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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재에 축하 을 받는 K형 이음부의 내부 환보강재의

설치  배치효과 평가

Evaluation of Installation and Arrangement Effects of Internal Ring Stiffener for 

Tubular K-joints with Axially Loaded B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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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K형 이음부의 내부에 단일  이  환보강재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하는 보강효과를 수치 으로 평가

하 다. 지부재에 축하 을 받는 비보강 이음부와 환보강 이음부의 국부  최 응력을 평가하기 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 다. 작용하 과 내부 환보강재의 기하학  형상이 이음부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보강효과를 산정하 다. 

한 단일 환보강재와 이  환보강재를 비교․평가하여 배치에 따른 응력분포 변화  응력의 분산효과를 산정하 다. 수치

해석 결과로부터 이음부의 보강설계 자료에 활용 가능한 환보강재의 경제  규격을 제시하 다. 

핵심용어 : K형 이음부, 내부 환보강재, 배치효과, 유한요소해석

Abstract

The effect of internal ring stiffeners is numerically evaluated for reinforcement of tubular K-joints. Finite element analyses are 

performed to compute stress of un-stiffened and ring-stiffened K-joints subjected to axial loading. The influence of loading 

condition and geometrical parameters of ring stiffener on joint behavior is assessed to determine the installation effect of single and 

double ring stiffeners. The arrangement effect of ring stiffener are evaluated using quantitative analysis compared single ring with 

double ring stiffeners. Based on the numerical results, practical size of ring stiffener is proposed for design of tubular K-joints.

Keywords : tubular K-joint, internal ring stiffener, arrangement effect,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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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 구조는 해양  육상구조물, 심지어 우주공간 등에서

도 리 사용되는 형식으로 다른 단면부재에 비해 구조 인 

장 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Dutta, 2002). 

형부재(tubular member)로 구성된 구조물에서는 이음부

의 구조  성능을 증가시키기 해 다양한 보강법이 개발되

어 있다. 이음부의 형태로는 T형, X형, K형, TK형, KK형 

등이 흔히 사용되며, 이음부의 구조강도를 증가시키는 보

강방법에는 칼라 (collar plate), 거셋 (gusset plate), 

환보강재(ring stiffener) 등이 있다(Zhao 등, 2005). 특히 

해양구조물과 같이 형 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외부 형

상을 유지하면서도 보강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부에 환보

강재를 설치하여 구조성능을 개선하기도 한다. 

이음부의 구조해석  설계 시에는 피로수명  응력집

상을 평가하기 한 국부 최 응력(hot spot stress)의 해

석과, 극한 하 상태에서의 정 강도 산정 등이 필요하다. 보

강재가 설치되지 않은 비보강 이음부에 해서는 국부 최 응

력의 산정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Karamanos 등, 

2000), API(2000)과 같은 설계규정에는 강도  응력 평가

식도 제안하고 있다. 보강이음부에 한 연구로는 조 만 등

(2004; 2005)이 내부 환보강재가 설치된 X형  T형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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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환보강 K형 이음부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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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부 환보강재의 형상

부의 정 강도를 평가하고 보강효과를 산정하 다. 

재 내부 환보강재는 형 구조물에서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설계 기 에는 몇 가지의 단순한 규정만

이 제시되고 있다(Wardenier, 1991). 이와 같이 환보강재

가 이음부 거동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  평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부재

에 축하 을 받는 K형 이음부에 내부 환보강재를 설치할 

경우, 이음부의 구조  거동을 평가하고 환보강재의 보강효

과를 악하고자 한다. 비보강 이음부와 환보강 이음부의 구

조해석에는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국부  최 응력을 산

정한다. 단일  이  환보강재를 설치할 경웅에 보강재 설

치에 한 이음부의 응력변화를 정량 으로 규명하여 보강효

과를 평가한다. 한 단일  이  환보강재의 응력거동을 

상 으로 비교하여 보강재 배치에 한 향을 평가한다. 

이와 같이 환보강재의 기하학  특성이 K형 이음부의 거동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보강재 기설계에 활용 가능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K형 이음부의 특성과 환보강재

2.1 K형 이음부의 구조특성

그림 1은 내부 환보강재가 설치된 K형 이음부의 표  

형상이다. 일반 으로 이음부의 구조거동은 재료  성질과 

기하학  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하학  특성은 교차부

재의 크기, 형상, 치, 방향을 고려하여 표 할 수 있다. 

