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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보강 상·하부 ㄱ형강 합부는 ·층 강골조의 시공에 합한 부분강 합부의 한 형태이다.무보강 상·하부 ㄱ형강 합

부의 기회 강성뿐만 아니라 소성휨모멘트 지지능력은 실제 설계 시공에 있어서 매우 요한 인자로 이에 한 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된 무보강 상·하부 ㄱ형강 합부에 한 연구는 기회 강성 소성휨모멘트 지지능력에 향을 미치는 합부의 기하학

형상을 변화시키면서 거동양상을 악하 다.이 연구에서는 AISCLRFDSpec.에서 정의한 TypeA형태 합부의 상부 ㄱ형강의 두께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를 변수로 하여 합부 실험을 수행하여 휨모멘트 지지능력을 악하 고,이를 바탕으로 소성휨모멘트 지지능력 측

을 한 해석모델을 제안하고자 진행하 다.해석모델 용의 타당성은 타 연구자가 수행한 합부 실험결과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입증하 다.

ABSTRACT： Anunstiffenedtopandseatangleconnectionisatypeofpartiallyrestrainedconnectionthatissuitablefor

low-andmedium-risesteelbuildings.Theplasticmomentresistingcapacityofsuchconnectionisneededinpractical

design,inadditiontotheaccuratepredictionoftheinitialrotationalstiffness.Therefore,mostofthestudiesconducted

forthementionedconnectionswereperformedtopredicttheinitialstiffnessandtheplasticmomentresistingcapacity

withvaryinggeometricproperties.Themainparametersofsuchexperimentaltestswerethethicknessandhigh-strength

boltgaugedistanceofAISCLRFD-typeAtopandseatangleconnections.Basedonthetestresults,theanalyticalmodel

wasalsoproposedinthisstudy.Theapplicabilityoftheproposedmodelwasverifiedbycomparingthetestresultsfrom

thisstudywiththoseofotherstudies.

핵 심 용 어 :상·하부 ㄱ형강 합부,소성휨모멘트,소성힌지항복선

KEYWORDS:topandseatangleconnection,plasticmomentcapacity,plastichingeline

                                                                                                                        

1.서 론

상․하부ㄱ형강 합부(topandseatangleconnection)

는부분강 합부(partiallyrestrainedconnection)의한

형태로 ․ 층 강구조 건물에 합하다.Hechtman등

(1947),Altman(1982),Azizinamini등(1985)은 상·하부

ㄱ형강 합부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합부의 단 휨모

멘트지지능력등이ㄱ형강의두께,고력볼트게이지거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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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등에의하여주로 향을받으며,이러한변수들에따라서

다양한 괴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Ahmed등(2001

),5)Komuro 등(2004), Pirmoz(2009), Reinosa(2008),

Yang등(2009,2011)은3차원비선형유한요소해석을수행

하여상․하부ㄱ형강 합부의강성과강도뿐만아니라응력분

포,소성화 과정 등도 추가 으로 악하 고,해석결과를 바

탕으로강성 강도 측을 한해석모델을제안하 다. 한,

Chen(1987),Chen등(1989,1991)과 Faella등(1996,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2년 4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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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0)은상부ㄱ형강 합형태변화에따른 합부의

기회 강성 휨모멘트지지능력 측을 한해석모델을제안

하 다.

이제까지 진행된 보 웨 가 보강되지 않은 AISCLRFD

상․하부 ㄱ형강 TypeA 합부에 한 연구는 Ahmed등

(2011),Komuro등(2004),Kishi등(2009),Yang등

(2011)에 의하여 진행된 실험 해석 연구들이다.

