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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강재가 사용된 강구조 용 모멘트 합부의 내진성능 평가 

Evaluating Seismic Performance of Steel Welded Moment Connections 

Fabricated with S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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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 구조용 강재인 SN490 강재를 사용하여 실물 크기의 H형강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모멘트 항골조의 외부 

T자형 용 모멘트 합부를 상으로 실험을 계획하 다. 실험변수를 용 근공형상, 합부 이음 방식, RBS(Reduced Beam section)로 하여 

9개의 시험체를 제작하 고, 반복재하 실물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따른 각 시험체의 괴형태  모멘트-층간변  계, 변형률 분포를 나

타내었으며, 재료인장 실험을 통하여 실험에 사용된 시험체의 소성모멘트를 구한 다음 특수모멘트 합부에 해당하는 시험체를 분류하 다. 각 

시험체의 모멘트-층간변  곡선을 골격곡선과 바우싱거곡선으로 분리하여 내력상승률, 소성배율, 에 지 소산량 등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가지고 각 

시험체의 소성변형능력을 평가하 다. 실험결과 용 근공이 제거된 시험체가 기존 용 근공형상을 가지는 시험체에 비하여 우수한 내진성능을 

나타내었고, 보 웨 를 용 과 볼트를 병행하고 단탭을 체에 걸쳐 보강 용 한 시험체가 가장 우수한 내진성능을 나타내었다. 

ABSTRACT：This study was programmed to fabricate a beam-to-column connection that is limited to a steel-welded moment 

connection with full-scale members, using SN steel. A cyclic seismic test was conducted of the nine specimens that were 

fabricated by choosing the test variable for the weld access hole geometry, connection design method, and RBS. From the test 

results, failure modes, the moment-drift behavior, and the strain distribution were provided. From the specimen material 

properties, the beam’s nominal plastic flexural capacity and classified qualified connection as a special moment flame were 

calculated. By analyzing the skeleton part and the baushinger part, a range of strength-raising effects, and deformation 

ratios were provided, with which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specimens were evaluated.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specimens eliminated their weld access holes that demonstrated higher seismic performance than the specimens’ existing weld 

access holes, and that the WUF-W connection that was reinforced by the supplemental fillet weld around the shear tap that 

was fastened by five bolts demonstrated superior seismic performance. 

핵 심 용 어 : SN 강재, 용 모멘트 합부, 용 근공, 합부 이음 방식, RBS, 내진성능

KEYWORD : SN steel, welded moment connection, weld access hole, connection design method, reduced beam section, seismic 

              performance



1. 서 론

강구조 용 모멘트 합부는 기둥 랜지에 보 랜지를 용  

합하고 보 웨 를 용 이나 볼트를 이용해서 기둥에 합하는 

방식이다. 이 합부는 지진하 과 같은 횡력에 의해서 합부

에 발생하는 모멘트에 하여 골조를 구성하는 보와 기둥부재의 

휨강성과 휨강도  패 존의 단강성과 단강도가 항하도

록 하며 우수한 연성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 되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지진 험도가 넓은 지역에 리 사용되어 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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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1994년 미국의 노스리지  1995년 일본의 효고  남부

지진(고베지진) 당시 용 모멘트 합부에 많은 피해사례가 보

고되었으며, 특히 용 부와   용 부 주변에 취성 괴가 가

장 많이 발생하 다.5)

두 지진에서 발생한 취성 괴의 형태는 유사하나 미국의 경우

는 부분 보와 기둥은 변형하지 못하고 합부에 조기취성 괴

가 발생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국부좌굴 등의 발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연성능력을 발휘하며 합부에 취성 단이 발생하

다. 따라서 두 지진 이후 미국과 일본의 합부 취성 괴 방지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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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응방안은 다르다 할 수 있다.

