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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강구조물에서 합부의 구조 거동을 악하기 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이론과 실험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특히,국내에서

는 탄소강 ㄱ형강의 블록 단 단과 단지체 상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본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스강 앵 의 하 방향

의 연단거리와 볼트배열(1행 1열,1행 2열)을 주요변수로 실험체를 계획하여,앵 볼트 합부의 단형태와 면외변형의 향을 조사한다. 한,

행 기 식에 의한 측결과와 실험결과의 단양상과 최 내력을 비교하고 면외변형으로 인한 내력 하정도를 평가한다.

ABSTRACT：Withregardtosteelconstruction,manystudieshavebeenperformedtoexaminethestructuralbehaviorofthebolted

connectionsdomesticallyandinothercountries.Especially,adomesticstudywasconductedontheblockshearfractureandshear

lageffectonthesingle-boltedangleconnectionincarbonsteel.Inthisstudy,specimenswerepreparedwiththeenddistance

paralleltotheloadingdirectionandboltarrangement(1×1,1×2),asthemainvariables.Thenthefracturemodeandthecurling

effectontheboltedangleconnectioninausteniticstainlesssteelwereinvestigated.Moreover,thefracturemodeandultimate

strengthwerecompared,andthestrengthreductionbycurlingwasestimated.

핵 심 용 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스강,앵 볼트 합부, 단모드,최 내력,면외변형

KEYWORDS:austeniticstainlesssteel,angleboltedconnection,fracturemode,ultimatestrength,curling

                                                                                                                       

1.서 론

스테인 스강은 크롬이 들어간 강철 합 으로 녹,부식이

일반 강철에 비해서 다. 한,수명이 끝날 때까지 환경에

맞게 외 을 만들 수 있으며,비구조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구조부재로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Birkemore

와 Gilmor(1978)에 의해서 블록 단 단으로 불러졌고,이

후 국내외에서 실험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일반

으로 인장부재로 사용되는 ㄱ형강의 경우,직교 방향의 두 요

소로 이루지고,길이가 같고 다름에 따라 등변 ㄱ형강,부등

변 ㄱ형강이라 한다. 한,일반 으로 합될 때 두 변 모두

에 합되는5)것이 아니라 한 변에만 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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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되지 않은 변은 그 길이에 따라 실험체의 무게 심

이 합되지 않은 부분으로 변화하여 편심으로 작용하게 된

다.Adidam(1990)과 Epstein등(1992)이 앵 을 통한 블

록 단 단실험에서 돌출다리에 의한 편심이 작용하기 때문

에 단지체 상을 고려한 제안식을 제시하 다.국내에서는

볼트로 합된 단순보나 가셋 이트,ㄱ형강 등의 부재를

이용한 실험과 해석을 기 로 하여 강구조 설계기 에서 블

록 단에 한 설계식을 제시하고 실제로 용하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은택 등(2004)연구자들

에 의해 피치,게이지,볼트개수,형강크기 등을 변수로 하여

탄소강 ㄱ형강의 블록 단과 단지체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그리고 Kuwamura등(2001,2002)에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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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냉간성형강 스테인 스강 일면 단 평 볼트 합부 실험

에서 하 방향 연단거리와 하 직각방향 연단거리가 긴 경우,

면내 단 뿐만 아니라 두께 방향으로 면외변형(Curling)이

발생하여 내력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이

러한 면외변형의 원인으로 볼트몸체와 합 에 있어 볼트구

멍사이의 지압부분에서 에 작용한 압축응력 역에서 발생한

국부좌굴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그 결과 스테인 스강의 재

료 특성과 박 의 역학 거동을 고려해 볼트 합부 내력식

을 수정·보안하 다.그러나,Kuwamura등의 이러한 제안

내력식은 면외변형에 한 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과

평가하는 경향을 보 다.이후 Kuwamura등(2001,2002)

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Kim 등(2007,2008,2009)에 의

해 일면 단 평 볼트 합부의 구조 거동,면외변형의 발

생 메카니즘 면외변형이 합부의 내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추가 인 실험 신,유한요소해석법을 용하

여 연구를 수행하 고,그 결과 2행 2열,1행 2열 볼트배열

을 갖는 평 볼트 합부에 한 두께와 연단거리에 따른

면외변형에 따른 내력 하와 면외변형의 발생조건을 기 식

에 반 하여 수정내력식을 제안하 다. 한,블록 단 단의

구조 거동에 을 맞춰 박 탄소강 2행 2열 일면 단

볼트 합부 실험(2009)을 통하여 연단거리에 따른 면외변형

거동특성과 행의 기 식에 측된 최 내력과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는 평 볼트 합부가 아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 스강(STS304)앵 볼트 합부를 상으로 해서 두