이음부의 기하학  치수는 주부재(main member; chord)

의 직경()과 두께(), 지부재(branch member; brace)

의 직경()과 두께(), 지부재의 경사각(θ)과 간격(), 주

부재의 길이(), 그리고 두 지부재의 교 과 주부재의 심

축 간의 간격인 편심() 등으로 표 할 수 있다. 이음부의 

응력이나 정 강도는 주로 기하하  무차원계수로 표 되는

데, 여기에는 주부재의 길이와 직경비(α2), 주부재와 

지부재의 직경비(β), 주부재의 직경과 두께비(γ 
2), 주부재와 지부재의 두께비(τ ), 지부재의 간격계

수(ζ)가 있다(Marshall, 1992). 일반 으로 이음부

의 국부 최 응력은 새들(saddle) 는 크라운(crown) 

에서 발생한다. 

2.2 내부 환보강재

K형 이음부에 설치되는 내부 환보강재는 그림 2와 같

다. 환보강재의 무차원 계수로는 주부재와 보강재의 두께비

(ξ)와 폭비(η)가 있다. 여기서, 은 환보

강재의 폭이고, 은 환보강재의 두께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보강 이음부의 응력과 내부 환보강 이음

부의 응력을 상 으로 평가하기 하여 응력비()를 식 

(1)와 같이 정의하 다.

    


(1)

여기서, 와 은 각각 비보강 이음부의 새들 과 크라운

에서의 응력이고, 는 보강이음부의 새들 과 크라운 에

서 발생하는 응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von -Mises 응력을 사

용한다. 

국내의 경우 강 구조의 환보강에 한 설계기 은 도로교 

설계기 (2008)에 제시 되어있다. 설계기 에는 보강재의 

최  간격과 강도에 해 규정하고 있는데, 단  비틀림

에 의한 좌굴 는 국부 인 변형을 방지하기 하여 환보강

재 는 다이아 램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최

간격은 바깥지름의 3배로 한다고 되어있다. 환보강재의 강

도에 한 규정으로는 식 (2)와 (3)과 같은 환보강재의 폭과 

두께에 한 조건식이 있다.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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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한요소망의 형상

Compression Compression Compression Tension

(a) C-C (b) C-T

그림 5 하  조건

3. K형 이음부의 유한요소 모델

3.1 K형 이음부의 구성

본 연구에서 해석할 K형 이음부의 기하학  특성  무

차원 계수는 표 1, 2와 같다. 이음부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료  특성은 모두 동일하며, 탄성계수 는 200GPa, 와

송비 ν는 0.3이다.

본 연구의 상이 되는 환보강 이음부로는 단일 환보강 이

음부와 이  환보강 이음부가 있다. 그림 3에서 보면, 단일 

환보강 이음부는 주부재와 지부재의 교차 심에 한 개의 환

보강재가 치하는 것이고, 이  환보강 이음부는 두 개의 

환보강재가 각 새들 에 치하는 것이다. 

 (mm) (mm) (mm) (mm) (mm) θ θ 

600 10 300 7 34.32 45˚ 45˚ 0

표 1 K형 이음부의 기하학  특성

α γ τ ζ
26.67 30 0.7 3.43

표 2 K형 이음부의 무차원 계수

그림 3 단일  이  환보강재의 배치형상

3.2 유한요소모델링

이음부의 거동을 수치 으로 해석하기 해 범용 유한요

소해석 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 다(ANSYS, 2002). 

K형 이음부의 모델은 당 6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구조

용 8  3차원 쉘요소(3D shell element)로 모델링하

다. 유한요소망 제작 시에는 기하학  칭성을 이용하여 

체 구조의 반만을 모델링하 고, 칭면에 존재하는 에

는 칭경계조건을 용하 다. 주부재의 단부변형을 방지하

고, 연속 인 효과를 나타내기 하여 격벽과 같은 임의의 

부재를 각 단부에 배치하 고, 주부재의 양단은 단순지지로 

설정하 다. 한 응력집 상이 측되는 부분은 요소를 

조 하게 생성하 다. 그림 4는 수치모델의 유한요소망의 한 

경우이다.

이음부 해석에 용된 하 조건은 축방향력으로, 각 지부

재의 단부에 축하 을 용하 다. 하 조건은 두가지로 그

림 5와 같이 각 단부에 압축력을 용한 경우(C-C)와 압축

력과 인장력을 재하한 경우(C-T)이다. 하 은 변 제어법

(displacement control method)을 이용하여 지부재의 단

부에 단 변 를 용하 다.