Ahmedetal.은 합부에 발생하는 지 작용 효과의 향을

악하기 하여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합부의 지 작용 효과는 상부 ㄱ형강 두께가 얇고,고력볼

트게이지거리가넓은경우에더크다는것을밝혔다.그러나

Ahmed등(2011)은 지 작용효과를 고려한 정량 인 소성

모멘트 지지능력 측을 한 해석모델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Komuro등(2004)은 무보강 상․하부 ㄱ형강 합부 보

웨 가 복 ㄱ형강으로 보강된 AISCLRFD상․하부 ㄱ형강

TypeA 합부에 한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Komuro등(2004)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복 ㄱ형

강으로 보강된 합부가 무보강 합부보다 강성 강성 측

면에 좀 더 나은 거동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고,유한요

소 해석결과를 합부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제안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이 용하기에 합하다는 것을 입증하 다.그러나

Ahmed등(2004)과 마찬가지로 Komuro등(2004)은 지

작용효과를 고려한 정량 인 소성모멘트 지지능력 측을

한해석모델을제안하지는않았다.

따라서이연구는무보강상․하부ㄱ형강TypeA 합부의

상부ㄱ형강두께 고력볼트게이지거리를변수로선택하여

상부 ㄱ형강에 발생하는 지 작용효과가 소성휨모멘트 지지능

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진행하 다.즉,지 작

용효과가 정량 으로 소성휨모멘트 지지능력에 미치는 향도

반 된 해석모델을 제안하기 하여 진행하 다.이를 하여

5개의무보강상․하부ㄱ형강TypeA 합부실험체를제작

하여T자형 합부실험을수행하 다.

2.상·하부 ㄱ형강 합부에 한 정 실험

2.1상·하ㄱ형강 합부의실험

상·하부 ㄱ형강 합부의 상부 ㄱ형강의 두께 고력볼트 게

이지 거리 변화에 따른 휨모멘트-회 각 계 소성휨모멘트

항능력을 악하기 하여 5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합부

실험을수행하 다.그림1은이연구에서수행한AISCLRFD

설계기 (AISC,2005)TypeA형태상·하부ㄱ형강 합부의

기하학 형상을나타낸다.표1에정리한것과같이상부ㄱ형

강은 L-100x100x7,L-100x100x10,L-100x100x13이고,

하부ㄱ형강은L-100x100x10이다.상부ㄱ형강의고력볼트게

이지거리는45mm,55mm,65mm로선택하 다.

(a)TypeA형태 (b)기하학 형상

그림 1.상·하부 ㄱ형강 합부의 기하학 형상

표 1.상·하부 ㄱ형강 합부 실험체

해석모델명 상부 ㄱ형강 하부 ㄱ형강
게이지 거리

(mm)
ㄱ형강 길이

(mm)

T7-S10-G55 100x100x7100x100x10 55 210

T10-S10-G55100x100x10100x100x10 55 210

T13-S10-G55100x100x13100x100x10 55 210

T7-S10-G45 100x100x7100x100x10 45 210

T7-S10-G65 100x100x7100x100x10 65 210

상·하부ㄱ형강은F10T-M20고력볼트를사용하여165kN

의 장력이 발생하도록 기둥 랜지와 보 상·하부 랜지에 체

결하 다.정 하 은 액 에이터를 사용하여 1.5mm/sec.의

변 제어방식으로가력하 다.하 의가력에따라서발생하

는 변 는 그림 2와 같이 LVDT를 설치하여 측정하 고,상·

하부 ㄱ형강 고력볼트에 생성되는 응력의 변화는 스트 인

게이지를부착하여측정하 다.

(a)LVDT설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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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스트 인 게이지 부착 치

그림 2.LVDT설치 치 스트 인 게이지 부착 치

SS400강재인상·하부ㄱ형강시험편의응력-변형도곡선은

그림3과같고,이를이 곡선모델(bilinearcurvemodel)로

이상화하여회귀분석을수행하 다.표2는회귀분석을통하여

얻은상·하부ㄱ형강시험편의재료 물성값을나타낸다.