께와 볼트직경을 고정시키고 볼트배열(1행 1열,1행 2열)과

하 방향 연단거리를 변수로 실험체를 계획·제작하여 면외변

형의 발생유무,이에 따른 최 내력 양상 단양상을 악

한다. 한, 행 설계내력식에 의한 측 내력과 실험결과를

비교하고 단형태와 면외변형에 의한 향을 고려한 내력평

가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실험체 계획 재료시험

2.1실험체 계획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스강(STS304)앵 볼트 합부에

서 각 변수에 따른 단형태와 면외변형의 향을 조사하기

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체를 계획하 다.

실험체는 기존 평 볼트 합부의 연구를 고려하여,연단거리

를 변수로 1행 1열,1행 2열의 볼트배열을 갖는 L-50×50×3

의 볼트 합부를 그림 1과 같이 계획한다.그리고 실험체 제

작시,공칭평 두께(tn)는 3.0mm,볼트 직경(d)은 12mm,

볼트 구멍직경(ø)은 13mm,고정측과 단측 사이는 120mm

로 고정시키고,하 방향 연단거리(e=2.0d,3.0d,4.0d,

5.0d)와 볼트배열(1행1열,1행2열)을 주요변수로 실험체를

제작하 다.실험체명과 변수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한다.표

1의 실험체명에서 L은 ㄱ형강(Angle),1과 3은 볼트배열(1

은 1행 1열,3은 1행 2열),T는 평 두께,H는 앵 사이즈

(50×50),E는 하 방향 연단거리(e)를 의미한다.

실험체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실험체를 세 하기 하여 고

정측과 단측의 고정체를 각 각 제작하 다.즉,인장시험기

에 물리기 해 상부고정체와 하부고정체를 제작하 다. 합

에 사용한 볼트는 일반 고력볼트(F13T)를 사용하 고, 단

측에 단을 유도하기 하여 고청측 부분은 F13TM16볼트

3개로 고정시키고, 단측 부분은 F13TM12를 사용한다.

2.2재료시험

앵 에 사용한 강종 STS304의 기계 성질을 악하기

하여 KSB0802( 속재료 인장시험 방법)에 따라 인장시험

을 수행한 결과를 표 2와 같이 결과가 나타났고,그림 3(a)

와 같은 응력-변형도 곡선을 얻었다.그림 3(b)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스테인 스강은 항복 이 명확하지 않고 탄성구간을

지나 소성구간에서는 재료의 비선형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KSB0802에 의하면 재료의 항복 이 명확한 경우에

는 항복 을 항복강도로 산정하고 그 지 않은 경우는 변

형도의 0.2%오 셋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다.그러나 0.2%

오 셋 항복강도 의 선구배가 기강성의 구배에 비해 작

고,이 방법에 따라 과도한 항복강도가 산정되므로 좌굴강도

산정시 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의 JISZ

2241에 따라,본 연구의 스테인 스강의 항복강도는 0.1%

오 셋 방법으로 산정한다.

e

(a)1행1열

p e

(b)1행2열

그림 1.실험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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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측고정측

상부고정체 하부고정체

그림 2.실험체 조립 평면 측면

표 1.실험체명과 변수조합

실험체명

공칭

두께

tn

[mm]

실측

두께

te

[mm]

하 방향

연단거리

e

[mm]

피치

p

[mm]

공통사항

L1T3H50E24

3.0

3.07 2.0d(=24)

-

36 볼트직경(d)

12mm,

볼트구멍직경(ø)

13mm,

앵 사이즈

50×50

L1T3H50E30 3.22 3.0d(=36)

L1T3H50E36 3.09 3.0d(=36)

L1T3H50E48 3.03 4.0d(=48)

L1T3H50E60 3.04 5.0d(=60)

L3T3H50E24 2.85 2.0d(=24)

L3T3H50E30 3.20 3.0d(=36)

L3T3H50E36 3.08 3.0d(=36)

L3T3H50E48 3.01 4.0d(=48)

L3T3H50E60 2.83 5.0d(=60)

표 2.재료시험결과

시험체명

실측

두께

te

[mm]

