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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of the Transfer-beam

Connection of Floating Structure under the Moment

Jeon, Min Jun

Department of Ocean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A floating  structure locates on the water space and generally, a ponton 

is constructed by reinforced concrete and an upper-structure by structural 

steels. The baseplate of a floating structure (connections of upper- 

structure and ponton) is influenced by lateral load caused by wind, tidal 

current, and waves as well as vertical load subjected by upper-structures.

This thesis is intended to study the behavior and performance of 

transfer-beam connection by conducting experiment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when they are subjected to moment under lateral load. A lateral 

load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est models with a 

different angle thickness and mock-up models with a different connection 

type. A finite element analysis was conducted by modelling the same shape 

as the specimen with ABAQUS, making experiment environment by applying 

appropriate options, and adding a friction factor on contact surface for 

variables. A load-displacement curve and a moment-rotation curve are 

analysed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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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1) The behavior of the transfer-beam connection was modelled by type 

high-tension bolted connection and analyzed by applying the proper options 

of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ABAQUS”.

2) The test model experimental result have shown that the thicker the 

angles are initial rotational stiffness and plastic rotational stiffness grow 

bigger. The Mock-up model experimental result have shown that the 

moment-carrying capacity of top and seat with double web angle 

connections increased by 1.41 times compared to top and seat angle 

connections.

3) Analysis result of the TSA-6 model has been shown to nearly match 

the experimental result. Moment and stiffness of the other analysis model 

with a thick angle thickness was higher than the experimental results. Such 

a difference in the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s is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slippage.

4) The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of each model have shown that the 

bigger the angle thickness is the more effects the friction coefficient has 

on structural capacity and behavior. Finite element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odel are applied to a friction coefficient of 0.2 

for a behavior similar to the experimental results.

5) The capacity and behavior of TSA-15 model was analyzed when it 

was under cyclic load by conducting a quasi-static analysis with ABAQU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slip develops gradually along with plastic 

deformation unlike the results of pushover analysis and lateral load tests 

where slip occurred in the transfer section.

KEY WORDS: Transfer-Beam, Semi-Rigid Connection, Floating Structure,

Finite Element Analysis, Top and seat angle connection,

Top and seat with double web angle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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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육상공간의 활용이 제한되고, 수변공간 및 수상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플로팅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수요 또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플로팅 구조물은 단순한 주거용만이 아니라 전

시관, 공연장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Fig. 1).

 

Fig. 1 플로팅 구조물

플로팅 구조물의 상부 구조물은 일반 건축물과 형태가 같으나 플로팅 구조물

이 설치되는 위치는 대지가 아닌 강이나 호수, 바다와 같은 수상공간이다. 따라

서 플로팅 구조물은 부력이 있는 하부 구조물을 필요로 하고, 이 하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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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강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중공부를 가진 격벽 형태로 만들어

진다. 이 하부 구조물은 상부 구조물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격벽을 통해 밑면으

로 전달한다. 하부 구조물의 격벽은 플로팅 구조물이 위치하는 지역의 해수 깊

이, 염분농도, 파랑하중 등의 환경조건 및 안전한 흘수 확보를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게 된다. 상부 구조물의 주각부마다 격벽을 두어 하중을 전달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함체의 중량 및 공사비의 증가, 적정 흘수 확보 등

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하부 구조물에서 격벽이 설치되지 않은 위치에 상

부 구조물의 주각부가 위치하게 되면, 상부 구조물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하

부구조물의 밑면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응력 집중현상과 처짐에 

의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플로팅 구조물의 특성상 바람이나 조류, 파랑 등과 같은 수평하중의 영

향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접합부를 강접합으로 하게 되면 하부구조물의 변

형에 의해서 상부구조물에는 큰 부가모멘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전 연구(김세철, 2013)에서는 반강접 접합부가 

적용된 전이보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전이보 시스템

이 응력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구조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실험이 수행되지 않았고 유한요소 해석 시 고력볼트 

접합의 마찰력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거동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제안된 전이보 시스템 접합부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성능 및 거동을 파악하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실제 성능 및 거동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전이보 시스템 접합부가 플로팅 구조물의 

성능 개선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 동향

플로팅 구조물에 대한 연구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초대

형 부유식 구조물의 상부구조물에 대한 연구(2000~2008)가 이루어졌고, 한국해

양대학교에서 플로팅 구조물의 상부구조체에 대한 거주성 평가(송화철 외 2명, 

2009)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수해양 문화공간을 위한 정주형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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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팅건축 설계기술 개발 연구(2010~2015)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연구에서 

ABAQUS를 이용하여 반강접 접합부를 적용시킨 3차원 모델에 대한 전해석 및 

상부구조물에 대한 연구(박종서, 2012)가 수행되었고, 플로팅 구조물 중공부에 

위치한 주각부의 응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이보 시스템(김세철, 

2013)이 제안되었다.

반강접 접합부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호근(2005)은 더블앵

글로 접합된 수평, 수직하중을 동시에 받는 골조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고, 이길영(2007)은 더블앵글 접합부의 초기강성 및 극한강도 산정을 위한 해

석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천지원(2008)은 무보강 탑-시트 앵글 접합부의 초기강

성 및 극한모멘트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로 전성삼(2010)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탑-시트 앵글 접합부의 초기강성 및 소성모멘트 저항능력을 예

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육상건물의 주각부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우현 외 3

명(1996)은 기본적인 주각부 형태인 노출형 철골주각부에서 기초콘크리트에 작

용하는 중심축하중에 따른 분포를 구명하기 위하여 지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지압면적비, 시험체의 단면크기와 높이를 실험변수로 하여 각 실험체

의 중심축력에 대한 지압강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재봉 외 1명(1999)은 

J.P.Jaspot와 D.Vandegans(1998)가 연구한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철골기둥과 베이스플레이가 용접된 철골 주각부

를 유한요소로써 모델링하고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홍갑표(2005)는 메탈터치에 

의한 기둥이음의 응력체계를 구명하여 이음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고자 이음의 

경제성 및 시공성을 위해 틈의 크기를 변수로 하여 메탈터치 실험을 실시하고, 

메탈터치 기둥이음부의 거동을 실험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비

교·분석하였다. 같은 해 수행한 연구에서 철골기둥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볼

