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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 시스템에서 시공상태에 따른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구조성능평가

Structural Performance Evaluation of End-plate Connections

According to Constructional Quality in P.E.B System

이 은 택1)

Lee, Eun Taik


요 약： P.E.B(Pre-Engineering Building) 시스템은 휨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부재형상을 최적화 한 변단면부재로 설계․사용하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P.E.B 시스템에서 변단면부재의 접합은 일반 철골접합인 마찰접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조립이 간편한 엔드플레이트

접합이 사용되고 있다. 지압형 인장접합인 엔드플레이트 접합방식은 국내 P.E.B 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접합방식이며, 이미 그 안정성이 안전

하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현장볼트 체결시공에 있어서 엔드플레이트와 변단면보 또는 리브의 용접에 의한 열변

형 등으로 인해 엔드플레이트의 수직불량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설치된 접합부의 벌어짐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엔드플레

이트 초기접합 결함(간격)을 실험변수로 하여 휨모멘트를 받는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볼트에 대한 허용내력을 조사하여 구조안정성 검토를 수

행하였다.

ABSTRACT : P.E.B (Pre-Engineering Building) system means an economical system, which designs and uses optimal section proportion of

tapered members according to the magnitude of bending moment. However, it is hard to adjust the friction type bolted joint in the joint of

tapered member in the P.E.B system. End-plate connection is mainly used in this systemdue to that difficulty. Because P.E.B systemhas

end-plate vertical defacts by heat welding deformation, a gap between end-plates and rafter or rib can be observed. In this study, an

examination of construction stability was throughly performed and analyzed by the investigation of permissible internal force of bolts in

end-plate connections under the bending moment using the end-plate's initial connection-defect (gap).

핵 심 용 어 : PEB 시스템, 시공성, 엔드플레이트 접합부, 용접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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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휨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부재형상을 최적화 한 변단면 부

재(tapered member)를 설계․사용하는 P.E.B 시스템

(Pre- Engineering Building System)에서 변단면 부재

의 접합의 경우 일반 철골접합인 마찰접합이 어려우며, 시

공성에 의한 공기단축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장조립이 간

편한 엔드플레이트 접합이 사용되고 있다. P.E.B 시스템에

서의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실제 하중전달은 매우 복잡하

지만 단순화시키면 전단력은 고력볼트의 초기장력에 의한

마찰내력과 전단력으로 전달되고, 휨모멘트는 고력볼트의

축내력에 의하여 전달된다. 지압형 인장접합인 엔드플레이트

1)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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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방식은 국내의 P.E.B 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접합방

식이며, 이미 그 안정성이 안전하다고 판명되었으나 이러한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현장고력볼트 체결시공에 있어서 엔

드플레이트와 변단면 보(rafter) 또는 리브(rib)의 용접에

의한 열변형 등으로 인해 엔드플레이트의 수직불량이 발생

하여 현장에서 설치된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벌어짐 현상

이 관측되고 있다.2)

따라서 이러한 접합부의 시공상태에 따른 구조안정성을 검

토하고자 엔드플레이트 초기접합 결함(간격)을 실험변수로 하

여 휨모멘트를 받는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에서의 고력볼트에

대한 허용내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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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겠습니다.



이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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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둥 + 변단면 보

(b) 변단면 보 + 변단면 보

그림 1. P.E.B 시스템에서의 엔드플레이트 접합부 형태

2. P.E.B 시스템 접합부 설계 및 시공현황

2.1 접합부 설계

엔드플레이트 모멘트 접합부의 개념은 1950년대 후반에

T-stub 모멘트 접합부의 연구로부터 발전하여 1960년대에 최

초로 적용되었으며, 이는 T-stub 모멘트 접합부에 비해 재료

절감, 사용되는 부재수 절감, 재료 가공비 절감 등의 장점이

Disque(1962)에 의해 증명되었다. 또한 접합되는 부재의 완전

소성을 일으킬 수 있는 고력볼트를 사용한 엔드플레이트 접

합부의 연구는 Johnson et al.(1960)으로 부터 시작되었

다. 이후 Surtees 등(1970)은 Mann(1968)에 의하여 제

시된 엔드플레이트의 두께를 결정하는 공식을 수정․보완하

고, 지레작용력(prying forces)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볼

트 인장력의 33% 증가 사용을 제안하였으며, Zoetemeijer

(1974)는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인장존에서 Stiffened와

Unstiffened 기둥 플랜지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항복선

이론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Mann 등(1979)는 확장된 엔

드플레이트 접합부를 위해 몇몇의 연구계획과 제안된 설계절

차의 결과들을 고려하였다. 그 절차는 강도와 강성 기준 둘

다 고려하였다. 항복선 해석은 엔드플레이트와 기둥 플랜지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지레작용력은 볼트의 설계에

