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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 구속을 받는 리브 보강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의 극한내력 도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Ultimate Strength of Gusset Plate-Circular

Hollow Section(CHS) Joint Stiffened with Rib-plate by End Restraint

김 우 범1)† ․ 박 현 호2)

Kim, Woo Bum Park, Hyun Ho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리브 보강된 강관 접합부의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접합부의 극한강도를 추정하고 그 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다. 가셋트 강관 접합부의 강도는 관벽 모멘트에 의한 국부적인 응력집중 및 국부 소성화에 의해 크게 저하된다. 이러한 국부적인 응력분포를

재분배 시킬 목적으로 가셋트 상하 단부에 보강플레이트를 부착하고 있다. 이러한 접합부의 거동은 보강된 리브의 형상 및 보강 방법등에 따

라 보강하지 않은 경우와 상당히 다르지만 현행 강관구조 설계식은 제한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BAQUS 6.5.1을

사용하여 리브로 보강된 가셋트-강관 접합부의 거동과 구조적 성능을 파악하고 기존 접합부 내력식과 비교하여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 강

관 X형 접합부에 적합한 내력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 finite element analys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behavior and strength of a Plate-Circular

Hollow Section joint stiffened with Rib-plate, Since The strength of plate-Circular Section joint is reduced by joint of

stress and local plastic deformation which is caused by wall moment, rib plates are attached to the upper and lower

Plate-Circular Hollow Section joint for redistribution of stress. The behaviors of joints stiffened with Rib-plate according

to shape of rib and reinforcing method, etc are different from those of joints which is not stiffened. However, the criterion

of hollow structural section was limited on some par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behavior and

structural capacity of Plate-Circular Hollow Section joints stiffened with Rib-plate and compare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ith the Design Equation.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reasonable ultimate strength formula through the

comparisons with other design guide.

핵 심 용 어 : 리브 플레이트, 원형강관 접합부 , 극한내력, 유한요소해석, 보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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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형 강관부재는 재료가 균질하고 모든 방향에 대한 단면

2차반경이 동일하여 방향성이 없으므로 일반 압연형강에 비

해 비틀림이 작고 좌굴에 대하여 우수하며 경량화에 큰 장점

을 나타낸다. 또한 원형단면은 풍압력과 수압력에 대한 저항

성이 우수하며, 동등한 구조 성능을 지닌 단면에 비해 표면적

이 적어 방청비가 절약되고 수밀한 이음 구성으로 부식이 방

지되는 등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가셋트 플레이트-원형강관 접합부는 플레이트만이 원형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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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hyunho@kongju.ac.kr)

에 용접되므로 간편하게 현장에서 직접 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접개소가 줄어들어 접합부 강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용접비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3)하지만 가셋트 플레이트-원

형강관 접합부에 축력 및 횡력이 작용할 경우 접합부의 응력분

포는 김우범 등(1997)과 박순정 등(1997)의 연구 결과에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극한강도의 평가는 이론적인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행규준에서는 가셋트 플레이트-원형강관 접합부의 설계식에

서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가셋트 플레이트-

원형강관 접합부에 가해지는 축력과 횡력의 복합적인 부분을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3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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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김우범 등(2003)의

연구에서 단부에 관통 가셋트판이 부착된 강관부재를 세장비

강성비지지 길이비등을 고려하여 강도식을 계산 하였고, 김우

범 등(2010)에서는 접합부의 보강형태별로 접합부내력을 산출

하여 실용적인 설계기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

되고 있는 KBC2009 설계기준은 CIDECT의 기준을 수정한

AISC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CIDECT은 하중-변위 곡선에서

극한내력이 불분명할 경우 H형강-각형강관 접합부의 휨 실험

에 의한 각형강관의 극한변형을 모든 접합부에 정의하고 이때

의 내력을 극한내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셋트 플레이트-원형

강관 접합부의 거동은 H형강-각형강관 접합부와 다른 거동 및

극한변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셋트 플레이트-원형강관 접합부

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극한변형을 검토하고 기존 접합부

내력식과 유한요소해석결과를 비교하여 가셋트 플레이트-원형

강관 접합부에 적합한 극한변형과 극한내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접합부의 현행 설계기준

본 연구에서는 플레이트가 원형강관에 길이 방향으로 X형

으로 접합되어 있고, 리브가 보강된 경우이므로 XP4에 해당

되며 이 접합부 형태의 내력식은 다음과 같다.