그림 3.ㄱ형강 시험편의 응력-변형도 곡선

표 2.상·하부 ㄱ형강 시험편의 재료 물성값







 







305.9 499.0 0.001481 0.2031206,565.7 957.7

2.2상·하부ㄱ형강 합부의휨모멘트-회 각 계곡선

상·하부 ㄱ형강 합부에 하 이 작용하면 기둥 랜지에 연

결된상부ㄱ형강의모서리부분은하부ㄱ형강의임의의 을

심으로 회 운동 하는 형상으로 이격한다.하 이 더욱 증가

하면상부ㄱ형강과고력볼트머리가맞닿는부분 필릿부분

은 응력집 상때문에 항복하기 시작한다.보하부 랜지와

맞닿는하부ㄱ형강도모서리부분에응력집 상이발생하고

이로 인하여항복하기 시작한다.이러한 휨항복의 향으로 최

종 으로그림4에나타난것과같이상·하부ㄱ형강 합부는

괴하 다.각 합부에 사용된 고력볼트는 응력집 에 따른

나사부의 괴와지압 단 단양상은나타나지않았다.

(ⅰ)상부ㄱ형강 (ⅱ)하부ㄱ형강 (ⅲ)고력볼트

(a)T7-S10-G45실험체

(ⅰ)상부 ㄱ형강 (ⅱ)하부 ㄱ형강 (ⅲ)고력볼트

(b)T7-S10-G55실험체

(ⅰ)상부 ㄱ형강 (ⅱ)하부 ㄱ형강 (ⅲ)고력볼트

(c)T7-S10-G65실험체

(ⅰ)상부 ㄱ형강 (ⅱ)하부 ㄱ형강 (ⅲ)고력볼트

(d)T10-S10-G55실험체

(ⅰ)상부 ㄱ형강 (ⅱ)하부 ㄱ형강 (ⅲ)고력볼트

(e)T13-S10-G55실험체

그림 4.휨항복에 의한 합부 실험체의 괴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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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상·하부 ㄱ형강 합부의 상부 ㄱ형강 두께 고

력볼트 게이지 거리의 변화에 따른 휨모멘트-회 각 계 곡

선을 나타낸다.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휨모멘트-회 각

계 곡선은 기에는 곡선의 기울기가 격하나 이모멘트

구간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감소한다. 한, 측한 것과 같이

각 휨모멘트-회 각 계 곡선의 기기울기는 상부 ㄱ형강

의 두께가 증가할 때 증가하거나 혹은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

가 감소할 때 증가한다.

각 합부의 회 강성은 식(1)의 Richard 해석모델

(Richard등,1975;Richard등,1988)을 용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악하 다. 이모멘트 구간 의 휨모멘트

-회 각 계 곡선의 기울기는 합부의 기회 강성에 해당

하며, 이모멘트 구간을 지난 후의 휨모멘트-회 각 계 곡

선의 기울기는 합부의 소성회 강성에 해당한다. 한,참

조모멘트는 합부 모멘트경화 상을 나타내는 구간의 기울기

가 모멘트 축인 y-축과 만나는 편 값을 나타내며,곡선형태

변수는 이모멘트 구간의 실제 모멘트-회 각 곡선과 회귀분

석을 통하여 얻은 이모멘트 구간의 합성을 나타낸다.일

반 으로 회귀분석 결과의 합성은 결정계수(coefficientof

determination) 값이 1.0에 근하면 실제와 동일한

합성을 나타내므로,표 3에 정리한 것과 같이 결정계수

(coefficientofdetermination) 값이 0.99이므로 매우

합하게 회귀분석이 수행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표3에 정리한 것과 같이 각 합부의 기회 강성은고력볼

트 게이지 거리 가 55mm로 일정한 경우,T10-S10-G55

실험체 T13-S10-G55실험체의 기회 강성은 T7-S10-

G55실험체보다 각각 약 43% 86%로 두께가 증가할 때

기회 강성은각각약106% 494%증가하 다.한편,상

부 ㄱ형강의 두께    가 7mm로 일정한 경우,T7-S10-

G55 실험체 T7-S10-G65 실험체의 기회 강성은

T7-S10-G45실험체보다 각각 약 22% 44%로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가 증가할 때 기회 강성은 각각 약 12% 6%