서 고려되었다. 최근 Murray 등(2002), Faella 등(2000)

은 실험과 이론해석을 통하여 단일화 된 설계과정을 정립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성모 등(2003), 이성희 등(2006), 심현주

등(2007), 김용석 등(2009), 정경수(2011, 2012) 등에

의해 PEB 시스템의 부재 및 접합부의 구조성능 평가 및 안

정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실제 하중전달은 매우 복잡하지만

단순화 시키면 전단력은 볼트의 초기장력에 의한 마찰내력과

전단력으로 전달되고, 휨모멘트는 볼트의 축내력에 의하여 전

달된다. 이러한 볼트에 발생하는 축력의 크기는 엔드플레이트

의 강성과 항복발생 시점에 상당히 좌우되고 초기의 볼트력

은 압축 플랜지에서의 거리에 비례하여 변형률이 증가하여

선형분포를 이룬다. 하중이 증가하면 볼트에 소성이 발생하고

볼트열들의 변형률은 선형을 벗어나게 되고 볼트가 충분한

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차츰 인장측의 모든 볼트는 종국하중

에서 같은 볼트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엔드플레이트가 충

분한 두께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레작용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변형률도 선형을 이루게 되며 인장측 볼트 중에서 내부

볼트의 내력전달에 대한 기여도가 커지게 된다. 그림 1과 같

이 이러한 지압형 인장접합인 엔드플레이트 접합방식은 국내

의 P.E.B 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접합방식이며, 이미 그 안

정성이 안전하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볼트 체결에 있어서 접합부재간에 접합면은 모두

접촉되고 있어야 함을 근본으로 한다.

2.2 볼트 설계

엔드플레이트 모멘트접합에 볼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볼트의

거동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연구들의 주요 초점은

엔드플레이트 접합이 받을 수 있는 지레작용력을 예측하는

것과 측정하는 것이었다. 볼트력 예측 방법의 주요 방법은 인

장영역에서 엔드플레이트 접합과 T-stub의 평형을 이용하여

얻은 것이다. Douty 등(1965), Kato 등(1973), Nair 등

(1974)와 Agerskov 등(1976, 1977)은 이미 T-stub에 관

하여 지레작용 효과를 포함한 볼트력을 평가하였다. 지레작용

효과는 엔드플레이트의 단부 또는 가까운 곳에서 발생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지레작용 효과가 넓은 각을 가지는 접합에서는

큰 볼트 직경과 두꺼운 엔드플레이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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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엔드플레이트 상부 벌어짐

(b) 엔드플레이트 하부 벌어짐

그림 2. 엔드플레이트 접합부 시공결함 양상

현재 강구조물에 많이 쓰이는 접합방법은 고력볼트와 용접

으로 고력볼트는 일반볼트와 같이 볼트, 너트, 그리고 와셔로

구성된 것은 같으나 재료의 재질이 고강도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접합시에는 볼트에 강한 인장력을 가한 후에 너트를

끼우므로 체결한 후에는 철판과 철판의 강한 마찰력으로 하

중에 대하여 지지하게 된다. 이러한 고력볼트의 접합은 마찰

접합이다. 고력볼트를 이용한 엔드플레이트 접합부는 접합부

설계시 접합부에 휨모멘트가 작용하면 접합 플레이트 강성이

클 경우 볼트 등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고 일반적으로 회전중심은 인장단에서 접합부

춤의 0.8배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압축측 판

재가 접촉부에 지압력이 작용하여 인장측 보다 강성이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접합부는 강성 확보가 어려우

며, 볼트 등에 편심휨이 작용하기 쉬우므로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3 접합부 시공현황

P.E.B. 시스템은 일반 열간압연 H형강과 같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플랜지와 웨브를 용접으로 결합시켜

제작하는 조립부재이다. 따라서 웨브재에 용접 열의 영향으로

초기변형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웨브재의

초기변형은 전체 구조체에 구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공결함은 그림 2와 같이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현장 볼트체결 시공에 있어서 엔드플레이트와 변단면 보 또

는 리브와의 용접에 의한 열변형 등으로 인하여 엔드플레이

트의 수직불량이 발생하여 설치된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의 벌

어짐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합부의 시공상

태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3. 실 험

3.1 실험체 계획 및 실험변수

본 연구에서는 엔드플레이트접합부의 휨모멘트에 대한 구조

성능에 대하여 시공 시 발생하는 초기간격을 변수로 하고 표

1에서와 같이 총 3개의 실험체를 계획․제작하였다.