트 또는 용접부등의 응력전달체계를 구명하고, 기둥이음부 밀착접합에서 발생

하는 응력전달기구와 변형모드, 이음부의 내력 등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정현(2005)은 축력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철골주각의 거동에 관한 연구로 

축력비, 베이스플레이트 두께에 따른 주각부가 받는 지압응력 분포 분석 및 거

동을 분석하였으며, 한상윤(2005)에 의해 밀착접합(Metal Touch)을 이용한 철골

주각부의 응력전달과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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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전이보 시스템이 적용된 플로팅 구조물

에서 바람이나 파랑과 같은 수평하중에 의해 접합부에 모멘트가 발생할 때, 접

합부의 구조성능을 수평하중 가력실험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과 해석은 축소모델과 Mock-up모델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축소모델의 

경우 앵글의 두께를 변수로 하여 수행되었고 Mock-up 모델은 접합부의 형태를 

변수로 하여 수행되었다. 축소모델은 앵글의 두께를 6mm와 9mm로 적용하여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였고, Mock-up 모델은 탑앤시트 앵글 접합부와 탑앤시트 

더블웨브앵글 접합부를 적용하여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

된 실험체를 모델링하고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마찰계수를 변수로 적용하였다.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로부터 모멘트-회전각(Μ-Θ) 곡선을 도출하고 비교 분석

을 통하여 전이보 시스템 접합부의 거동 및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전이보 시스템과 반강접 접합부의 종류, 모

멘트-회전각 곡선 해석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전이보 시스템의 축소모델과 Mock-up모델에 대하여 수평력 가력 

실험을 통하여 접합부의 모멘트 성능 및 거동을 파악하였다. 축소모델의 접합

부는 탑앤시트 앵글 접합부를 적용하였고, 앵글의 두께는 6mm와 9mm를 적용

하였다. Mock-up모델의 접합부는 각각 탑앤시트 앵글 접합부와 탑앤시트 더블

웨브앵글 접합부를 적용하고 앵글의 두께는 15mm로 같게 적용하였다. 실험 결

과로부터 모멘트-회전각 곡선 및 초기회전강성, 소성회전강성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실험에 사용된 전이보 시스템과 같은 모델을 적용하여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 비교 정리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시에는 마

찰계수를 변수로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로부터 모멘트-회전각(Μ

-Θ) 곡선을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초기회전강성 및 소성강성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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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5장에서는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 분석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였다.

Fig. 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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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플로팅 구조물의 반강접 전이보 시스템

2.1 플로팅 구조물의 구조 시스템

플로팅 구조물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바다나 강, 호수와 같은 물 위에 위

치하기 때문에, 폰툰과 같은 하부 구조물을 필요로 하고, 이 하부 구조물은 상

부 구조물의 자중과 활하중 및 외부 하중 등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하부 구조물은 주로 격벽으로 이루어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일반 구조

물의 대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Fig. 3의 A에서와 같이 하부 구조물의 격

벽 위에 기둥이 위치한다면, 상부 하중을 하부 구조물로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

으나 B와 같이 격벽이 없는 중공부 위에 기둥이 위치한다면 하중 전달이 원활

히 되지 못하고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한다(박종서, 2012).

Fig. 3 플로팅 구조물 단면도

응력집중현상이 심화된다면 상부구조물의 보-기둥 접합부의 경간마다 변위차

가 발생되어 상부구조물에 부가 모멘트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중공부에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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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이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기존 연구(김세철, 2013)에서는 Fig. 4와 같은 전이보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응력집중현상 완화에 전이보 시스템이 효과가 있음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Fig. 4 전이보 시스템 단면도

전이보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보-기둥 접합부를 90도 회전

시켜놓은 형태로써 전이보는 하부 구조물의 격벽에 걸쳐 설치되어야 하며, 전

이보의 접합부가 일반적인 지상 건축물의 주각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의  

플랜지 폭과 전이보의 플랜지 폭을 일치시키고, 밀착접합(metal touch)을 통하

여 상부 하중이 전이보로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공성 및 경

제성을 고려하여 접합부는 고력볼트를 이용한 반강접 접합부로 한다.

2.2 반강접 접합부

2.2.1 반강접 접합부 개요

일반적으로 보-기둥 접합부는 하중으로 인해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축력, 전단력에 따른 변형은 무시 할 정도로 매우 작고, 

비틀림은 면내 골조에서는 무시되기 때문에 접합부의 평가를 위해서 휨모멘트

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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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접합 형태에 따른 모멘트-회전각 곡선을 약산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 그래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모든 접합 형태는 단순 핀접합을 나타내는 x축과 완전 강접합을 나타내는 y

축 사이에 위치하며 모멘트-회전각 곡선(Μ-Θ)은 비선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비선형은 접합되는 부재들 간의 재료적인 불연속, 재료의 부분적인 항복, 

판 요소의 국부적인 좌굴 등에 기인한다.

같은 모멘트에 대해 접합부가 유연할수록 회전각 Θ의 값은 더 크다. 즉, 특

정한 회전각 Θ에 대하여 접합부가 유연할수록 접합부는 인접부재에 더 작은 

모멘트를 전달한다. 따라서 접합부가 전달 할 수 있는 최대모멘트는 접합부가 

유연할수록 감소한다.

Fig. 5 반강접 접합부의 M-Θ 곡선

싱글웨브 앵글 접합과 더블웨브 앵글 접합은 단순접합으로 분류되며, 강성이 

큰 것들은 강접합으로 분류된다. 중간의 강성을 가진 다른 접합은 반강접 접합

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거의 모든 용접된 접합은 큰 강성을 가

지고 있고 인접한 부재에 전 모멘트를 전달하는 강접합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반강접 접합부는 성형과정에서 심각한 결점만 없다면 매우 연성

적이며 접합부의 연성은 내진설계 등의 구조체의 극한상태에서는 중요한 수치

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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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반강접 접합부 종류

일반적으로 리벳 또는 볼트로 결합되거나 용접된 접합에 대한 현장에서 사용

되는 반강접 접합부는 다음과 같다.

