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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a type of full strength-partially restrained connection, has adequate flexural

strength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thickness of the T-stub flange and the gauge distance of the high-strength

bolts. Moreover,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is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 seismic connections that have enough

ductility capacity applicable to ordinary moment frame and special moment frame by grade of steel, size of beam and

column and geometric connection shape. However, such a domestic research and a proposal of a suitable design formula

about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are insufficient. Thus, many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ies are in need for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nd suggest

feasibility of a design formula of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of FEMA.

KEYWORDS : double split Tee connection, full strength-partially restrained connection, ordinary moment frame, special

moment frame, three-dimensional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cyclic loading

1. 서 론

미국의 노스리지 지진과 일본의 고베 지진을 통하여 보-기

둥 접합부가 취성파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강도 및 강성뿐만 아니라 연성능력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경

우에만 강골조는 안정적으로 거동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에 미국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충분한 연성능력도 갖는 완전강접 접합부 및 부

분강접 접합부가 되기 위한 예비충족조건, 설계프로세스와 설

계식을 제안하고 있다.

Note. Discussion open until April 30, 2012. This manuscript for this

paper was submitted for review and possible publication on March 16,

2012; revised May 14, 2012; approved on September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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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의 규준[1],[2]에 따르면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는 부분강

접 접합부(Full Strength-Partially Restrained Connection)

로 보통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에 적합한 접합부로 구분

된다. 이러한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강도, 강성 그리고 연

성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3],[4]와 해석적 연구
[5],[6]가 수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해석모델 및

설계식 등도 제안되었다[7],[8],[9],[10],[11]. 상·하부 스플릿 T 접

합부의 해석모델 및 설계식의 제안에 있어서 고력볼트의 초기장

력도입, 고력볼트 축의 휨변형, 긴결요소 사이의 접촉 및 지압,

접합 부재의 재료 및 기하학적 비선형성, 고력볼트의 지레작용

등 매우 복잡한 현상들도 포함하였다[12],[13],[14],[15],[16],[17].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휨강도는 일반적으로 보 플랜

지 체결 고력볼트의 전단파단, T-stub 스템의 순단면 파단,

T-stub 플랜지 휨항복 후 소성파단, T-stub 플랜지 체결 고

력볼트의 인장파단, 보 플랜지 순단면 파단, T-stub 스템의

블록전단 파단 등의 원인으로 파괴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파

괴 원인들 중 고력볼트의 초기장력 도입, 고력볼트 축의 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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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ometric Shape of the Connection (b) Geometric Shape of the T-stub

Fig. 1 Geometric Shape of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형, 고력볼트의 지레작용 등이 접합부의 휨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T-stub 플랜지 휨항복 후 소성힌지 발생에 의하

여 접합부가 파괴는 경우의 휨강도 설계식 검토만을 연구대

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T-stub 플랜지 두께 및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는 매개변수

′ [18],[19],[20],[21]이 1.0보다 큰 접합부만을 선정하여 정적하

중 및 반복하중을 받는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였다. 정적하중 해석은 양재근 등
[22]

의 해석 내용 및 결과를

활용하였다.

2.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3차원 비선형 유

한요소해석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휨모멘트-회전각 관계 파악,

접합부의 파괴양상 파악, 휨강도 설계식 검토 등을 위하여 4

개의 T-stub을 선정하여 접합부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접합부의 에너지 소산능력 파악, 응력분포 및 소성화

과정 파악 등을 위하여 반복하중을 적용하여 접합부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의 변수는 T-stub 플랜지의 두

께 (  mm) 및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 

 mm)로 선택하였다. 해석모델의 변수 및 형상은 양재근

등
[22]

의 해석모델을 활용하였다.

2.1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접합부 모델링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파괴양상 중 T-stub 플랜지의

휨항복 후 소성힌지 발생에 의한 파괴를 유도
[7],[8],[20],[21]

하기

위하여 아래의 식 (1)로 표현되는 ′ 이 1.0 보다 큰 T-stub

을 선택하여 보-기둥 접합부로 사용하였다. T-stub의 기하학

적 형상은 Fig. 1 및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2].