본 실험체 계획 시 보는 SM490강재(  MPa),
H-500×200×6×12 형상의 등단면부재로 설계하였다. 이는

본 실험의 목적이 엔드플레이트의 접합부 성능이므로 보의

국부좌굴 및 횡-비틀림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콤팩트단면을

유지하도록 등단면 및 스티프너를 계획하였다. 보에서 전소성

모멘트에 도달하기 전에 볼트 또는 엔드플레이트의 파단이

먼저 일어나도록 계획하였다. P.E.B 시스템에서 변단면보의

경우 두께별로 플레이트를 절단해서 용접하며, 이때 용접법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법을 사용한다. 또한 8mm 이상의 두께

를 갖는 플레이트의 경우 양면용접을 하며 8mm 이하로는

한면용접을 한다. 이에 본 실험체에서는 최대한 현장조건과 유

사하도록 한면용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보의

접합을 위하여 엔드플레이트 접합부는 F10T 12-M16 TS 볼

트를 사용하였으며 렌치를 사용하여 체결하였다. 실험변수로는

엔드플레이트의 용접변형으로 인한 수직변형으로 하고 표 2에

서와 같이 볼트체결 후 엔드플레이트 사이의 벌어진 간격(초

기결함)을 보 웨브에 위치한 TS볼트의 체결로써 조절하였다.

3.2 실험체 셋팅 및 재하 프로그램

본 실험의 하중재하 프로그램은 단조하중 2점 집중재하방식

으로 하고 변위제어방식을 채택하여 0.5mm/min속도로 하중

및 변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항복 및 볼트 파단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 실험은 한양대학교 초대형 구조실험동에

서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UTM의 가력용량은 9,806kN

(1,000tf)이다.

실험체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로 변위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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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mm)

specimens

beam end plate parameter

D B tw tf Bp Dp tp
endplate gap

plan measure

1 G00

500 200 6 12 200 690 20

0 0

2 G10 1 1

3 G15 1.5 2

표 1. 실험체 일람

G00
Ÿ 엔드플레이트접합 전단면이 완전히

밀착된 양호한 시공상태를 의미

G10

Ÿ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

공결함을 구현

Ÿ 인장영역에서 엔드플레이트접합부

가 수평방향에서 1mm 벌어진 형

상을 표현

Ÿ 볼트 외곽의 엔드플레이트간의 벌

여진 형상이며 실제 볼트는 밀착되

어 있음을 의미

G15

Ÿ 엔드플레이트 간의 간격이 크게 벌

어져 볼트 주위의 엔드플레이트에

서도 벌어진 간격이 유지되고 있음

을 의미

Ÿ 벌어진 간격이 단면을 관통하고 있

음을 육안으로 확인

그림 3. 엔드플레이트 접합부 상세도  

표 2. 실험변수 상세

그림 4. 계측기 계획

그림 5. 실험셋팅 현황

여 하중과 보의 처짐관계 및 횡변위 여부, 엔드플레이트의 벌

어짐 간격을 관찰하였다. 수직변위의 경우 하중재하부에서의

처짐 및 단부의 회전변형각 산정을 위하여 단부에 최대한 근

접시킨 300mm떨어진위치에서의 수직변위를 계측하여 회전

변형각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보 웨브의 횡좌굴 발생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웨브의 횡변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엔드플레

이트의 벌어지는 간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엔드플레이트 끝단

에 필렛용접을 하고 LVDT를 설치하여 변위값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변형률에 대한 측정으로 보의 압축플랜지에서 국부

좌굴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와 인장플랜지에 스트레인게이지

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보의 웨브에도 스트레인게이지

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4에 LVDT 및 스트레인게이지

위치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5는 실험체 셋팅을 나타내였다.

3.3 사용재료의 역학적 특성

표 3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보의 플랜지 및 웨브, 고력볼트

의 역학적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specimens


[MPa]



[MPa]

 

(%)

elongation

(%)

flange 12mm 416 545 76 20

web 6mm　 459 544 84 22

bolt F10T　 1,029 1,119 92 19.5

표 3. 재료의 역학적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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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중-변위관계 그래프

(a) 하부 플랜지 상부

(b)하부 플랜지 하부

그림 9. 실험체 별 하중-엔드플레이트 간격 관계 그래프

(a) 초기 Gap (b) 하중재하 (c) 볼트파단 후

그림 6. 엔드플레이트 변형 양상

(a) G00 (b) G10 (c) G15

그림 7. 볼트 최종 파단 양상

4. 실험결과 분석 및 고찰

4.1 최종파괴양상

본 실험에서는 보의 소성파단 이전에 볼트나 엔드플레이트

의파단이 우선하도록유도하였다.