1) 단일 웨브 앵글 접합/단일 플레이트 접합

단일 웨브 앵글 접합부는 Fig. 6(a)과 같이 기둥과 보 웨브에 볼트로 접

합되거나 용접되는 형태이다. 단일 플레이트는 앵글 대신 플레이트를 사

용한다. 단일 플레이트를 사용한 접합부는 단일 앵글 접합부보다 재료가 

적게 들어가며 편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

앵글 접합부는 더블앵글 접합부의 절반정도의 모멘트 강도를 가진다. 단

일 플레이트 접합부는 Fig. 6(b)과 같이 플레이트 한쪽이 기둥의 플렌지에 

완전히 용접되어 있으므로 단일 앵글 접합부보다 크거나 같은 강성을 가

진다. 이 접합부는 매우 유연하므로 접합부 강성이 매우 작다.

2) 더블 웨브 앵글 접합

더블 웨브 앵글 접합부는 Fig. 6(c)과 같이 기둥과 보 웨브에 볼트 또는 

리벳으로 접합된 두 개의 앵글로 구성되며 단일 웨브 앵글 접합보다 약 2

배의 높은 강도를 가진다. 이 접합부는 앵글의 춤이 특별히 큰 경우, 사용

하중 하에서 보의 고정단 모멘트의 20% 정도를 전달하지만 AISC-ASD 규

준(AISC 1989)에서는 이 접합부를 단순접합 또는 전단접합으로 분류한다.

3) 탑앤시트 앵글 접합

상하앵글접합은 Fig. 6(e)과 같은 형태로 AISC-LRFD에서는 “하부 앵글

은 단지 수직 반력만을 전달하고 저항모멘트는 전달하지 않으며 상부 앵

글은 단지 측면의 안정에 기여하고 어떠한 모멘트도 전달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험결과에 따르면 수직하중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보단부의 모멘트를 기둥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탑앤시트 더블웨브 앵글 접합

웨브에 더블 앵글을 가진 상하 앵글 접합부는 Fig. 6(d)과 같이 상하 앵

글접합과 더블 웨브 앵글접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상부 앵글이 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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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측 플랜지에 대해 횡방향 지지의 역할을 하고, 하부 앵글은 시공 시

에 보 받침대 역할을 하며 보의 전단력을 기둥으로 전달함으로서 상하 앵

글 접합부의 구속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되었으나 보의 단부 모멘트

에 저항하지 못한다. 이 접합부의 유형은 AISC-ASD 규준의 Type 3의 반

강접 접합으로 분류된다.

5) 확장 엔드 플레이트 접합/플러쉬 엔드 플레이트 접합

엔드 플레이드 접합은 공장에서 보의 단부에 용접한 후, 현장에서 볼트

를 이용하여 기둥에 접합하게 된다. 확장 엔드 플레이트 접합부는 Fig. 

6(f),(g)에서와 같이 엔드 플레이트가 인장 측에 확장된 것과 인장 측과 압

축 측에 모두에 확장된 것이 있다. 전형적인 플러쉬 엔드 플레이트 접합

부는 Fig. 6(h)과 같다. 확장 엔드 플레이트 접합부는 보통 강진과 같은 심

한 지진하중이 발생하여 모멘트 상하가 바뀌는(Moment reversal)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플러쉬 엔드 플레이트 접합부는 확장 엔드 플레이트 접합

부 보다는 약하지만 보통 지붕 상세에 사용된다. 엔드 플레이트 접합부의 

거동은 기둥의 플랜지가 휨 변형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 플레이트

의 거동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6) 헤더 플레이트 접합

헤더 플레이트 접합은 Fig. 6(i)에서와 같이 보의 춤보다 작은 단부 플레

이트가 보에 용접되고 기둥에는 볼트로 연결된다. 이 접합부의 모멘트에 

대한 특성은 더블 웨브앵글 접합부와 유사하기 때문에 주로 보의 전단력

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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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ingle web angle                      (b) Single plate 

    (c) Double web angle               (d) Top and seat angles with  

                                             double web angle

   (e) Top and seat angle    (f) Extended end plate on the            

                                             tension side only

Fig. 6 반강접 접합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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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tended end plate on both sises         (h) Flush end plate

       (i) Header plate

Fig. 6 반강접 접합부 종류

본 연구에 사용된 반강접 접합부는 탑앤시트 앵글 접합부와 탑앤시트 더블웨

브앵글 접합부이다. 축소모델은 탑앤시트 앵글 접합부를 적용하였고, Mock-up

모델은 탑앤시트 앵글 접합부와 탑앤시트 더블웨브앵글 접합부를 적용한 후, 

수평력 가력 실험 및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2.3 반강접 접합부의 모멘트-회전각 곡선 해석 모델

반강접 접합부의 초기강성 예측식은 초기강성을 매개변수로 하는 선형모델에

서 시작하여 Bilinear나 Piecewise Linear 모델로 발전되었다. 이 모델들은 초기

강성은 구할 수 있으나 나중에 강성이 변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Frye-Morris(1975)가 표준상수 K와 곡선 추적상수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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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Poly-nominal Model을 제안하였고 Jones–Kirby–Nethercot(1980)는 실험데

이터를 근거로 곡선추적방법 B-Spine Model을 제안하였다.

Power Model은 두 가지 변수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발전하였다. 

Ang-Morris(1984)의 Power Model은 Ramsberg-Osgood(1943) 함수를 기본으로 

하여 제시한 것으로 모멘트-회전각 관계를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다.  

Lui-Chen(1983)의 Exponential Model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변하면 정확하

게 예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Kishi-Chen(1996)은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한 

Three-Parameter Power Model을 제안하였다.

