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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파형강판 복부판의 전단 설계

Shear Design of Trapezoidally Corrugated Steel W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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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ugated steel webs resist only shear force because of the accordion effects. The shear force in the web can cause three dif-
ferent buckling mode: local, global, and interactive shear buckling modes. The shear behavior of the corrugated steel webs
have been investigated by several researchers. However, shear buckling behavior of the corrugated webs are not clearly
explained yet. And, it lead the conservative design. This paper presents shear strength of trapezoidally corrugated steel webs. A
series of the tests were also conducted to verified proposed shear strength. Firstly, local, global, and interactive shear buckling
equations provided by previous researchers were rearranged as a simple form considering the profiles of the existing bridges
with corrugated steel webs. And, global and interactive shear buckling coefficient, and shear buckling parameter for corrugated
web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Inelastic buckling strength can be determined from buckling curves based on the proposed
shear buckling parameter. From the test results of this study and those of previous researchers, it can be found that suggested
shear strength provides good estimation of those of trapezoidally corrugated steel w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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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파형강판은 아코디언 효과로 인하여 전단력에만 저항하는 특징이 있다. 파형강판에 작용하는 전단력으로 인하여 파형강판
은 국부, 전체 및 연성 전단 좌굴에 의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파형강판의 전단 거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파형강판의 전단 거동에 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않아 보수적인 설계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강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하였던 국부, 전체 및 연성 좌굴 응력식을 실 교량 제원을 고려
하여 간략하게 나타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및 연성 전단 좌굴 계수와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계수를 제시하였다. 이러
한 전단 좌굴 계수와 좌굴 곡선을 이용하여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실험결과와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를
본 연구의 전단 강도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된 강도는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핵심용어 : 파형강판 복부판; 전단 좌굴; 좌굴 강도; 좌굴 실험; 전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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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형강판은 PSC박스 교량 주형 자중의 10~30%을 차지하

는 복부판을 경량화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

부 파형강판 PSC박스 교량은 1986년 프랑스의 Cognac교에

최초로 적용되었고 국내에서도 일선대교에 사용되었다(Yi et

al., 2008). 최근에는 파형강판을 그림 1(a)와 같이 플레이트

거더교의 복부판으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Abbas et al., 2006, 2007; 문지호 외, 2007). 파형강

판은 경사패널이 수직 보강재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수직

보강재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아코디언 효과로 인하여

전단력에만 저항하는 특징이 있다(Hamilton, 199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파형강판의 파괴는 전단 좌굴에 의하여 결

정되며, 파형강판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국부, 전체 및 연

성 전단 좌굴이 발생하게 된다. 제형 파형강판의 기하학적

특성은 그림 1(b)에 나타나 있는 파형강판의 기하학적 변수

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1(b)에서 a는 수평패널의 길이,

b는 경사패널의 투영길이, c는 경사패널의 길이, d는 파형

강판의 파고, θ는 경사각, tw는 파형강판의 두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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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흥배 외(2003), 이종원 외(2005), Yi et al.(2008)는 유

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제형 파형강판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

른 전단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문지호 외
(2004), Elgaaly et al.(1996), Gil et al.(2005), Yamazaki

(2001)는 실험 연구를 통하여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강도를 규명하려 하였다. Driver et al.(2006)은 실험 연구

및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형 파형 강판의 전

단 좌굴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설계는 파형강판의 전

단 거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설계로

유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강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하였던 국부, 전체

및 연성 좌굴 응력식을 실 교량 제원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및 연성 전단 좌굴 계수와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계수 λs를 제시하였으며, λs와 좌굴

곡선을 이용하여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안된 전단 강도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3개의 실험체

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와 기

존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제안된 전단 강도식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본 설계 매뉴얼(1998)과 Driver

et al.(2006) 및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도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전단 강도식은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강

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

2. 제형 파형강판 복부판의 탄성 전단 좌굴 

2.1 국부 전단 좌굴

파형강판의 국부 전단 좌굴 응력은 Timoshenko &

Gere(1961)의 판 좌굴 이론에 의하여 

(1)

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는 국부 전단 좌굴 응력이

며, 첨자 e는 탄성을 나타낸다. 또한 식(1)에서 E는 탄성계

수, ν는 푸아송비, w는 수평패널의 길이 a와 경사패널의 길

이 c중 큰 값이다. tw는 복부판의 두께이다. kL은 국부 전

단 좌굴 계수로 4변이 단순 지지된 경우

(2)

와 같다. 여기서 hw는 파형강판 복부판의 높이이다.