3개의 실험체의파단양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같다.

1. 보 웨브에서 항복 변형률이 나타난 이후 강성저하가 일어

난다.

2. 인장영역플랜지의 엔드플레이트가 벌어진다.

3. 최대하중에 이르면서 볼트파단 후 급격한 하중저하가 발생

한다[그림 6～7참조].

4.2 실험체 별 거동

그림 8에서각실험체별작용하중과 하중재하부의 수직처짐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9는 각 실험체별 하중 증가에 따른

엔드플레이트 간격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9(a)는 변단면보 하

부 플랜지 상단에서 측정된 간격을, 그림 9(b)는 변단면보 하

부 플랜지 하단에서 측정된 간격을 나타낸것이다.

엔드플레이트 접합이 완전히밀착된양호한 시공상태를 의미

하는 G00 실험체의 경우 320kN까지는 선형적인 탄성거동을

보이고 있다. 320kN 작용 이후 보 인장측 웨브가 항복변형률

에 도달하면서 인장측 플랜지에 위치한 엔드플레이트 간격이

벌어지면서 강성저하가 나타나고 중립축위치가 상승함을알수

있다. 370kN 이후 끝단 에 있는 외각 볼트가 힘을 받으면서

엔드플레이트의 하부 끝단이 벌어지고 최대하중 416kN에 도

달하면서 인장측에 위치한 볼트 4개 모두가파단한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공결함을 나타낸것으로 인

장영역에서 엔드플레이트 접합부가 수평방향에서 1mm 벌어

진 형상을 보여주는 G10 실험체의 경우 G00 실험체와 유사

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335kN 작용 이후 보 인장측 웨브

가 항복변형률에 도달하면서 인장측 플랜지에 위치한 엔드플레

이트 간격이 벌어지면서 강성저하가 나타나고 중립축위치가 상

승함을 알 수 있다. 401kN 이후 끝단에 있는 외각볼트가 힘

을 받으면서 엔드플레이트의 하부 끝단이 벌어지고 최대하중

402kN에 도달하면서 인장측에 위치한 볼트 3개가 파단한다.

이는 볼트 주위의 엔드플레이트는 완전 밀착되어 있고 볼트연

단이 시공에 있어서 초기결함(간격)을 나타내더라도 내력적인

측면에서는영향이없는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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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험체 웨브의 하중-변형률관계 그래프

Specimens

plastic load of
beam

Test results

 max max  rotation angle location of N.A
failure mode

[kN] [kN] G##/ [mm] [kN/mm] [radian] [mm]

1 G00

491

416 1.00 17.73 30.77 0.01723 300 볼트파단

2 G10 402 0.97 16.29 30.19 0.01395 310 볼트파단

3 G15 359 0.86 17.39 26.68 0.01478 215 볼트파단

표 4. 실험결과 일람

고의적으로 엔드플레이트 간의 간격을 크게 벌여 인장측 볼

트 주위의 엔드플레이트가 밀착되지 않는 G15 실험체의 경우

최대하중은 359kN으로 G00 실험체에 비해 14%의 내력저하

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하중-변형률관계 그래프를살

펴보면 G00 실험체와 G10 실험체와는 다르게 보 웨브의 압

축측이먼저 항복하며 이때의 하중은 139kN으로 G00 실험체

에 비해약 43% 하중일 때 조기 항복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

다. 표 4에 실험결과 일람을 나타내었다.

4.3 실험변수의 영향

그림 10은 각 실험체별 작용하는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 보

웨브에 부착된 스트레인게이지에서 측정된 변형률관계를 나타

낸 것이다. y축이 보 웨브의 높이를 의미하며 각 위치에서의

하중에 대한 변형률을표현하였다.

G00과 G10 실험체의 경우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중립축이 보 하단에서 300~310 위치에서 나타나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측이 먼저 항복하며 중립축이 상향하는 현

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G15 실험체의 경우 하중-변형률 관

계 그래프를 살펴보면 G00과 G10 시험체와 다르게 중립축의

위치가 보 하단에서 215mm 떨어진 위치에서 관측되었으며,

보 웨브의 압축측이 먼저 항복하고 G00 실험체에 비해 약

43% 하중일 때 조기 항복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4.4 볼트내력 검토

LRFD에서는 인장하중을 받는 인장볼트에 대하여 다음의세

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1) 볼트에 의해 지지되는 전체의힘

(2) 상위볼트와 하위볼트열 사이의힘의분배

(3) 볼트에 요구되는 연성 정도

볼트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작용력과 이 힘에 의해 유발되는

지레작용력의 조합이다. 작용력 는 작용모멘트에 의해 결정

되고 지레작용력은 엔드플레이트와 기둥 플랜지의 휨변형에 의

해 결정된다. 각각의 볼트에 대한 이 두 힘의 분포는 엔드플레

이트의 강성과 관련이 있다. Surtees와 Mann(1970)은 

에 33%를 증가시킴으로써 얻은 적당한 상계치를 제안하였다.