강  이음부의 경우 주부재와 지부재는 용 으로 합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용 부는 모델링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용

부 의 기하학  형상으로 인해 합부의 두께가 증가하여 

주부재의 두께가 커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한 

HAZ(heat affected zone)의 향도 발생한다. 실제로 용

부를 모델링하는 경우 이음부 강도가 5~10%정도의 차이

가 발생하는 연구결과도(조 만 등, 2005)있고, 따라서 이

음부의  강도를 평가할 때는 용 부의 모델링과 비선형 

해석을 수행한다(Vegte 199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보

강이음부와 보강이음부의 상  거동을 분석하는 것이 목

이므로, 용 부의 모델링에 따라 이음부의  강도  

응력의 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비보강 이음부에 한 상

인 거동의 향은 크지 않다고 단되었고, 모델링의 경제

성을 고려하여 용 부 모델링은 생략하 다. 

4. K형 이음부의 수치해석

4.1 비보강 이음부의 수치해석 결과

환보강재가 설치되지 않은 비보강 이음부의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여 최 응력을 계산하 다. 이음부의 기하학  형

상은 표 1과 같고, 두 가지의 하 조건에 해 검토하 다. 

해석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는데, C-C의 경우에는 새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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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condition

Max. von Mises stress 

(MPa)

Location of max. 

stress

C-C 9.20 Saddle

C-T 27.75 Crown

표 3 비보강 이음부의 수치해석 결과

그림 6 응력분포도(C-C)

그림 7 응력분포도(C-T)

Geometric 

parameters

Stress ratio()

C-C C-T

  Saddle Crown Saddle Crown

0 0 1.00 0.56 0.71 1.00 

0.08 1.60 0.56 0.75 0.70 1.02 

0.17 1.60 0.42 0.94 0.70 1.03 

0.25 1.60 0.40 0.97 0.70 1.03 

0.33 1.60 0.40 0.97 0.70 1.03 

0.17 0.50 0.48 0.87 0.71 1.00 

0.17 1.00 0.44 0.92 0.71 1.01 

0.17 1.50 0.42 0.93 0.70 1.02 

0.17 2.00 0.41 0.94 0.70 1.04 

표 4 단일 환보강 이음부의 수치해석 결과

0.0 

0.5 

1.0 

1.5 

0.00 0.08 0.17 0.25 0.33

Rf

Hr/D

Compression-Compression

Rf at saddle
Rf at crown

그림 8 단일 환보강 이음부의 보강재 폭비의 향(C-C)

0.0 

0.5 

1.0 

1.5 

0 0.5 1 1.5 2

Rf

Tr/T

Compression-Compression

Rf at saddle
Rf at crown

그림 9 단일 환보강 이음부의 보강재 두께비의 향(C-C)

0.0 

0.5 

1.0 

1.5 

0.00 0.08 0.17 0.25 0.33

Rf

Hr/D

Compression-Tension

Rf at saddle
Rf at crown

그림 10 단일 환보강 이음부의 보강재 폭비의 향(C-T)

근에서, C-T의 경우에는 크라운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 고, 

C-T의 경우에 C-C보다 약 3배 정도 응력이 증가하 다. 그

림 6과 7은 C-C하 조건과 C-T하 조건에 해 합부 부

근에서의 응력분포도이다.

4.2 단일 환보강재의 보강효과 해석

교차부 앙에 단일 환보강재가 설치된 이음부의 해석을 

수행하 다. 환보강재의 폭(Hr)의 향을 악하기 해 두

께 Tr=16mm로 고정하고 를 4가지 경우(0.08, 0.17, 

0.25, 0.33)에 해 유한요소 모델을 설정하 다. 한 환

보강재 두께의 향을 악키 해 는 0.17로 고정하고, 

를 4가지 경우(0.5, 1.0. 1.5, 2.0)에 해서도 모델을 구

성하 다. 

