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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프리폼 대공간 구조물의 노드에 대한

축하중 구조성능 평가

Structural Performances of an Axially-loaded Node

in Single Layered Free Form Spac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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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프리폼 구조의 노드는 용접 및 볼트 접합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 구조 성능을 해석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하중을 받는 프리폼 구조 노드의 구조 거동을 알아보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노드 중심부의 성능

을 알아보기 위한 노드 볼 실험과 노드부 전체의 내력 평가를 위한 노드부 실험으로 구분된다. 노드 볼 구조 성능 평가에서는 축력에 대한 단

조가력과 반복가력 실험을 하였고 노드부 구조 성능 평가에서는 단조가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노드 접합부 설계가 적합하므로 실제

구조물에 인장 발생 시 노드 볼이 충분한 내력을 가지며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압축 발생 시 노드 볼 형상의 비대칭에 따른 모멘트 발생으로

내력이 저하된 현상을 보였다.

ABSTRACT：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behavior of axially loaded nodes in freeform structure were not fully

understood due to certain difficulties,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various welding and bolting types. In this study, a node

of single layered freeform structure was tested to determine its structural behavior when subjected to axial loads. The

tests were classified into node ball tests to evaluate the center of the node subjected to cyclic and monotonic loading. The

node part tests were also conducted to evaluate the whole node subjected to monotonic loading. The test showed that the

node ball is safe with the tensile force, but the node ball needs to increase its strength with the node loaded compressive

force due to the additional bending moment of the node ball's asymmetric form.

핵 심 용 어 : 단층 프리폼 구조, 노드, 모멘트 지배형, 축하중, 구조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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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v

철저히 기능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획일적이고 상자형 건축

이었던 모더니즘 건축을 탈피해 현대 건축은 형태와 공간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성을 중시하고 미적효과를 고려한

건축물 선호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비정형 건축물에 가장 적

합한 구조로 프리폼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프리폼 대공

간 구조는 기둥 없이 설계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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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음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6)

프리폼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복층으로 된 입체골조와 단

층으로 된 평면골조로 구분할 수 있고 평면골조는 노드에 가

해지는 하중 특성에 따라 축력 지배형 노드와 모멘트 지배형

노드로 구분할 수 있다(주영규 등, 2010). 프리폼 구조의 구

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노드부로서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하중을 부담해야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각 노드를 살펴보면,

입체골조의 노드는 여러 부재가 3차원 결합을 하여야 하므로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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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RO-4(Double Dish), New Trade Fair(밀란)

(b) SBP-3, DZ-Bank(베를린)

그림 2. 평면골조형(모멘트 지배형) 노드(좌) 및 적용 사례(우)

(a) 입체골조 (b) 평면골조

그림 1. 평면골조와 입체골조

로 노드부가 다소 복잡하지만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기 때

문에 Mero system, PYRAMITEC system 등 국외에서

개발된 노드 사례가 많다(Hwang, 2010). 평면 골조 중 축

력 지배형 건축의 경우 대표적인 구조시스템으로 다이아그리

드(diagrid)가 있으며 건축물 전체의 하중을 노드를 통해 전

달하기 때문에 노드의 크기가 크고 중량이다. 축력 지배형 노

드에 관한 연구는 실험적 또는 해석적으로 변태우 등(2008),

정인용 등(2009)에 의해 국내에서 수행된 바 있다. 모멘트

지배형 건축은 대부분 지붕구조로써 구조물 자체의 하중만

받기 때문에 노드가 작고 가볍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밀란에 있는 New Trade Fair에 적용한 MERO-4

(Double Dish), 베를린에 있는 DZ-Bank에 적용한

SBP-3 등 국외 사례가 많다(Stephan 등, 2004).

축력 지배형 노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외 뿐만 아니라 국

내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지만 입체골조 노드와 평면골조 모

멘트 지배형 노드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사례가 없고 모두

국외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평면골조 모멘트 지배형 노드는 다른 노드에

비해 모멘트를 많이 받아 취약하므로 설계의 어려움이 있으

나, 입체골조를 주로 사용하던 과거와 달리 건물의 투명함을

확보하고 보다 자유로운 형상이 가능한 평면골조를 선호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평면골조 건축물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골조 모멘트 지배형 노드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골조 모멘트 지배형 건축물에 적용 가능

한 노드 프로토타입을 실험적으로 축력에 대해 평가하여 구

조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시한 노드부의 핵심인 노드 볼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6개의 실험체를 선정하였고 노드부

전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3개의 실험체를 선정하여 압축

력, 인장력을 가하였다.