′ 
 

 


  (1)

여기서,

 




′
(2)

 ′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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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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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한요소해석에 필요한 T-stub의 재료적 물성값을 파악하

기 위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고, Fig. 2와 같이 T-stub 인

장 시험편의 응력-변형도 곡선은 이중곡선모델로 이상화하였

다.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SM490 강재로 구성된

T-stub의 재료적 물성값은 공칭강도를 상회하는 값을 제공하

였고, Fig. 2의 각 두 점의 값을 유한요소해석의 재료적 물성

값으로 입력하였다. T-stub은 165kN의 고력볼트 축력이 발생

하도록 F10T-M20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각 기둥과 보의 상·

하부 T-stub 플랜지에 체결되도록 모델링하였다.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는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ver.6.9.2)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상·하부 스플릿 T 접

합부를 구성하는 T-stub, 고력볼트, 너트, 와셔 등은 C3D8R

(eight-node brick element with reduced integration)

을 부재요소로 선택하였다. 해석에 있어서 각 부재 사이의 접

촉 및 지압현상, 고력볼트의 초기장력도 포함하여 해석하였다.

각 부재 사이의 미끄럼계수는 0.3으로 선택하였다[23]. 전체 상·

하부 스플릿 T 접합부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Fig. 3과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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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metric Variables of the T-stub Specimen

(Unit: mm)

Specimen        

G260-T15-B350 350 15 15 260 22 45 122.5 263

G310-T15-B400 400 15 15 310 22 45 147.5 263

G260-T21-B350 350 13 21 260 22 45 123.5 273

G310-T21-B400 400 13 21 310 22 45 148.5 273

G260-T15-B350

Width of the T-stub Flange (mm)

Thickness of the T-stub Flange (mm)

Gauge Distance of High-Strength Bolts (mm)

Fig. 2 Stress-Strain Relationship Curve of the

T-stub Steel Material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he T-stub specimen



(N/mm
2
)



(N/mm
2
)

 


(N/mm2)


(N/mm
2
)

538.5 694.2 0.002371 0.210137 228,062.2 755.4

48,145개의 부재와총 76,493개의절점으로 구성되었다. 하중

은 보의 끝단에 전단력 형태로 접합부에 충분한 소성변형이

발생할 때까지 가하였다.

Fig. 3 Three-Dimensional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of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under Static Load

2.2 접합부 해석모델의 패널존 및 기둥 플랜지 두께

검토

강골조의 설계에 있어서 기둥 부재가 파괴되는 것보다는

보 부재가 파괴되도록 파괴모드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강구조 설계의 기본개념이다. 그러므로 상·하부 스플릿 T 접

합부로 보-기둥 부재가 연결된 강골조도 패널존의 전단항복

및 기둥 플랜지의 국부좌굴에 의하여 기둥 부재가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패널존의 두께는 아래의 식

(7)을 만족하며, 기둥 플랜지는 아래의 식 (8) 혹은 식 (9)를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식 (7), 식 (8) 혹은 식

(9)를 만족하지 않는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로 보-기둥 부

재가 연결된 강골조는패널존에 복 플레이트(doubler plates)

나연속플레이트(continuity plates)로패널존및 기둥 플랜

지를 보강하여야 한다.

패널존의 두께 검토 식:

     (7)

기둥 플랜지의 두께 검토 식:

  




(8)

    (9)

각 해석모델의 기하학적 형상을 확인하고 위 식 (7), 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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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260-T15-B350

(b) G310-T15-B400

(c) G260-T21-B350

(d) G310-T21-B400

Fig. 4 Moment-Rotation Relationship Curve of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under Static Load

혹은 식 (9)를 적용하여 패널존의 두께 및 기둥 플랜지의 두

께를 산정한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한 것과 같다. 식 (7)을

적용하여 구한 패널존의 두께는 해석모델의 기둥 웨브의 두

께보다 작은 값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복 플레이트(doubler

plates)로 패널존의 보강은 필요하지 않으며, 식 (8) 혹은 식

(9)를 적용하여 구한 기둥 플랜지의 두께는 해석모델의 기둥

플랜지의 두께보다 큰 값을 제공하므로 연속 플레이트

(continuity plates)로 기둥 플랜지의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각 해석모델의 설계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Calculation of Panel Zone Thickness and Column
Flange Thickness of each specimen (Unit:mm)