감소하 다.마찬가지로,고력볼트 게이지 거리 가 55mm로

일정한 경우,T10-S10-G55실험체의 참조모멘트는 T7-S10-

G55실험체보다 약 43%로 두께가 증가할 때 참조모멘트는 약

101% 증가하 다.한편,상부 ㄱ형강의 두께    가 7mm

로 일정한 경우, T7-S10-G55 실험체의 참조모멘트는

T7-S10-G45실험체보다 약 22%의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가

증가할때참조모멘트는약25%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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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회 강성

  소성회 강성

  모멘트

  참조모멘트

  곡선형태변수

  회 각      

(a)상부 ㄱ형강의 두께 변화에 따른 휨모멘트-회 각 계 곡선

(b)상부 ㄱ형강의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 변화에 따른

휨모멘트-회 각 계 곡선

(c)T7-S10-G45회귀분석 시

그림 5.각 합부의 휨모멘트-회 각 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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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각 실험체의 회귀분석 결과 얻은 회 강성 값

해석모델명


(kN․m/rad)


(kN․m/rad)


(kN․m)

  

T7-S10-G45 13,497.3 801.5 36.9 1.62 0.99

T7-S10-G55 11,938.6 703.7 27.8 1.47 0.99

T7-S10-G65 10,912.8 842.7 21.3 1.98 0.99

T10-S10-G55 24,664.5 1,050.4 55.8 1.07 0.99

T13-S10-G55 70,913.8 1,753.5 107.8 0.47 0.99

3.소성휨모멘트 항능력 해석모델

3.1소성휨모멘트해석모델

보의 단부에 집 하 이 작용하면 상부 ㄱ형강은 휨모멘트의

향을 받고,기둥 랜지에 고력볼트로 체결된 상부 ㄱ형강

의 다리는 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단력을 받는 것으로

이상화할수있다.상부ㄱ형강의 두께가 비교 얇은 경우에

(a)항복 모멘트 (b)보형태 소성힌지 항복선

그림 6. 합부의 소성모멘트 해석모델

상부ㄱ형강의다리는이러한 단력의 향으로항복하고,휨

항복이후에최종 으로소성화과정을거쳐서 괴한다.

Jaspart(1991),Jaspart등(1991),Jaspart등(1995)

Chen등(1990),Chen등(1992)은 합부의소성모멘트

는휨모멘트-회 각 계곡선의 이모멘트구간내에 치한

소성모멘트 강성경화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부분의 휨모멘트로

정의하 다.그러므로이때에ㄱ형강에는소성힌지가발생한다

고이상화하 다.

이연구에서는상․하부ㄱ형강 합부의소성모멘트는그림

6(b)와같이상부 ㄱ형강의다리에 발생하는소성힌지 항복선

을 근거로 보 항복선 모델을 용하여 구하 다.그림 6(a)와

같이 상부 ㄱ형강 다리의 항복모멘트에 의한 일 방정식은 식

(2)와같이정리할수있다.식(2)의 용에있어서단 길이

당 단력  는 Drucker와 Tresca의 항복이론을 용하면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이때  는 상부 ㄱ형강의 순수

단력으로정의하며식(5)로정리된다.따라서상부ㄱ형강에

발생하는 단력은최종 으로식(6)과같이정리할수있다.