2. 노드 프로토타입

노드 프로토타입의 각부 명칭 및 노드 볼 형상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노드는 볼, 서브윙, 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

이는 용접으로 일체화된다. 노드와 노드 사이를 2m의 각형강

관 부재(150×100×4.5)로 연결하였는데 각형강관 부재와 윙

을 볼트로 체결하였다. 노드 볼의 지름은 외부 표면 기준으로

300mm이며 두께는 10mm이다. 물량 감소를 위해 응력을

적게 받는 각각의 서브윙과 맞닿은 볼 부분에 60×60(mm)크

기의 구멍을 6개 뚫었다. 또한 볼의 상·하부를 단면 상에서

수직 거리로 위에서 10mm, 아래에서 30mm 제거하였는데

노드 상부 측의 유리 덮는 공간 확보 때문에 비대칭으로 되었

다. 서브윙은 볼 표면까지 최단거리 10mm가 되도록 하였고

윙은 141×91×4.5×4.5 크기의 H형 단면으로 하여, 노드 사

이의 각형강관 부재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a) 노드 각부 명칭

         

(b) 볼 형상

그림 3. 노드 형상

그림 4는 노드의 연결 모습을 볼 수 있는 노드부를 연결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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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드부 연결 도면

3. 재료실험

실험에 사용된 강재는 노드 볼과 서브윙은 SCW480

(Fy=235MPa)이고, 윙은 SS400(Fy=235MPa)이며, 각

형강관 부재(150×100×4.5)는 SPSR400(Fy=235MPa)이

다. 노드 볼과 서브윙에 사용된 SCW480은 KS B 0801

10호 규격에 따른 시편이고 윙에 사용된 SS400과 노드 사

이 각형강관 부재에 사용된 SPSR400은 KS B 0801 5호

시편으로 KS B 0802에 의한 인장시험을 하였다. 시험 결과

항복강도 값은 모두 235MPa를 상회하였다. 표 1은 재료 시

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항복비 연신율

(%)

SCW

480

TEST-1 307.9 521.1 0.59 32.5

TEST-2 318.9 522.7 0.61 31.2

SS

400

TEST-1 326.2 444.2 0.73 34.6

TEST-2 343.7 454.0 0.75 32.3

SPSR

400

TEST-1 379.6 452.3 0.84 35.6

TEST-2 383.6 469.9 0 35.4

표 1. 재료 시험 결과

4. 노드 볼(Ball) 구조 성능 평가

노드부에서 노드 볼은 6개의 각 부재로부터 하중을 전달받

아 힘이 집중되는 부분으로써 실제 축력이 작용하였을 경우

의 구조 성능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제 대공

간 구조물에서의 노드는 위치에 따라 인장력, 압축력 또는 반

복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해석상에서 노드 볼의 이형적인 형

상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접합부에서 용접이라는 특성을

구현해 내어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6개의 노드

볼 실험체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가력방법 힘 실험체명 실험체 개수

단조가력
압축력 C-mo-n 2

인장력 T-mo-n 2

반복가력 압축+인장 CT-cy-n 2

표 2. 노드 볼 실험체 일람

4.1 실험 계획

4.1.1 실험체 계획

수평하중을 받을 경우, 구의 형상이므로 그 내력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볼의 상하부가 비대칭으로 잘려 있어 추가

(a) 평면도

(b) 정면도

그림 5. 노드 볼 실험체 상세

그림 6. 실험장치

적인 모멘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부가

적인 응력의 영향을 받는 노드 볼의 구조 성능을 평가하여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드 볼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실험체 상세는 그림 5와 같다. 노드 볼의 내력 평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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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과 서브윙 6개만으로 실험체를 구성하였고 양쪽 서브윙 2

개를 단부로 설정하여 핀으로 고정하기 위해 플레이트를 용

접하였다. 실험체는 총 6개를 계획하고 제작하였으며 실험체

일람은 표 2에 나타내었다. 압축력, 인장력이 각각 발생하였

을 경우와 반복 하중에 대한 거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2개씩 실험체를 설정하였

다.