하 조건이 C-C와 C-T인 경우에 해 각각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여 최 응력을 계산하고, 응력비를 표 4와 같이 계

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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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단일 환보강 이음부의 보강재 두께비의 향(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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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  환보강 이음부의 보강재 폭비의 향(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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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  환보강 이음부의 보강재 폭비의 향(C-T)

Geometric 

parameters

Stress ratio()

C-C C-T

  Saddle Crown Saddle Crown

0 0 1.000 0.555 0.71 1.00 

0.08 0.8 0.719 0.630 0.67 0.90 

0.17 0.8 0.449 0.703 0.85 0.76 

0.25 0.8 0.443 0.713 1.00 0.71 

0.33 0.8 0.450 0.715 1.07 0.69 

표 5 이  환보강 이음부의 수치해석 결과

그림 8과 9는 C-C 하 조건에 해 보강재 폭비()와 보

강재 두께비()에 한 응력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

기서, 보강재의 폭비가 증가할수록 새들에서의 응력은 감소

하는 반면 크라운에서의 응력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음부 체의 응력을 검토해 보면 환보강재 설치 시 최  

25%정도의 국부응력 감소가 나타났다. 그림 10과 11은 

C-T 하 조건에 해 보강재 폭비()와 보강재 두께비()에 

한 응력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는 이음부의 

응력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함이 나타났다. 

4.3 이  환보강재의 보강효과 해석

두 개의 지부재에 연결된 새들 에 각각 환보강재가 설치

된 경우에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고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보강재폭의 향을 규명하기 해 보강재의 두께는 8mm로 

고정하고, 를 4가지 경우(0.08, 0.17, 0.25, 0.33)에 

해 해석을 수행하고, 새들과 크라운 에서의 응력을 구한후

에 각 에서의 응력비를 표 5와 같이 산정하 다. 

그림 12와 13은 보강재의 폭비과 응력비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C-C의 경우, 가 커질수록 새들의 응력은 감소하고 

크라운에서의 응력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C-T

의 경우에는 이와 반 로 새들에서는 증가하고, 크라운에서

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응력비 검토 결과 C-C의 경

우에는 최  28%, C-T의 경우에는 최  15%의 응력감소

를 나타내어 보강효과가 나타났다.

4.4 환보강재의 배치효과 분석

본 에서는 단일 환보강재와 이  환보강재를 설치할 경

우 이음부의 응력거동의 변화를 상 으로 알아보고 배치에 

한 보강효과를 분석한다. 이음부에 설치되는 환보강재의 

총부피를 0.005m
3
으로 하고 이음부 모델을 구성하 으며, 

수치해석 결과를 표 6과 7에 정리하 다. 여기서, 보강재의 

부피는 모두 동일하며, 표 6과 7에서 보강재의 폭이 동일하

다면 이  환보강재의 두께는 단일 환보강재의 반이 되는 것

이다.

한 이음부의 합부 주 에서 발생하는 응력변화를 하

조건별로 살펴보았다. 그림 14와 같이 합부에서의 응력분

포를 비교, 분석하 는데, 보강재의 폭비가 0.17일 경우에 

비보강, 단일 환보강 그리고 이  환보강에 해 합부의 

응력변화는 그림 15, 16과 같다. 그림 15에서 C-C의 경우 

새들 부근에서 최  응력이 나타남이 확인되었고, 보강재를 

설치할 경우 응력값이 반 으로 낮게 산정되었다. 하 조

건이 C-T인 그림 16에서는 비보강의 경우와 단일 환보강의 

경우가 응력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계산되었으며, 이  환보



지부재에 축하 을 받는 K형 이음부의 내부 환보강재의 설치  배치효과 평가

272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3호(2011.6)

Loading

condition



(mm)
η 

(mm)
ξ Max. stress(MPa)

Saddle Crown

C-C

0 0 0 0 9.20 5.18

50 0.08 28.95 2.90 5.73 5.94

100 0.17 15.92 1.59 4.9 8.68

150 0.25 11.80 1.18 4.72 8.91

200 0.33 9.95 1.00 4.77 8.98

250 0.42 9.10 0.91 4.77 9.00

C-T

0 0 0 0 19.63 27.75

50 0.08 28.95 2.90 19.38 28.83

100 0.17 15.92 1.59 19.45 28.49

150 0.25 11.80 1.18 19.51 28.24

200 0.33 9.95 1.00 19.55 28.10

250 0.42 9.10 0.91 19.56 28.03

표 6 동일 질량의 단일 환보강 이음부의 수치해석 결과

Loading

condition



(mm)
η 

(mm)
ξ Max. stress(MPa)