     ․  ․ (2)

 
 



 

  
     (3)

여기서,

   


       (4)

  

 
․  (5)

   
′ ․ ․    (6)

식 (6)의 용에 있어서 ′은 상부 ㄱ형강에 사용된 고

력볼트의 지 작용의 향을 나타내는 변수로 식 (7)과 같다

(Thornton(1985);Thornton(1992);Thornton(1996);

Thornton(1997).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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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8)

  
′
′

(9)

   


(10)

′   


(11)

′   


(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하부 ㄱ형강 합부의 소성모멘

트는 보 하부 랜지에 고력볼트 체결된 하부 ㄱ형강 필릿

부분의 한 을 회 심으로 가정하여 소성모멘트 합을 구

하면 아래의 식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식의 용에

있어서   는 하부 ㄱ형강의 회 심에 발생하는 소성

모멘트이고,   은 상부 ㄱ형강의 소성힌지 에 발생하

는 소성모멘트로 각각 식 (14)와 식 (15)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식 (15)에 포함된 는 상부 ㄱ형강에 생성되는 소성

힌지 사이의 거리로 식 (4)와 같이 정리된다.는 식 (16)

에 정의된 것과 같이 하부 ㄱ형강의 회 심 으로부터 상

부 ㄱ형강의 소성힌지까지의 거리이다.

             ․  (13)

여기서,

  


․  ․ 
 ․  (14)

    

    ․ (15)

 


     ․   (16)

3.2소성모멘트산정

Faella등(2000)은 식 (13)에 포함된  을 식 (17)

과 같이 제안하 다.식 (17)의 제안에 있어서 Faellaet

al.은 상부 ㄱ형강 다리의 모멘트- 단력 상호작용

(moment-shearinteraction)은 고려하지 않았다.

  
         (17)

여기서,

    

  ․ 

 ․  (18)


   




 
  ․  (19)

    
  ≤  (20)

               ≤      (21)

                  (22)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T7-S10-G65실험체의 경우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모델 Faella해석모델과 비교하

면 각각 8.0% 31.8%의 비교 높은 오차를 나타내었다.

한,T7-S10-G55실험체를 제외하면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모델을 용하여 구한 소성모멘트 값이 Faella의 해석모

델을 용하여 구한 소성모멘트 값보다 더 근사 인 소성모

멘트 값을 제공하 다.즉,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모델은

합부 실험결과 얻은 소성모멘트 값과 비교하면 최 8.0%

(T7-S10-G65)의 오차를 나타내었다.반면에 Faella해석

모델은 합부 실험결과 얻은 소성모멘트 값과 비교하면 최

31.8% (T7-S10-G65)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그림 7은 Kishi등(2009)이 수행한 상·하부 ㄱ형강 합

부의 형상을 나타낸다.표 5에 정리한 것과 같이 상부 ㄱ형

강과 하부 ㄱ형강은 L-200x200x15이고 상부 ㄱ형강의 고

력볼트게이지 거리는 60mm이다.표 6은 Kishietal.이 수

행한 실험결과 얻은 소성모멘트 값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

석모델을 용하여 구한 소성모멘트 값을 정리한 것이다.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모델을 용

하여 얻은 소성모멘트 값이 6%의 오차를 제공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소성모멘트 해석모델은 기존의

Faella해석모델보다 개선된 해석모델로 더 근사 인 소성모

멘트 값을 제공하 고,Kishi등(2009)의 실험결과 얻은 소

성모멘트 값과 근사 인 소성모멘트 값을 제공하 기 때문에

해석모델을 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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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Kishietal.이 수행한 상·하부 ㄱ형강 합부 형상

표4.상부ㄱ형강두께 고력볼트게이지거리변화에따른소성모멘트

해석모델명


(kN․m)

오차

(%)

T7-S10-G45

실험 36.9 -

YangModel 38.9 5.4

FaellaModel 43.1 16.8

T7-S10-G55

실험 27.8 -

YangModel 25.9 6.8

FaellaModel 28.9 4.0

T7-S10-G65

실험 21.3 -

YangModel 19.6 8.0

FaellaModel 21.6 1.4

T10-S10-G55

실험 55.8 -

YangModel 56.3 0.9

FaellaModel 52.9 5.2

T13-S10-G55

실험 107.8 -

YangModel 99.9 7.3

FaellaModel 76.8 28.8

 오차(%)={(실험-모델)/실험}×100

표 5.상·하부 ㄱ형강 합부 실험체

실험모델명
 
(mm)