4.1.2 가력 방법 및 측정 방법

실험체에 대한 사진은 그림 6과 같다. 실험체를 고정하기 위

해 한쪽 단부를 스토퍼에 핀으로 고정하고 반대쪽 단부를 액츄

에이터 헤드에 핀으로 고정하여 엑츄에이터로 축력을 가하도록

하였다. 노드 볼에 압축력을 가하는 C-mo-n 실험체와 인장력

을 가하는 T-mo-n 실험체는 단조가력 실험으로 1축 가력하였

다. 반복 가력의 경우, 먼저 실험한 단조가력 실험의 결과로써

나온 액츄에이터의 하중-변위 그래프를 이용하여 0.2% 오프셋

시킴으로써 실험체의 축방향 항복 변위를 산정하였다. 압축 가

력시 2개의 실험체의 항복변위가 각각 6.1mm, 6.4mm였고,

인장 가력시 항복변위가 각각 6.5mm, 6.9mm였다. 따라서

반복가력 실험에서 첫 번째 실험체 CT-cy-n1은 두 항복변위

의 중간값인 6.2mm(압축 발생시 항복변위), 6.7mm(인장 발

생시 항복변위)를 기준으로 1, 2, 4, 6, 8배로 그림 7(a)와

같이 각 사이클별 2회씩 점증 가력하였다. 반복가력 실험의

두 번째 실험체 CT-cy-n2는 압축과 인장일 때 모두 항복변

위 값보다 작은 6mm로 설정하여 CT-cy-n1 실험체와 마찬

가지로 1, 2, 4, 6, 8배로 그림 7(b)와 같이 각 사이클별 2

회씩 점증 가력하였다. 가력 종료시점은 단조가력, 반복가력

실험 모두 실험체가 파단하거나 최대 내력의 80%까지 하중

이 저감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체 계측은 각 부위 별 성능 검토를 위해 이루어졌다.

실험체에 인장 및 압축을 가할 때 축방향 변위를 기준으로

가력하므로 노드 볼의 축방향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가력 방

향 서브윙 단부에 그림 8(a)와 같이 LVDT(The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설치하였다. 그림

8(b)와 같이 노드 볼의 수직이동을 고려하여 노드 볼 후면

상하로 LVDT를 2개 설치 하였으며 또한 볼 후면으로의 이

동을 고려하여 1개를 더 설치한 결과 총 4개의 LVDT가 변

위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부적인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1축 소성게이지를 사용하였다. 응력이 집중되어 큰 변형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 볼 상하부 개구부를 중심으로

설치하였으며, 볼 상부에서 하부 쪽으로의 응력 전달을 알아

보기 위해 상부에서 하부로 일렬로 배치하였다. 그림 9와 같

이 30개의 게이지를 부착하여 실험하였다.

(a) CT-cy-n1 실험체

(b) CT-cy-n2 실험체

그림 7. 가력 프로토콜

(a) 볼 정면 (b) 볼 후면

그림 8. LVDT 설치

(a) 평면도 (b) 정면도

(c) 측면도(가력 방향) (d) 측면도(가력 반대 방향)

그림 9. 게이지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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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4.2.1 이력 특성과 파괴 형상

1) C-mo-n 실험체

C-mo-n 실험체는 노드 볼에 압축력만을 가한 것으로 2개

의 실험체를 실험한 결과, 그림 10(a)와 같이 볼 형상의 상

하 비대칭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볼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

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실험체 C-mo-n1을 살펴보면 힘을

가할수록 서브윙을 통해 볼의 하부측은 압축력을 받아 핀으

로 고정되어 있는 서브윙과 그 양쪽 옆의 서브윙 모서리부터

균열이 발생하였고(그림 10(d)), 볼의 서브윙 상부측은 인장

력을 받아 서브윙과 용접되어 있는 변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그림 10(c)).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양쪽 서브윙 단부를 보

면, 올라간 각도가 액츄에이터 쪽은 29.6도, 반대쪽은 18.4

도로 많은 차이가 났으며 파괴 형상에서도 액츄에이터 쪽의

서브윙에서 더 큰 균열이 발생하여 비대칭성 파괴가 일어났

다. 두 번째 실험체 C-mo-n2는 고정된 서브윙 양쪽의 올라

간 각도가 모두 20도 정도이고 파괴 형상에 있어서도 발생한

균열 양상이 비슷하여 양쪽 단부에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실

험체 모두 볼의 상부 개구부에는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

으나(그림 10(b)), 하부 개구부는 양쪽 서브윙에서 압축을

가함으로써 좌굴이 발생하였다(그림 10(d)). 그림 12(a)의

하중-변위 곡선을 보면 최대 하중 이후 균열이 서서히 진행

되어 내력 또한 서서히 저하됨을 알 수 있다.

