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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or요소를 이용한 이트 거더 볼트이음부의 해석

AnalysisofBoltedJointsforPlateGirderusingConnector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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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이트 거더 상세부 설계에서 가장 주요요소가 되는 볼트 이음부에 한 구조거동을 해석 으로 검토하 다. 한,

비선형 유한요소 로그램인 ABAQUS의 Connector요소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볼트의 거동을 표 하는 수치해석방법을 제안하고,선행 연구의

실험을 토 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이음부의 치에 따라 달라지는 작용력의 향을 검토하기 하여,서로

다른 치의 모델을 3가지로 선정하고,각각의 모델에 하여 다양한 설계변수(이음 의 단면 ,이음 의 강종,볼트의 강종)에 따른 거동을

비교·분석하 다.설계 변수에 한 구조물의 모멘트-변 계를 도출하여,각 설계 변수가 구조물의 극한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힘

의 크기에 따른 향을 비교하 다.

ABSTRACT：Inthisstudy,structuralbehaviorofboltedjointswhichwereimportantelementsinplategirderdesignwasanalyzedusing

commercialFEanalysisprogram.Also,thenumericalanalysismethodthatsimplyshowedbehaviorofboltswasproposedusingthe

connectorelementofABAQUS,nonlinearFEprogram.Numericalanalysiswasconductedtoverifytheproposednumericalanalysismethod

onthebasisoftheexperimentofpreviousstudy.Inordertoinvestigateeffectsofactionforcewhichwaschangedbylocationsofthe

boltedjoints,thethreedifferentmodelsweredevelopedbythelocationsoftheboltedjointsandbehaviorfortheeachmodelwascompared

andanalyzedbyvariousdesignparameters(areaofspliceplates,stiffnessofspliceplates,andstiffnessofbolts).The

moment-displacementrelationsofstructuresforthevariousdesignparameterswereinvestigatedtoanalyzeeffectsofeachparameterin

ultimatebehaviorofthestructures.Also,theeffectsofeachparameterwerecomparedbyforce.

핵 심 용 어 : 이트 거더,유한요소해석,고장력 볼트 이음부,Connector요소

KEYWORDS:plategirder,finiteelementanalysis,jointsofhightensionbolts,Connectorelement

                                                                                                                        

1.서 론

최근 산업화의 진 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 구조물이 거

화,장 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이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

과 비교하여 상 으로 자 이 작고 강성이 큰 강구조물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이러한 강구조물은 콘크리트와 달리 부

재와 부재간의 연결에 의해 이루어지며,부재의 연결의 방법

으로는 크게 용 에 의한 연결과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

로 사용되고 있다.

용 에 의한 연결은 공장용 과 장용 으로 나 수 있으

며, 자는 용 설비의 자동화와 작업조건 등의 평균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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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품질에 한 신뢰성이 확보되나,후자의 경우 기능공의 숙

련도,용 조건,용 설비 등에 따라 연결부의 품질에 한

신뢰성이 상 으로 떨어지므로 공장용 의 약 90% 수 만

을 인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2005).이런 이유로 용 이음

보다는 볼트이음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볼트 연결의 경우

품질 리가 비교 용이한 고장력 볼트의 연결이 주로 사용

되어 지고 있다.4)

이러한 고장력 볼트 이음부에 한 연구는 사용이 증가

함에 따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인장력이 작용하는

고장력 볼트 이음부의 거동을 규명(이승용,1998;김동

조,2002)하는 연구들이 부분을 차지하 고,압축력 하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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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트의 거동을 분석하는 연구(한진희,2007)도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나 휨과 단력을 받는 고장력 볼트 이음부에 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실제 강교량의 고장력 볼트 이음부는

휨 모멘트와 단력이 지배 으로 작용하므로,이에 한 신

뢰성 있는 자료가 으로 필요하다. 한,기존의 유한요

소해석을 통한 고장력 볼트 이음부의 연구(장동일,1997;

김동조,2002;김동 외,2005;한진희,2007))들은 볼트

를 제원 로 모델링하여 볼트의 거동을 구 하 다.그러나

이러한 수치해석방법은 볼트 갯수가 은 비교 간단한 이

음부에서는 용이 용이하나, 이트 거더교의 이음부와 같

이 다수의 볼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해석의 수렴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 이 야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볼트이음부의 거동에 한 상세 검토를

하여상용유한요소해석 로그램ABAQUS에서의Connector

요소를 사용하여 볼트이음부의 해석방법을 제안하고,선행논문

의실험결과와의비교를통하여타당성을검토하 다.

