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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철탑 부분축소모형의 실험  연구

Experimental Study of Steel Transmission Tower using Partially Scal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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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논문에서는 실험  연구를 통해 송 철탑의 극한 거동을 규명하고 보-트러스 구조해석모델의 합성을 평가하 다. 해석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송 철탑의 부분 축소 모형을 실험체로 제작하 으며, 이를 극한 괴가 발생할 때 까지 수평방향으로 가력하 다. 그 결과 기

존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해석모델을 실험 으로 검증하 으며, 송 철탑의 극한 내력 한 해석  연구 결과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그

리고 각재부  각재부 제1윗 간 주주재에서 괴가 일어난 후 인  부재로 이되는 송 철탑 구조물 괴 모드의 유사성을 확인하 다. 

ABSTRACT：This paper presents both of an investigation on the ultimate responses and a verification study on the 

structural methodology using beam-truss element of steel transmission towers using experimental study. The 

partially scaled tower which verified with analytical model was fabricated and the horizontal load was applied up 

to failure in the laboratory. The structural methodology for finite element analyses was verified against 

experimental results and both the ultimate load capacity and collapse mechanism were shown in the test to give 

sufficiently accurate results with those of analytical study. It was shown as well that the ultimate failure is 

primarily attributed to instability of the main posts in the leg parts.

핵 심 용 어 : 송 철탑, 비선형해석, 부분축소모형, 극한거동

KEYWORDS : tower structures, nonlinear analysis, partially scaled experiment, ultimate behavior

1. 서 론 

송 철탑은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주재와 1차 사재, 

수평재, 기타 사재 등으로 이루어진 강골조 구조물이다. 행 

국내 송 철탑에 한 설계  해석 근방식은 한국 력공사

에서 제정한 ‘가공송 용 철탑설계기 -1111’(한국 력공사, 

2004)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66kV, 154kV  345kV 

등 ㄱ형강이 주로 사용되는 345kV  이하 가공송 선로에 사

용하는 송 철탑 설계에 용되고 있으며 허용응력설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상기 설계기 에서는 송 철탑의 해석  

설계시 모든 부재를 트러스로 간주하므로 부재 양단 경계조건

을 힌지로 가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재의 휨 향을 무시하

고 축력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엄 한 구조  거동을 

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실제 송 철탑 구조물의 각 부재에는 

하 이 편심 작용하고 있고, 그림 2∼3과 같이 합부는 한 개 

이상의 고장력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경계조건을 힌지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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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한 송 철탑 구조물은 최하부 폭이 

10∼15m 인데 반해 높이가 50∼70m 정도인 세장한 구조물이

므로, 압축부재의 변형으로 인한 2차 인 휨 모멘트 향을 무

시할 수 없다. 특히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경남 통  지방

에서 154kV  송 철탑 2기가 각각 최하단부 주주재의 좌굴 

 간부 주주재의 손에 의해 도괴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

하 으나 탄성해석법을 근간으로 하는 재 국내의 설계기

은 구조물의 극한강도  괴거동을 반 하지 않고 있어, 설

계기 을 통해 도괴 원인을 규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5)

김종성(2003)의 연구에서는 송 철탑과 같은 강골조 구조물

의 각 부재들은 경제 인 단면 활용을 해 기존의 힌지 합

이 아닌 고강도 강재와 고장력볼트 사용에 의한 반강  합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장진원 등(2007)은 구조

해석을 통해 주주재에 작용하는 축 응력에 한 휨 응력의 비

율과 부재의 P-M상 도를 나타내어 행설계방식에서 무시되

었던 모멘트에 의한 휨 응력이 송 철탑 구조물에 크게 작용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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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송 철탑 주요 부재의 명칭

그림 2. 합부 상세(1)

그림 3. 합부 상세(2)

표 1. 상 철탑의 기본 제원

철탑 
형식

선로
수평
각도

철탑
장

(m)

수평
하
경간
(m)

수직
하
경간
(m)

각재부 
종류

지역구분
주주재
간수

연직각도

B2 
type

20° 63.1 350 700

35m 
body
 +

6m leg

고온계 온계

22

θ1 θ2

II지역 다설
지역

1.56° 5.71°

그림 4. 상 철탑의 체 형상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송 철탑 구조해석모델로 기존 트러