(a) 볼 정면 (b) 볼 상부

(c) 인장에 의한 균열 (d) 압축에 의한 균열 및 볼 하부

그림 10. C-mo-n1 실험체 압축 파괴

2) T-mo-n 실험체

T-mo-n 실험체는 노드 볼에 인장력만을 가한 것으로 2개

의 실험체를 실험하였다. 노드 볼 상하부 개구부에서 모두 좌

굴하였으며 서브윙을 통해 전달된 인장력에 의해 고정된 서브

윙 상부 및 양 측 볼 부분에서 찢어지면서 파괴되었다. 기본

적으로 양쪽 서브윙 단부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T-mo-n1은

힘을 직접적으로 가한 액츄에이터 쪽의 서브윙 주변 볼에서

파괴되었고(그림 11(a)), T-mo-n2는 그와 반대로 액츄에이

터 반대쪽 서브윙 주변 볼에서 파괴되었다(그림 11(c)). 그

림 12(b)의 하중-변위 곡선을 보면 균열이 발생하자마자 급

격히 내력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a) T-mo-n1 볼 정면 (b) T-mo-n1 볼 상부

(c) T-mo-n2 볼 정면 (d) 인장에 의한 균열

그림 11. T-mo-n 실험체 인장 파괴

(a) C-mo-n

(b) T-mo-n

그림 12. 단조가력 하중-변위 곡선

3) CT-cy-n 실험체

CT-cy-n 실험체는 노드 볼에 반복하중을 가한 것으로써

각각 다른 변위를 적용하였던 2개의 실험체 모두 7 cycle에

서 인장력에 의해 파괴되었다. 인장 가력 실험과 같이 지점으

로 잡은 서브윙 단부 둘레에서 찢어지면서 파괴되었으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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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T-cy-n1

(a) CT-cy-n2

그림 14. 반복가력 하중-변위 곡선(△:균열)

대로 서브윙의 상부가 아닌 하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그

림 13(c)). 또한 그림 13(b)와 같이 볼의 상하부 개구부 모

두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시 지지점에서 슬립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정해 준 결

과 그림 14와 같은 하중 변위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TEST-1의 경우 인장보다 압축 부분에서 더 많은 슬립이 발생

하였고 압축(6.2mm)과 인장(6.7mm)의 변위 차이(0.5mm)가 있

기 때문에 그림 14(a)와 같이 2 cycle까지 압축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인장 가력 시에는 볼에 하중이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CT-cy-n2는 압축(6mm), 인장(6mm)에서의

변위 차이가 없고 슬립도 비슷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림

14(b)와 같은 이력곡선을 가지며, 4 cycle까지 볼에 가해지는

하중 차이가 크지 않다. 두 개 실험체의 마지막 7cycle에서 압

축력을 가할 때까지 강도는 비슷하지만, 인장력을 가한 후부

터 파괴될 때까지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변위를 적용하였던

CT-cy-n1에서 그 내력이 급격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인장력이 먼저 전달되었던 CT-cy-n1실험체에서

균열이 먼저 발생되었다.

(a) 볼 정면 (b) 볼 상부

(c) CT-cy-n1 균열 (d) CT-cy-n2 균열

그림 13. CT-cy-n 실험체 인장 파괴

4.2.2 변형도 분포

1) C-mo-n 실험체

그림 15는 C-mo-n 실험체의 시간에 따른 변형도 게이지

의 변형률 곡선을 보여준다. 그림 15(a)에서 볼의 하부

(Gage 4, 9, 14)가 상부(Gage 0, 5, 10)보다 더 큰 변형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압축력을 가하면서 하중이 볼 전

체에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구부가 큰 하부 측

에 응력이 집중됨에 따라 부가 모멘트의 영향으로 볼 전체가

위쪽으로 뜨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b)는

하중을 집적 가하는 서브윙 주변의 변형도로써, C-mo-n2에

서 서브윙 하부측에 수직방향의 게이지(Gage 3b)를 추가하

여 분석하였다. 볼 상하부의 개구부(Gage 0, 4)보다는 서브

윙 상하부(Gage 2, 3b)에서 조기에 변형도가 증가하고 있으

나 항복 이후부터는 볼의 하부 개구부에서 압축에 의해 큰

변형이 일어나 좌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브윙 상하부

가 각각 인장, 압축을 받고 있으나 그 변형이 크지 않은 것은

파괴 형상과 같이 서브윙의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서 국부

적으로 큰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T-mo-n 실험체

그림 16은 T-mo-n 실험체의 각 부분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형도를 나타낸 것으로 (a)를 보면 압축 가력 실험과는 달

리 볼 상부가 하부와 같이 큰 변형을 일으키고 있어 부가모

멘트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b)를 보면

볼 상하부에 많은 응력이 걸리는 것과 반대로 서브윙 상하부

에서는 그 변형이 적고 파괴형상을 살펴볼 때 서브윙 양측

용접부와 서브윙 모서리 사이에 응력이 집중되어 파괴된 것

으로 사료된다. 볼 상부 쪽으로 더 큰 응력이 걸리므로 상부

쪽의 서브윙 모서리 사이에서부터 균열 발생 후 응력 전달

방향에 따라 균열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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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mo-n2 (a) T-mo-n2 (a) CT-cy-n1