취성 괴의 주요한 원인은 보 랜지 부근에 발생하는 응력 

집 상에 의한 것으로 크게 합상세에 의한 역학  측면과  

강재와 용 속 등과 같은 재료  측면으로 나  수 있다. 역

학  측면을 보면 미국의 경우, 보-기둥 합부를 헌치나 리  

커버 이트(Cover Plate), 사이드 이트(Side Plate) 

등으로 보강하거나 RBS(Reduced Beam Section)와 같이 보 

랜지를 삭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보가 소성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합부 부근은 거의 탄성상태에 머물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응력집 의 원인이 되는 용 근공(Weld Access 

Hole)을 제거하여 응력집 상을 일 수 있는 No Weld 

Access Hole 공법을 합부에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료

 측면으로는 용 속의 인성값 문제와 강재의 항복강도 상승 

 두께방향 강도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련해 

SAC(2000)에서는 내진용으로 요구되는 용 재료의 최소 인성

값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재의 경우 미국은 A992강재, 일본은 

SN강재를 내진용으로 사용하여 용 부가 취성 괴에 이르기 

 강재의 항복과 경제 인 강기둥 약보의 붕괴형태가  가능하

도록 항복강도의 하한치  상한치를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건축구조설계규 인 KBC(Korea building code)

에서는 KBC-2005를 KBC-2009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축

구조용 강재인 SN강과 SHN강 는 TMC강의 사용을 원칙

으로 하여 강구조 모멘트 합부에 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지진하 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종 의 반응수정계수를 

6으로 하는 간  보통 모멘트골조에 해 반응수정계수를 

각각 8, 4.5, 3.5로 차별화하는 특수모멘트골조, 간모멘트

골조, 보통모멘트골조로 개정하여 간  보통 모멘트골조에 

하여 반응수정계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제시할 정이다. 그

러나 아직 국내의 모멘트 합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건축구조용 강재인 SN강재가 

사용된 용 모멘트 합부에 한 반복재하 내진성능 실험은 거

의 수행되지 않았다. SN강재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강재

로서 소성변형능력, 공칭단면치수, 용 성능, 두께방향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내진상세를 도입할 경우는 보강비용 등이 증가하는 문제

이 있고, 일본의 내진상세는 각형강  기둥을 사용한다는 것이 

국내 제작실정과는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KBC-2009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내 건축 구조용 강재인 SN490강재를 사용

하여 국내 철구제작 장조건에 맞는 강구조 특수모멘트용 용

모멘트 합부의 내진상세를 제안하고 반복재하 실물  실험을 통

하여 제안된 내진상세에 한 모멘트-층간변  계, 골격곡선 

분석, 에 지흡수량 등을 나타내어 내진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모

멘트 합부의 연구결과를 축 하는 것이다.

2. 실험 계획

2.1 시험체 형상

실험은 지진하 시 골조의 거동을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외부 T자형 보-기둥 합부를 상으로 하여 골조에 횡력

이 작용할 때 상되는 변형의 변곡 을 고려하고 기둥과 보

의 각 간 지 을 선택하여 시험체를 그림 1과 같이 이상화

한다. 모든 시험체는 국내건축 구조용 강재인 SN490 강재를 

사용하여 용  H형강으로 제작되며, 그림 2와 같이 수직 부

재인 기둥(BH-400×400×20×40)과 수평 부재인 보

(BH-612×202×13×23)로 구성된다. 보부재는 보 춤이 클

수록 합부 회 능력이 하된다는 을 고려하여 ∙ 층 

건물의 내진성능 검증에 유효한 보 춤 600mm를 사용한다. 

기둥은 내진설계의 기본 개념인 강기둥-약보의 조건을 만족하

기 해 보에 비해 단면계수를 증가시켜 선정한다.

2.2 시험체 계획  설계

시험체는 용 모멘트 합부를 상으로 표 1과 같이 실험변

수를 용 근공형상, 합부 이음 방식, RBS(Reduced 

Beam Section)로 하여 9개를 제작한다. 시험체의 설계는 먼

 그림 2와 같이 기존 합부 상세를 설계하고 기존 합부 상

세에 하여 용 근공을 제거하여 합부에 발생하는 응력

집 을 임과 동시에 다양한 합부 이음 방식  RBS를 도

입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림 1. 시험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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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부 설계에서, 용 에 사용된 용재는 Supercored 

71H이다. 이 용 재료는 철구제작 공장에서 리 쓰이고 있

는 것으로 샤르피 V노치 인성값은 SAC(2000)에서 내진용으

로 요구되는 최소치를 확보하고 있다. 보 랜지를 기둥 랜

지에 용  합할 때 상∙하부 랜지의 용 은 보 랜지 

체에 걸쳐 완 용입용  하도록 하며 장에서 직  제작할 

수 있도록 용 방향은 하향으로 한다. 하부 랜지의 경우 백

업바가 형성하는 노치에 의한 균열 를 방지하기 해 백업

바를 제거하고 back-gouging 후에 모살용 으로 보강한다. 