CIDECT

    
 

   
         ≥ 





  
    

AIJ

 ×


× 



2.1 CISC 또는 CIDECT

북미와 유럽의 경우 CIDECT(Comite International

pour le Developpement et I'Etude de la Construction

Tubulaire: 국제 강관구조 연구 개발 위원회)의 공동연구와 이

전의 여러 연구(Parker 등, 1992; Ariyoshi 등, 2000;

Wardenier 등, 2008)를 통하여 강관구조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내와 미국 설계기준의 기초가 되지만 미국이 실정에

맞게 수정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플레이트-원형강관 접

합부의 내력은 표 1과 같다. 원형강관의 항복강도()가

355MPa이상일 경우 저감계수 0.9가 적용된다.

표 1. CIDECT 강관 접합부 내력식

Joints with plate, I or RHS braces to CHS chord

Criterion to be
checked Brace axial load Brace bending moment

Design strength:

Chord
plastification

 
 sin

 


eq.4.1


   

 

eq.5.1a

Design strength:

Chord punching
shear

(only for
b1≤d0-2t0)

For I section with ŋ≤2 (for axial loading and
brace out-of-plane bending) and RHS section:



   

    

 
≦

 eq.7.1

All other cases:



   

    

 
≦

 eq.7.2

Function Qf

   
 with eq.7.8

  

  

 in connecting face

Brace axial load Brace in-plane bending and

out-of-plane bending

Chord compression stress

  

Chord tension stress

 ≧ 

All joints    

Function Qu
Function Qub in terms

of Qu

Type of joint
CHS chord with: Bracn axial load

Brance in
Plane

bending

Brace
out-of-
Plane

bending

Transverse
plate(*)(**) X  

  eq.7.3    



T   eq.7.4    



Longitudinal
plate(**) X

  eq.7.5    

T

l or RHS(*)

X
 

 

eq.7.6
 

  



T
 

eq.7.7
 

  



2.2 AIJ2002

일본은 원형강관의 접합부 실험이 많이 수행되었으며, 유럽 설

계식의 계수를 일본의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2년도에 나온 일본의 AIJ(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일본 건축학회)식은 X 및 T자형 저합접 방식과 보강플레

이트의 유무에 따라 TP1~TP5, XP1~XP5로 분류하였다. 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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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m)


(mm)



(mm)



(mm)


(mm)


(mm)

X1-0.25-21 250 5.8 250 500 18 176

X1-0.25-14 250 9.3 250 500 18 176

X1-0.25-8 250 15 250 500 18 176

X2-0.25-21 250 5.8 500 500 18 176

X2-0.25-14 250 9.3 500 500 18 176

X2-0.25-8 250 15 500 500 18 176

X1-0.33-21 250 5.8 250 500 18 216

X1-0.33-14 250 9.3 250 500 18 216

X1-0.33-8 250 15 250 500 18 216

X2-0.33-21 250 5.8 500 500 18 216

X2-0.33-14 250 9.3 500 500 18 216

X2-0.33-8 250 15 500 500 18 216

 :   : 주관직경  : 가셋트플레이트 높이

보강비  : 주관두께  : 가셋트플레이트 두께

X형 접합, 1,2 : ()  : 가셋트플레이트 길이  : 리브플레이트 길이

표 3. 실험체 제원

표 2. AIJ 강관 접합부 내력식

XP1, TP1 XP2, TP2 XP4, TP4

하중
조건

이음형상 허용력
최대
강도

압축
TP    

 
  

′ 

XP    
 

  
′ 

인장
TP  

XP  

모멘트

TP2   
 


  ′ 

XP2   
 


  ′ 

TP4    
  ′ 

XP4  


  ′ 

  


  


  



      
      
    ÷ 

트 길이, 주관두께, 주관직경을 변수로 하여 식을 나타내고 있지

만 강관에 축력이 작용할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축력

과 사재로부터횡력이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 적용 할 수 없다.