(b) C-mo-n2 (b) T-mo-n1 (b) CT-cy-n1

그림 15. C-mo-n 실험체 변형률 그림 16. T-mo-n 실험체 변형률 그림 17. CT-cy-n 실험체 변형률

3) CT-cy-n 실험체

CT-cy-n 실험체의 볼 상하부 개구부의 변형도를 살펴보

면, 그림 17(a)와 같이 상하부 개구부에서 대체적으로 변형

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나 하부 개구부에서 압축 가력시

변형이 더 크게 일어나 전체적으로 하부 개구부에 더 많은

응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 가력임에도 불구하고

변형도 그래프가 상하 대칭이 아니라 위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압축 가력 시 모멘트의 발생으로 인해 대각선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짐에 따라 액츄에이터의 변위 제어에

있어서 실제 작용한 변위보다 더 많은 변위를 주게 되어 변

형이 크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b)는 볼에 용접된

서브윙 주변의 변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수평방향

(Gage 1, 3)으로는 큰 영향이 없으나 수직방향(Gage 2,

3b)에서 서브윙 상부측(Gage 2)에서만 변형이 다소 증가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브윙 바로 아래 부분

(Gage 3)과 볼 하부 개구부(Gage 4) 사이의 변형도를 살

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게이지(Gage 3-4)를 부착한 결과,

파괴 시점에서 변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액츄에이터

로 압축 가력 시 서브윙 상부에서는 인장력, 하부에서는 압축

력이 발생 하였으며, 액츄에이터로 인장 가력 시 서브윙 상부

에서는 압축력, 하부에서는 인장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반복 가력 시 모멘트의 영향을 받아 반대의 힘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파괴 형상과 비교해 볼 때 서브윙의

양측과 서브윙 모서리 사이에 응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볼의 하부 개구부 쪽의 변형이 큰 것으로 보아 상부 개

구부보다 더 많은 응력이 집중됨에 따라 서브윙 용접부 양측

에서 발생된 균열이 볼 하부 쪽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3 초기 강성 및 항복 강도

그림 18와 표 3은 반복가력 실험결과를 단조화 그래프로

정리한 후 단조가력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반복가력일

때보다 단조가력일 경우 초기강성이 모두 높지만 각 내력은

다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C-mo-n 실험체와 압축에서의

CT-cy-n 실험체를 비교해 볼 때 반복가력 첫 번째 실험체

CT-cy-n1은 예상대로 단조가력보다 내력이 약 15% 낮게

항복내력(kN) 변위(mm)

압축

C-mo-n1 399 5.4

C-mo-n2 395 4.2

CT-cy-n1 339 4.4

CT-cy-n2 423 5.8

인장

T-mo-n1 501 1.4

T-mo-n2 485 2.1

CT-cy-n1 480 2.1

CT-cy-n2 473 1.9

표 3. 노드 볼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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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노드 볼 하중-변위 곡선 비교

나왔으나, CT-cy-n2의 경우 약 7% 더 높게 나왔다. 이것은

반복 가력으로 그 내력이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축 가

력 시 실험체 제작 과정에서의 미소한 오차 등으로 인한 부

가모멘트가 단조 가력에 비해 적게 발생하여 실험체에 영향

을 덜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T-mo-n 실험체와 인장에서의

CT-cy-n 실험체를 비교해 볼 때 반복가력 실험체 모두 내력

이 2~6% 정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그 값의 변화가 크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항복 변위는 압축과 인장 모두 단조가력한

결과에 비해 반복가력한 실험체의 결과값이 비슷하거나 크게

나타났다.

5. 노드부 구조 성능

노드부는 볼과 서브윙, 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드와 노

드를 연결하는 각형강관 부재로 설계되어 있다. 실제 구조물

에서 각형강관으로 연결된 노드부에는 인장, 압축, 또는 반복

하중이 작용하게 되며 각 하중 작용시 노드부 전체는 안전하

여야 한다. 볼트와 용접 접합 및 전체 형상을 해석 상에서 구

현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고 노드 볼과 같이 노드부 전체가

부가 모멘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

는 노드부 전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 성능을 실

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5.1 실험 계획

5.1.1 실험체 계획

실험체는 2장에서 제시한 노드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써 노드 볼, 서브윙, 윙, 각형강관으로 구성되었고 노드

