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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강사장교의 극한강도  괴모드를 간략하게 측할 수 있는 간단하고 빠른 해석법을 

제안하 다. 기존의 비탄성 고유치해석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기둥 요소에 한 수렴 기 을 보 고, 사

장교 구조 시스템의 거더  주탑 요소에서 보-기둥 거동을 고려하기 한 새로운 수렴 기 을 제시하

다. 제시된 방법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앙경간 길이와 거더의 높이를 변화시킨 강사장교 모델에 하

여 제안된 비탄성 고유치 해석과 비선형 탄소성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해석 결과, 제안된 수렴 기 을 

용한 비탄성 고유치 해석은 기존에 기둥의 수렴기 을 용했던 방법에 비하여 강사장교의 극한강도를 

보다 정확히 측할 수 있었다. 한, 제안된 방법은 강사장교의 괴모드 역시 근사하게 모사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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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장교의 정  안정성 문제는 통 으로 분기형 좌굴이론(Bifurcation point stability)에 근간하여 평가되

어 왔다. 그러나 사장교 주요부재에서 발생하는 기하학 인 비선형성  재료  탄소성 거동을 고려할 수 없

다는  때문에 재 분기형 좌굴이론은 구조 시스템의 극한강도 평가에서 거의 용되지 않고 있다. 재 

구조 시스템의 극한강도를 추정하기 한 일반 인 방법은 임계  좌굴이론(Limit point stability)에 기반한 

비선형 탄소성 해석법이다. 비선형 탄소성 해석법은 구조 부재의 기하학 인 비선형성과 재료  탄소성을 엄

히 고려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에서 얻어진 극한강도는 정확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계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많은 하  재하 경우와 하  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해석법은 실용성 측면에

서 용의 난제를 안고 있다(Choi et al., 2007).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해석법의 난제를 극복하기 하여 분기형 좌굴이론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비탄성 고

유치해석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사장교 거더  주탑 부재의 보-기둥 거동을 고려할 수 있는 수렴

기 을 용하며, 반복 고유치 해석법을 이용한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앙 경간 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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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더 높이를 변화시킨 강사장교 모델에 하여 정확한 해석법이라 할 수 있는 비선형 탄소성 해석법의 결과

와 제안된 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 다. 

2. 수정된 비탄성 고유치 해석

본 논문에서 용된 비탄성 고유치 해석법은 일반 인 고유치 해석법의 기본식을 용하되, 요소의 탄성

강성행렬의 탄성계수를 선계수 이론과 기둥  제안된 보-기둥 수렴조건에 의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용

한다. 제안된 보-기둥 수렴조건은 보-기둥 부재의 상 공식과 선계수 이론으로부터 유도되며 식 (1)과 같

이 표 된다.




  



 (1)

3. 극한강도 측  괴모드 해석결과

앙경간 길이  거더 높이를 변화시킨 사장교 모델에 하여 비선형 탄소성 해석  제안된 비탄성 고

유치 해석법을 용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제안된 방법에서 계산된 강사장교 모델의 극한강도는 비선형 탄

소성 해석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10%의 오차 범 에서 일치하 다. 한, 제안된 방법에서 측된 모델의 

괴모드는 비선형 탄소성 해석에서 얻어진 시스템의 괴 모드와 잘 일치하 다. 그림 1은 각 해석법에서 

측된 강사장교 모델의 괴모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각 해석법에서 측된 강사장교 모델의 극한상태 시 괴모드 (상: 제안방법, 하: 비선형 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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