상부 랜지는 백업바 하부에 보강용 만 실시하다. 보 웨  

용 은 보 춤 체에 걸쳐 완 용입용  하며, 용 근공은 

기존의 1/4원 형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패 존은 과도한 변형

으로 인한 보 랜지 응력집 상을 방지하기 해 강하게 

설계되며, 연속 의 경우, 보 랜지 두께와 동일하게 하여 설

계한다. 

모든 시험체의 합상세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a)

에 나타낸 기존 합부 상세는 1/4원 형상의 종래형 용 근

공을 가지는 시험체로 노스리지 지진 당시 사용된 합형태에 

용 시공  재료만 개선한 합방식이다. 한 그림 3(b)과 

같이 용 근공이 제거된 N-1 시험체를 제작하여 용 근

공 형상이 합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그림 3(c) ∼ 그림 3(j)의 상세에서는 용 근공이 제거된 

시험체를 상으로 2가지 형태의 합부 이음 방식을 제안하

여 합부 연성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째

는 보 웨 를 볼트로 합한 방식으로, 통 인 설계방식에 

의한 시험체(NIB-5)와 보 웨 의 이음 볼트 개수를 증가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NIB-10 시험체를 설계한다. 둘

째는 용 량을 증가시켜 보 웨  모멘트 달효율을 상승시키

기 한 방안으로 보 웨 를 볼트와 용 을 병행하여 합하

고 단탭 체에 걸쳐 추가용 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 방법으로 4가지 형태의 시험체(NIBW-2, 

NIBW-5, NBW-2, NBW-5)가 제작되며, 이  NIBW-5, 

NBW-5 시험체는 통 인 설계방식에 의한 시험체(NIB-5)

에 보 웨 와 단탭에 추가용 을 실시한 경우며, NIBW-2, 

NBW-2 시험체는 장 시공이 편리하도록 시공용 볼트 두 개

만을 사용하여 합한 방식이다. NIBW 시험체와 NBW 시험

체의 차이 은 NIBW 시험체의 경우, 보 랜지 용 시 보 

웨  일부까지 삭하여 용 을 한 것이다. 

NIRBW-5 시험체는 NIBW-5 시험체에 하여 

FEMA-350의 설계방식에 따라 그림 3(i)와 같이 RBS를 도

입하여 설계한다. S-1 시험체와 N-1 시험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체는 모두 장에서 직  구축이 가능한 상세이다.

시험체명 용 근공
합부 이음 방식

웨  이음 랜지 이음

S-1 1/4 원형(R 35)
용 합

보 랜지만 용

(상부 :상세 A, 하부 

:상세 C) N-1

용 근공 제거

NIB-5
볼트 합 

보 랜지 용 시 보 

웨 일부를 삭하여 용

(상부 :상세 B, 하부 

:상세 C)

NIB-10

NIBW-2
 볼트 

 용 합

+

단탭 

필렛용

NIBW-5

NIRBW-5

NBW-5 보 랜지만 용

(상부 :상세 A, 하부 

:상세 C) NBW-2

표 1. 시험체 명칭  형상

  

표기 : NI R BW-5 

                웨  이음 볼트 개수 

                웨  이음 형상: (B:볼트, W: 용 , BW: 병행)

                RBS 도입:(유: RBS 도입, 무: 원단면)

                용 근공:(S: 용 근공 유, N: 용 근공 제거
                               NI: 용 근공 제거, 보 웨  삭후 용 )

그림 2. 기존 합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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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공 상세 A 

    

용 시공 상세 B  

    

용 시공 상세 C 

(a) S-1 

  

(b) N-1 

 

(c) NIB-5

   

(d) NIB-10 

(e) NIBW-2

  

(f) NIBW-5

 

(g) NBW-2

   

(h) NBW-5 

        

               

(i) NIRBWF-5

     

 

그림 3. 시험체 상세

  

 

2.3 시험체 설치  실험 방법

그림 4는 합부 실험 황을 보여 다. 기둥 심에서 가력

까지 거리는 3.8m이 고, 기둥 양 지  사이의    거리는 

3.5m 이 다. 한 보의 면외 변형을 방지하기 한    횡지지

이스를 기둥 랜지 외주면에서 2.4m의 거리에        

            