탄성

계수

E

[GPa]

항복

강도

0.1%


[MPa]

항복

강도

0.2%


[MPa]

인장

강도


[MPa]

항복비

/
YR

[%]

연신율

EL

[%]

L50×3-1 3.00 117.76271.43292.86710.39 38.21 56.70

L50×3-2 3.20 120.38271.79289.29700.76 38.79 57.60

L50×3-3 2.95 113.96260.71301.67768.72 33.91 63.40

평균 3.05 117.37267.98294.61726.62 36.97 59.23

변동계수 - 0.02 0.02 0.02 0.04 0.06 0.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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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3-3

(a) 변형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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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6%변형도 구간

그림 3.응력-변형도 곡선

3.실험방법

본 실험은 2,000kN 의 만능시험기(UH-200A)를 사용하

여 단순인장 실험을 하 다.실험체는 그림 4(a)와 같이 앵

에 상부고정체와 하부고정체의 볼트체결을 실시한 후,만능

시험기의 상하부에 고정시키고,하 방향 변 와 면외변형(

두께 방향변 )를 측정하기 하여 3개의 변 계(LVDT)를

설치하 다.본 실험에서는 변 제어방법으로 0.5mm/min

의 일정한 속도로 하 방향변 를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수행

하 다.그리고 그림 4(b)와 같이 면외변형(Curling)의 진

에 따른 하 방향 변형도 양상을 악하기 볼트 연단부분

과 인장 는 단 단이 상되는 볼트사이에 소성 스트

인 게이지(SG)를 부착하 다.하 방향 연단거리가 36mm

이상인 경우 연단에 근 한 볼트 심으로부터 연단 30mm

떨어진 지 (SG3)과 인장 단을 상한 볼트에서 근 한

20mm(SG1), 단 단을 상한 볼트사이 간 지 에 게

이지(SG2)를 부착하 고,연단거리가 30mm인 경우 연단

20mm지 에 게이지를 부착하 다.

SG1(인장)

SG2( 단)

SG3(지압)

(a)LVDT변 계 실험체 설치 (b)변형도 게이지(SG)설치

그림 4.실험체 게이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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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볼트배열(1행 1열,1행 2열)과 하 방향 연

단거리(e=24,30,36,48,60mm)를 변수로 갖는 실험체

를 제작하여 단순인장실험을 실시하 다.실험결과에 따른 종

국 단 형태를 그림 5,그림 6과 같이 나타냈다.1행 1열에

서 연단거리가 가장 짧은 실험체(e=24mm)L1T3H50E24

의 경우,종 단 단(Endopening,E)이 나타났으며,나머

지 실험체의 경우 볼트배열에 상 없이 형 인 블록 단

단(Blockshearfracture,BS,실험체 L3T3H50E24)

는 면외변형을 동반한 블록 단 단형의 단형상이 측되

었다. 한,하 방향 연단거리가 비교 긴 경우 두께 방

향으로 면외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진 최 내력,면외변형 발생여부와

향,하 -변 곡선 변형도 양상을 표 3,그림 7,그림 8

과 그림 9에 나타낸다.

1행 1열과 1행 2열 앵 볼트 합부에서 하 방향 연단

거리가 30~60mm인 실험체의 경우 면외변형이 발생하

다(그림 5(b)~5(e),그림 6(b)~6(e)).실험체 L1T3

H50E30,L1T3H50E36,L3T3H50E30,L3T3H50E

48과 L3T3H50E60의 경우 인장 단과 종 단 단이 동반

된 블록 단 단이 발생하 지만,L1T3H50E48,L1T3H5

0E60 L3T3H50E36의 경우,하 직각 연단거리 방향으

로 볼트구멍의 끝과 연단측의 순단면인장 단과 면외변형을

동반한 블록 단 단과 유사한 단양상을 보 다.이것은,

볼트 합된 두께의 직각방향으로 과도한 면외변형으로 하

방향의 종 단 단까지 진 되지 않고,종국상태에 도달된

것으로 단된다.즉,앵 볼트 합부에서 면외변형의 발생

으로 종국 단형상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볼트 합부에 한 5.1 의 행설계기 에서

블록 단내력 산정식은 하 방향 연단거리(e)가 증가 함에 따

라 내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그러나,실험결

과의 최내내력(Pue)에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행 1

열의 볼트배열의 경우,연단거리가 36mm인 실험체 L1T3

H50E36의 최 내력 80.75kN으로 나타났으나,하 방향 연

단거리가 더 큰 60mm인 실험체 L1T3H50E60의 최 내력

은 82.91kN로 연단거리의 증가폭에 비해 최 내력에 있어

서 큰 상승폭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1행 2열의 볼트배열

에서는 면외변형이 발생한 실험체의 경우 면외변형이 발생하

지 않은 실험체 L3T3H50E24의 최 내력(122.11kN)보다

오히려 낮은 최 내력(111.92~119.56kN)이 찰되었다.