(mm)


(mm)

   
(mm)

T15-S15-G60 15 15 60 200

그림 8.Kishietal.의 실험결과

표 6.Kishietal.이 수행한 실험결과와 해석모델을 용하여 구한

소성모멘트

해석모델명


(kN․m)

오차

(%)
 

T15-S15-G60

Kishi실험 108.7 - 0.98

FaellaModel 71.9 33.9 -

YangModel 115.2 6.0 -

오차(%)={(실험-모델)/실험}×100

4.결 론

(1)동일한 고력볼트 게이지 거리를 갖는 상·하부 ㄱ형강

합부의 소성모멘트의 항능력은 상부 ㄱ형강의 두께가

증가할 때 증가한다.그러나 동일한 두께의 상부 ㄱ형강

으로구성된상·하부ㄱ형강 합부의소성모멘트의 항

능력은고력볼트게이지거리가감소할경우에증가한다.

(2)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모델을 용하여 얻은 소성모멘

트 값이 기존의 Faella등(1996,1998,2000)해석모

델을 용하여 얻은 소성휨모멘트 값보다 합부 실험결

과얻은소성휨모멘트값에더근사 인값을제공하 다.

(3)이연구에서제안한해석모델을 용하여얻은소성모멘

트 값은 근사 으로 Kishi등(2009)이수행한실험결

과얻은소성모멘트값을제공하므로해석모델을 용하

는것은타당하다고 단한다.

감사의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41331-1)과 인하 학교

의 지원에 따른 연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이에 자들은 감

사의뜻을표합니다.



양재근․최정환․김 ․박재호

554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5호(통권 114호)2011년 10월

참 고 문 헌

Ahmed,A.,Kishi,N.,Komuro,M.,andMatsuoka,K.

(2001)Nonlinearanalysison pryingoftop-and

seat-angleconnections,JournalofAppliedMechanics,

Vol.4.

AISC (2005)Manualofsteelconstruction,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13th Edition,

Chicago.

Altman,W.G.,Azizinamini,A.,andBradburn,J.H.

(1982) Moment-rotation characteristics of

semi-rigid steel beam-to-column connections,

Dept.ofCivilEng.,Univ.ofSouth Carolina,

Columbia,SC.

Azizinamini,A.,Bradburn,J.H.,and Radziminski,

J.B. (1985) Static and cyclic behavior of

semi-rigid steel beam-column connections,

StructuralRes.Studies,Dept.ofCivilEng.,

Univ.ofSouthCarolina,Columbia,SC.

Chen,W.F.(1987)Jointflexibilityin steelframes,

ElsevierAppliedScience.

Chen,W.F.and Kishi,N.(1989)Moment-rotation

relationoftopandseatangleconnections,Proc.

oftheInt.Colloquium on Bolted and Special

Connections,Moscow,USSR,pp.15-20.

Chen,W.F.andLui,E.M.(1991)Stabilitydesignof

steelframes,CRCPress.

Faella, C., Piluso, V., and Rizzano, G. (1996)

Prediction oftheflexuralresistanceofbolted

connectionswithangles, IABSEColloquium on

Semi-RigidStructuralConnections,pp.25-27.

Faella, C., Piluso, V., and Rizzano, G. (1998)

Experimental analysis of bolted connections:

Snug vs. preloaded bolts., Journal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ASCE, Vol. 124,

pp.765-774.

Faella, C., Piluso, V., and Rizzano, G. (2000)

Structuralsteelsemi-rigidconnections:Theory,

design,andsoftware,CRCPress.

Hechtman,R.A.andJohnston,B.G.(1947)Riveted

semi-rigidbeam-to-columnbuildingconnections,

ProgressReportNo.1,AISCresearchatLehigh

University,Bethlehem,PA.