배치하 다. 가력방법은 그림 5과 같이 FEMA-350에서 제

안한 보-기둥 모멘트 합부실험 재하 차를 사용했으며 변

제어에 사용되는 물리량은 층간변 비 이다. 모든 시험체의 

기둥 앙부에서 보 단부까지의 거리는 3.8m이므로, 1% 층

간 변 비에 해당하는 보 단부의 변 는 38mm로 가정하

다. 합부의 층간변 를 측정하기 해 그림 6과 같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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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 단부의 가력 에 설치하 고, 층간변 를 패 존 

 기둥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4개의 100mm 변 계를 

패 존  기둥에 배치하 다. 변형률계는 합부 특성을 고

려해서 기둥면으로 부터 50mm 떨어진 치에 설치하 다. 

그림 4. 보-기둥 합부 실험 황

그림 5. 반복가력 차

그림 6. 변   변형률 측정 치

 

3. 실험의 결과 

3.1 재료실험의 결과

시험체에 사용된 SN490강재의 재료실험결과를 표 2에 나타

내었다. 표 2에 나타낸 값은 각 부 별 시험편의 실험결과를 

평균한 값이다. 인장실험 결과 13, 20, 40mm 시험편의 항복

강도와 인장강도는 규정치(  ,   )를 

만족하고 있으나 23mm 시험편의 경우 규정치를 과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3.2 시험체의 괴형태

모든 시험체의 괴형태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기존 합부 

형태의 S-1 시험체는 층간변  4%에서 용 근공을 가로지

르며 보 랜지와 기둥 랜지 사이의 용 부에서 순간 인 취

성 단이 발생하 다. 반면 동일한 상세에 용 근공이 제거

된 N-1 시험체의 경우, 기 열 향부에서 연성균열이 시작되

었으며 이후 연성균열이 취성균열로 바 면서 보 하부 랜지

에 취성 단이 발생하 다.  

용 근공제거가 선행되고 보 이음 형상에 따른 내진성능을 

알아보기 한 시험체 , 통  방식에 의해 설계된 NIB-5 

시험체의 경우, 보 웨 와 랜지가 만나는 부분에 순간 인 

취성 단이 발생하 다. 반면에 동일한 상세에 웨  이음 볼트 

개수를 증가한 NIB-10 시험체는 보 상부 랜지 열 향부에서 

연성균열이 취성균열로 바 면서 취성 단이 발생하 다. 

보 웨 를 볼트와 용 을 병행하고 단탭을 체에 걸쳐 보

강 용 한 NIBW-2, NIBW-5, NBW-2, NBW-5 시험체  

NIBW-2 시험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체는 합부 단 없이 

보에서 심한 국부좌굴이 발생하여 실험이 종료되었다. 

NIBW-2 시험체는 보에서 심한 국부좌굴 발생된 후 보 웨  

열 향부에서 균열이 시작되어 보 웨 가 찢어지며 실험이 종

료되었다. RBS를 도입한 시험체는 단면 취부에서 국부좌굴

이 발생한 후 취부가 서서히 찢어지며 실험이 종료되었다.

시험편
두께

(mm)

항복응력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항복비

(%)

보 랜지 23 550 673 19 0.81

보 웨 13 382 534 27 0.71

기둥 랜지 40 354 524 32 0.67

기둥 웨 20 398 550 22 0.72

표 2. 소재 인장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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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 시험체

   

(b) N-1 시험체

(c) NIB-5 시험체

   

(d) NIB-10 시험체

(e) NIBW-2 시험체 

   

(f) NIBW-5 시험체 

(g) NBW-2 시험체

       

(h) NBW-5 시험체

               