이것을 이용한 식은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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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

계산값
실험값




ASD LRFD

    max max max 

[kN] [kN] [kN] [kN] [mm] [kNmm] [kN]

1 G00

313 591 366

416 17.73 415,774 832 1.41

2 G10 402 16.29 402,046 804 1.36

3 G15 359 17.39 358,899 718 1.21

표 5. 인장볼트의 내력 비교

 ≥


 

 (1)

여기에서 는 볼트의 최대 인장 강도이다. 지레작용력의

값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단거리는 볼트직경의 2.5배보다 작으

면 안된다.

한계상태 설계법에서는 크게 강도한계상태 설계법및사용성

한계상태 설계법이 있다. 강도 한계상태 설계법에 의거하여 고

력 볼트및볼트 1개의 인장력에 대한 설계강도 는 다음

과같다(AISC 2001, 2005).

       (2)

 : 고력볼트, 볼트의 축부 공칭단면적

 : 고력볼트, 볼트의 인장강도

사용성 한계상태 설계법에 의거하여 고력볼트 1개의 인장력

에 대한 이간내력 는 다음과같다.

       (3)

 : 고력볼트, 볼트의 이간 강도

Mann과 Morris의 연구보다는 한계상태 설계법이 더 안정

적인 측면으로 볼트 크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실험적 연구

를 통하여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설계함이 안전성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도 한계상태 설계법은 볼트의 강도

에근거하여 제정한것으로아직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면 적용

하기 어려운실정이므로 이간내력으로 설계하는 사용성 한계상

태 설계법으로 설계하는것이 적당하다.

엔드플레이트에서의 주응력전달은 휨모멘트로서 실험결과에

의한 휨모멘트를 인장측에 위치한 4개의 볼트가 전담한다고 할

때의 허용력을 표 5에 설계규준값 및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P.E.B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골조는AISC-ASD로 설계되

고 있으므로 설계규준값을ASD및LRFD에 대하여산정하였다.

실제 휨모멘트를 받는 인장볼트의 허용력은 볼트의 공칭강도

를 사용하였을 때 LRFD의 강도설계법으로 산정한 볼트내력

에 대하여각각 41%, 36%, 21% 증가한값을 나타내고 있으

며 볼트의 실제 재료인장강도를 적용하면 23%, 19% 6% 증

가한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실험의 변수인 엔드플레이트

접합부밀착도의 시공오차는 볼트내력에 관한 설계규준을 만족

시키고 있다.

5. 결 론

P.E.B 시스템의 메인프레임 접합부 시공시 엔드플레이트의

용접변형 등으로 인한 수직불량이 발생하여, 설치된 엔드플레

이트접합부의 벌어짐현상에 대한 접합부 안정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같은 결과를얻었다.

(1) 실험체의 일반적인 구조적거동으로는 보의웨브항복 이

후 인장력을 받는 엔드플레이트가 벌어지면서 최대하중

에 도달하고 볼트파단으로 실험을 종료하였다. 이는 본

실험이 엔드플레이트접합부의 시공시 벌어지는 간격에

대한 구조거동 실험으로서 보의 횡-비틀림좌굴 및 국부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두께비 및 횡비지지 길이를

조절하여 보의좌굴을 방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G10 실험체와같이 현장시공시 나타난대부분의 시공결

함 형태인 볼트가밀착된 상태에서의 엔드플레이트외단

부 벌어짐현상은 완전밀착을표현한 G00 실험체와유사

한 구조적거동및내력을갖는다.

(3) 시공시 엔드플레이트 벌어짐 현상을 나타낸G10 실험체

및 G15 실험체 모두 내력적 측면에서는 설계규준값을

상회하므로 안전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G15 실험체와

같이 인장측 볼트 주위의 엔드플레이트가 완전히밀착되

지 않은 시공결함일 때에는 완전히 밀착된 실험체에 비

하여 14%의 내력저하현상과 함께 보 웨브의 압축측 항

복이라는 다른응력전달메카니즘을 가진다.

(4) G15 실험체와 같은 시공결함을 유발하는 엔드플레이트

의 변단면 보및리브 용접시 엔드플레이트의 면외변형이

발생하지않도록시공상 주의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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