Jaspart,J.P.(1991)Etudedela Semi-rigiditedes

NoeudsPoutre-ColonneetsonInfluencesurla

ResistanceetlaStabilitedesOssaturesenAcier,

Ph.D.thesis,UniversityofLiege,Belgium.

Jaspart,J.P.andMaquoi,R.(1991)Plasticcapacity

ofend-plate and flange cleated connections:

Prediction and design rules, Proc. Second

InternationalWorkshoponConnectionsinSteel

Structures,Pittsburgh,USA.

Jaspart,J.P.,Steenhuis,M.,andWeinand,K.(1995)

The stiffness modelofRevised Annex J of

Eurocode3,Proc.ThirdInternationalWorkshop

onConnectioninSteelStructures,Trento,Italy.

Kishi,N.and Chen,W.F.(1990)Moment-rotation

relationsofsemi-rigidconnectionswithangles,

JournalofEnvironmentalEngineering,ASCE,

Vol.116,pp.1813-1834.

Kishi,N.,Komuro,M.,andSato,Y.(2009)Effectsof

gauge distance of angle on moment-rotation

behavior oftop- and seat-angle connections,

Stessa2009,Taylor& FrancisGroup,London,

pp.167-172.

Komuro, M., Kishi, N., and Chen, W.F. (2004)

Elasto-plasticFE Analysison moment-rotation

relations oftop- and seat-angle connections,

ConnectionsinSteelStructuresV.

Lorenz, R.F., Kato, B., and Chen, W.F. (1992)

Semi-rigidconnectionsinsteelframes,CTBUH,

McGraw-Hill.

Pirmoz,A.,Mohammadrezapour,E.,SeyedKhoei,A.,

andSaedi,D.A.(2009)Moment-rotationbehavior

ofboltedtopandseatangleconnections,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Vol. 65,

pp.973-984.

Reinosa, J.M., Loureiro, A., Gutierrez, R., and

Moreno,A.(2008)Nonlinearelastic-plastic3D

finiteelementmodeling-top and seatangle

connectionwithdoublewebangle.EUROSTEEL

2008,pp.501-506.

Richard, R.M. and Abbott, B.J. (1975) Versatile

elastic-plasticstress-strain formula,Journalof

Engineering Mechanics Division, ASCE, Vol.

101(EM4),pp.511-515.

Richard,R.M.,Hsia,W.K.,andChmielowiec,M.(1988)

Derived moment-rotation curvesfordouble-framing

angles,ComputersandStructures,Vol.3,pp.485-94.

Thornton, W.A. (1985) Prying action: A general

treatment,JournalofEnvironmentalEngineering,

AISC,Vol.22,pp.67-75.

Thornton,W.A.(1992)Strengthandserviceabilityof

hanger connections,JournalofEnvironmental

Engineering,AISC,Vol.29,pp.145-149.

Thornton,W.A.(1996)A rationalapproach to the



무보강 상․하부 ㄱ형강 합부의 소성휨모멘트 항능력 측을 한 실험 해석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5호(통권 114호)2011년 10월 555

design of tee shear connec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AISC, Vol. 33,

pp.34-37.

Thornton, W.A. (1997) Strength and ductility

requirementsforsimpleshearconnectionswith

shear and axial load, Proceedings of the

NationalSteelConstruction Conference,AISC,

Vol.38,pp.1-17.

Yang,J.G.,Choi,J.H.,and Kim,S.M.(2011)A

finiteelementmodelfortheprediction ofthe

behaviorofan unstiffenedtopandseatangle

connection with various top angle bolt gage

distances,Journalof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Vol.10,No.2.(willbe

publishedinNov.issue).

Yang,J.G.andJeon,S.S.(2009)Analyticalmodels

for the initialstiffness and plastic moment

capacityofan unstiffened top and seatangle

connection under a shear load,International

JournalofSteelStructures,Vol.9,No.3,

pp.195-205.

( 수일자 :2011.7.18/심사일 2011.7.18/

심사완료일 201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