한 향후 합리 인 이음부 설계법의 제안을 하여 휨 모

멘트와 단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3종류의 해석 모델에 한

볼트이음부의 주요 설계 변수가 되는 이음 의 단면 과 강

종 그리고 볼트 강종에 따른 향을 검토하 다.

2.볼트 이음부의 해석 모델

2.1볼트의 모델화

기존의 연구들은 실제 볼트를 모델링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다.이런 수치해석방법은 볼트수가 이트 거더교

의 이음부와 같이 볼트의 개수가 많은 구조물에 용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해석의 수렴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로그램 ABAQUS내

에서 실제 볼트를 모델링하지 않고, 간의 간단한 연결로

볼트의 거동을 표 하는 Connector요소를 사용하 다.

(a)실제 볼트의 용

(b)Connector요소의 용

그림 1.고장력 볼트의 Connector요소 개념도

그림 2.Connector요소의 다양한 거동

Connector요소는 물리 메커니즘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연결부를 유한요소 로그램 내에서 간단하게 구 하는 요소

로서,볼트가 치하고 있는 부분의 과 을 연결함으

로 볼트를 효과 으로 구 할 수 있다.

그림 1은 Connector요소를 사용한 고장력 볼트의 개념도

이며,그림 2는 Connector요소의 다양한 거동을 나타낸다.

Connector요소의 선형 탄성 거동은 식 (1)에 의하여 정

의되며,이 식을 통하여 볼트의 강성을 도출하 다.

                         (1)

여기서, :번째 방향의 상 변 를 발생시키는 힘

 :번째 방향의 Connector요소의 변 나 회

Connector요소의 소성 거동은 재료특성 입력과 유사하

나,응력-변형률 (-) 계가 아닌 볼트의 힘-상 변

(F-u) 계로 정의된다.이때 볼트의 힘-상 변 계는 재

료시험에 의해 결정되어지며,시험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기

존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어진 AISC코드에 명시된

식 (2)를 이용한다.그림 3은 식 (2)를 사용하여 구한 볼트

의 힘-변 계를 나타낸다.실제 볼트의 경우 종 방향으로

항복이후,그림 3처럼 변 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괴가 되나,본 연구에서는 볼트의 극한거동이 목 이 아니므

로,아래의 그래 와 같이 입력하 다.

 
 ∆                     (2)

여기서    

∆ :볼트의 상 변 ()

 :볼트의 인장강도()

 :볼트의 단면 ()

 : 단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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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F10T볼트의 힘 -변 계

한 이음 과 모재의 마찰면은 기존의 해석방법과 동일하

게 마찰면을 설정하여 마찰계수 0.4를 용한다.다만 볼트

헤드부와 이음 사이의 마찰은 따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Connector요소 내에 Friction거동의 사용하여 마찰 합을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2.2볼트이음부의 해석방법

Connector요소를 사용한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선행논문에서 실시한 실험을 기 으로 해석을 실시하

여 결과를 비교하 다.

볼트의 미끄러짐 거동에 한 검토는 선행논문인 이창원(

2003)가 실시한 인장실험과 동일한 단면의 해석모델을 만들

어 비교하 다.그림 4는 선행논문에서 실시한 인장실험의

모델이며,그림 5는 해석모델의 형상이다.

그림 5(b)는 해석 모델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볼트가

치해 있는 곳에 선으로 표시된 Connector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ABAQUS내에서 Connector요소의

용 형상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Connector요소를 이용한

해석 모델 외에도,볼트를 실제 모델링한 솔리드 모델도 제작

하여 해석 타당성 검증에 이용하 다.해석과 실험의 결과

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a).정면도

(b).측면도

그림 4.실험 모델 형상

(a).정면도

(b).측면도

그림 5.해석 모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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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인장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그림 6을 통하여 Connector요소는 탄성 역과 미끄러짐

거동을 표 해 낼 수 있으며,실험결과와도 유사한 값을 보임

을 알 수 있다.다만,마찰이음에서 미끄러짐이 일어난 후 지

압이음 상태로 간 뒤에는 Solid요소보다 값이 크게 나왔다.

