6PL 6

Connector

800 800 800 800800800800 400 800400

7200
150 150

PL 6 PL 6 PL 6PL 6

 tp = 18 (in test)

Fig. 1. Test set up

Table 1. Classification of specimens

Type Specimen Explanation

Flush FT-C Fully-tight condition

Extended ET-G Fully-tight condition

Table 2. Flexural property of H-beam

Type  (mm3)  (kN ․ m)  (kN)  (mm)

H-800×200×6×12 2.79×106 908.2 504.5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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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실험체는 가력점 인근의 중앙부 부재에서 플랜지 및 

웨브의 국부좌굴 등의 변형이 나타났으며, 부재 길이방향으로 

S자 형태로 변형이 발생하였고, 엔드플레이트 하단부가 벌어

지면서 항복하였다. ET-G 실험체는 부재의 비틀림이 발생했

으며, 압축 플랜지에도 국부 좌굴이 발생하였고, 엔드플레이

트 하부 인장 측 부분에 3.76mm의 이격이 발생하였다.

Figs. 2와 3은 각각 FT-C와 ET-G 실험체의 실험결과와 

이론적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두 실험체의 강성이 이론

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입형 FT-C 실험체는 

최대하중 약 475kN에서 약 50mm의 처짐이 발생하였고, 연

Table 3. End-plate design

Flush end-plate desig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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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max
  


  

 (4)

Bolt rupture without prying action




   (5)

Extended end-pla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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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 rupture with prying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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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olt rupture without prying action




   (10)

Where, : Nominal strength of connection,  : Yield-line mechanism parameter, : Connection strength for the limit state 

of bolt fracture with prying action, : Connection strength for the limit state of bolt fracture with no prying action,

: Connection strength for the limit state of end-plate yielding, : Bolt material ultimate tensile load capacity,


max : Maximum possible prying force for interior bolts, 

max : Maximum possible prying force for outer bolts

Table 4. Capacity of end-plate connections (FT-C & ET-G)

Type
Flush type

(kN ․ m)

Extended type

(kN ․ m)

End-plate yield 506.45 628.71

Bolt 

rupture

w/ prying action 611.11 682.78

w/o prying action 671.04 7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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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 ET-G 실험체는 최대하중과 처짐이 각각 500kN, 40mm

로 측정되었다. ET-G와 FT-C의 비교하면, 연장형 타입의 

앤드 플레이트가 매입형 타입보다 접합부가 강하게 설계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입형은 접합부의 항복으로 인해 강성이 많이 감소하고, 

최대 강도 또한 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연장형 접합부는 

최대 강도가 에 도달하였지만 엔드플레이트 항복으로 인

해 강성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접합부의 이론

값보다 강도가 더 높게 나온 것은 중앙부 추가 볼트와 횡지지

에 의한 고정 효과라고 판단된다.

3. 전산 해석

3.1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ABAQUS/CAE와 ABAQUS/Stan-

dard[6],[7]를 사용하였으며 재료 물성치는 시험편의 재료 시

험값을 활용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으로 사용된 ABAQUS에

서는 공칭응력과 공칭변형률을 진응력과 진소성변형률로 변

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응력-변형률 값으로부터 아래 식

을 활용하여 ABAQUS에 입력하였다[8].

   (11)


ln

  ln 



 (12)

여기서,   진응력, 
 공칭응력, ln

  진소성변형률, 

  공칭변형률

3.2 실험체 모델링

해석 대상 접합부 모델링은 보의 대변형을 고려하여 8개의 

절점을 가진 저감적분요소인 3차원 솔리드 요소(C3D8R)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저감적분요소를 사용하면 해석시간

을 줄일 수 있고, 전체 적분을 사용했을 때 보다 좀 더 안정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접촉요소는 general contact 요소, 

접촉조건으로 penalty조건을 적용하여 0.5의 마찰계수를 입

력하였고 실험체와 동일한 지지조건에서 해석을 실시하였다.