Richard(1988)는 힘과 변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멱급수 형태의 모멘트-회전각 

관계의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Richard Power Model은 초기탄성강성, 소성강성, 

기준하중, 곡선추정 매개변수의 네 가지 변수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곡선추정 

매개변수는 주어진 하중에서 곡선 기울기의 감쇠를 결정하므로 정확한 거동 예

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 네 가지의 변수들을 이용하면 

접합부의 하중-변위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하중, 는 변위, 는 초기탄성강성, 는 소성강성, 는 

기준 하중, 은 곡선추정 매개변수 이다. 식 (1)의 하중-변위관계식은 다음 식

(2)와 같은 모멘트-회전각 관계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

여기서, 는 모멘트, 는 회전각, 는 초기회전강성, 는 소성회전강

성, 는 기준 모멘트, 은 곡선추정 매개변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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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ichard Pow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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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플로팅 구조물의 반강접 전이보 시스템 접합부 실험

3.1 실험체 구성 및 제원

본 논문에 사용된 실험체는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전이보 시스템의 일부분으

로 반강접 접합부를 통하여 기둥이 전이보 플렌지에 메탈터치(Metal touch)의 

형태로 접합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강접 전이보 시스템 접합부의 성능 파악을 위하여, 앵글의 

두께를 변화시킨 축소모델 2개, 접합 형태를 변화시킨 Mock-up모델 2개로 총 

4개의 실험체에 대하여 수평하중 가력 실험이 수행되었다. 축소모델의 경우는 

기둥 H형강의 폭 한계로 웨브 앵글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탑앤시트 앵글 접

합부를 적용하고, 앵글 두께를 6mm와 9mm로 적용하여 앵글의 두께 변화에 따

른 접합부 성능변화를 비교하였다. Mock-up모델의 앵글 두께는 15mm를 적용

하고, 접합부의 형태를 탑앤시트 앵글 접합부와 탑앤시트 더블웨브앵글 접합부

를 적용하여, 반강접 접합 형태에 따른 성능변화를 비교하였다. 실험체는 특별

한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고력볼트를 이용하여 마찰접합 하였다.

실험체의 명칭은 접합부의 형태에 따라 탑앤시트 앵글 접합부는 TSA, 탑앤시

트 더블웨브앵글 접합부는 TSDW이고, 이름 뒤의 숫자로 앵글의 두께를 나타내

었다. 실험체의 강종은 SS400, 볼트는 F10T를 사용하였으며, 각 실험체에 대한 

명칭 및 부재 사이즈를 Table 1에 정리하였고, 실험체의 구성 및 설치는 Fig. 

8~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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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전이보 및 기둥 앵글

고력볼트
보 및 기둥 사이즈(mm) 앵글 사이즈(mm)

축소

모델

TSA-6
H-150×150×7×10 L-75×75×6

F10T-M16
750 1,100 140

TSA-9
H-150×150×7×10 L-75×75×9

F10T-M16
750 1,100 140

Mock-up

모델

TSA-15
H-350×350×12×19 L-150×150×15

F10T-M20
1,000 1,780 350

TSDW-15
H-350×350×12×19 L-150×150×15

F10T-M20
1,000 1,780 350(TS) 260(DW)

Table 1 실험체 명칭 및 부재 사이즈

3.2 가력 및 계측

축소모델 실험체의 가력은 변위제어 방식으로 ACTUATOR를 이용하여 

3mm/min의 속도로 수평방향 단순 가력하였다. 실험체의 하중 가력에 따른 변

위를 계측하기 위하여 전이보 플랜지로부터 200mm, 1000mm 위치에 LVDT를 

설치하였다.

Fig. 8 TSA-6 모델과 TSA-9 모델 도면

Mock-up 모델 실험체의 가력 역시 변위제어 방식으로 ACTUATOR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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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mm/min의 속도로 수평방향 단순 가력하였다. 실험체의 하중 가력에 

따른 변위를 계측하기 위하여 전이보 플랜지로부터 300mm, 1600mm 위치에 

LVDT를 설치하였다.

Fig. 9 TSA-9 모델과 TSDW-15 모델 도면

Fig. 10 축소모델 실험체 설치 및 LVDT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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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ck-up 실험체 설치 및 LVDT 위치

3.3 실험 결과

각 실험체는 실험에 사용된 ACTUATOR 스트로크의 한계로 인하여 축소모델 

실험체는 약 150mm까지, Mock-up모델 실험체는 약 220mm까지 변위제어로 가

력한 후 종료하였다. Fig. 12,13은 축소모델 실험체의 가력 전과 가력 후 사진

이고, Fig. 16,17은 Mock-up모델 실험체의 가력 전과 가력 후 사진이다.

 플로팅 구조물의 접합부 성능은 내진과는 연관이 없으나, 플로팅 구조물에 

대한 구조 기준이 없고 파랑에 의한 하부 구조물의 횡이동 또는 동요에 의해 

접합부에 모멘트가 발생하므로 특수모멘트골조(Special Moment Frame, SMF) 

인증접합부의 요구조건인 회전각 0.04rad에서의 모멘트를 확인하였다.

축소모델 실험체의 수평하중 가력실험 결과는 Fig. 14,15에 그래프로 나타내

었고 Mock-up모델 실험체의 수평하중 가력실험 결과는 Fig. 18,19에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체의 수평하중 가력실험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특수모멘트골조 인증접합부의 요구조건인 회전각 0.04 rad를 

만족하였으며, 앵글의 두께가 6mm에서 9mm로 단면적이 1.5배 증가한 축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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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실험체의 회전각 0.04 rad에서의 모멘트는 13.11 kNm에서  22.76 kNm로 약 

1.74배 증가하였고, 초기회전강성은 2204.89 kNm/rad에서 2675.35 kNm/rad로 약 

1.21배, 소성회전강성은 69.67 kNm/rad에서 137.65 kNm/rad로 약 1.98배 증가하

였다. 접합부의 형태가 Top and Seat 앵글 접합부에서 Top and Seat with 

Double Web 앵글 접합부로 변형된 실험체의 회전각 0.04 rad에서의 모멘트는 

114.95 kNm에서 161.80 kNm로 약 1.41배 증가하였으며, 초기회전강성은 

8564.24 kNm/rad에서 13359.96 kNm/rad로 약 1.56배 증가하였고 소성회전강성

은 587.33 kNm/rad에서 897.07 kNm/rad로 약 1.53배 증가하였다.