이는 Connector요소를 이용할 경우 볼트 구멍이 없으므로,

유효 단면 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Connector요소는 볼트의 미끄러짐 거동을 표 할 수는 있으

나,극한거동을 보여줘야 하는 인장 실험 등에 용되기 해

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될 휨 거동에 한 타당성 검토는 선행

논문인 秋山寿行(1996)가 실시한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 다.

실험체의 단면제원과 동일하게 해석모델을 만들고,재료시험

을 통해 얻은 결과를 사용하여 강재의 재료특성을 입력하

다.실험과 해석의 결과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그림의 x축

은 이트 거더 앙부의 최하지 의 변 를 측정한 것이

며,y축은 표 1에 나타난 항복모멘트 My의 값으로 모멘트

값을 나 무차원 값으로 표 되었다

그림 7을 살펴보면,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방법과 실험의

탄성부분은 기울기가 거의 일치하며,항복하는 지 의 변 도

일치하는 형상을 보 다.실험 해석에서 나온 항복모멘트

()의 값은 표 1과 같으며,이들의 오차는 2.5%내외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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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함을 알 수 있다.이는 휨 거동의 경우,부재가 먼 항복

함에 따라 연결부가 극한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본 해석방법이 휨을 받는 이음부의 거동을 표

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단된다.

Testresultmodel Connectormodel

∙ ∙

표 1.실험 해석의 항복 모멘트()

0

0.2

0.4

0.6

0.8

1

1.2

0 4 8 12 16 20 24

Displacement (mm)

M
/M

y

Test result model
Connector model

그림 7.휨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3.이음부 강도에 한 설계 변수의 향

3.1해석 모델의 제원

연구에 사용된 강재는 SM490Y이고,고장력 볼트는 F10T

M20을 사용하 다.부재의 칭성을 고려하여 체모델의

1/2만 모델링 하 다.그림 8은 본 해석모델의 이해를 돕기

한 그림이며,변 와 하 의 측정 지 을 보여 다.A 에

서 하 을 받으며, B에서 거더의 변 를 측정하고, C

는 거더의 지 을 나타낸다.해석 모델은 휨과 단력이 이음

부의 강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그림 9와 같이

동일한 거더에 이음부의 치가 다른 3개의 모델을 만들었

다.이를 해석상에 구 한 모습은 그림 10과 같으며,이를

통해 모델마다 다른 이음부의 치를 한 에 확인 할 수 있

다.각 이음부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는 해석모델의 앙이 허용 휨 응력에 도달했을 때를 기

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8.거더의 하 변 측정 지

그림 9.해석모델(HalfModel)의 단면제원

(a)Model1 (b)Model2

(c)Model3

그림 10.해석모델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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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단응력
()

작용 휨응력
()

단응력 :
휨 응력

Model1
0MPa
(0%)

210MPa
(100%)

0:1

Model2
35MPa
(29.8%)

125.16MPa
(59.6%)

1:2

Model3
35MPa
(29.8%)

31.32MPa
(14.9%)

2:1

표 2.해석 모델의 작용 응력

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휨과 단

력을 받는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설계변수에 한 향을 분

석하 다.는 이음 의 필요단면 으로 표 2의 응력을

기 으로 도로교 설계기 에 거하여 계산하 으며,설계 변

수는 표 3과 같다.

Model

() 

 이음
강종

볼트
강종

Model1

U-flg 52.20

0.4
0.6
0.8
1.0
1.2

SS400
SM 490
SM 490Y
SM 570

F8T
F10T
F13T

Web 121.5

L-flg 52.20

Model2

U-flg 31.32

Web 85.05

L-flg 31.32

Model3

U-flg 7.95

Web 56.07

L-flg 7.95

표 3.해석 모델의 응력 제원

3.2이음 의 단면 에 한 향

이음 의 단면 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

기 하여 이음 의 단면 을 변화시키며 해석하 고,그 결

과를 그림 11,그림 12 그림 13과 같다.y축은 각 모델

의 해석 시 발생한 최 모멘트와 이론식에 의한 항복모멘트

비 이며,이때 해석모델의 항복모멘트는 이론 으로

계산된 297를 사용하 다.