스 모델이 아닌 주주재, 수평재  1차 사재를 보 요소로 사용

하고, 기타 사재  보조재는 트러스 요소를 사용한 보-트러스 

모델을 제안하 다. 그리고 장진원 등(2008)의 연구에서는 보-

트러스 모델을 용한 구조물의 비선형해석을 통해 송 철탑 

구조물의 극한내력  극한 괴모드 등을 평가하 다. 한 진

석원 등(2008)의 연구에서는 보 요소를 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선로 단선으로 인한 이상시 철탑 주주재의 안정성을 

검토하 다. 하지만 상기 연구들은 해석 인 연구에만 국한되

고 있으므로 실험  연구를 통하여 송 철탑 보-트러스 모델

의 합성과 구조물의 극한 거동  내력 평가를 검증할 필요

성이 있다. 김우범 등(1997, 1998)이 강 이 사용된 송 철탑의 

설계하 과 응력산정  실규모 하 실험을 통하여 강  부재

의 극한강도 계산법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 용된 ㄱ

형강이 사용된 철탑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사율을 용하여 축소된 송 철탑 

구조물의 극한하  실험을 통해 보-트러스 구조해석모델의 

합성과 실험체의 괴 양상을 통한 극한 괴모드, 그리고 극한

내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체 제원 결정

2.1 부분 축소 모형의 도입

본 연구에서 고려된 송 철탑은 국내에서 보편 으로 많이 

사용되는 내장애자장치 용 각도철탑으로 실제 양양-동해간 

설계 ∙ 시공된 345kV B2형 송 철탑을 상으로 하 다. 그

림 4와 같이 상 철탑은 63.1m의 높이를 가지며, 기본 제원

은 표 1과 같다. 상 철탑을 이루고 있는 주주재, 수평재, 1

차 사재, 기타 사재  보조재는 모두 등변ㄱ형강 단면으로 

되어있으며, 표 2와 같이 가장 큰 치수인 L250×35부터 가장 

작은 L45×4 까지 총 18 종류의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

만 실험체 제작  실험장소 여건상 63.1m 높이의 상 철탑

을 원형 모델로 실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상사율을 용한 

축소 모형의 용방안을 강구하 다.

상 철탑을 이루고 있는 부재들  최  규격은 주주재에 

사용되는 L250×35 부재인데 반해 KS규격(KS D 3503, 

3515/3502)에 명시되어있는 제작 가능한 등변ㄱ형강의 최소 규

격은 L25×3이므로, 용가능한 최소 길이상사율은 1/10이 된

다. 하지만 이를 용하여도 실험체의 높이는 6.31m가 되어 여

히 실험실 여건에 맞지 않고, 주주재 이외의 나머지 부재들

을 등변ㄱ형강으로 제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체 모델

이 아닌 부분 모델의 축소 모형이 필요하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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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 철탑의 부재 규격

단면 

형상

규 격

(한변의 폭×두께)

등변 

ㄱ형강

1 L250×35 10 L90×7

2 L250×25 11 L90×6

3 L200×20 12 L80×6

4 L175×12 13 L75×6

5 L150×12 14 L70×6

6 L130×12 15 L65×6

7 L130×9 16 L60×4

8 L120×8 17 L50×4

9 L100×7 18 L45×4

부분 축소 모형 실험체의 길이상사율과 부분 모델의 용 범

를 결정하기 하여 해석  연구를 실시하 다. 해석에는 범

용구조해석 로그램 ABAQUS(2009)가 사용되었으며 주주

재, 사재  수평재로는 2  3차원 보 요소인 B31(2-node 

linear beam in space), 기타사재  보조재는 2  3차원 

트러스 요소인 T3D2(2-node linear 3-D truss)가 해석에 

이용되었다. 경계조건은 주주재 최하부 지 을 고정단으로 고

려하 으며, 재하 하 은 표 3에 명시된 ‘가공송 용 철탑설계

기 -1111’의 하 조합 6가지  하 조합 II가 가장 큰 향

을 미치고 있다는 장진원 등(2008)의 연구에 근거하여 하 조

합 II를 해석모델에 재하시켰다. 철탑의 극한거동을 보기 한 

비선형해석을 실시하 으며, 이 때 부재의 기결함  잔류응

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해석 결과,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재부와 각재부 제1

윗 간의 연결부의 주주재가 괴되었으며, 그림 6의 괴지  

하 -변  곡선 도식결과 하 계수 0.855에서 비선형성을 보

다. 이를 통해 그림 7과 같이 각재부를 포함한 최하단부 2 간

을 실험체의 부분 모델 용 범 로 선정하 다. 