하 방향 연단거리(e)가 증가함에 따라 합부의 내력상승

정도를 찰하기 해서,각 실험체의 평 두께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이하므로,최소연단거리의 실험체의 평 두

께를 기 으로 하여 보정된 내력값(PueC)을 계산하고 표 3

에 정리하 다.동일 볼트배열의 합부에서 하 방향 연단거

리가 가장 작은 합부의 실험 최 내력(PueCmin)과 면외

변형이 발생한 합부 에서 최소 하 방향 연단거리를 갖

는 합부의 최 내력(PueCcurl)에 한 최 내력비를 각각

PueC/PueCmin,PueC/PueCcurl로 표시한다.

면외변형이 발생한 실험체 최소연단거리 30mm인 실험

체(L1T3H50E30,L3T3H50E30)로 기 화한 최 내력비

(PueC/PueCcurl)는 1행 1열의 경우 1.00~1.14,1행 2열

의 경우 1.00~1.07로 나타났다.이미 언 한바와 같이 면외

변형 발생으로 하 방향 연단거리가 증가해도 합부의 최

내력에 있어서 큰 증가폭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앵 볼트 합부에서 L1T3H50E24를 제

외하고 모든 합부에서 형 인 블록 단 단이 발생할 것이

라는 측과는 달리 면외변형의 발생으로 종 단 단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블록 단 단과 유사한 형태의 단으로 종

국상태가결정되었으며 최 내력을 감소시킨것을 알 수있다.

단 단

(a)L1T3H50E24

단 단

인장 단

면외변형

(b)L1T3H50E30

단 단

인장 단

면외변형

(c)L1T3H50E36

인장 단

면외변형

(d)L1T3H50E48

인장 단

면외변형

(e)L1T3H50E60

그림 5.1행 1열 종국 단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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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단

단 단

(a)L3T3H50E24

인장 단

단 단

면외변형

(b)L3T3H50E30

인장 단

면외변형

(c)L3T3H50E36

단 단

인장 단

면외변형

(d)L3T3H50E48

인장 단

단 단

면외변형

(e)L3T3H50E60

그림 6.1행 2열 종국 단형태

기존박 스테인 스강(김태수등,2010) 탄소강의평

볼트 합부(김태수등,2009)에 한연구에서평 두께가얇

거나 하 방향 는 하 직각방향 연단거리가 긴 일면 단

평 볼트 합부에서 면외변형(Curling)이 발생하여 일시 인

내력 하가 발생하거나 면외변형의 발생·진 과 함께 최 내

력 에 도달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졌다.본 연구에서는

평 볼트 합부가 아닌 앵 볼트 합부에 한 실험을 수행하

고,그 결과,평 볼트 합부와 유사하게 연단거리가 비교

긴 경우 면외변형이 발생하 고,발생한 면외변형이 내력

하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7은 볼트

배열에 따른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진 하 -변 곡선을 나타내

고,그림 8과 그림 9는 그림 4(b)에서 나타낸 치에 부착

한 스트 인 게이지로부터 측정된 하 방향 연단부분의 면외

변형 향부(SG3),인장 단 측부(SG1) 단 단

측부(SG2)의 변형도 양상을 나타냈다.

표 3.실험결과 최 내력과 면외변형

실험체명

최

내력

Pue

[kN]

단

모드

면외

변형

두께

보정

α=

te/tEmin

내력보정

PueC=

Pue*α

[kN]

보정최

내력비

PueC/

PueCmin

PueC/

PueCcurl

(E30)