Specimen

Panel Zone
Thickness

Column Flange
Thickness

       

G260-T15-B350 16 7.90 24 52.78 67.17

G310-T15-B400 16 7.90 24 52.78 67.17

G260-T21-B350 16 7.88 24 52.78 67.17

G310-T21-B400 16 7.88 24 52.78 67.17

2.3 접합부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결과

2.3.1 정적하중을 받는 접합부 유한요소해석 결과

각 해석모델의 휨모멘트-회전각 관계 곡선은 상용프로그램

인SigmaPlot(ver.8.0)으로 아래의 식 (10)과 같은 Richard 해

석모델을 적용하여 Table 4와 같이 회귀분석 하였다. Table

4 및 Fig. 4[20]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일한 T-stub 플랜지

를 갖는 경우, 각 해석모델은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가 짧을수

록 초기회전강성, 참조모멘트 값이 증가하였다. 한편, 동일한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를 갖는 경우, 각 해석모델은 T-stub

플랜지의 두께가 증가할 때 초기회전강성, 참조모멘트 값이

증가하였다. Table 4에 정리한 것과 같이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값이 0.99이므로 회귀분석

결과가 실제 유한요소해석 결과 얻은 휨모멘트-회전각 관계

곡선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ichard 해석모델: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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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of each Specimen

Specimen


(kN․m/rad)



(kN․m/rad)



(kN․m)
  

G260-T15-B350 41,143 2,324 257.62 4.310.99

G310-T15-B400 25,602 2,137 197.42 4.850.99

G260-T21-B350 88,571 2,657 458.08 3.330.99

G310-T21-B400 60,729 1,003 411.78 2.820.99

각 해석모델 T-stub 플랜지 필릿부의 하중-변형률 관계 곡

선은 Fig. 5에 정리하였다. Fig.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작용

하중이 각 실험체의 참조하중보다 작은 경우(   ,

   ), 하중-변형률 관계 곡선은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낸

다. 그러나 작용하중이 각 해석모델의 참조하중보다 큰 경우

(   ,    ), 하중-변형률 관계 곡선은 비선형적인 관

계를 나타내며, 이때 변형률의 증가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작용하중이 각 해석모델의 참조하중보다 큰 경우, T-stub

플랜지는 휨항복에 의한 소성변형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Fig. 5 Applied Axial Tensile Load-Strain Relationship

Curves of the T-stub Flange Fillet Part

Fig. 6 Applied Axial Tensile Load-Bolt Force

Relationship Curves for Prestressed Single Bolt

각 해석모델의 작용하중-고력볼트 축력 관계 곡선은 Fig.

6에 정리하였다. Fig.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작용하중이 증가

함에 따라서 고력볼트의 축력은 점증적으로 증가하다가 각

해석모델의 참조하중보다 큰 작용하중이 작용하면 고력볼트

의 축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고력볼트의 지레작용효과

에 의한 것으로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설계식 및 해석

모델 제안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하중 증가에 따른 T-stub 플랜지의 응력분포 변화는 Fig.

7과 같다. Fig. 7(a)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참조하중이 작용할

때에 와셔 단부, T-stub 플랜지 필릿부에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하였고, Fig. 7(b)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종 하중이 작용

할 때 이러한 응력집중 현상은 심화되어서 와셔 단부,

T-stub 플랜지 필릿부에는 소성힌지가 발생한다.

하중 증가에 따른 고력볼트 축의 응력분포 변화는 Fig. 8

과 같다. Fig.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참조하중이 작용할 때에

고력볼트 축력의 합력은 고력볼트 중심축으로부터 약 0.3

만큼 이동한 거리에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24]

.