(j) NIRBW-5 시험체

그림 7. 시험체 괴형태

3.3 모멘트 - 층간변  계

각 시험체에서 얻어진 모멘트-층간변  곡선을 그림 8에 나

타내었다. 가로축은 층간변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단부에서

의 변 를 기둥 심에서 보 단부까지의 거리로 나  것에 

100을 곱하여 %단 로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은 기둥면에 작

용하는 모멘트를 보의 소성모멘트로 나 어 정규화 한 것이

다. 세로축의 선은 재료의 인장실험 결과값 에서 보 랜지

와 보 웨 의 항복응력 값을 평균하여 보 소성모멘트의 

80%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낸 표 3을 보면 RBS를 도입한 

NIRBW-5 시험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체의 기둥면에 발생

하는 최 모멘트에 한 소성모멘트비의 값은 16% ∼ 

2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a)와 그림 8(b)는 

종래형 용 근공을 가지는 시험체(S-1)  용 근공이 제

거된 시험체(N-1)의 이력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

면 S-1시험체의 경우, 최 하  도달 후 취성 단이 발생하며 

하 이 격하게 감소하 다. 반면 N-1 시험체의 경우 최

하  도달 후 연성거동에 의해 변형량이 증가하고 이후 하

이 하하면서 5% 두 번째 사이클에서 실험이 종료되었다. 

그림 8(c) ∼ 8(i)는 용 근공을 제거한 시험체를 상

으로 합부 이음 방식에 의한 이력특성을 분석하기 해 제

작된 시험체로, NIB-5 시험체는 최 하  도달 시 변형량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4% 첫 번째 사이클에서   취성 단이 

발생하 다. 그러나 NIB-10 시험체의 경우, NIB-5 시험체

에 비하여 변형량이 증가했고, 5% 첫 번째 사이클에서 취성

단이 발생하 다. 보 웨 를 볼트와 용 을 병행하고 단

탭을 보강 용 한 시험체(NIBW, NBW)는 최 하  도달시 

변형량은 NIB-10 시험체와 거의 동일하나 최 하  도달 후 

연성거동이 지속되어 소성변형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하 이 

서서히 안정 으로 하하며 실험이 종료되었다. 보 웨 를 

삭한 RBS(Reduced Beam Section) 형태의 NIRBW-5 

시험체는 그림 8(i)에서 볼 수 있듯이 최  하 시 변형량은 

지만 최 하  도달 후 연성능력이 다른 시험체에 비해서 

지속되며 안정 인 거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KBC-2009(안)의 내진규정에서는 합부의 회 능력에 따

라 골조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데, 여기서 특수모멘트에 요구

되는 층간변 는 4%이고 보통모멘트에 요구되는 층간변 는 

2%이다. AISC(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 내진

규정(2005)에서도 특수모멘트골조와 보통모멘트골조에 요구

되는 층간변 를 각각 4%와 2%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험

체는 4%층간변  수 을 1사이클 정도 유지해야하며 기둥 

랜지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보 소성모멘트의 80%이상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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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 에 따르면 보 웨 를 용 과 볼트

로 병행하고 단탭을 보강 용 한 NIBW-2, NIBW-5, 

NBW-2, NBW-5 시험체는 모두 특수모멘트골조에 해당하는 

성능을 나타내었다. S-1 시험체와 NIB-5 시험체는 간모멘

트골조로 분류될 수 있으나 취성 단에 한 문제도 가지고 있

(a)S-1 시험체 

  

(b)N-1 시험체

  

(c)NIB-5 시험체

(d)NIB-10 시험체

  

(e)NIBW-2 시험체 

  

(f)NIBW-5 시험체  

(g)NBW-2 시험체  

  

(h)NBW-5 시험체

  

(i)NIRBW-5 시험체

그림 8. 모멘트-층간변  계 

다. NIB-10 시험체와 N-1 시험체는 특수모멘트골조에 해당

하는 성능을 나타내었지만 기연성균열 진  후 종국에는 취

성 단이 발생하 기 때문에 NIBW, NBW 시험체와 비교하

면 특수모멘트골조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이 있다.

 

NIB-5  

NIRBW-5 

NI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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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둥면에 발생한 최 모멘트,     : 최  층간변  

       : 보 소성모멘트,             : 최  층간변 시 모멘트

Specimen 











(+)

(%)






(-)

(%)