3. 접합부 실험 요약

3.1 접합부 실험 개요

리브 보강된 가셋트 강관 접합부의 거동을 확인하는 실험체

의 종류는 표 3과 같다. 실험체는 리브의 보강비(리브보강플

레이트에 대한 강관 직경의 각도)에 따른 가셋트 강관 접합

부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강비를 1/3과 1/4로 설정

하였다. 또한 주관의 두께와 가셋트 플레이트의 길이에 따른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주관 두께 5.8mm, 9.3mm 15mm와

가셋트 플레이트 길이 250mm, 500mm로 설정하여 총 12

개의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주관의 길이는 접합부가 내력을 결정하기 전에 휨 파괴로

인해 내력이 결정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셋트 길이 변화에

따라 일정한 주관 길이 변화를 위하여 주관의 길이는

  으로 정하였다. 리브 플레이트의 길이가 낮고 가셋

트 플레이트의 길이가 짧을 경우 강관이 항복하기 전 리브

플레이트와 가셋트 플레이트 접합면에서 가셋트 플레이트가

항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브 플레이트의 길이를 가셋

트 플레이트 길이의 1/2로 정하고, =1,2() 주

관직경과 주관두께의 비 는 20, 15, 10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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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d

L1

d0

t1

L0

1/3, 1/4

2d

b1

t0
b1

그림 1. 실험체 모양

3.2 재료시험

사용강재의 재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용 재료로부터

강관 두께에 따른 인장 시편을 채취하여 소재의 항복 강도

 , 최대 강도 , 항복비 , 연신률 등을 측정

한다. 강관 시편의 형상은 KS B 0801(금속재료인장시험편)

의 제12호 시편으로 제작하여 강재의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

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주관의 재질은 SS400 강재를 사

용하였으며 평가된 각 시편의 기계적 성질은 표 4와 같다.

Test
설계강도

(MPa)
재료시험 결과



(MPa)


(MPa)


(%)

연신율

(%)

TEST1 235 320 411 77 28

TEST2 235 280 338 82 33.3

TEST3 235 310 419 73 31.3

표 4. 재료시험 결과

그림 2. 인장시편 응력 변형률 곡선

3.3 접합부 가력실험

이 실험에서는 축력은 고려하지 않고 강관 접합부의 모멘트

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실험체를 계획하였

다. 플레이트와 지그는 핀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원형 강관의

토션을 방지하기 위해 강관 단부에 평판을 접합 바닥판과 결

합하고, 가이드 빔을 설치하여 하중 가력시 가셋트 플레이트의

변형으로 인한 지그의 이동 및 뒤틀림을 방지 하였다. 가력하

중은 2,000kN의 만능재료 시험기(UTM)을 사용하여 초당

0.001mm로 제어하여 리브 보강된 가셋트 강관 접합부의 극

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실험으로 계획 및 실시하였다.

2D
250

2D

UTM BED

500

Beam 2

Hinge 1

Hinge 2

Plate 2

Plate 3

H-400x400x13x21

Gasset Plate

Plate 2

Plate 1

UTM HEAD

φ23

그림 3. 실험체 계획 및 설치

3.4 실험결과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접합부의 실험 결과 가셋트

플레이트에 축방향 하중을 가했을 경우 강관 접합부에는 모

멘트와 전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원형 강관은 국부적인

휨변형이 발생하며 접합부의 극한내력에 도달하게 된다. 강관

접합부의 극한내력은 보강비, 주관 두께, 가셋트 플레이트 길

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각각의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곡선은 그림 4~6과 같다.

보강각도(보강비)에 따른 강관 접합부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

하여 와 는 같게 하고 보강비를 0.25와 0.33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4는    일 때 보강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보강비 0.33과 0.25일 경우의 접합부 내력을   과

  로 나누어 비교한 그래프 이다. 그림 4의 X1 그래프에

서는 보강비 0.33인 모델이 보강비 0.25인 모델에 비하여

초기 강성이 크고 극한내력은 8%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림 4의 X2 에서는 보강비가 0.33인 모델이 보강비

0.25인 모델과 초기 강성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극

한 내력은 28%정도 높게 나타내며   인 경우와 비교하

여 볼 때 극한내력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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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강 비에 따른 접합부 거동      

그림 5는    일 때 보강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강비 0.33과 0.25일 경우의 접합부 내력을   

과   로 나누어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5의 X1 그래프

에서는 보강비 0.33인 모델이 보강비 0.25인 모델에 비하여

초기 강성이 크고 극한내력은 59%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림 5의 X2 그래프는 X1 그래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

며 보강비가 0.33인 모델이 보강비 0.25인 모델에 비하여

초기 강성이 크고 극한 내력은 48%정도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림 4 에서   인 그래프와 다