표 3. 국내 송 철탑 설계기 의 하 조합

하 조합

하  종류

직풍 사풍
Ha P Q Wt Wc

Ht Hta Hta' Hc 1.6Ht0.5Hta0.75Hc

고

온

계

상

시

I 직풍90° ∨ ∨ ∨ ∨ ∨ ∨

Ⅱ

사풍60°
∨ ∨ ∨ ∨ ∨ ∨

이

상

시

Ⅲ

직풍
∨ ∨ ∨ ∨ ∨ ∨ ∨

온

계

상

시

Ⅳ 직풍 ∨ ∨ ∨ ∨ ∨ ∨

Ⅴ 사풍 ∨ ∨ ∨ ∨ ∨ ∨

이

상

시

Ⅵ 

직풍
∨ ∨ ∨ ∨ ∨ ∨ ∨

     

      그림 5. 송 철탑 체 모델의 괴양상

그림 6. 체 모델 괴지 의 하 -변  곡선

    

   그림 7. 부분모델의 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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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4 상사율 용한 2 간 부분모델

2.2 부분 축소 모형 제원 결정

상 송 철탑에서 각재부와 각재부 제1윗 간으로 구성된 

부분의 실제 높이는 13m 이다. 이에 실험체 제작비와 실험실 

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림 8과 같이 길이를 1/4로 축소한 높이 

3.25m의 부분 축소 모형을 실험체 모델로 결정하 다. 실험체 

부재의 강종은 상 송 철탑과 동일한 SS490을 용하므로 

응력의 상사율은 1이 되며, 길이 상사율은 1/4이 되는데, 응력 

상사율을 SE, 길이 상사율을 SL 이라 할 때, 각 물리량의 실험

체 제작 상사율을 표 4에 정리하 다. 표 4의 상사율 계산에 

따라 하 의 상사율은 1/16, 단면2차모멘트 상사율은 1/256이 

된다. 

표 5는 부분 축소 모형에 용된 부재의 규격을 나타낸 것

이다. 표 5의 ‘ 체 모델’의 부재규격에 표시된 L250×35와 

L250×25는 주주재를 구성하는 부재이고, L120×8은 1차 사재이

다. 이들 부재를 길이 상사율(1/4), 단면  상사율(1/16), 단면2

차모멘트 상사율(1/256)에 근 하는 부재를 KS규격 에서 선

별한 결과 각각 L65×8, L65×6, L25×3 부재를 실험체 부재로 

결정하 으며, 표 6에는 실험체에 용된 부재들의 실제 상사

율의 역수값을 취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부재

를 제외한 수평재, 기타 사재의 경우 길이 상사율 1/4 용시 

KS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 단면인 L25×3 보다 작은 단

면이 되어 등변ㄱ형강으로 제작할 수 없게 되므로, 사각형 단

면으로 제작하되 단면  상사율 1/16과 단면2차모멘트 상사율 

1/256에 근 한 단면으로 고려하 다.

마지막으로 하 의 상사율 1/16을 용하여 상 철탑의 연

결부에 부착된 고장력볼트의 1마찰면당 허용력을 계산하여 실

험체의 볼트의 종류  개수를 선정하 다. 고장력볼트의 허용

력은 도로교설계기 (2005)의 3.3.2.3항에 명시되어 있다.