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각형강관은 M12볼트로 윙과 연결

하였다. 노드 볼에 여섯 개의 서브윙을 용접하고 하중 가력을

위해 지점으로 잡는 두 개의 서브윙 양 단부에만 윙과 각형

강관을 두었다. 실제 하중 작용 시 노드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압축력을 가하는 C-mo-b6 실험체, 인장력을 가하는

T-mo-b6 실험체를 계획하였고 실제 파괴 양상이 강관에서

일어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접합부 볼트 내력의 60～70%

에 해당하는 볼트 4개로 접합함으로써 접합 내력 부족 시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T-mo-b4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압축 가

력의 경우, 노드 볼이 비대칭임에 따라 3장에서의 노드 볼 실

험과 같이 부가 모멘트의 영향을 받아 볼 상부 측으로 변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 3개의 실험체를 두었으며 표

4는 노드부 실험체 일람표이다.

힘 실험체명 확인 사항 실험체 개수

압축력 C-mo-b6
실제 하중 시

모든 부재 확인
1

인장력

T-mo-b4 볼트 파괴 확인 1

T-mo-b6
실제 하중 시 모든 부재

확인 및 강관 파괴 확인
1

표 4. 노드부 실험체 일람

5.1.2 가력 방법 및 측정 방법

실험체 사진은 그림 19와 같다. 그림 20에 나와 있는 것처

럼 한쪽 각형강관 단부를 스토퍼에 핀으로 고정하고 반대쪽

단부를 액츄에이터 헤드에 핀으로 고정하여 엑츄에이터로 축

력을 가하도록 하였다. 3개의 실험체 모두 단조가력 실험으

로 1축 가력 하였으며 가력 종료시점은 실험체가 파단하거나

최대 내력의 80%까지 하중이 저감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체 계측은 각 부분 별 성능 검토를 위한 것으로

LVDT 설치 위치는 3장에서의 노드 볼 성능 평가 실험과 동

일하다. 국부적인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1축 및 3축 소성게

이지를 사용하였다. 그림 20과 같이 3장에서의 실험을 통해

응력이 집중되어 변형이 컸던 볼 상하부 개구부에 일부 설치

하고 각형강관 및 윙의 변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부위에

설치하였다.

그림 19.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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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도

(b) 정면도

(c) A-A‘ 단면도

그림 20. 노드부 실험체 상세 및 게이지 부착 위치

5.2 실험 결과

5.2.1 이력 특성과 파괴 형상

1) C-mo-b6 실험체

C-mo-b6 실험체는 노드부 전체에 압축력을 가한 것으로

C-mo-n 실험체와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노드가 위쪽으로 올

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22(a)). 힘을 직접 가한 액츄

에이터 쪽 각형강관 부재는 12.6도 상부 측으로 기울어졌으

며 그 반대쪽 각형강관 부재는 12.4도 기울어졌다. 압축력을

가할수록 노드 사이 각형강관 부재로부터 전달된 하중이 서

브윙을 통해 볼에 전달되고 볼의 하부 개구부 측은 압축력을

받아 그림 22(b)와 같이 좌굴된 형상을 나타냈으며 서브윙과

맞닿아 있는 볼 부분에서 내부 균열이 발생하였다(그림

22(d)). 노드 볼 실험에서와 같이 볼 상부 개구부에선 큰 변

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부가 압축된 것과는 반대로 인장력

을 받고 있음을 주변 부재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각형강관

부재 또한 좌굴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형상에서 각형강관

부재상부는 서브윙으로부터 벌어져 있고 하부는 압축을 받아

서브윙과 약간 맞물려 있었다. 볼트 구멍을 살펴보면, 상부

역시 인장에 의해 조금 늘어나 있고 하부는 반대로 그림

22(c)와 같이 압축에 의해 지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볼트 또한 그 변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펴보

면, 예상과는 달리 부가모멘트 발생에 의해 노드 볼 부분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실제 건

물 거동 시 내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a)를

보면 실험체에 축력을 가하는 수평변위 외에 노드가 위로 변

형되는 수직 변위가 발생하였고 변위가 수평변위에 비해 거

의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하중 가력 시 볼트 사이 등에 의한 이격으로

노드부 전체에 하중이 걸리기까지 슬립이 발생하였고 제시한

하중 변위 곡선은 그것에 대한 보정을 해주었다.