괴모드
회 능력에 따른 

골조분류

S-1 1.16 1.23 4%(1cycle) 1.15 4%(1cycle) 1.23 보 하부 랜지 용 부 취성 단 간모멘트골조

N-1 1.16 1.27 5%(2cycle) 1.03 5%(1cycle) 1.18 보 하부 랜지 모재 취성 단 특수모멘트골조

NIB-5 1.17 1.17 4%(1cycle) 1.01 4%(1cycle) 1.02
보 웨 와 보 랜지 용 이 

만나는 곳 취성 단
간모멘트골조

NIB-10 1.14 1.23 4%(2cycle) 1.05 4%(2cycle) 1.17 보 상부 랜지 모재 취성 단 특수모멘트골조

NIBW-2 1.19 1.28 5%(1cycle) 1.02 5%(2cycle) 1.20 보 웨  찢어짐 특수모멘트골조

NIBW-5 1.18 1.25 6%(1cycle) 1.04 6%(2cycle) 1.05 국부좌굴발생 특수모멘트골조

NIRBW-5 0.89 0.915 4%(2cycle) 0.83 4%(2cycle) 0.82 삭부(RBS) 찢어짐 특수모멘트골조

NBW-2 1.16 1.24 5%(1cycle) 1.04 5%(2cycle) 1.15 국부좌굴발생 특수모멘트골조

NBW-5 1.22 1.27 6%(1cycle) 1.02 6%(1cycle) 1.08 국부좌굴발생 특수모멘트골조

표 3. 실험 결과

3.4 변형도 분포

그림 9는 S-1 시험체와 N-1 시험체의 보 웨  변형도 분포

를 항복시 과 최 모멘트시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세로축은 보 춤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변형도를 %단 로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용 근공을 가지는 S-1 

시험체는 용 근공 부근에 변형도가 증가하며 변형도 집

상이 발생하 다. 반면에 용 근공을 제거한 N-1 시험체

의 경우, S-1 시험체에 비하여 안정 인 변형도 분포를 나타

내었다. 

그림 10은 용 근공이 제거된 시험체를 상으로 합부

이음 방식에 따른 보 랜지 변형도를 나타낸 것으로 세로축

은 가력에 따른 회 각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변형도를 %

단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보 웨 를 용 과 볼트

를 병행하고 답탭을 보강 용 하여 합한 NIBW, NBW 시  

 

(a) 항복시  (b) 최 모멘트시  

그림 9. 보 웨  변형도 분포

그림 10.  보 랜지 변형도 분포

험체의 경우,  볼트나 용 만으로 합한 시험체에 비하여 안

정 인 변형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합부를 용 과 

볼트를 병행하고 단탭을 보강 용 할 경우 보 랜지에 발

생하는 변형도 집 상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실험결과의 분석

4.1 골격곡선의 분석

표 4에 각 시험체의 기강성, 내력상승률, 소성배율을 나타

내었다. 이 값들은 그림 11과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표에서 보면 기강성의 경우, NIBW-2 시험체가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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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NIRBW-5 시험체의 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합부 이음 방식에 따라서는 보 웨 를 용 과 볼트를 병행

하여 합한 NIBW-2, NIBW-5, NBW-2, NBW-5 시험체

가 보 웨 를 볼트만 합한 NIB-5, NIB-10 시험체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났다. 용 근공에 의한 기강성의 차이는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내력상승률의 경우 모든 시험체가 20% ∼ 32% 수 으로 

나타났다. 소성배율은 모든 시험체가 2.15 ∼ 3.11의 분포

를 나타내었다. 합부 구속정도가 가장 약하다고 단되는 

NIB-5 시험체가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상 으로 

합부가 가장 강하게 구속되었다고 단되는 NIBW-5 시험

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S-1 시험체와 N-1 시험체의 경우, 

각각 3.0과 2.9로 N-1 시험체가 3%정도 높게 나타났다. 

NIRBW-5 시험체의 경우, NIBW-5 시험체에 비하여 약 

7%정도 낮은 소성배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합부 이음에 따른 구속정도와 보 

랜지 삭에 따라 소성배율, 내력상승율, 기강성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a) 이력곡선   (b) 골격곡선   (c) 바우싱거곡선

그림 11. 이력곡선 분해

그림 12. 항복모멘트의 정의

시험체 
 

 
 

 
 

 
 


 