L1T3H50E24 65.56 E - 1.00 65.56 1.00 -

L1T3H50E30 76.93 BS ○ 0.95 73.35 1.12 1.00

L1T3H50E36 80.75 BS ○ 0.99 80.23 1.22 1.09

L1T3H50E48 76.83 BS ○ 1.01 77.84 1.19 1.06

L1T3H50E60 82.91 BS ○ 1.01 83.73 1.28 1.14

L3T3H50E24122.11 BS - 1.00 122.11 1.00 -

L3T3H50E30119.56 BS ○ 0.89 106.48 0.87 1.00

L3T3H50E36116.42 BS ○ 0.93 107.73 0.88 1.01

L3T3H50E48111.92 BS ○ 0.95 105.97 0.87 1.00

L3T3H50E60113.19 BS ○ 1.01 113.99 0.93 1.07

1행 1열의 경우,종 단 단된 실험체L1T3H50E24를 제

외하고 모든 합부에서 기에 면외변형이 발생하 고,면외

변형이 진 됨에 따라 그림 7(a)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강

제변 20mm를 지나 일시 으로 내력이 하한 후,다시

내력이 상승하거나 내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고,그 이

후 하 직각방향의 인장 단이 발생하면서 실험이 종료되었

다(그림 5).1행 2열의 경우,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하

방향 연단거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면외변형의 발생·진

으로 인하여 그림 7(b)의 하 -변 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내력이 오히려 감소되었고,곡선의 기울기인 강성도 면외

변형의 향으로 하 방향 연단거리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그림 8은 하 작용에 따른 볼트지압에 의해 발생되는 국부

좌굴의 형태인 면외변형의 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상되는

그림 4(b)에 표시한 스트 인 게이지,SG3로 부터 측정된

변형도를 나타낸다.1행 1열인 경우는 연단거리(e)36mm

이상,1행 2열의 경우는 30mm이상의 합부에 부착하 다.

면외변형이 없는 일반 인 볼트 합부에서는 게이지가 부착

된 치가 상기한 바와같이 볼트의 지압에 의해 하 이 증가

함에 따라 압축변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측할 수있다.그러나,면외변형이 발생한 1행 1열의 실험체

에서는 그림 8(a)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강제변 가 증가

함에 따라 압축변형도(-값)가 계속 증가하다가 면외변형에

의한 내력 하 향을 받는 강제변 20mm를 통과해서는

압축변형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압축변형도의 값

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1행 2열의 실험체에서도 면외변

형의 향을 받은 실험체 가장 작은 연단거리를 갖는

L3T3H50E30(e=30mm)에서는 1행 1열의 합부와 동일

한 양상(강제변 15mm를 지나서 압축변형도가 감소)을 보

다.그리고,연단거리가 36mm이상인 합부에서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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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에서 보는 바와 같이,강제변 가 증가됨에 따라 기에

는 약 10mm까지는 볼트에 의한 지압작용에 의해 압축변형

도(-값)가 증가 하 지만,그 이후에는 면외변형의 진 에 의

해 압축변형도가 감소되어 약 17mm를 지나서는 인장변형도

(+값)로 환되는 양상을 보 다.이와 같은 상은 볼트의

지압에 의해 압축변형도가 발생하다가 국부좌굴의 일종인 면

외변형으로 하 방향 연단부분이 들리면서,압축변형도의 풀

림 는 면외변형이 진행된 방향에서 하 직각방향의 인장응

력이 커져서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한,1행 1열에서는 면외변형에 의해 일시 인 내력 하

상이 하 -변 곡선상(그림 7(a))에서 찰되었지만,1행

2열 볼트 합부에서는 1열 배열보다 2열 배열에 의한 하

분담의 안 성으로 하 -변 곡선상에서 일시 인 내력 하

는 찰되지 않았고 면외변형의 발생·진 과 함께 체 으로

강성과 내력이 하된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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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하 -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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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면외변형의 향부의 변형도(SG3)

그림 9에서는 1행 2열 볼트 합부 실험체의 인장 단과

단 단부에서 측정된 변형도 분포이며,면외변형에 의한 향

이 하 방향 연단부보다 상 으로 은 치에서 측정되었

기 때문에,강제변 가 증가함에 따라 변형도도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그리고 동일 강제변 를 기 으로 했을 때,

두 (SG1,SG2)에서 측정된 변형도는 연단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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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인장, 단 단부의 변형도 (1행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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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기 식 이론에 의한 내력고찰

열간압연 는 냉간성형강의 볼트 합부의 최 내력(Put)

에 해 한국강구조학회 KSSC(2009),일본건축학회 AIJ

(2002),미국철강 회 NAS(2007),미국토목학회 SEI/

ASCE8-02(2002)에서는 아래와 같은 설계내력식이 규정되

어 있고,이로부터 계산된 실험결과의 최종 단형태와 동일한

단형태의 내력()과 실험결과 얻어진 최 내력()과

비교하여 행 기 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면외변형이 내력

에 미치는 향에 해 고찰한다.본 앵 볼트 합부의 실험

결과로 나타난 단형태는 표 3에서 알수 있듯이,종 단

단과 블록 단 단이며,각 기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

만,종 단 단과 지압 단의 경우는 하 방향 연단거리에 좌

우되는 단형태로 별도의 식이나 동일식에 의해 규정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기 기 식에서 순단면 단을 제외한 모든

식을 정리하 다.