(a)   kN․m

(b)    kN․m
Fig. 7 Stress Distribution Change of the Upper T-stub

under Static Load (G260-T15-B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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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N․m
Fig. 8 Stress Distribution Change of the

High-Strenth Bolt (G260-T15-B350)

2.3.2 반복하중을 받는 접합부 유한요소해석 결과

반복하중을 받는 접합부의 이력거동 해석을 위하여 ABAQUS

의 *PLASTIC 명령의 Kinematic Hardening 옵션을 이용

하여 정적하중을 받는 접합부와 동일한 해석모델을 재해석하였

다. 반복하중을 고려함으로써 접합부의 에너지소산능력을 산정

하여 접합부가 충분한 연성능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반

복하중은 변위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가력하였고, FEMA350에

제시된 반복 가력 사이클 패턴을 활용하여 Fig.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반복변위하중 이력에 따라 변위를 제어하였다.

Fig. 9 Cyclic Displacement Loading History

Fig. 10은 반복하중을 받는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에 대

한 모멘트-회전각 이력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각 해석모델의

모멘트-회전각 이력곡선을 사다리꼴 방식으로 적분하여 에너

지 소산능력을평가하였다. Table 5에나타난것과 같이 고력

볼트 게이지 거리가 증가하거나 T-stub 플랜지의 두께가 감

소할 때 에너지 소산능력이 증가하였다.

(a) G260-T15-B350

(b) G310-T15-B400

(c) G260-T21-B350

(d) G310-T21-B400

Fig. 10 Moment-Rotation Relationship Curve of the
Double Split Tee Connection under Cycl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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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nergy Dissipation Capacity of each Specimen

Specimen
Energy Dissipation Capacity

(kN․m․rad)

G260-T15-B350 14.23

G310-T15-B400 16.75

G260-T21-B350 5.95

G310-T21-B400 9.04

Fig.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종 사이클 하중 작용 시

T-stub 플랜지의 응력분포 변화는 Fig. 11과 같다.

(a) Upper T-stub (   kN․m)

(b) Lower T-stub (   kN․m )

Fig. 11 Stress Distribution Change of the T-stub under
Cyclic Load (G310-T21-B400)

3.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휨강도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파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일반적으로 T-stub 플랜지의 두께가 얇고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가 비교적 넓은 경우에 T-stub 플랜지의 휨항복

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 이 1.0보다 큰 경우,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휨강도 설계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3.1 휨강도 설계식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는 아래의 식 (11)이 만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보 플랜지에 체결된 고력볼트의 전단파

괴, T-stub 스템의 순단면 파괴, T-stub 플랜지의 휨항복,

T-stub 플랜지에 체결된 고력볼트의 인장파괴, 보 플랜지의

순단면 파괴, T-stub 스템의 블록전단 파괴 등에 의하여 접

합부가 파괴되기 전에 보 플랜지에 항복이 발생하여 접합부

파괴를 방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보에 소성힌지 퓨

즈가 발생하도록 하여 강골조의 연성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방안이다.

  (11)

여기서,

  (12)

   (13)

 m in 


       

  sec     

      
         
  sec     


(14)

각 접합부 부재의 파괴가 발생할 때 식 (14)에 기술된 기

둥 플랜지 외주면의 모멘트  은 아래의 식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보 플랜지에 체결된 고력볼트의 전단파괴 시의  :

      · (15)

여기서,

    

  
(16)

T-stub 스템의 순단면 파괴 시의  :

 ·· (17)

여기서,

 min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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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력볼트의 공칭단면적(mm)
 : 고력볼트 중심축과 T-stub 플랜지 끝 단

사이의 거리(mm)
 : 고력볼트 중심축과 T-stub 스템 면 사이의

거리(mm)

 : 고력볼트 초기장력(kN)

 : 보의춤(mm)

≤   tan
° ≤     ≤ °

(19)

  

 
(20)

T-stub 플랜지의 휨항복 시의  :

  ′′  ′′
′

  
   

(21)

여기서,

′ 


(22)

′   


(23)

T-stub 플랜지에 체결된 고력볼트의 인장파괴 시의

 :

     · ′




·′ ′
′

(24)

보 플랜지의 순단면 파괴 시의  :

      (25)

여기서,

    

 
(26)

각 접합부의 값은 식 (14)를 적용하여 구하였다.