모델링에 사용된 접촉 조건은 면대면(surface-to-surface)

을 사용하였고, 볼트 구멍은 실제와 같이 볼트보다 2mm 크

게 하고 볼트 구멍 중심에 볼트가 체결되도록 모델링 하였

다. 해석에 사용되어진 볼트는 M20(F10T) 고력볼트의 제원

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였다. 적용된 볼트 장력은 

M20(F10T)의 설계볼트장력인 165kN을 적용하였다. 두 실

험체의 명확한 결과 해석을 위하여 변위 제어를 통하여 하중

을 가력 하였다. 실험체와 비교를 위하여 FT-C는 70mm, 

ET-G는 50mm 변위 제어를 하였다.3.3 유한요소해석 결과

Fig. 4는 두 실험체의 von Mises 응력도이다. 매입형 실

험체는 Fig. 4(a)와 같이 엔드플레이트 접합부 하단부가 실

험결과와 유사하게 이격이 발생하였고 인장측 볼트의 하단부

에 응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연장형 실험체는 Fig. 4(b)

와 같이 엔드플레이트 접합부 하단부 볼트와 볼트 사이에 이

격이 발생하였고, 이격의 위치 차이로 매입형과 연장형의 최

하단부 볼트의 응력 분포가 서로 반대편으로 집중되었다. 

Fig. 5는 실험과 유한요소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초기하중 상태에서의 강성이 유사하고, 최대 강도가 유사하

게 도출되어 모델링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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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ad-deflection curve of FT-C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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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deflection curve of ET-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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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성감소계수 산정

4.1 이론해석

PEB구조는 일반적인 라멘구조와 달리 직선형 연속 부재

가 아니라 변단면으로 설계된 부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자동

화 공정에 의해 생산할 수 없다. 이에 접합부를 볼트를 이용

하여 연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PEB접합부는 엔드플레

이트를 활용하여 볼트를 이용한 접합을 주로 이용한다. 접합

부의 크기에 따른 볼트 개수의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접합부 

내력을 발휘하도록 설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보의 내력보다 접합부의 내력이 줄어들면 접합부 부분의 강

성이 감소하게 되어 PR(Partially restrained) type의 접합

부가 구성된다. 볼트 접합부 부분의 강성 감소를 표현하기 

(a) FT-C

(b) ET-G

Fig. 4.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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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Fig. 6과 같이 처짐 계산을 위한 이론해석모델을 표현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접합부의 감소된 강성에 따른 처짐을 

계산할 수 있다. 탄성하중법을 이용하여 위의 Fig. 6을 해석

하면 곡률은 Fig. 7과 같이 표현된다. 곡률분포로부터 처짐

을 계산하여 정리하면 아래 식들과 같다.

 






 
 (13)

 



 (14)

  (15)

 




 
 (16)

여기서,  : 휨에 의한 처짐,  : 전단에 의한 처짐, 

 : 전체 처짐,  : 탄성계수,  : 스팬,

 : 유효폭(보의 높이를 기준으로 가정),

 : 하중,  : 전단 형상 계수,  : H형강의 단면적,

 : 전단탄성계수

접합부의 엔드플레이트와 볼트 체결 현황에 따라 초기 강

성 및 최대 강도가 달라진다. 많은 변수에 따라 실험을 할 수 

없으므로, 강성감소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초기강성을 비선

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내었다. 초기 강성을 

계산하기 위해 최대 강도의 1/3인 기준점과 원점을 잇는 경

사도를 탄성계수로 활용하는 시컨트 계수를 적용하였다. 