5.1설계 기 식

5.1.1KSSC(2009);열간압연 탄소강

KSSC(2009)기 에서는 식(1),(2)과 같이 종 단 단

과 지압 단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a)종 단 단(Shear-outfracture,S)

볼트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될 경우,

  ≤  (1)

볼트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되지 않을 경우,

   ≤  (2)

여기서,:하 방향 순간격,구멍의 끝과 피 합재의 끝

는 인 구멍의끝까지의 거리()임  

(b)지압 단(Bearingfracture,B)

볼트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될 경우,

   (3)

볼트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되지 않을 경우,

   (4)

(c)블록 단 단(Blockshearfracture,BS)

 ≥  일때,
(5)

    

   일때,
(6)

    

여기서,Ant는 인장 항 순단면 ,Agt는 인장 항 총단

면 ,Agv는 단 항 총단면 ,Anv는 단 항 순단면

(그림 10).σy는 모재의 항복강도이다.

ⓐ ⓑ

ⓒ

ⓓ

Lineⓐ:Ant

Lineⓑ:Agt

Lineⓒ:Agv

Lineⓓ:Anv

그림 10.블록 단 단의 단단면 산정선( :1행 2열)

5.1.2AIJ(2002);열간압연 탄소강

일본건축학회 기 에서 종 단 단과 지압 단은 별도구분

하지 않고,식(7)의 단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a)종 단 단,지압 단

  ⋅⋅ (7)

여기서,   , : 두께임.단,AIJ기 에서

연단거리가 두께의 13배를 과하는 경우 최 연단거리

()는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는 하 방향 볼트 간

심간격이다.

(b)블록 단 단

     ∙  (8)

5.1.3AISINAS(2007);냉간성형 탄소강

(a)종 단 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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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b)지압 단

볼트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되지 않을 경우,

   (10)

볼트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될 경우,

    (11)

여기서,(수정계수)=1.0(양면에 와서 두개 사용한

일면 단 합),C(지압계수,  )=3.0,(단 변

환계수,SI단 ):0.0394

(c)블록 단 단 :다음 최소값 사용

     (12)

     (13)

5.1.4SEI/ASCE(2002);냉간성형 스테인 스강

SEI/ASCE기 에서는 블록 단 단 내력에 한 별도규정

이 없으므로 종 단 단에 해서만 검토하 다.

(a)종 단 단

  ⋅⋅ (14)

여기서,    

(b)지압 단

일면 단 볼트 합부,

   (15)

이면 단 볼트 합부,

   (16)

5.2최 내력비교

5.1 에서 정리한 각국의 설계기 식 표 3의 실험결과

와 동일한 단형태에 상응하는 내력식에 표 2의 재료시험결

과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용해 얻은 내력

()과 실험결과의 최 내력()을 비교한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정리하 다.KSSC와 AISINAS기 식의 종 단

단과 지압 단내력은 볼트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되지 않

을 경우를 상으로 산정하 다.SEI/ASCE기 에 의한 종

단 단내력산정에 있어서 특히,L1T3H50E24 합부에서만

종 단 단이 발생하 고,단일볼트인 경우 볼트 심간 거리가

존재하지 않고 식(14)의 내력식은 AIJ의 내력식 (7)과 동일

한 값을 나타내므로 표 4,5에서 별도 언 을 하지 않았다.

블록 단 단선을 참조하기 해 표 4에 행 기 식에

의한 실험결과와 동일 단형태의 최 내력과 내력결정식을

기재하 다.식(5),식(8)와 식(12)의 단경로는 순단면 인

장 단 는 항복(그림 10의 Lineⓐ)과 총단면 단 단

는 항복(그림 10의 Lineⓒ)의 조합이며 그림 11의 상부측의

단선이며 실험결과의 단경로와 일치한다.그러나 식(6)

의 단경로는 총단면 인장 단 는 항복(그림 10의 Line

ⓑ)과 순단면 단 단 는 항복(그림 10의 Lineⓓ)의 조

합으로실험결과의 단선과일치하지않으며, 한식(6)의

측,즉 단부분에서 먼 단이 발생하고 이후에 인장 단면

부분이 항복되는 단순서는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순단면 인장

단에의해최 내력이결정되는 단메카니즘과상이하다.