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가 증가 할수록 국부적인 휨 변형의 영향이 크게 되므로 휨

변형은 가셋트 플레이트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보강효과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보강 비에 따른 접합부 거동      

그림 6은    일 때 보강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강비 0.33과 0.25일 경우의 접합부 내력을   

과   로 나누어 비교한 그래프 이다. 보강비가 0.33인

모델을 보강비가 0.25인 그래프와 비교하였을 때 초기 강성

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그림 6의 X1 그래프 에서 극한내

력은 보강비 0.33인 모델이 보강비 0.25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60% 높고 그림 6의 X2 모델에서는 5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보강 비에 따른 접합부 거동      

그림 7~8은 리브 보강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의

실험 결과 이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 보이는 것처럼 접합부

에 국부 휨변형이 일어나며 극한내력에 도달하였다. 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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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관 접합부의 극한 내력은 보강비가 크고,   가

커짐에 따라 내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

의 두께에 따라   값이 변하게 되는데, 값이 클수록

즉, 주관 두께가 얇을수록 보강비와 에 따른 내력 증진 효과

가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강관 접합부의 내

력 결정에 있어서 주관두께, 가셋트 플레이트 길이, 보강각도

(보강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판단된다.

그림 7. 접합부 실험 결과

그림 8. 접합부 변형 형태

4. 유한요소해석

4.1 유한요소해석의 개요

원형강관 접합부의 응력분포는 잔류 응력에 따른 영향과 용

접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따른 응력 변화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론적인 방법으로 극한내력

의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따라서 접합부의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과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강관 접합부의 실험을 진행할 경우

실험체 제작 및 실험 수행과정에서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

된다. 실험을 수행하여 강관 접합부의 내력을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제작 여건상 많은 실험체를 제작하지 못한 부분

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함으로써 많은 이점이 있

다. 이러한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바

탕으로 하여 수행 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모델링 및 해석 방

법이 중요하다. 따라서 X형 접합부의 실험에 의한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범용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5를 사용하

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소성흐름의 정확한 모델링

을 위해 S4R5 쉘(Shell)요소를 사용하였다. 이 요소는 각

절점 마다 5개의 자유도를 갖는 4변형 쉘요소이다. 요소의

분할은 응력 집중현상 및 정확한 내력 추정이 가능하도록

20mm 간격으로 분할하였다 접합부 내력, 변형, 강성 등의

해석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ABAQUS 6.5를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ABAQUS

User’s manual Version 6.5를 참조하였다.

(a) X1-0.25 (b) X2-0.25

(c) X1-0.33 (d) X2-0.33

그림 9. 유한요소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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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X1-0.25 모델 실험-해석 비교

그림 11. X2-0.25 모델 실험-해석 비교

그림 12. X1-0.33 모델 실험-해석 비교

그림 13. 3.23 X2-0.33 모델 실험-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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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m)


(mm)



(mm)



(mm)



(mm)
   Analysis

ratio

(%)

① SS-M 250 6.25 250 500 0.5 1 44.78
②/①

99%

② SL-M 250 6.25 250 1000 0.5 1 44.75
③/④

97%

③ SS-N 250 6.25 250 500 0.5 1 42.59
③/①

95%

④ SL-N 250 6.25 250 1000 0.5 1 43.72
④/②

98%

⑤ LS-M 250 6.25 1000 500 0.5 4 504.2
⑤/⑥

99%

⑥ LL-M 250 6.25 1000 1000 0.5 4 507.1
⑦/⑧

93%

⑦ LS-N 250 6.25 1000 500 0.5 4 422.79
⑦/⑤

84%

⑧ LL-N 250 6.25 1000 1000 0.5 4 471.64
⑧/⑥

93%

4.2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

그림 10은 X1-0.25모델의 실험과 해석을 비교한 그래프

이다. 이 그래프에서 초기강성은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왔으

며, 극한 내력의 차이는    인 모델에서는 해석 값

이 더 높게 나왔으며,   인 모델은 해석 값보다 실험 값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은 X2-0.25모델의 실험과 해석을 비교한 그래프

이다. 이 그래프에서도 그림 10과 같이 초기강성은 모두 유

사 하였으며, 극한 내력은 실험 값보다 해석 값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2는 X1-0.33모델의 실험과 해석을 비교한 그래프