실험체 모멘트(0.04rad) 초기회전강성() 소성회전강성()

TSA-6 13.11 kNm 2204.89 kNm/rad 69.67 kNm/rad

TSA-9 22.76 kNm 2675.35 kNm/rad 137.65 kNm/rad

TSA-15 114.95 kNm 8564.24 kNm/rad 587.33 kNm/rad

TSDW-15 161.80 kNm 13359.96 kNm/rad 897.07 kNm/rad

Table 2 앵글두께 변화 및 접합 형태 변화에 따른 수평력 가력 실험 결과

  

축소모델 실험결과(Fig. 14,15) 앵글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Μ-Θ곡선의 기울기

인 초기회전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성구간에서 일정 회

전각 이후 소성강성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Mock-up모델 실험결

과(Fig. 18,19)로부터 웨브 앵글이 추가되면 Μ-Θ곡선의 기울기인 초기회전강성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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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축소모델 실험체

Fig. 12 TSA-6 가력 전/후

Fig. 13 TSA-9 가력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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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SA-6과 TSA-9 실험체 Ρ-Δ곡선 비교

Fig. 15 TSA-6과 TSA-9 실험체 Μ-Θ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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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Mock-up 모델 실험체

Fig. 16 TSA-15 가력 전/후

Fig. 17 TSA-15 가력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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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SA-15와 TSDW-15 실험체 Ρ-Δ곡선 비교

Fig. 19 TSA-15와 TSDW-15 실험체 Μ-Θ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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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플로팅 구조물의 반강접 전이보 시스템 접합부 해석

4.1 ABAQUS 유한요소 해석 모델

본 연구는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6.13-4를 이용하여 모델링은 ABAQUS/ 

CAE, 해석은 ABAQUS/standard로 나누어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전 수평력 가력실험 결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푸쉬오버 해석을 실시하고 결

과를 비교한다. 푸쉬오버 해석 모델의 제원은 이전 실험 모델과 동일한 제원으

로서 3장의 Table 1 및 Fig. 8,9와 같다.

4.1.1 요소 선정 및 분할

유한요소 해석은 요소의 타입에 민감할 뿐 아니라 메쉬의 사이즈와 모델에 

사용된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석모델이 실제 접합부와 유사한 거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해석모델의  적절한 부재요소와 메쉬 분할이 필요하다. 특

히 메쉬 분할 수에 따라 해석 시간 및 해석결과에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메쉬

의 크기는 유한요소 해석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반강접 접합부 해석에서 취약지점으로 관심이 되는 위치는 주로 앵글과 고력

볼트 접합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메쉬를 조밀하게 

분할하여 정확한 응력과 변형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AQUS에서 제공하는 육면체요소(8 node brick element)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타입이 있다.

① A brick element with incompatible deformation modes(C3D8I)

② A brick element with reduced integration(C3D8R)

③ A brick element with standard integration(C3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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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les et al.(2000)의 연구에 따르면 감차적분을 사용한 요소(C3D8R)를 제외하

고 나머지 각 타입의 요소들의 결과는 기둥과 보 플랜지 두께의 요소분할 수에 

큰 영향이 없었다. 이는 감차적분 요소(C3D8R)가 메쉬 분할 수에 아주 민감함

을 시사한다. 또한 C3D8I 요소와 C3D8 요소는 많은 양의 디스크용량과 계산 

절차로 인하여 많은 해석 시간이 소요되고 고성능의 컴퓨터를 요구한다. 위와 

같은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해석시간을 줄이면서 접합부의 명확한 거동묘

사를 위하여 감차적분 요소(C3D8R)를 사용하고, 메쉬 크기를 3~100까지 변화시

켜 적용하였다. 전이보 및 기둥 플랜지, 앵글 두께 방향의 메쉬를 최소 3~4개로 

분할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4,25는 해석 모델의 각 파트별 모델링 및 

메쉬 분할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24 축소모델 메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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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Mock-up 모델 메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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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료 물성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재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S400 강재로서 

부재의 일부를 절취한 시험편을 이용하여 인장 시험을 수행하고, 평균값을 해

석에 적용하였다. 고력볼트의 경우 인장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트구멍 

크기에 따른 고력볼트 미끄럼접합부 거동특성(김강석, 2008) 논문에서 사용된 

고력볼트 인장시험 평균값을 적용하고 탄성계수 210,000 MPa을 적용하였다. 와

셔의 경우 인장, 압축시험 데이터가 없어 요구되는 최소강도에 가까운 값을 보

정하여 사용하였다.

ABAQUS에서 요구하는 소성영역 물성치는 공칭응력-공칭변형률을 식 (3),(4)

에 따라 진응력-진소성변형률로 바꾸어 입력하여야 한다. 재료의 소성경화구간

은 Isotropic과 Kinematic이 조합된 Combined Hardening Flow를 적용하였다. 이

는 국부좌굴과 같은 대변형을 고려한 기하비선형을 포함한다.

  (3)

  ln

 (4)

여기서, 와 은 각각 진응력 및 진소성변형률, 와은 공칭응력 및 변

형률을 나타내며 는 탄성계수이다. 유한요소 해석에 적용된 물성치를 Table 3

에 나타내었으며 Fig. 26은 SS400인장시험편 σ-ε그래프이다.

탄성계수

(MPa)
포아송비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보, 기둥, 앵글

(SS400)
205,459.17 0.3 303.17 438.13 34.2

고력볼트

(F10T)
210,000 0.3 1,142.4 1,160.4 24.8

Washer

(F35)
210,000 0.3 3,500 3,600 20

Table 3 해석모델 재료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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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S400 인장시험편 σ-ε곡선

4.1.3 ABAQUS 해석조건

해석모델은 해석 시 발생되는 관성문제와 하중증분에 따른 오차를 해결하고

자 ABAQUS/standard Implicit 해석법을 적용하였다.

접촉에 관한 옵션은 볼트-너트 접촉면을 제외한 모든 접촉면에 대하여 

Interaction Properties -“Hard” Contact를 적용하였다. “Hard”Contact는 접

촉면의 응력은 접촉 전에는 0이고 접촉이 발생한 순간부터 어떤 접촉응력이 가

능해지는 모델이다. 이때 관통(Penetration)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접촉응력은 

이론적으로 무한대 증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촉 알고리

즘으로 증대된 라그랑지 승수기법(Augmented Lagrange)을 적용하였다. 이는 벌

칙함수(Penalty Function)의 반복기법으로 그 특징으로는 접촉 정지마찰

(Traction)이 허용오차가 보다 작은 최종 침투를 위해 평형반복(Equilibrium 

Iteration)을 하는 동안 증가된다는 것이다(한상윤, 2005).