그림 2는 w/hw에 따른 국부 전단 좌굴 계수 kL의 관계를

나타낸다. w/hw의 값이 증가할 수록 kL값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w/hw의 값이 0.2인 경우 kL값은 kL=5.34인

경우보다 2.9% 크다. 표 1은 현재 건설된 복부 파형강판

PSC교량의 파형강판의 제원을 나타낸다. 여기서 η는 길이

감소율을 나타내며, η=(a+b)/(a+c)로 계산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교량의 복부판으로 사용되는 파형강

판의 w/hw의 값이 0.2보다 작은 것을 고려한다면, kL은 안

전측으로 5.34를 사용할 수 있다.

2.2 전체 전단 좌굴

Easley(1969)는 파형강판을 직교이방성판으로 가정하여 전

체 전단 좌굴 응력을 제안하였으며, 탄성 전체 전단 좌굴

τcr L,
e

kL
π2

E

12 1 ν2
–( )

-----------------------
tw
w
----
⎝ ⎠
⎛ ⎞

2
=

τcr L,
e

kL 5.34 4
w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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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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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형강판 복부판을 갖는 I-거더

표 1. 실교량의 파형강판 제원

교량 a (mm) b (mm) d (mm) c (mm) η (mm) w/hw d/tw

신카이교 250 200 150 250 0.90 0.21 16.67

마츠노키교 300 260 150 300 0.93 0.14 15

혼다니교 330 270 200 330 0.91 0.10 22.22

Cognac교 353 319 150 353 0.95 0.20 18.75

Maupre교 284 241 150 284 0.92 0.11 18.75

Dole교 430 370 220 430 0.93 0.17 22

그림 2. 에 따른 국부 전단 좌굴 계수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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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 는 

(3)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β는 플랜지와 복부판의

경계조건에 따른 계수이며, 1~1.9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나

설계 시에는 안전측으로 β=1을 사용한다. Dx와 Dy는 각각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x 및 y축에 관한 단위길이 당 휨강

성이며, 
 

(4)

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d는 파형강판의 파고이며, η는
길이 감소율 이다. 식(4)를 식(3)에 대입하면 은

(5)

과 같이 평판 좌굴 응력식과 유사한 식 (5)의 형태로 정리

된다. 여기서 kG는

(6)

이라고 정의되며, kG는 전체 전단 좌굴 계수이다. 

식(6)에서 알 수 있듯이 kG는 전체 전단 좌굴 계수로

β=1, ν=0.3인 경우 길이 감소율 η와 d/tw의 함수로 나타난

다. 실제 건설된 파형강판 복부판을 갖는 교량의 경우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길이 감소율 η가 0.9~1 사이에 값을

가지며, d/tw는 10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d/tw와

η에 따른 전체 전단 좌굴 계수 의 값을 나타낸 것으로

η=1인 경우가 η=0.9인 경우 보다 약 5.1% 작은 kG의 값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η=1을 사용하는 경우 큰 오차

없이 안전측으로 kG값을 결정할 수 있다. η=1, ν=0.3,

η=1 및 d/tw가 10이상이라고 가정하면, kG는

(7)

과 같이 d/tw만의 함수로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2.3 연성 전단 좌굴

파형강판의 연성 전단 좌굴 모드는 국부와 전체 전단

좌굴 모드가 연동되어 나타난다. 연성 전단 좌굴은 현재

그 거동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연성 좌굴식이 제안되었다(Yi et al.,