Table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 접합부는 T-stub 플랜지의

휨항복에 의하여 접합부 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각 접합

부의 T-stub 플랜지의 휨항복 시의 값은 Fig. 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은 한계휨모멘트

값보다 작은 값이다. 따라서 각 접합부는 충분한 휨강도를 갖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식 (14)를 적용하여 얻은 휨

모멘트값보다 해석모델을 통하여 얻은 휨모멘트 값이 크므로

각 접합부는 충분한 휨모멘트 저항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6.  Values of each Specimen (Unit:kN․m)

Specimen      

G260-T15-B350398.511,596.83 103.54 343.872,861.29 398.39

G310-T15-B400398.511,596.83 82.14 296.512,861.29 314.75

G260-T21-B350398.901,380.04 201.86 401.902,866.67 530.41

G310-T21-B400398.901,380.04 160.50 346.842,866.67 330.14

4. 결 론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국내 현장적용을 위하여 휨강

도에 관한 FEMA-350의 제안식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T-stub 플랜지의 휨항복에 의하여 접합부 파괴가 발생

된 경우,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휨강도는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가 감소하거나 T-stub 플랜지의 두께가 증

가할때증가한다.

(2) T-stub 플랜지의 휨항복에 의하여 접합부 파괴가 발생

된 경우,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FEMA 휨강도 설

계식을 적용하여얻은 휨모멘트값보다 해석모델을 통하

여 얻은 휨모멘트 값이 약 3.8배(G260-T15-B350)

정도 크므로 각 접합부는 충분한 휨모멘트 저항능력이

있다고판단된다.

(3) T-stub 플랜지의 휨항복에 의하여 상·하부 스플릿 T 접

합부 파괴가 발생된 경우, 고력볼트의 지레작용효과 및

접합부재 사이의 접촉과 지압현상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포함하여 휨강도 식을 제안하여야 한다.

(4) 반복하중을 받는 경우,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에너

지 소산능력은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가 증가하거나 T-s

tub 플랜지의 두께가감소할때증가한다.

기 호 (Nomencl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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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장볼트의직경(mm)

 : 기둥의춤(mm)

 : 연속판사이의패널존의높이(mm)

′ : 고력볼트 구멍의직경, (mm)

 : 강재의탄성계수(Nmm)

 : 강재의 할선계수(Nmm)

 : 고력볼트의공칭인장강도(Nmm)

  : 고력볼트의공칭전단강도(Nmm)

 : 강재의 항복강도(Nmm)

 : 고력볼트의 항복강도(Nmm)

 : T-stub의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mm)

 : T-stub의 초기회전강성(kN·mrad)
 : T-stub의 소성회전강성(kN·mrad)
 : 보의길이(mm)

 : T-stub의참조모멘트(kN·m)

 :최대 소성힌지 모멘트(kN·m)

 : T-stub 플랜지에 체결하는 고력볼트열당

고력볼트 개수

 :곡선형태변수

 : 인장 고력볼트의총개수

 : 보 플랜지의 두께(mm)

 : 기둥웨브또는패널존보강판의두께(mm)

 : T-stub 스템의 두께(mm)

 : 고력볼트의 인장력(kN)

 :최대 소성힌지 전단력(kN)

 : 기둥플랜지면과보의소성힌지사이의

거리(mm)

 : 기둥플랜지 사이의패널존의폭(mm)

 : 보의 소성단면계수(mm)

 : 강재의 인장 변형률

 : 강재의 항복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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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는 부분강접 접합부의 한 형태로 접합부에 사용된 T-stub의 두께 및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 변화에 따

라서 충분한 휨강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는 강재의 종류, 보 및 기둥의 규격, 접합부 형상 등의 조합에 의하여 보

통모멘트골조 혹은 특수모멘트골조에 적용 가능한 충분한 연성능력을 갖는 내진접합부로 설계 및 시공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적합한 설계식의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의 국

내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실험 및 해석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FEMA의 상·하부 스플릿 T 접합부에 대한 설계식을 검

토하고 국내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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