표 4.실험결과와 동일한 단형태에 있어서 행설계기 의 최 내력

실험체명

행기 내력,Put

[kN]
실험

KSSC AIJ
AISI

NAS

최종 단

형태

최 내력

Pue

[kN]
L1T3H50E24 58.49 53.48 53.48 E 65.56

L1T3H50E30
57.82

식(5)

77.36

식(8)

57.82

식(12)
BS 76.93

L1T3H50E36
59.01

식(5)

81.55

식(8)

59.01

식(12)
BS 80.75

L1T3H50E48
74.88

식(6)

92.79

식(8)

63.30

식(12)
BS 76.83

L1T3H50E60
91.85

식(6)

108.63

식(8)

71.67

식(12)
BS 82.91

L3T3H50E24
70.03

식(6)

102.09

식(8)

67.46

식(12)
BS 122.11

L3T3H50E30
86.48

식(6)

120.21

식(8)

77.44

식(12)
BS 119.56

L3T3H50E36
90.55

식(6)

120.40

식(8)

75.49

식(12)
BS 116.42

L3T3H50E48
105.13

식(6)

133.20

식(8)

81.99

식(12)
BS 111.92

L3T3H50E60
113.65

식(6)

137.57

식(8)

82.55

식(12)
BS 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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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형태가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실험체에 한 KSSC기 과

AISINAS기 에의해서는표5에서와같이 합부의최 내력

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55~0.89).

이것은 최 내력시 에서 종 단부분의 단내력산정시,총

단단면부분의 응력상태를 재료의 항복강도()로 가정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IJ기 에서는 식(8)에서와 같이 블록 단의 순단면 인장

단과 총단면 단 단으로 최 내력을 산정하고 있으며,그

림 5,그림 6 그림 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면외변형의

발생으로 종 단 단이 단면에 걸쳐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문에 단 총단면이 유효한 것으로 내력을 산정

한AIJ기 에 의해서는 최 내력을 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31).따라서,면외변형에 의

한 향과 단경로를 고려한 내력평가식을 제안해볼 필요가

있다.

표 5.실험최 내력과 행 설계기 최 내력 비교

실험체명

실험

면외변형

발생여부

Put/Pue

KSSC AIJ
AISI,

NAS

L1T3H50E24 - 0.89 0.82 0.82

L1T3H50E30 ○ 0.75 1.01 0.75

L1T3H50E36 ○ 0.73 1.01 0.73

L1T3H50E48 ○ 0.97 1.21 0.82

L1T3H50E60 ○ 1.11 1.31 0.86

평균 0.89 1.07 0.80

변동계수 0.18 0.18 0.07

L3T3H50E24 - 0.57 0.84 0.55

L3T3H50E30 ○ 0.72 1.01 0.65

L3T3H50E36 ○ 0.78 1.03 0.65

L3T3H50E48 ○ 0.94 1.19 0.73

L3T3H50E60 ○ 1.00 1.22 0.73

평균 0.80 1.06 0.66

변동계수 0.21 0.15 0.11

(a)1행 1열(e=30mm) (b)1행 2열(e=30mm)

그림 11.실험결과의 블록 단 단 경로

5.3내력평가식 제안

본 에서는 5.2 에서 행 기 식에 의한 최 내력과

실험결과의 최 내력을 비교해보았고,KSSC와 AISI기 에

서는 블록 단 단내력에 해서 인장 단 단선의 경로

가 일치하지 않았고 최 내력 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기 때문에,실제 단 경로,순서 면외변형에 의한