그림 11은 상부 랜지 이음 의 단면 비 ( )변화

에 따른 해석모델의 강도특성을 비교 한 것이다.여기서 나타

낸 바와 같이 휨응력이 지배 인 Model1과 Model2에서

는 단면 비가 작을수록 강도가 크게 감소하게 되며, 단력

이 우세한 Model3에서는 그 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Model1과 Model2에서는 상부 랜지 이음

의 단면 이  =1.0이하일 때,항복 모멘트 이후

모멘트 값이 떨어지는 형상을 보 다.이러한 원인은 상부

랜지의 경우 압축력에 의하여 이음부에서 좌굴이 발생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12는 하부 랜지의 단면 비에 따른 향을 검토한

것이다.휨 응력만이 작용하는 Model1의 경우 상부 랜지

이음 과 거의 동일한 거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휨 응력

과 동시에 단 응력이 작용하는 Model2의 경우에는 상부

랜지 이음부와는 다르게 단면 비가 0.8까지 여도 구조

물 체의 거동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항복 모멘트 이후 모멘트 값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한다는

에서 상부 랜지의 이음 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한 그림 13은 복부 이음 의 단면 비에 따른 거동특성

을 비교한 것이다.Model1의 경우는 단면 비의 변화에 따

른 향이 거의 없었으며,Model2의 경우 필요단면 의

60%까지 여도 거동특성에 한 향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휨 응력에 비하여 단응력이 우세한 Model3의

경우는 랜지 이음 과는 달리 복부 단면 의 변화에 따

라 크게 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부 이음 의 경우는 모든 모델에서 필요단면

을 0.8까지 여도 구조물 체의 거동에는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는 상하 랜지의 이음 에서 복부 의

담하는 휨 모멘트의 일정 부분을 부담했기 때문에 복부

이음 의 단면 에 따른 향이 미비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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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상부 랜지 이음 의 단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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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하부 랜지 이음 의 단면 변화



황원섭․민선 ․김희주

372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3호(통권 112호)2011년 6월

0

0.2

0.4

0.6

0.8

1

1.2

1.4

0.2 0.4 0.6 0.8 1 1.2 1.4

As/(As)req

M
/M

y

Model 1

Model 2

Model 3

그림 13.복부 이음 의 단면 변화

3.3이음 의 강종에 한 향

이음 의 강종이 이음부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모재의 강종을 SM490Y, 이음 의 단면 비를

  =1.0으로 하고,이음 의 강종만을 변화시켰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각각 휨 응력만이 작용하는 Model

1과 휨 응력과 단응력의 비가 2:1인 Model2의 강도 비

()와 거더의 앙 최하단에서의 수직 변 ()와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음

의 강종이 모재의 강종보다 낮을 경우 이음부의 강도는 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6과 같이 단력이 우세한 Model3에서는

이음 의 강종이 SS400일 경우에만 항복모멘트가 작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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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이음 강종에 따른 향 (Mod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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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이음 강종에 따른 향 (Model2)

0

0.3

0.6

0.9

1.2

1.5

0 5 10 15 20 25

Displacement (mm)

M
/M

y

SS400

SM490

SM490Y

SM570

그림 16.이음 강종에 따른 향 (Model3)

그림 17은 Model1에서 이음 의 강종이 SS400일 때,

항복모멘트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단면 비에

하여 검토한 것이다.여기서 나타낸 바와 같이 모재

SM490Y와 동일한 강재의 이음 을 사용할 때보다 단면 을

1.5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때의 1.5

배는 SM490Y의 허용응력과 SS400의 허용응력의 비와 일

치한다.