2008). 최근에 Yi et al.(2008)은 연성 좌굴은 재료 성질

과는 무관한 기하학적 문제이므로 탄성 좌굴 응력으로 계

산된 1차 연성 좌굴식이 파형강판의 탄성 연성 좌굴 강도

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1차 연성

전단 좌굴식은 

(8)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8)에서 알 수 있듯이 파형강판

의 연성 전단 좌굴 응력은 국부 및 전체 전단 좌굴 응력보

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식(8)에 의하여 파형강판의 전단 좌

굴 응력이 결정된다. 식(8)에 식(1)과 식(5)를 대입하여 정리

하면, 는

(9)

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연성 전단 좌굴 계수 kI를

(10)

과 같이 정의하면, 탄성 연성 전단 좌굴 응력 는

(1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I는 연성 전단 좌굴 계수로 kL,

kG 및 w/hw의 함수이다. 여기에 kL=5.34와 kG=5.72(d/tw)1.5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연성 전단 좌굴 계수 kI는

(12)

와 같이 d/tw와 w/hw만의 함수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량의 복부판으로 사용되는 ,

인 파형강판의 경우 식 (10)과 (12)는 최대

5.1%의 차이를 나타낸다.

3.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설계

파형강판 복부판의 탄성 전단 좌굴강도는 탄성 연성 전단

좌굴응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파형강판 복부판의 전단 좌

굴 계수 λs는 

(13)

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전단 항복 응력이며,

는 식 (11)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식 (11)과

ν=0.3를 식 (1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λs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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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tw에 따른 전체 전단 좌굴 계수 kG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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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여기서 kI는 식 (12)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λs가 결정

되면, 파형강판의 비탄성 전단 좌굴 응력 τcr는 좌굴 곡선을 이

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설계 매뉴얼

(1998)의 좌굴 곡선을 이용하였으며, 좌굴 곡선의 식은

(15)

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 산정 방

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d/tw와 w/hw를 계산하고

연성 전단 좌굴 계수 kI를 식 (12)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그

후 식 (14)를 이용하여 전단 좌굴 계수 λs를 계산한다. 마

지막으로 식 (15)의 좌굴 곡선을 이용하여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산정한다.

식 (12), (14), (15)를 정리하면, 파형강판의 전단 항복이

발생할 조건을

(16)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파형강판 복부판의 전단 강도는

식 (16)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가 되며, 전단 좌굴이 발생하

지 않는다. 따라서 파형강판 복부판의 설계 시 식 (16)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실험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강도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한 실험 연구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먼저 실험체의 제원 및 초기 변형의 측정에 대

하여 설명하고 그 후 가력 및 측정장치, 실험 결과의 분석

을 요약하였다.

4.1 실험체 제원 및 초기 변형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체는 총 3개로 실험체의 제원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총 3개의 실험체(MI2~4)의 파형강판의 높이 는 모두

2000 mm로 동일하며, 파형강판의 두께 또한 4로 동일하다.

또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플랜지 폭 bf와 플랜지 두께

는 각각 300와 30로 세가지 실험체 모두 일정하다. 다만

실험체에 따라 파형형상을 다르게 하여, 비탄성 구간에서 서

로 다른 전단 좌굴 계수 λs를 가지도록 하였다. 실험체는

SS400강재로 제작되었으며, 재료실험 결과 평균 항복강도는

296 MPa이었다. 

그림 4는 MI4 실험체의 제원 및 측정 장치를 나타낸다.

재하점 및 지점부에 두께 25 mm의 스티프너를 설치하였으

며, 전단 변형을 유도하기위하여 재하점 사이의 복부판은 15

mm의 강판을 사용하였다. 플랜지는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폭과 두께가 각각 300 mm와 30 mm이다. 