마찰에 대한 알고리즘으로는 ABAQUS Default 옵션인 슬라이딩 전에 마찰계

수만큼 전단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쿨롱의 마찰모델(Coulomb fric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마찰계수는 마찰면이 붉은 녹일 경우와 아무런 처리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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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흑피일 경우를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전이보-앵글, 기둥-앵글, 전이보-기둥의 접촉면은 붉은 녹일 경우 최소값 

0.45와 흑피일 경우의 최소값 0.2를 적용하고, 볼트머리-와셔, 너트-와셔 접촉면

의 경우는 미끄러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Table 4의 미끄럼

계수 최대값인 0.75를 적용하였으며, 와셔-앵글, 와셔-전이보, 와셔-기둥 접합면

의 경우는 붉은 녹의 최소값 0.45와 미끄럼계수 최대값 0.75의 중앙값인 0.6와 

흑피일 경우 최소값 0.2를 적용하였다. 볼트 축부와 다른 부재의 접촉은 마찰접

합이 지압접합으로 바뀐 후 발생하고, 볼트의 축부의 인장변형이 거의 없어 미

끄러짐 또한 발생할 일이 적어 마찰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0.1을 

적용하였다. 볼트-너트 접촉면은 너트풀림이 없음을 가정하여 constraints-Tie 

옵션을 이용하여 볼트와 일체 거동하도록 하였고, 스티프너 용접면 또한 일체 

거동하도록 constraints-Tie 옵션을 적용하였다.

경계조건은 전이보 하부 플랜지 밑면을 완전 고정하였으며, 가력조건은 푸쉬

오버 해석의 경우, Step 1에서 Bolt Load 옵션을 통하여 고력볼트의 장력을 적

용하고, Step 2에서 Fix at current length 옵션을 적용하여 고력볼트의 원래 길

이만큼 고정하여 Pretension의 거동을 표현한 후, 변위제어로 수평력을 가력하

여 접합부에 모멘트를 적용하였다(김무경, 2006). 고력볼트의 장력값은 설계볼

트 장력값을 적용하였다.

해석 모델에 적용된 접촉 옵션 및 마찰계수는 Table 4에, Step에 따라 적용된 

해석 옵션은 Table 5~7에 정리하였다.

해석 결과는 Fig. 27~42에 정리하였다. 그래프에서 Experiment는 실험 결과이

고 FR 0.45는 앵글-전이보, 앵글-기둥 접합면에 마찰계수 0.45를 적용한 모델, 

FR 0.2는 앵글-전이보, 앵글-기둥 접합면에 마찰계수 0.2를 적용한 모델의 해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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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면의 마감상태 미끄럼계수

방청도료 0.05 ~ 0.20

아연도금 0.10 ~ 0.30

흑피 0.20 ~ 0.45

샌드페이퍼 0.25 ~ 0.45

붉은 녹 0.45 ~ 0.75

숏 블라스트 0.40 ~ 0.75

샌드 블라스트 0.45 ~ 0.75

Table 4 마찰면의 미끄럼계수

initial Step 1 Step2 

고력 볼트 -

Bolt Load 옵션 - 볼트 장력 적용

(M16 – 106kN)
(M20 – 165kN)

Bolt Load 옵션

Fix at current length

하    중 - - 변위제어

전이보 밑면 모든 변위 구속

Table 5 Step별 적용 조건

Interaction 

Properties

“Hard”Contact

Friction 0.1

Interaction 

Properties

“Hard”Contact

Friction 0.45

Interaction 

Properties

“Hard”Contact

Friction 0.6

Interaction 

Properties

“Hard”Contact

Friction 0.75

Constraints Tie

Table 6 고력볼트 접촉면(FR 0.45)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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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Properties

“Hard”Contact

Friction 0.1

Interaction 

Properties

“Hard”Contact

Friction 0.2

Interaction 

Properties

“Hard”Contact

Friction 0.2

Interaction 

Properties

“Hard”Contact

Friction 0.75

Constraints Tie

Table 7 고력볼트 접촉면(FR 0.2) 옵션 설정

4.2 푸쉬오버 해석 및 실험 결과 비교

유한요소 해석과 실험 결과로부터 각 모델의 Ρ-Δ, Μ-Θ 곡선 도출하고 비

교 분석하여 Fig. 27~42에 정리하였다.

각 모델의 Ρ-Δ, Μ-Θ 곡선을 비교해보면 모든 실험체는 특별한 표면처리

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계수를 0.2로 적용한 해석 모델이 실험 결과에 근

접한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TSA-6 해석모델의 경우에는 마찰계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실험결과와 유

사한 결과(Fig. 29,30)를 나타냈으나 다른 모델들은 마찰계수에 따라 거동 양상

이 크게 달라졌다(Fig. 33,34). 이것은 볼트의 장력 및 앵글의 휨 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SA-6 해석모델은 마찰계수 0.2를 적용한 모델과 0.45를 적용한 모델 모두 

회전각 0.06 rad까지는 실험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었으며, 마찰계수 0.2, 

0.45 두 모델 모두 회전각 0.04 rad 이후 미끄러짐이 발생하였다(Fig. 29,30).

TSA-9 모델의 경우, 실험결과는 전이구간을 지나 서서히 미끄러짐이 발생하

였으나, 마찰계수 0.2를 적용한 해석모델은 전이구간인 0.01 rad에서 급격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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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러짐이 발생하여 지압접합으로 바뀐 후 하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마

찰계수 0.45를 적용한 해석모델은 전이구간을 지나 회전각 0.029 rad에서 미끄

러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3,34).

TSA-15 모델의 경우, 마찰계수 0.2를 적용한 해석모델은 0.004 rad에서, 마찰

계수 0.45를 적용한 모델은 0.009 rad에서 한 번에 미끄러짐이 발생하였으나 실

험결과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탄성구간과 전이구간에 걸쳐 서서히 미끄러짐이 

나타났다(Fig. 37,38).

TSDW-15 모델의 경우, 마찰계수 0.2를 적용한 모델은 탄성구간 중간에서 급

격이 미끄러짐이 발생하였고 마찰계수 0.45를 적용한 모델은 전이구간에서 미

끄러짐이 발생하였으나 실험결과 TSA-15 모델과 같이 탄성구간과 전이구간에 

걸쳐 서서히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거동을 나타냈다(Fig. 41,42).