Fig. 8은 강성감소계수 산정 결과로서 초기 강성을 활용하

여 계산하면, 강성감소계수가 FT-C는 =0.434, ET-G는 

=0.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변수 해석 모델링

접합부의 해석과 이론적인 감소계수 산정식을 통해 강성

감소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토대로 보의 높

이, 엔드플레이트의 두께, 볼트의 개수와 같은 변수의 다양

화를 통해 강성감소계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시공 현장

에서는 대체로 연장형 접합부를 사용하므로 그에 따른 강성

감소계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5는 변수에 따른 유한요소해석 모델명이다. 실제 

설계 시 엔드플레이트는 보의 항복 모멘트에 맞춰 접합부 설

계가 이루어져야하는 볼트의 개수 한계, 볼트 경간 및 크기

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보의 항복 모멘트보다 낮게 설계되는 경

우가 있다. AISC Design guide에 따라 설계를 하게 되면 H

형강의 항복모멘트보다 엔드플레이트, 볼트의 항복모멘트

가 더 크게 설계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엔드플레이트의 강

성이 증가하여 강성감소계수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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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mplification of PEB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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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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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접합부의 강도가 보의 항복강도보다 낮은 모델들을 

대상으로 강성감소계수를 제시한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위의 실험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Fig. 9는 유한요소해석 모델로 가력 스팬 6,000

mm로 하여 하나의 접합부로 모델을 설계하였고, 가력점은 

보의 중앙부이고 변위제어로 수행하였다.

4.3 강성감소계수 산정

Fig. 10은 볼트 6개로 구성된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해

석결과이고 Fig. 11은 볼트 10개로 구성된 접합부의 유한요

소해석 결과이다. 볼트의 개수, 엔드플레이트의 두께가 줄

어들수록 최대 강도 및 강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실제 보다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압축 플랜지의 국부 좌

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한 요소 해석 결과의 초기 강성을 시컨트 계수를 활용하

여 계산하면 Table 6과 같이 얻을 수 있다.

5. 결 론

이 논문은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실험체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에 대한 변수해석을 통해 강성감소계수

()를 제시하였다.

(1) 접합부를 포함한 보부재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이론값

의 비교를 통하여 접합부가 포함된 부재의 강성 감소 값

인 강성감소계수를 구할 수 있다.

(2) 실험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해 부재의 내력보다 

접합부의 내력이 적으면 초기 강성 및 최대강도가 줄어

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접합부의 내력이 줄어들수록 

이론적으로 계산한 강성감소계수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

Table 5. Summary of analysis models

Model Section
Connection 

type

Hight 

strength bolt

End-plate 

thickness,  (mm)



(kN·m)



(kN·m)



(kN·m)

min




ET800-22-6

H-800×200×6×9

(SM490)

FR
6-M22

(F10T)

22

737.44 

785.21 808.61 1.06 

ET800-20-6
PR

20 648.93 814.63 0.88 

ET800-18-6 18 525.64 809.75 0.71 

ET800-20-10 FR
10-M20

(F10T)

20 811.91 1091.59 1.10 

ET800-18-10
PR

18 657.65 1094.25 0.89 

ET800-16-10 16 519.62 1083.56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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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EA results of models with 6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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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EA results of models with 10 bolts

Table 6. Stiffness reduction factor results

Model


min



Stiffness reduction factor ()

ET800-22-6 1.06 0.974

ET800-20-6 0.88 0.874

ET800-18-6 0.71 0.665

ET800-20-10 1.10 0.996

ET800-18-10 0.89 0.756

ET800-16-10 0.70 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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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3) 대공간, 장경간의 설계 시 휨모멘트의 크기는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한 접합부 설계가 이루어져야하

나 접합부의 형태상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접합부 강도가 보의 강도보다 낮게 설계될 경우 강성감

소계수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공업화박판강구조설계 시 

처짐에 대한 검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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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공업화박판강구조물은 재료 및 인건비의 절약, 공기 단축 및 대공간 구조의 공간 활용과 시공의 편리성 등의 장점으로 사용이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런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구조 설계에 정확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공업화박

판강구조의 접합부 볼트 접합부를 완벽하게 고려해주지 않고 단순화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위 논문에서는 선행 실험된 볼트 접합부를 

ABAUQS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고, 실험 결과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접합부의 변수해석을 통하여 실제 설계에 

이용할 수 있는 볼트 접합부의 강성감소계수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공업화박판강구조, 단부판 접합부, 요한요소해석, 구조물 붕괴, ABAQ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