표 4. 실험체 제작 상사율

물리량 차원 상사율

재료  

물리량

응력

탄성계수

포아송비

FL-2

FL-2

-

SE

SE

-

1

1

-

기하학  

물리량

길이

처짐

회

면

단면2차모멘트

L

L

-

L
2

L4

SL

SL

-

SL
2

SL
4

1/4

1/4

-

1/16

1/256

하

집 하

모멘트

단력

지압력

F

FL

F

F

SESL
2

SESL
3

SESL
2

SESL
2

1/16

1/64

1/16

1/16

표 5. 각 모델의 부재규격

체 모델 부분 축소 모형

부재 규격

(mm)

단면

(cm2)

단면2차

모멘트

(약축)

(cm4)

부재 규격

(mm)

단면

(cm
2)

단면2차

모멘트

(약축)

(cm4)

HL250x35 162.6 3790 L65x8 9.761 15.3

HL250x25 119.4 2860 L65x6 7.527 12.2

HL120x8 18.76 106 L25x3 1.427 0.332

표 6. 실험체 부재에 용된 실제 상사율 (역수)

부재 규격

(mm)

길이/두께 

상사율

(4)

단면

상사율

(16)

단면2차모멘트

상사율

(256)

L65x8 3.85/4.38 16.65 248.41

L65x6 3.85/4.17 15.84 233.73

L25x3 4.8/2.67 13.18 320.16

3. 부분 축소 모형의 해석  검증

본 장에서는 본격 인 실험에 앞서 실험체로 사용된 부분 축

소 모형의 용성을 해석 으로 검증하 다. 먼  부분 모델의 

합성을 평가하기 해 체 모델과 부분 모델의 극한하  

 괴양상을 비교해보았다. 체 모델에 작용하고 있는 표 3

의 하 조합II는 본체  가섭선의 자 , 본체와 암부재, 가섭

선에 작용하는 풍하 , 암부재에 끝단에 작용하는 가섭선의 장

력 등 여러 가지의 하 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어, 체 

모델에 작용하는 하 을 부분 모델에 작용하는 하 으로 직  

변환시키기가 어렵다. 하지만 최하부 2 간에는 구조물 상부에 

작용되는 하 이 4개의 주주재를 통해 달된다고 할 수 있으

므로, 그림 9와 같이 체 모델에서 최하부 2 간을 떼어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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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분 모델의 최하부 고정지 에 걸리는 모멘트  수평력 

반력을 산출하여 이들 반력을 최하부 2 간 부분 모델의 작용

하 으로 결정하 다. 최하부 2 간을 때어낸 상부 부분 모델

에 하 조합II를 재하시킨 결과, 모멘트 반력은 39700.29 kN-m, 

수평력 반력은 -821.86kN으로 산출되었다.

계산된 반력값을 최하부 2 간 부분 모델의 작용 하 으로 

재하시킨 후, 체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 다. 부분 모델의 

괴 양상은 그림 10에 나타내었는데, 그림 5의 체 모델의 

괴양상에서와 동일한 지 인 각재부와 각재부 제1윗 간 연결

지 에서 주주재의 괴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그림 11은 부분 모델과 체 모델의 괴지 에서의 하 -변

 곡선을 도식하여 나타낸 것으로써 부분 모델의 하 -변  

곡선은 1.0 근처에서 비선형성을 보 으며 이는 체 모델의 

곡선과 5%내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해석 

결과를 통해 최하부 2 간 부분 모델을 통해서도 체 모델의 

극한 내력  괴 양상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고 단하

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되는 부분 축소 모형 실험체 모델의 각 

부재는 KS규격에 맞는 단면으로 선정되었기에 2.2 에 언 한 

것처럼 길이 상사율 1/4이 일  용되지 않았다. 이는 극한 

거동 실험을 통한 극한 내력값에 하  상사율 1/16을 고려하여 

재계산된 원형 모델의 극한 내력 산정시 미소한 오차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실험체 모델과 길이 상사율 1/4이 일

으로 용된 모델과의 극한 내력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

다. 그림 12는 이들 두 모델의 비선형해석을 실시한 후 하 -

변  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두 곡선에서 비선형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하 계수는 1% 이내의 오차만을 보이고 

있고 변 도 0.1mm 이내의 차이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기에, 2장에서 제시된 부분 축소 모형 실험체의 제원을 그

로 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단하 다.