 각 해석모델의 회전각 0.04 rad에서의 응력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해석

모델은 전이보 플랜지 측에 접합된 와셔와 고력볼트에 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7,28).

Fig. 27 TSA-6 Fr 0.2 응력분포 (0.04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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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TSA-6 Fr 0.45 응력분포 (0.04 rad)

Fig. 29 TSA-6 해석 및 실험 결과 Ρ-Δ곡선



- 34 -

Fig. 30 TSA-6 해석 및 실험 결과 Μ-Θ곡선

Fig. 31 TSA-9 Fr 0.2 응력분포 (0.04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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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SA-9 Fr 0.45 응력분포 (0.04 rad)

Fig. 33 TSA-9 해석 및 실험 결과 Ρ-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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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TSA-9 해석 및 실험 결과 Μ-Θ곡선

Fig. 35 TSA-15 Fr 0.2 응력분포 (0.04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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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SA-15 Fr 0.45 응력분포 (0.04 rad)

Fig. 37 TSA-15 해석 및 실험 결과 Ρ-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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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TSA-15 해석 및 실험 결과 Μ-Θ곡선

Fig. 39 TSDW-15 Fr 0.2 응력분포 (0.04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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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TSDW-15 Fr 0.45 응력분포 (0.04 rad)

Fig. 41 TSDW-15 해석 및 실험 결과 Ρ-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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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TSDW-15 해석 및 실험 결과 Μ-Θ곡선

4.3 Richard Power Model 회귀분석

유한요소 해석 결과로부터 얻은 모멘트-회전각 곡선을 2장의 Richard Power 

Model 식 (2)에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이것으로부터 초기회전강성

(), 소성회전강성(), 기준 모멘트(), 곡선추정 매개변수()를 도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의 적합성은 결정계수  의 값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즉, 결

정계수의 값이 1.0에 근접할수록 데이터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회귀분석 결과 모든 해석모델은 결정계수 값이 0.99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국

부적인 미끄러짐이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Richard Power Model이 전이보 시

스템의 거동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A-6 Fr 0.2 해석모델의 회귀분석 초기회전강성은 2258.57 kNm/rad로 실험

결과의 초기회전강성 2204.89 kNm/rad와의 오차는 2.43%이고 회귀분석 소성회

전강성은 71.69 kNm/rad로 실험결과의 소성회전강성 69.67 kNm/rad와의 오차는 

2.90%로 나타났다.

TSA-6 Fr 0.45 해석모델의 회귀분석 초기회전강성은 2296.52 kNm/rad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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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의 오차는 4.16%, 소성회전강성은 93.08 kNm/rad로 실험결과와의 오차는 

33.6%를 나타났다.

TSA-9 Fr 0.2 해석모델의 회귀분석 초기회전강성은 3207.47 kNm/rad로 실험

결과의 초기회전강성 2675.35 kNm/rad와의 오차는 19.9%를 나타냈으며 회귀분

석 소성회전강성은 112.65 kNm/rad로 실험결과의 소성회전강성 137.65 kNm/ 

rad와의 오차는 18.2%로 나타났다.

TSA-9 Fr 0.45 해석모델의 회귀분석 초기회전강성은 3401.5 kNm/rad로 실험

결과와의 오차는 27.1%, 소성회전강성은 130.07 kNm/rad로 오차는 5.51%로 나

TSA-15 Fr 0.2 해석모델의 회귀분석 초기회전강성은 8484.84 kNm/rad로 실험

결과의 초기회전강성 8564.24 kNm/rad와의 오차는 0.93%를 나타냈으며 회귀분

석 소성회전강성은 476.82 kNm/rad로 실험결과의 초기회전강성 587.33 kNm/rad 

와 18.8%의 오차를 나타냈다.

TSDW-15 Fr 0.2 해석모델의 회귀분석 초기회전강성은 15321.81 kNm/rad로 

실험결과의 초기회전강성 13359.96 kNm/rad와 14.7%의 차이를 보였다.

TSA-15 Fr 0.45과 TSDW-15 Fr0.45 해석모델의 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결정계

수 0.99836과 0.99981로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Fr 0.2 해석

모델과 실험에 비하여 미끄러짐이 작게 일어났기 때문에 실험결과에 비하여 초

기회전강성과 소성회전강성이 크게 나타났다.

각 해석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그래프를 Fig. 43~50에 해석결과

와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8에 정리하였다. 회귀분석 결

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Table 9~12에 정리하였다.



- 42 -

0.00 0.02 0.04 0.06

0

5

10

15
M

om
en

t (
kN

m
)

Rotation (rad)

 ABAQUS TSA-6 Fr 0.2
 Richard Power Model

Model
NewFunction (U
ser)

Equation
((A-B)*x)/((1+(a
bs((A-B)*x/M))^
N)^(1/N))+B*x

Reduced 
Chi-Sqr

0.00369

Adj. R-Square 0.99988
Value Standard Error

Moment A 2258.57321 29.56878
Moment B 71.6929 1.21034
Moment M 9.88914 0.05702
Moment N 2.35634 0.0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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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N 1.40797 0.06205

Fig. 48 TSA-15 Fr 0.45 해석결과 회귀분석



- 45 -

0.00 0.02 0.04

0

100

200
M

om
en

t (
kN

m
)

Rotation (rad)

 ABAQUS TSDW-15 Fr 0.2
 Richard Power Model

Model
NewFunction (U
ser)

Equation
((A-B)*x)/((1+(a
bs((A-B)*x/M))^
N)^(1/N))+B*x

Reduced 
Chi-Sqr

28.77347

Adj. R-Square 0.99401
Value Standard Error

Moment A 15321.80564 341.1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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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N 2.99033 0.2236

Fig. 49 TSDW-15 Fr 0.2 해석결과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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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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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 R-Square 0.99981
Value Standard Error

Moment A 33310.5215 338.2662
Moment B 673.35864 12.8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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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TSDW-15 Fr 0.45 해석결과 회귀분석



- 46 -

해석모델명


(kNm/rad)


(kNm/rad)