(a) 압축 실험(C-mo-b6)

(b) 인장 실험(T-mo-b6, T-mo-b4)

그림 21. 노드부 하중-변위 곡선

(a) 노드부 정면 (b) 압축에 의한 좌굴

(c) 하부 볼트 구멍 (d) 볼 내부 균열

그림 22. C-mo-b6 실험체 압축 파괴

2) T-mo-b6 실험체

T-mo-b6 실험체는 노드부 전체에 인장력을 가한 것으로

그림 23(a)와 같이 윙과 연결된 각형강관 위쪽에서 블록 쉬

어(Block Shear)가 발생하면서 파괴되었다. 액츄에이터로

가력한 각형강관 부재 쪽에서 파괴되었으며 각형강관 하부는

그림 23(b)와 같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인장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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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형강관 (a) 각형강관과 윙 (a) 각형강관과 윙

(b) 볼트 접합부 (b) 볼트 접합부 (b) 볼트 접합부

그림 25. C-mo-b6 실험체 변형률 그림 26. T-mo-b6 실험체 변형률 그림 27. T-mo-b4 실험체 변형률

로 받는 끝 쪽 볼트 사이에서 블록 쉬어가 진행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각형강관 부재 외에 볼이나 볼트 등에서는 거

의 변화가 없었다. 그림 21(b)를 보면 블록 쉬어로 인해 볼

트 사이가 끊어질 때마다 그 내력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a) 각형강관 상부 (b) 각형강관 하부

그림 23. T-mo-b6 실험체 인장 파괴

3) T-mo-b4 실험체

T-mo-b4 실험체는 4개의 볼트로 윙과 각형강관을 접합한

것으로 힘을 가하는 액츄에이터 쪽 각형강관을 연결하는 볼

트 4개가 모두 전단응력에 의해 잘리게 되었으나(그림

24(b)), 각형강관 부재에도 블록 쉬어가 진행된 것이 보였다

(그림 24(a)). 볼트 수가 줄었으므로 그림 21에서 그 내력

또한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2 변형도 분포

1) C-mo-b6 실험체

그림 25(a)는 C-mo-b6 실험체에서 각형강관의 변형도를

(a) 각형강관 상부 (b) 각형강관 하부

그림 24. T-mo-b4 실험체 인장 파괴

나타낸다. 각형강관의 각 부분은 액츄에이터로 압축력을 가함

에 따라 초기에 모두 압축 변형을 보이지만, 항복 이후부터는

부가 모멘트에 의해 각형강관의 상부는 인장을 받게 되고 하

부로 갈수록 압축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인다. 각형강관

상부의 볼트 접합을 보면 모든 구멍에서 대체적으로 인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볼에서 가장 먼 볼트(Gage 12)에서 그림

25(b)와 같이 변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윙의 단면 한

쪽이 둥글고 그 둥근 부분과 가장 가까운 볼트 부분에서 아

래로 응력을 받음에 따라 둥근 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윙으

로 받치고 있는 다른 볼트와는 달리 변형이 크게 일어난 것

으로 판단된다. 볼 외의 부재에서 변형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응력이 볼 하부로 집중되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

2) T-mo-b6 실험체

노드부에 인장력을 가한 실험으로 각형강관 부재(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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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가 인장을 받을 것과는 반대로 윙의 둥근 부분(Gage

7,8,9)은 압축 변형을 하였는데 이는 각형강관과 접합되어

있는 윙의 상하부에서 볼트에 의해 지압이 되고 그 응력이

전달되어 압축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록 쉬어

에 의해 볼트 사이가 단계적으로 파괴됨에 따라 갑자기 변형

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블록 쉬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볼트 사이 간격마다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나 그 간격이 좁

아 1축 게이지를 가력 방향의 수직(Gage 11,12)으로 설치

하였고 볼에 가까운 쪽과 인장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볼트 부분에 3축 게이지(Gage 10,16,17, Gage

13,14,15)를 설치할 수 있었다. 볼트 사이(Gage 16)의 압

축 변형이 큰 것으로 보아 전단응력이 발생하였고 인장 변형

이 큰 부분인 외곽 볼트 사이(Gage 14)에는 인장 응력이 발

생하여 블록 쉬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T-mo-b4 실험체

변형도 양상이 거의 T-mo-b6 실험체와 비슷하였으나 노드

부 전체에 걸리는 응력 자체가 볼트로 몰림에 따라 다른 부

분에 대한 변형이 크지 않았다. 또한 T-mo-b6 실험체가 단

계적으로 파괴된 것과는 달리 갑자기 파괴된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것은 볼트 4개가 동시에 절단되어 더 이상 내력을 발