그림 9. 최하부 2 간을 떼어넨 상부 부분 모델의 반력

그림 10. 송 철탑 부분 모델의 괴양상

그림 11. 부분 모델과 체 모델의 비교

그림 12. 1/4 상사율 용 모델과 실제 실험체의 하 -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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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연구

4.1 실험체 거치

2∼3장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높이 3.25m, 하부폭 2.8m의 송

철탑 구조물 최하부 2 간의 1/4 축소 모형 실험체를 제작하

다. 실험체의 거치도면은 그림 13과 같으며, 실험체 거치 형

상은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한 2.5m의 높이를 갖는 삼각지

그를 제작하고 가력기를 2m 간격으로 상하로 설치하여 이들 

두 가력기를 통해 모멘트 하   수평 하 을 재하시켰는데, 

상부 가력기에는 인장력을, 하부 가력기에는 압축력을 각각 가

력하는 방식으로 하 다. 해석  연구를 통하여 상부 가력기의 

인장력은 400kN, 하부 가력기의 압축력은 350kN로 결정하

다. 그리고 실제 송 철탑이 받는 하 은 4개의 주주재를 통하

여 하부로 달되므로, 그림 15와 같이 실험체의 4개 주주재 

상단 부분에만 삼각지그를 용 하 다.

그림 13. 실험체 거치도면

그림 14. 실험체 거치형상 그림 15. 지그-주주재 용

극한 하  실험을 통한 하 -변  곡선을 얻고자 변 계를 

설치하 다. 변 계는 해석  연구를 통하여 괴가 일어날 것

으로 상되는 각재부와 각재부 제1윗 간 사이의 주주재에 

설치하 으며, 변 계를 사용하 다. 그림 16은 변 계의 

부착 치를 나타내며 이 때 그림의 상단부분이 두 가력기가 

부착되는 반력벽이 치한 방향이다. 변 계가 거치된 후 형상

은 그림 17과 같다. 

그리고 송 철탑 구조물 해석모델의 보 요소  트러스 요소 

선택의 합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각 주요부재에 발생하는 

축 응력과 휨 응력 측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 그림 18∼20과 

같이 등변ㄱ형강 부재 단면의 도심축을 지나는 곳과 부재의 

양 끝단에 각각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도심축을 지나는 

지 에서 측정된 응력을 축 응력으로 고려하고 부재 양 끝단

에서 발생하는 응력값에서 축 응력값을 뺀 값을 휨 응력으로 

고려하 다.

그림 16. 변 계 거치도

그림 17. 변 계 거치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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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스트 인 게이지 

부착도

그림 19. 스트 인 게이지 

부착도(부재 단면)

그림 20. 스트 인 게이지 

부착형상

4.2 실험체의 극한내력  괴양상

극한 하  실험 결과, 실험체는 지그 상단 가력부의 하 이 

약 330kN일 때 각재부  제1윗 간 사이의 주주재에서 괴

가 일어났으며, 극한 하 값은 해석값과 비교할 때 약 8% 정

도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체 각 부재가 

기제작오차를 가지고 있었고, 지그를 실험체 상단에 용 할 

때 지그 집 하 에 의해 실험체 상단부 1차 사재에 기변형

이 발생하 으나, 해석  연구에서는 기결함이 없는 것으로 

고려한데서 발생한 오차라고 단된다. 그리고 그림 22∼26의 

실험체의 괴양상을 통해 장진원 등(2008)의 해석  연구결과

와 같이 각재부  제1윗 간 사이의 주주재의 괴가 발생한 

이후 인  사재로 괴 모드가 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21. 실험체의 하 -변  곡선

그림 22. 실험체 괴양상 (1) 그림 23. 실험체 괴양상 (2)

그림 24. 실험체 괴양상 (3) 그림 25. 실험체 괴양상 (4)

그림 26. 실험체 괴양상 (5)

4.3 부재별 축 응력  휨 응력 산출

본 에서는 송 철탑 구조물의 보-트러스 모델 합성 규명

을 해 부재별로 축 응력  휨 응력 산출하여 응력-하  곡

선을 도식화하고 축 응력에 한 휨 응력의 비를 산출하 다. 