향을 고려한 내력평가식을 제안하고자 한다.면외변형을 동반

한 블록 단형 단이 발생하 을 경우,하 직각방향 인장

단후 단 단내력 산정에 필요한 하 방향 유효연단거리 등

을 실험결과로부터 평가하 다.1행 1열의 경우 연단거리

30mm이상의 합부에서 면외변형이 발생·진 되었고,실험

결과의 최 내력측면에서 볼 때 그 이상 연단거리가 증가해

도 내력은 증가하지 않았다.그리고,1행 2열의 경우도 순단

면 인장 단과 볼트간 단 단은 부분 실험체에서 찰되

었으므로 두 부분에 해서서는 측 단단면이 부 유효

한 것으로 가정하 고,하 방향 연단부분에서는 연단거리

30mm이상의 합부에서는 연단거리가 증가해도 내력상승이

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5.1.2 의 AIJ기 에서 언 한 연

단거리 제한치(e=13t)개념을 용하여 10t로 가정하 고,

식 (17),(18)과 같이 면외변형의 향을 받는 앵 볼트

합부에 해 내력식을 제안했다.

1행 1열

     

    

(17)

1행 2열

       (18)

여기서,   

면외변형이 발생한 연단거리 30mm이상의 합부에 해

서 상기식에 의해 측된 블록 단 내력()과 실험결과의

최 내력()을 비교해 본 결과를 표 6에 정리하 다.실

험 최 내력에 한 제안식 최 내력비()는 평균

0.97로 나타났고 표 5의 내력비보다 측정도가 개선된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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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실험최 내력과 제안 내력평가식의 최 내력 비교

실험체명

제안 블록 단 단

평가식
실험

최 내력

Put

[kN]

Put/Pue
최종 단

형태

최 내력

Pue

[kN]

L1T3H50E30 77.36 1.01 BS 76.93

L1T3H50E36 74.81 0.93 BS 80.75

L1T3H50E48 72.96 0.95 BS 76.83

L1T3H50E60 75.48 0.91 BS 82.91

L3T3H50E30 120.21 1.01 BS 119.56

L3T3H50E36 113.69 0.98 BS 116.42

L3T3H50E48 113.20 1.01 BS 111.92

L3T3H50E60 106.72 0.94 BS 113.19

평균 0.97

변동계수 0.041

6.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스강 앵 볼트 합

부의 최 내력과 단양상을 악하기 해 1행 1열,1행 2

열의 볼트배열과 하 방향 연단거리를 주요 변수로 하는 실

험체를 제작하여 단순인장실험을 수행하 다.그 결과,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박 평 볼트 합부의 실험 해석결과와 동일하게

앵 볼트 합부에서도 하 방향 연단거리가 비교

긴 경우 면외변형이 발생하 고,발생한 면외변형은

앵 볼트 합부의 내력을 하시키고, 형 인 블록

단 단양상과 변형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2)최 내력 측면에서 1행 1열 볼트배열의 경우,하 방

향 연단거리가 30mm이상의 실험체에서 면외변형이

발생하 고,면외변형이 진 됨에 따라 일시 으로 내

력이 하한 후,다시 내력이 상승하거나 내력이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행 2열 볼트배열의 경우에

면외변형이 발생한 실험체의 최 내력은 하 방향 연

단거리가 증가하여도 내력상승은 찰되지 않았고,오

히려 내력이 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하 -변 곡

선상에서 연단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면외변형정도가

심화되어 강성 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종국 단형태로는 하 방향 연단거리가 가장 짧고 면

외변형이 측되지 않은 실험체의 경우 1행 1열 볼트

배열에서는 종 단 단,1행 2열에서는 형 인 블

록 단 단이 찰되었다.하 방향 연단거리 30mm

이상의 실험체의 경우는 볼트에 의한 지압작용으로

면외변형의 발생·진 과 함께 하 직각방향의 인장

단과 단 단이 동반되거나 단 단이 진행되지 못

한 유사형태의 블록 단 단이 발생하 다.

(4) 행 기 식 KSSC,AIJ AISINAS에 의한 합

부의 내력평가 결과,KSSC와 AISINAS에 의해서

는 실험결과와 상이한 단경로와 응력메카니즘이

측되었고,이로 인해 최 내력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AIJ에 의해서는 실험결과의 순단면 인장

단과 총단면 단 단의 블록 단 단과 동일한 형태

의 단경로를 나타냈지만,면외변형에 의한 내력 하

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 내력을 과 평가했다.

(5)하 방향 연단거리가 30mm이상인 앵 합부( 두

께 3.0mm,볼트직경 12mm,최 연단거리 60mm)

에 해서는 단순서와 볼트지압에 의한 면외변형

발생을 고려하여 연단거리 제한치를 갖는 수정내력식

을 제안했고,실험결과의 최 내력과 비교해본결과 내

력 측 정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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