S-1 7.98 8.48 3.04 2.80 1.32 1.29

N-1 8.07 8.16 2.74 3.25 1.20 1.32

NIB-5 7.86 7.89 2.19 2.15 1.21 1.20

NIB-10 7.84 7.88 3.00 3.06 1.28 1.28

NIBW-2 8.33 8.11 3.10 2.93 1.31 1.29

NIBW-5 8.15 7.95 3.11 2.98 1.29 1.30

NBW-2 8 7.97 2.91 3.02 1.27 1.30

NBW-5 7.98 8.21 2.91 3.12 1.31 1.33

NIRBW-5 7.52 7.21 2.83 2.83 1.28 1.23

표 4. 골격곡선 분석 결과


, 

              : 정∙부방향 기강성


± 

± : 정∙부방향 내력상승율


± 

±      : 정∙부방향 소성배율

4.2 에 지 흡수량 분석

그림 13에 각 시험체의 에 지 소산능력의 결과를 나타내었

다. 각 시험체가 흡수한 총 에 지량은 그림 11의 모멘트-층

간변  이력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 을 사이클별로 

시켜서 구할 수 있고, 골격부와 바우싱거부의 에 지 소산

량은 이력곡선의 분해로 얻을 수 있다. 모든 시험체의 에 지 

소산량은 최소 400kN∙mm ∼ 최  1266 kN∙mm까지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기존 용  모멘트 합부 형상의 S-1 시험

체가 400kN∙mm 으로 가장 낮은 에 지 소산능력을 타나내

었으며, NIBW-5 시험체가 1266kN∙mm으로 가장 높은 에

지 소산능력을 나타내었다.

S-1 시험체와 N-1 시험체의 골격부 에 지 소산량은 각각 

174.54kN∙mm와 183.25kN∙mm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바우싱거부 에 지 소산량은 N-1 시험체가 약3.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용 근공이 제거된    시험체

그림 13. 에 지 소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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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으로 합부 형상이 에 지 소산능력에 미치는 향을 

보면, 에 지 소산량이 417.3kN∙mm으로 가장 작게 나타난 

보 웨 를 통 인 설계방식으로 합한 NIB-5 시험체와  

에 지 소산량이 1269kN∙mm로 가장 높게 나타난 보 웨

를 볼트와 용 을 병행하고 단탭을 보강 용 한 NIBW-5 

시험체는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 합부 이음 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 다. NIB-5 시험체와 볼트 개수를 증

가시켜 보 웨 를 합한 NIB-10 시험체의 경우, 총 에 지 

소산량이 1.8배 정도 증가하 으며, 보 웨 를 용 과 볼트를 

병행하고 단탭을 보강 용 한 시험체  NBW-2 시험체가 

가장 낮은 에 지 소산능력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심한 

국부좌굴로 인하여 실험이 조기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보 랜지를 삭한 NIRBW-5 시험체의 경우, NIBW-5 

시험체와 비교할 때 골격부의 에 지 소산량은 98.16kN∙

mm으로 198.28kN∙mm의 에 지를 소산한 NIBW-5 시험

체에 비하여 2배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 랜지 삭으

로 합부의 강도와 강성이 어들었기 때문이다. 체 에

지 소산량 한 744.17kN∙mm로 1071.28kN∙mm의 에

지를 소산한 NIBW-5 시험체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5. 결 론

국내 건축구조용 강재인 SN490강재를 사용하여 실험변수를 

용 근공형상, 합부 이음 방식, RBS(단면 취) 등으로 

하여 국내 실정에 합한 내진상세를 제안하 으며 박복재하 

실물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 합부 상세는 층간변  4%(1cycle)에서 보 

랜지에 변형도집 상이 나타나며 취성 단이 발생

했으며, 특수모멘트골조에 한 요구성능을 만족하지 

못했다. 

(2) 용 근공을 제거한 시험체는 특수모멘트골조에 해당

하는 층간변  4%(2cycle)를 만족하 으며, 용 근

공을 가지는 시험체에 비하여 변형도집 상이 완화되

었고 에 지소산량은 2.3배정도 증가하 다. 그러나 

기연성균열 진  후 종국에는 취성 단이 발생하 다.

(3) 보 웨 를 볼트로만 합한 경우 취성 단이 발생하며 

낮은 내진성능을 나타내었으나 보 웨 를 용 과 볼트

를 병행하고 단탭을 체에 걸쳐 보강 용 한 시험체

는 볼트개수에 상 없이 모두 안정 인 거동을 나타내

며 특수모멘특골조에 해당하는 내진성능을 만족하 다. 

따라서 강구조 모멘트 합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필

요성이 있다.    

(4) RBS를 도입한 경우, 단면 취에 의하여 강성과 강도가 

낮아졌으며 조기 국부좌굴 발생으로 인하여 원단면을 

가지는 시험체에 비해 내진성능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

나 특수모멘트골조에 한 요구성능은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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