Saddle Crown

C-C

0 0 0 0 9.20 5.18

50 0.08 14.48 1.45 6.28 6.26

100 0.17 7.96 0.80 5.66 6.74

150 0.25 5.90 0.59 5.55 6.81

200 0.33 4.98 0.50 5.53 6.83

250 0.42 4.55 0.45 5.52 6.83

C-T

0 0 0 0 19.63 27.75

50 0.08 14.48 1.45 20.14 24.15

100 0.17 7.96 0.80 23.40 21.18

150 0.25 5.90 0.59 27.43 20.01

200 0.33 4.98 0.50 30.21 19.60

250 0.42 4.55 0.45 31.67 19.44

표 7 동일 질량의 이  환보강 이음부의 수치해석 결과

그림 14 합부에서의 응력분포 측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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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radian)

Compression-Compression

Unstiffened

1 Ring

2 Ring

그림 15 보강재 설치에 따른 합부에서의 응력변화(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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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보강재 설치에 따른 합부에서의 응력변화(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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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보강재 폭과 보강재 배치에 한 계(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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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보강재 폭과 보강재 배치에 한 계(C-T)

강의 경우에는 응력치가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한 이 환

보강재의 경우 환보강재의 설치로 응력이 국부 으로 증가하

는 상이 측되었다.

표 6과 7의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재의 치수와 응

력비의 계를 하 조건별로 그림 17, 18과 같이 나타내었

다. 그림 17의 C-C의 경우에 단일이나 이  환보강재가 모두 

보강효과가 뛰어났으며, 이 환보강재의 경우에 좀 더 많은 

응력감소가 나타났다. 한 보강재 폭비가 0.15정도 이하에

서 국부최 응력이 효과 으로 감소하 고, 폭비가 증가하더

라도 국부최 응력의 감소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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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단일  이  환보강 이음부의 최소응력비

그림 18의 C-T의 경우에는 단일 환보강재는 응력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환보강재의 경우에는 응력감소

가 발생하 다.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단일  이  환보강의 응력비 최소값

은 C-C의 경우 단일 환보강재은 71%, 이  환보강재는 69%

로 계산되었고, C-T의 경우 단일은 100%, 이 은 80%로 나

타났으며, 그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이와 같이, 이  환보강

재가 단일 환보강재보다 동일 부피의 보강재를 사용하더라고 

최  20%정도 효율 임이 계산되었다. 

5.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부에 환보강재가 설치된 K형 이음부의 

구조  거동을 수치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내부 환보강재의 

보강효과를 검토하 다. 지부재에 작용하는 축하 을 각각 

압축-압축인 경우와 압축-인장인 경우의 두 가지 하 조건을 

고려하 다. 수치해석에는 쉘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이 

수행되었다. 보강효과를 평가하기 해 비보강 이음부와 단

일 환보강이음부, 이  환보강 이음부의 세가지 경우에 해 

국부최 응력을 계산하고, 비보강 이음부와 환보강 이음부에 

한 응력비를 산정하여 보강효과를 평가하 다. 단일  이

 환보강 이음부에 해 하 조건과 보강재의 기하학  형

상이 이음부 응력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보강재 설치 효

과를 정량 으로 산정하 다. 한 동일 부피의 보강재를 사

용한 단일  이  환보강 이음부에 해 수치해석을 수행하

여 보강재 배치효과를 평가하 다. 수치해석  결과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비보강 K형 이음부의 최 응력 발생 치는 압축-압

축의 경우 새들 이고, 압축-인장의 경우에는 크라운

이며, 환보강재를 설치할 경우 발생 치는 보강재의 

기하학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 환보강재를 설치할 경우 새들과 크라운과 같은 특정

치에서의 응력은 보강재의 폭과 같은 기하학  특성

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반

으로 이음부의 국부 최 응력은 감소하여 보강효과

가 입증되었다. 

(2) 단일 환보강재를 설치할 경우, 지부재가 압축하 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최  25%정도의 응력감소가 나

타나 보강효과가 있음이 정량 으로 평가되었다.

(3) 이  환보강재를 설치할 경우, 하  조건과 상 없이 

보강효과가 나타남이 평가되었고, 최 응력을 30% 

정도 감소하 다.

(4) 단일  이  환보강재에 해 동일량의 보강재를 설

치할 경우 이  환보강재가 단일 환보강재보다 최  

20%이상 효율 임이 산정되었고, 보강재의 경제 인 

폭은 주부재의 15%이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K형 이음부에 해 내부 환보강재의 

설치로 인한 보강효과가 평가되었으며, 다  환보강재의 배

치효과도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강재의 기  설계자

료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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