그림 27과 같이 가력기가 설치된 면의 반 쪽 면(N면)에 치

한 부재들의 휨-축 응력비를 산출하 으며, 각 그래  안에 부

재의 치를 빨간 으로 표시하 다. 여기서 ‘N숫자’ 형식은 

도심에 치한 지 으로써 부재의 축 응력을 나타내며, ‘N숫자

L’ 는 ‘N숫자R’ 은 부재 양 끝단 지 에서 측정된 응력으로

써 축 응력과휨 응력의 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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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번호
축응력(MPa)

 (1)

휨응력(MPa)

 (2)

휨-축응력비(%)

 (2) / (1) × 100

N3 162.96 32.76 20.10 

N7 160.44 33.18 20.68 

그림 27. 휨응력비 산출된 실험체면(N)

4.3.1 주주재

주주재인 N3과 N7부재의 응력-하  곡선을 그림 28∼29에 

도식화 하 다. 이들 부재의 휨-축 응력비를 산출하여 표 7에 

나타내었는데, 휨 응력이 축 응력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휨 응력의 값도 32∼33MPa 

정도로 강재의 항복응력 280MPa의 11.8%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므로, 주주재를 트러스 요소로 간주하므로써 고려되지 않는 

주주재의 휨 응력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다고 단된다. 

그림 28. 주주재 N3의 응력-하  곡선

그림 29. 주주재 N7의 응력-하  곡선

표 7. 주주재의 휨-축응력 비

4.3.2 1차 사재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차 사재인 N11, N12부재는 휨 응

력이 축 응력의 42∼47% 정도로 산출되었고, N13부재는 11% 

정도로 나타나, 표 7의 주주재와 비교하 을 때 치에 따라서

는 오히려 주주재보다 9∼15% 정도 큰 비율의 휨 응력을 추

가 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재의 응력-하  곡

선은 그림 30∼32와 같다. 

그림 30. 1차 사재 N11의 응력-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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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번호
축응력(MPa)

 (1)

휨응력(MPa)

 (2)

휨-축응력비(%)

 (2) / (1) × 100

N14 -2.94 0.21 -7.14 

N17 -7.98 1.26 -15.79 

N18 -5.04 -17.43 345.83 

그림 31. 1차 사재 N12의 응력-하  곡선

그림 32. 1차 사재 N13의 응력-하  곡선

표 8. 1차 사재의 휨-축응력 비

부재번호
축응력(MPa)

 (1)

휨응력(MPa)

 (2)

휨-축응력비(%)

 (2) / (1) × 100

N11 45.99 19.32 42.01 

N12 47.67 22.68 47.58 

N13 81.06 9.16 11.30

4.3.3 기타 사재  수평재

그림 33∼3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타 사재 N14, N17은 

휨 응력과 휨+축 응력이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한 휨 응력의 크기는 표 9에서와 같이 1MPa 내외 정

도의 매우 작은 값으로 산출되어 무시하여도 무방한 수 으로 

단된다. 반면 표 9의 수평재 N18의 휨 응력은 축 응력의 3

배가 넘으며 그 크기도 17MPa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크기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별되었다.

그림 33. 기타 사재 N14의 응력-하  곡선

그림 34. 기타 사재 N17의 응력-하  곡선

그림 35. 기타 사재 N18의 응력-하  곡선

표 9. 기타 사재  수평재의 휨-축응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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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4 길이 상사율을 용한 송 철탑의 부분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송 철탑의 극한내력  극한거동을 살

펴보고 보-트러스 구조해석모델의 합성을 별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분 축소 모형의 합성을 충분한 해석  연구를 통해 

검증한 뒤 극한거동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체는 해석  

연구와 같이 각재부  제1윗 간 사이의 주주재 부분에

서 괴가 일어났으며, 극한 내력은 해석값과 비교하여 

약 8%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체의 기결함 때문으로 단된다. 한 기존 해석  

연구인 장진원 등(2008)에서 규명된 것과 같이 주주재

의 괴 이후 인  사재로 괴 모드가 이되는 것을 확

인하 다.

(2) 부재에 발생하는 휨 응력  축 응력을 검토한 결과, 주

주재, 1차 사재, 수평재를 기존의 트러스 요소로 간주하

여 구조해석을 실시하게 된다면 안 하지 못한 설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되며, 기타 사재의 휨 응력은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기존의 트러스 요소로 고려해도 

무방한 것으로 단된다. 이는 기존 해석연구인 장진원 

등(2007)의 결과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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