(kNm)

  

TSA-6 Fr 0.2 2258.57 71.69 9.89 2.356 0.99988

TSA-6 Fr 0.45 2296.52 93.08 9.62 3.214 0.99956

TSA-9 Fr 0.2 3207.47 112.65 21.11 1.5 0.99368

TSA-9 Fr 0.45 3401.50 130.07 20.66 3.215 0.99777

TSA-15 Fr 0.2 8484.84 476.82 112.50 4.133 0.99481

TSA-15 Fr 0.45 23309.55 526.29 121.39 1.408 0.99836

TSDW-15 Fr 0.2 15321.81 1118.18 175.83 2.990 0.99401

TSDW-15 Fr 0.45 33310.52 673.36 234.47 1.443 0.99981

Table 8 각 해석모델 회귀분석 결과

TSA-6

0.04 rad

모멘트

(kNm)

오차

(%)


(kNm/rad)

오차

(%)


(kNm/rad)

오차

(%)

Experiment 13.11 - 2204.89 - 69.67 -

Fr 0.2 12.74 -2.82 2258.57 2.43 71.69 2.90

Fr 0.45 13.28 1.30 2296.52 4.16 93.08 33.6

Table 9 TSA-6 실험과 회귀분석 결과 비교

TSA-9

0.04 rad

모멘트

(kNm)

오차

(%)


(kNm/rad)

오차

(%)


(kNm/rad)

오차

(%)

Experiment 22.76 - 2675.35 - 137.65 -

Fr 0.2 24.92 9.49 3207.47 19.9 112.65 -18.2

Fr 0.45 25.49 12.0 3401.50 27.1 130.07 -5.51

Table 10 TSA-9 실험과 회귀분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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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15

0.04 rad

모멘트

(kNm)

오차

(%)


(kNm/rad)

오차

(%)


(kNm/rad)

오차

(%)

Experiment 114.95 - 8564.24 - 587.33 -

Fr 0.2 131.52 14.4 8484.84 -0.93 476.82 -18.8

Table 11 TSA-15 실험과 회귀분석 결과 비교

TSDW-15

0.04 rad

모멘트

(kNm)

오차

(%)


(kNm/rad)

오차

(%)


(kNm/rad)

오차

(%)

Experiment 161.80 - 13359.96 - 897.07 -

Fr 0.2 216.81 34.0 15321.81 14.7 1118.18 24.6

Table 12 TSDW-15 실험과 회귀분석 결과 비교

4.4 TSA 모델 준정적 해석 및 결과

전이보 시스템 접합부의 반복하중에서의 성능을 알아보고자 TSA-15 모델에 

대하여 준정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TSA-15 Fr 0.45 모델

로 재료 물성치는 Table 1과 같고 해석 옵션은 Table 3,5,6과 같다. 해석모델의 

가력 조건은 Fig. 51의 SAC Loading Protocol에서 제시하는 하중이력에 따라 

1mm/sec의 가력 속도로 기둥의 상단부에 변위제어를 실시하였다.

해석은 회전각 0.05rad의 첫 번째 사이클에서 수렴성의 문제로 종료되었으나 

특수모멘트골조(Special Moment Frame, SMF) 인증접합부의 요구조건인 회전각 

0.04 rad이상 해석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성능 파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푸쉬오버 해석과 같이 전이보 측 고력볼트에 응력이 크게  분포되는 것을 확

인(Fig. 52)할 수 있으며 초기회전강성()는 18274.01 kNm/rad, 소성회전강성

()는 980.97 kNm/rad, 0.04 rad에서의 모멘트는 126.99 kNm로 나타났다. 해석 

초기에는 미끄러짐이 없이 탄성거동을 하지만,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푸쉬오버 

해석 및 수평하중 가력실험과 마찬가지로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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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끄러짐이 전이구간에서 발생하는 푸쉬오버 해석 및 수평하중 가력실험과

는 달리 준정적 해석 결과, 소성구간 전체에 걸쳐 미끄러짐이 발생하며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미끄러짐이 발생한 후 다시 하중이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다(Fig 

53,54).

Fig. 51 Multiple Step Test, Deformation Parameter is Interstory Drift Angle

Fig. 52 TSA-15 Fr 0.45 반복가력 응력분포 (0.04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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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TSA-15 반복가력 해석 결과 Ρ-Δ곡선

Fig. 54 TSA-15 반복가력 해석 결과 Μ-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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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김세철, 2013)에서 제안된 전이보 시스템이 모멘트

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 실험 및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여 전이보 시스템의 성

능 및 거동을 분석하였다. 앵글의 두께를 변화시킨 축소모델과 접합부의 형태

를 변화시킨 Mock-up모델에 대하여 마찰계수를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고, 실

험결과와 하중-변위(Ρ-Δ) 곡선 및 모멘트-회전각(Μ-Θ) 곡선을 비교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의 적합한 옵션을 적용하여 고력볼트

로 마찰접합 된 전이보 시스템 접합부 모델을 구현하고 해석을 수행하여 

거동을 분석하였다.

2) 축소모델 실험결과 앵글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초기회전강성 및 소성회전

강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ock-up 모델 실험결과 탑앤시트 

더블웨브앵글 접합부의 모멘트 성능이 탑앤시트 앵글 접합부에 비하여 약 

1.41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3) TSA-6 모델은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앵글 두께가 두꺼운 다른 해석모델들은 해석결과의 모멘트 및 강성이 실

험결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해석과 실험결과의 차이는 미끄러짐

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각 모델의 해석결과 앵글의 두께가 두꺼운 모델일수록 마찰계수가 구조

성능 및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요소 해석과 회귀분

석 결과 마찰계수를 0.2로 적용한 해석모델이 실험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ABAQUS를 이용한 준정적 해석을 통하여 TSA-15 모델의 반복가력 시 성

능 및 거동을 분석하였다. 반복가력 해석결과는 전이구간에서 미끄러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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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푸쉬오버 해석 및 수평하중 가력 실험과 달리 소성구간 전체에

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며 미끄러짐 발생 후 하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석에 사용된 모델에 대하여 준정적 실험을 통하

여 해석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고력볼트 마찰접합 해석모델이 

복잡해질수록 해석시간이 늘어나고 수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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