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5.2.3 항복 강도

각 실험체의 항복내력 및 변위는 표 5와 같다. T-mo-b4

실험체와 T-mo-b6 실험체를 비교해 보면, 볼트를 2개 줄인

T-mo-b4 실험체의 내력이 T-mo-b6에 비해 약 33% 작고,

항복변위 또한 약 20% 작은 값을 가진다. 볼트 개수를 줄임

에 따라 노드부 파괴 양상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내력이 반

영된 것으로, 볼트 6개로 접합함으로써 인장파괴 시 각형강

관에서 파괴되도록 하는 것은 그 내력이 높고 볼트에서 파단

되는 것에 비해 파괴 속도가 느리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다. C-mo-b6와 T-mo-b6의 내력을 살펴보면 18%의 내력

차이를 보이며, 노드부에 압축력이 가해졌을 때보다 인장력이

가해졌을 경우 더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복내력(kN) 변위(mm)

C-mo-b6 385 8.2

T-mo-b6 318 7.3

T-mo-b4 246 5.9

표 5. 노드부 실험 결과

6. 실험 결과 비교

노드부를 평가하고자 KBC 코드에 따라 축력 발생 시 노드

사이 각형강관 부재(150×100×4.5, SCW480)의 강도와 볼

트(M12) 강도를 계산하였으며 그 값은 표 6과 같다(한국강

구조학회, 2009).

부재 압축내력 부재 인장내력 볼트 전단내력

434.9 250.0 407.2

표 6. KBC 코드에 따른 노드부 내력

(단위:kN)

각형강관 부재의 압축내력은 각형강관 길이가 2m일 때의

부재좌굴 강도이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각형강관 부재의 인장내력은 윙과의 볼트 접합에서 블록쉬

어가 지배적이었고 그에 따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

 

볼트의 전단 내력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앞서 실험 결과로 제시한 표 3의 노드 볼 성능에서 각 2개

실험체 중 더 작은 내력 값과 KBC 코드에 따른 부재 내력

값을 비교하였고, 표 5의 노드부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로 부

재 내력과 비교하였으며 표 7에 정리하였다. 계산된 부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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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100%라고 하였을 때의 비율을 항복내력과 함께 표 7

에 나타내었다. 볼의 압축 내력은 각형강관 부재의 압축 내력

보다 9%(단조가력), 22%(반복가력) 낮고, 볼의 인장 내력

은 부재의 내력보다 단조 가력, 반복 가력에서 모두 두배 가

량 높게 나타났다. 노드부 실험 결과와 각형강관 부재 내력을

비교한 결과 압축에서는 14% 낮은 내력을 보였고 인장에서

는 27% 높은 내력을 보였다. 노드 볼과 노드부 실험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인장에서는 볼의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압축에서는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강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압축에 의한 노드 볼의 성능이 낮으며 이것은 압축 가력 시

볼의 상하 비대칭으로 인한 부가 모멘트의 영향으로 내력이

감소되어 전체 내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

제 인장 가력 시 각형강관 부재가 파괴됨에 따라 노드 볼은

안전하나 압축 발생 시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작용하여 부재

보다 더 낮은 내력을 발휘함으로써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상부에 비해 더 많이

줄였던 볼의 하부에 대해 스티프너로 보강하거나 볼의 상하

를 대칭으로 하는 등의 추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력 실험체 항복내력(kN)

압축

C-mo-n2 395 (91%)

CT-cy-n1 339 (78%)

C-mo-b6 385 (86%)

인장

T-mo-n2 485 (194%)

CT-cy-n2 473 (190%)

T-mo-b6 317 (127%)

표 7. 노드 내력 비교

7. 결 론

평면골조형 프리폼 구조 노드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 실

험을 통해 노드부의 거동과 파괴 형상, 내력 등의 구조적 성

능을 알아보았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압축과 인장 그리고 각각의 단조 및 반복 가력을 통해

확인한 노드 부의 볼 부분의 파괴 거동은 볼 전체에 비

교적 고른 응력이 전달이 되어서 파괴되었으며 이는 볼

단면이 부재의 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외 좌굴에 대

한 기본적인 설계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볼의 비대칭적인 형상으로 인해 압축력에 의한 추가적인

모멘트가 발생함을 발견 했으며 보다 충분한 압축 내력

을 갖기 위해서 볼 내부에 스티프너 혹은 볼 하부에 추

가적인 강성을 갖는 설계가 필요하다.

(3) 전체 시스템의 자중 감소와 경제성을 위해 설계된 볼 내

의 구멍에 응력이집중되지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볼내의 구멍이 전체 노드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볼트로 구성된 접합부분의 강도는 전체 부재의 내력에

크게 상회함으로 볼트의 개수 및 위치등이 최적으로 설

계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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