그림18은Model1의이음 을SM570을사용했을경우에

한 결과이며,모재와 동일한 강재인 SM490Y의 경우보다

이음 의 단면 을 0.8배까지 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때의0.8배는SM570의허용응력과SM490Y의허용응

력의 비와 일치한다.따라서 행 설계기 에서 이음 의 설

계 시 이음 의 강종의 규제 없이 허용응력에 의거하여 설계

하도록 한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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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이음 단면 비에 따른 향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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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이음 단면 비에 따른 향 (SM570)

  

3.4볼트의 강종에 한 향

고장력 볼트의 강종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을 악하기 하

여 볼트를 F13T,F10T,F8T로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

다.이때의 볼트는 F13TM20을 기 으로 설계를 하 다.

이에 한 결과 그래 는 이음부의 최 모멘트와 이론식에

의한 항복모멘트 비 와 거더의 앙 최하단에서의

수직변 와의 계로 나타내었다.

그림 19를 살펴보면 휨 응력이 지배 인 Model1에서 볼트

의 인장강도가 작을수록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13T의 경우는 은 1.13에서 항복하 고,F10T의 경

우는 0.96에서,그리고 F8T의 경우는 0.74에서 항복하 다.

단응력과 휨 응력의 비율이 1:2인 Model2에서는

F13T와 F10T이상의 경우 강도차이가 거의 없으나 F8T의

경우에는 감소한다는 것을 그림 20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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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Model1-볼트의 강종 변화에 따른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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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Model2-볼트의 강종 변화에 따른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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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Model3-볼트의 강종 변화에 따른   곡선

한 그림 21의 Model3에서는 볼트의 강종에 따른 향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 원인은 단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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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인 Model3의 경우 이음부의 작용력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행 설계기 에 따라 설계 된 볼트의 개수가 이음부

에 작용하는 힘에 비해 매우 과 했던 것으로 단된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교량의 볼트 이음부에 한 구조거동을 해

석 으로 검토하 다.기존의 볼트 해석방법보다 간단하게 볼

트의 거동을 표 할 수 있는 Conector요소를 사용한 수치해

석 기법을 제시하 고,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그

리고 제시한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휨응력과 단력이 작용하

는 고장력 볼트 이음부에 한 설계변수(이음 의 단면 ,이

음 의 강종,볼트의 강종)의 향을 악하 다.

한 이음부의 작용력에 따른 설계변수의 향을 비교·분석

하기 하여 이음부의 치를 변화시켜 총 3개의 모델에 한

해석을 진행하 으며,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볼트가 치하고 있는 과 간의 연결을 통하여

볼트의거동을구 하는Connector요소를사용한해석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선행논문에서 실시한 휨을 받

는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에서 산출

된 모멘트-변 곡선을 비교한 결과 기 탄성 거동의

기울기와 항복이 발생하는 변 모멘트가 거의 유사

함으로써제안한Connector요소를사용한볼트의구

방법의타당성을확인하 다.

(2)이음 의단면 이고장력볼트이음부에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3개의 모델에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왔다.

휨모멘트가 지배 으로 작용하는 Model1과 Model2

에서는 상부 랜지 이음 의 단면 에 가장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특히 상부 랜지의 이음 은

 =1.0이하에서항복이후모멘트가떨어지는

상이발생하 다.하부 랜지이음 의단면 은상부

랜지이음 의단면 과유사한거동을나타냈으나항

복이후모멘트값이유지되는거동을보 다.복부이음

의 경우는 단력의 크기와 이음 단면 의 향이

비례하 으나,모든 모델에서 필요단면 을 0.8까지

여도구조물 체의거동에는 향을미치지않았다.

(3)이음 의 강종이 미치는 향은 Model1,Model2,

Model3의 순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이음

의 강종의 변화는 허용응력의 비로 표 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따라서 이음 의 설계 시 강종의 규제

없이 허용응력에 맞춰 설계하도록 규정 된 행 설계

기 은타당하다고생각된다.

(4)볼트강종의경우,이음부의 치는구조물의거동에큰

향을미치지않았으며,작용력 비설계된볼트의총

허용력이가장큰변수인것으로확인되었다.

지 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이음 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에

상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하고 있는 행 설계법이 합

리 이지 않다고 단된다.보다 합리 인 설계로 개선하기

해서는 이음 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에 따라 설계시 주요

부분에 한 비 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향후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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