이다. 이 그래프에서도 그림 10~11 과 같이 초기강성은 모

두 유사한 하였으며, 극한 내력은     모델 모두

에서 실험값이 해석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3은 X2-0.33모델의 실험과 해석을 비교한 그래프

이다. 이 그래프 역시 해석결과와 실험 결과에서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인 모델은 극한내력 또한 유사하게

나왔다. 하지만   인 모델에서는 해석결과가 더 높게 나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 강관 X형 접합부의 해석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 하였다. 해석 및 실험 결과는 그림

10~13과 같고, 접합부의 초기 강성은 실험과 해석 결과가

대부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대 내력의 경우

오차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실험체 제작 과정에

서 발생한 오차 및 접합부 실험 진행시 발생한 오차라고 판

단되며 접합부의 해석과 실험에서의 접합부 변형 형상과 초

기 강성 및 거동이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유한요

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5를 활용한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강관접합부의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전단력의 영향

그림 14의 (a) 그림과 같이 모멘트 하중이 작용할 경우와

그림 14의 (b) 그림과 같이 모멘트와 전단력이 작용할 경우

강관 접합부의 거동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기존 강관 접합

부의 모멘트 내력식은 강관 접합부에 모멘트 하중이 작용할

경우의 내력식으로 모멘트와 전단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

우 전단력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

단력의 영향은 가셋트 플레이트의 높이와 길이에 따라 큰 차

이가 나게 되는데 가셋트 플레이트의 높이가 길어지면 모멘

트에 지배적이고, 짧아지면 전단력에 지배적이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강관 접합부에서 전단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a) 강관접합부 모멘트 하중

(b) 강관접합부 모멘트+전단력 하중

그림 14. 강관 접합부의 하중

유한요소 해석은 4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고

표 5와 같이 모델을 설정하여 가셋트 플레이트의 높이와 길

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다. 가셋트 플레이트의 높이

를 500, 1000mm로 하고 길이는 가 1과 4인 경우를 비교

하여 확인하였다.

표 5. 가셋트 플레이트 높이와 길이에 따른 M-N 비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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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 보강된 가셋트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 모델을

가셋트 플레이트의 길이와 높이에 따라 SS~LL까지 분류하

고 가셋트 플레이트의 하중 방식에 따라 모멘트 하중이 작용

할 경우를 M, 가셋트 플레이트에 축 방향 하중이 작용하여

모멘트와 전단력을 받는 경우를 N으로 분류하여 총 8개의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은 ABAQUS 6.5를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15는 SS-M, SS-N, SL-M, SL-N 모델을 모멘트

내력과 모멘트와 전단력이 작용할 경우 모멘트 내력을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가 1인 경우 모멘트 하중과

축방향 하중이 작용했을 경우 모멘트 내력의 95%와 98%로

내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셋트 플레이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전단력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되며,

내력의 차이는 가셋트 플레이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가셋트 플레이트 높이와 길이에 따른 M-N 비교 ( )

그림 16은 LS-M, LS-N, LL-M, LL-N 모델을 그림 14

와 같이 모멘트 내력과 전단력이 작용할 때의 내력을 그래프

로 나타낸 것이다.  인 경우 모멘트 하중과 축방향 하중

이 작용했을 경우 모멘트 내력의 83%와 93%로 나타났다.

 인 경우 보다 내력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셋트 플레이트의 길이가 짧을 경우 전단력의 영향

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가셋트 플레이트의 길

이가 길어지더라도 가셋트 플레이트의 높이를 크게 하면 그

내력 차이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가셋트 플레이트 높이와 길이에 따른 M-N 비교 ( )

그림 15와 16에서 강관 접합부에 모멘트와 전단력이 동시

에 작용할 경우 접합부의 거동은 모멘트만 작용할 경우와 달

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접합부 내력식은 전단

력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모멘트 내력만 고려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강관 접합

부에 모멘트와 전단력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를 고려하는 접

합부 내력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강관 접합부 극한 내력

6.1 유한요소해석

6.1.1 해석변수 및 범위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의 내력식은 다

양한 변수가 내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의 변수에 대

하여 복합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변수에 대하여

범위를 산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여 내력식과 비교하고자 다음

과 같은 범위를 정하였다.

- 원형강관의 항복강도

∙  ≤ MPa

- 원형강관의 지름두께 비  

 에 따른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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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방향 플레이트-원형강관접합부의 원형강관 지름에 대

한 플레이트 길이 비  
 에 따른 변화

∙ ≤≤

- 직각방향 플레이트-원형강관접합부의 원형강관 지름에 대

한 플레이트 폭 비  

 에 따른 변화

∙  ≤ ≤ 

해석 범위는 위의 범위를 바탕으로 항복강도는 235 ,

원형강관의 지름 두께 비()는 10, 20, 30, 40, 50, 플레

이트 원형강관 지름에 대한 비()는 1, 2, 3, 4 보강 플레

이트 원형강관 접합부의 지름에 대한 길이비()는 보강 각도

에 따라 0.5, 0.71, 0.87로 정하고 모멘트 하중을 주어 해

석을 수행하였다.

Rx 60 1 50

  

=

보강각도

Rx: 리브보강된 X형 강관 접합부

6.1.2 극한변형 및 극한강도

구조물의 극한내력 결정은 하중-변위 곡선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하고 구조물을 설계한다. 강관 접합부의 하중-변위 곡선

은 그림 17의 왼쪽과 같이 다양한 거동을 보인다. 그림 17

의 A,B와 같이 변곡점이 뚜렷한 경우 그 값을 극한변형으로

사용하지만 그림 17의 C와 같이 정확한 극한 내력값을 판단

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실용적인 구조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극한 변형을 정

의한다. Lu 등(1994)은 H형강-각형강관 접합부 실험을 통

하여 접합면의 변형이 강관 지름의 3%가 변형되는 순간을

극한변형으로 정의 하였다. 그림 17의 오른쪽 그림에서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의 해석결과 극한 내력

은 접합면의 변형이 강관 지름의 2~3%가 변형되는 순간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6.1.3 해석결과와 내력식 비교

해석 결과 값과 기존의 내력식의 값을 비교하여 볼 때 내력

A

B

C

N

δ

Ultimate Strength

그림 17. 극한변형

식의 값은 실험값에 비하여 작게는 30%, 크게는 70% 정도

작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존의 내력식은 상당히 보수적인

값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은 Rx-60 모델의 식-해석 비교 그래프이다.

CIDECT식과 AIJ식 모두 해석 값에 비하여 30~70%의 내

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값이 작아질수록 식과 해석의 차이

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는 Rx-90 모델의 식-해석 비교 그래프 이다. 그림

18과 마찬가지로 CIDECT식과 AIJ식을 해석과 비교하였을

때 저평가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값이 줄어들

수록 즉 주관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식과 해석의 내력차이

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력의 차이는 보강각도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는 Rx-120 모델의 식-해석 비교 그래프 이다.

AIJ식의 경우   인 경우에 해석값과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값은 가 커질수록 해석값에 더욱 근사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8~20에서 극한 내력을 기존식과 해석모델의 비교하

여 보았다. 대체적으로 CIDECT식과 AIJ 식 모두 해석 값

과 많은 차이를 보이며 저평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강비와 ,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두 이론식이 보강비와 , 

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불충분하다고 판단되

어 보강비와 , 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식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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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Rx-60 모델 식-해석 비교 그래프

그림 19. Rx-90 모델 식-해석 비교 그래프

그림 20. Rx-120 모델 식-해석 비교 그래프



김우범․박현호

394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4호(통권 119호) 2012년 8월

실험체유형


()

=10 =30 =50

AIJ CDECT Analsys
AIJ/

Analsys
CDECT/
Analsys

AIJ CDECT Analsys
AIJ/

Analsys
CDECT/
Analsys

AIJ CDECT Analsys
AIJ/

Analsys
CDECT/
Analsys

Rx-60

1 91.8 65.8 121.2 76% 54% 9.1 8.6 24.4 37% 35% 3.1 3.4 11.2 28% 30%

2 183.6 131.7 240 77% 55% 18.3 17.2 44.6 41% 39% 6.3 6.7 20.2 31% 33%

3 275.4 197.5 365.9 75% 54% 27.4 25.9 64.6 42% 40% 9.4 10.1 29.1 32% 35%

4 367.2 263.3 504.6 73% 52% 36.6 34.5 84.6 43% 41% 12.5 13.4 37.1 34% 36%

Rx-90

1 127.8 96.4 167 77% 58% 12.7 12.6 40.1 32% 31% 4.4 4.9 20.4 22% 24%

2 255.7 192.9 310.3 82% 62% 25.5 25.3 65.4 39% 39% 8.7 9.8 33.7 26% 29%

3 383.5 289.3 468.7 82% 62% 38.2 37.9 90.1 42% 42% 13.1 14.7 44.9 29% 33%

4 511.3 385.7 644.6 79% 60% 50.9 50.5 117.1 43% 43% 17.4 19.6 56.4 31% 35%

Rx-120

1 183.0 135.2 207.1 88% 65% 18.2 17.7 52.5 35% 34% 6.2 6.9 28.9 22% 24%

2 365.9 270.4 380.8 96% 71% 36.4 35.4 81.6 45% 43% 12.5 13.8 42.1 30% 33%

3 548.9 405.5 583.6 94% 69% 54.6 53.1 113.4 48% 47% 18.7 20.7 56.3 33% 37%

4 731.8 540.7 798.1 92% 68% 72.9 70.8 148.6 49% 48% 24.9 27.5 71.8 35% 38%

표 6. 현행식과 유한요소해석 비교

6.1.4 내력식 비교(CIDECT)

본 연구에서는 CIDECT식과 AIJ 식 중 가장 최근에 나온

CIDECT식을 사용하여 보강각도(보강비)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강관 접합부의 내력은 일정한 면적에서

부담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CIDECT 식에서 보강각도와 의

곱을 일정하게 하여 접합부 내력의 경향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21. 보강비- 상관 관계 그래프 (CIDECT)

그림 21은 CIDECT식에서 보강각도와 의 곱이 120,

180, 360으로 일정할 경우 보강각도와 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확인 결과 보강각도와 의 곱이 같은 경우

강관 접합부의 내력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는 ABAQUS 6.5를 이용한 해석 값의 보강비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보강각도와 , 에 따라

모멘트 내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보강비- 상관 관계 그래프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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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
유형


()

=10 =30 =50

Propose CDECT Analsys
Propose/
Analsys

CDECT/
Analsys

Analsys CDECT Propose
Propose/
Analsys

CDECT/
Analsys

Analsys CDECT Propose
Propose/
Analsys

CDECT/
Analsys

Rx-60

1 121.2 65.8 121.2 100% 54% 24.3 8.6 24.4 99% 35% 11.5 3.4 11.2 102% 30%

2 252.5 131.7 240 105% 55% 46.5 17.2 44.6 104% 39% 21.2 6.7 20.2 105% 33%

3 392.4 197.5 365.9 107% 54% 69.2 25.9 64.6 107% 40% 30.9 10.1 29.1 106% 35%

4 539.0 263.3 504.6 107% 52% 92.4 34.5 84.6 109% 41% 40.7 13.4 37.1 110% 36%

Rx-90

1 165.5 96.4 167 99% 58% 38.4 12.6 40.1 96% 31% 19.5 4.9 20.4 95% 24%

2 329.9 192.9 310.3 106% 62% 69.0 25.3 65.4 105% 39% 33.3 9.8 33.7 99% 29%

3 501.1 289.3 468.7 107% 62% 99.3 37.9 90.1 110% 42% 46.8 14.7 44.9 104% 33%

4 678.1 385.7 644.6 105% 60% 129.7 50.5 117.1 111% 43% 60.1 19.6 56.4 107% 35%

Rx-120

1 205.7 135.2 207.1 99% 65% 53.0 17.7 52.5 101% 34% 28.2 6.9 28.9 98% 24%

2 397.6 270.4 380.8 104% 71% 90.9 35.4 81.6 111% 43% 45.8 13.8 42.1 109% 33%

3 594.4 405.5 583.6 102% 69% 127.8 53.1 113.4 113% 47% 62.5 20.7 56.3 111% 37%

4 796.0 540.7 798.1 100% 68% 164.3 70.8 148.6 111% 48% 78.9 27.5 71.8 110% 38%

표 7. 제안식과 유한요소해석 내력의 비

CIDECT 식에서 확인 결과 그림 21과 같이 보강각도와 

의 곱이 같은 경우 모멘트 내력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합부 내력을 일정한 면적에서 부담한다는 가정에

서 CIDECT 식은 보강 플레이트의 보강 각도(보강비)와 

의 곱이 같은 경우 강관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부담하는 면적

이 일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유한요소 해석결

과 그림 22에서 모멘트 내력이 비슷한 =15, 20, 25인 경

우를 제외 하고는 보강비와,  에 따라 모멘트 내력에 차이

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내력식에서 보강

비에 따른 변수 와 가셋트 플레이트 는 강관 접합부의 극

한 내력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

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1.5 플레이트-원형강관 접합부 극한내력

현재 내력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CIDECT 및 AIJ식의 경

우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내력값과 비교하였을 경우 모멘트

내력이 저평가 되었고, 보강비와  변수에 따른 모멘트 증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 내력식의

수정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의 내력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23은 Rx-60 모델의 해석결과와 CIDECT, 제안식을

비교한 그래프 이다. CIDECT식에서 지나치게 저평가 되어

해석값의 30~55%인 모멘트 내력을 새로운 제안식을 통하

여 해석값의 97~110%의 모멘트 내력을 가지는 식을 제안

하였다.

그림 24는 Rx-90 모델의 해석결과와 CIDECT, 제안식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 모델 역시 CIDECT식의 모멘트 내력

은 해석값의 24~60%이고 제안식의 모멘트 내력은 해석값

의 95~111% 이다.

그림 25는 Rx-120 모델의 CIDECT식과 해석값, 제안식

을 비교한 그래프 이다. CIDECT 식은 해석값의 24~69%

의 내력을 보이고 있고 제안식에서는 해석값의 98~113%의

내력을 보이고 있다.

기존 CIDECT의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접합부

모멘트 내력식은 , , 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에 대한 변수는 으로 선형적으로 나타나 있고 에 대한

변수 단순한 지수 함수 형태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해석결과

와 의 변화에 따라 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23~25는 접합부의 모멘트 내력을 CIDECT과

해석, 제안식을 비교한 것으로 해석 내력의 95%~113%로

신뢰할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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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Rx-60 모델 제안식-해석-CIDECT 비교 그래프

그림 24. Rx-90 모델 제안식-해석-CIDECT 비교 그래프

그림 25. Rx-120 모델 제안식-해석-CIDECT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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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기존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 내력식은

보강비와 가셋트 플레이트의 길이에 따라 접합부의 거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관 내력 증감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과 해석

적 연구를 비교 검증하여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이용한 강관

접합부 해석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기존 내력식과 비교하였으며 다음은 리브 보

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 실험 및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이다.

(1) CIDECT의 리브 보강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

내력식은 한계상태설계법으로 접합부에 인장, 압축력에

동일한 극한내력을 제안하고 모멘트가 작용할 경우 인

장, 압축에 대한 거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트길

이와각기 다른상수비로만으로 접합부 내력을 제안하고

있다. AIJ식은 허용응력도설계법으로 원형강관에 작용

하는초기축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확인하였다.

(2) 기존 CIDECT과 AIJ 설계식 에서 모멘트 내력은 강관

접합부에 모멘트 하중이 작용할 경우의 내력식이다. 모

멘트와전단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접합부의 거동

이 달라지지만 기존 내력식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림 14와 같이 하중이 작용할 경우 강관 접합부에는

모멘트와전단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단력은

가셋트 플레이트의 길이와 높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

는데 가셋트 플레이트의 길이가 길고 높이가 짧을수록

전단에 지배적이게 된다. 이러한 전단력의 영향으로 인

해 모멘트 내력은 지대한영향을받게 되는데기존 내력

식 에서는 전단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모멘트와전단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된다.

(3) 기존 접합부 내력식과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리브 보강 플레이트 원형강관 접합부 내력은 보강각도,

, 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접합부 내

력을 일정한 면적에서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그림 21에

서 CIDECT 식은 보강 플레이트의 보강 각도(보강비)

와 의 곱이 같은 경우 강관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일정

하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 하지만 해석결과 보강비와

에 따라 강관 접합부의 모멘트 내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강비와 에 따른 모멘트 증감 효

과를 고려하는 제안식이필요하다고판단 된다.

(4) 기존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 내력

식은 보강비에 따른 변수 , 가셋트 플레이트 길이 변

화에 따른변수 , 주관두께에 따른변수 에 대한효

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리브 보강된 플레이트 원형강관 X형 접합부의 내력식을

도출하였으며 제안된 내력식은 유한요소 해석 결과의

95~113%의 내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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