좌굴은 초기변형에 아주 민감하므로 실험 전 실험체의 초

τcr

τy
------

1                              λs 0.6<

1 0.614 λs 0.6–( )–  0.6 λs 2<≤

1 λs
2⁄                         λs 2≥

⎩
⎪
⎪
⎨
⎪
⎪
⎧

=

1.10
5.34 d tw⁄( ) 1.5–

hw tw⁄( )2 5.72 w tw⁄( )2+

30.54
----------------------------------------------------------------------------------------

τy

E
---- 0.36≤

표 2. 실험체 제원

Model a(mm) b(mm) d(mm) hw(mm) tw(mm) bf(mm) tf(mm) L(mm)

MI2 250 220 80 2000 4 300 30 5820

MI3 220 180 60 2000 4 300 30 6620

MI4 220 180 75 2000 4 300 30 6620

그림 4. 실험체의 제원 및 측정 장치 설치도 (M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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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변형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광파거리측정기를 사용하였으

며, 측정 장비의 오차 범위는 ±1 mm이다. 그림 5는 MI2

실험체의 초기 변형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MI2 실험체의

경우 초기변형은 파형강판의 높이 방향으로 4지점(hw=150

mm, 717 mm, 1283 mm, 850 mm)과 종 방향으로 10곳의

파고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파형강판의 파고 부근에서 큰

초기 변형이 관측 되었으며, MI2의 경우 최고 17.9의 초기

변형이 상부 플랜지 쪽에서 관측되었다.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특성은 파형강판의 기하학적 변수인

d/tw와 w/hw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파형강판의 파고 d는 초

기변형에 아주 민감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변형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최소 및 평균 파고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4.2 가력 및 측정 장치

그림 6은 실험 장치 설치도를 나타낸다. 2개의 액츄에이터

를 하중보에 설치하여 압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하중을 재

하시켰다. 사용된 액츄에이터의 최대 용량은 각각 1500 kN

(압축)이다. 하중 가력 시 실험체의 초기 횡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가이드판을 설치하였다. 가력 속도는 0.001 mm/s이

며, 변위조절을 사용하여 좌굴 후 거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위 및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앞의 그림 4와 같이

시험체의 변형률계 및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수직 처짐을 측

정하기 위하여 실험체 중앙에 2개의 변위계(V1~2)를 설치하

고 좌굴 발생 시 면외 방향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파형강

판 복부판에 4개의 변위계(O1~4)를 설치하였다. 또한 파형

강판 복부판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3축 변형률

계(T1~4, M1~4, L1~4, R1~4) 16개를 사용하였다. 

4.3 실험 결과 요약 및 분석

그림 7은 실험 결과 나타난 파형강판 복부판의 최종 전단

좌굴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7(a)~(c)는 각각 MI2~4의 좌굴

형상이다. MI2의 경우 상부 플랜지 근처에서 좌굴이 발생하

였으며, 이는 그림 5의 최대 초기 변형의 위치와 동일하다.

MI3는 최종 좌굴 형상이 전체 좌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

었으며, MI4는 전형적인 연성 좌굴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8은 파형강판 복부판 높이의 1/2부분에서 측정된 전

단 변형률과 전단 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x축은

전단 변형률을 타나내며, y축은 전단 응력 τ이다. 그림 8에

서 파형강판 복부판 높이의 1/2부분에 설치된 변형률계

(M1~4)의 위치는 각각 그림에 표시된 좌표를 통하여 나타내

었다. 측정 결과 M1~4에서 나타난 전단 변형률은 모두 유

그림 5. 실험체의 초기변형 측정 결과 (MI2)

표 3. 초기변형 측정 결과 나타난 실험체의 파고

Model dmin (mm) dmax (mm) davg (mm)

MI2 68 75 72

MI3 47 56 51

MI4 61 71 66

그림 6. 실험 장치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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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파형

강판 복부판이 순수 전단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8에서 굵은 실선은 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

기서 γ는 전단 변형률이다. 파형강판의 전단 탄성계수 Gco

는 일반적으로 평판의 전단 탄성계수 G보다 작으며, Gco는

Samanta & Mukhopadhyay(1999)에 의하여

(17)

과 같이 제안되었으며, 측정된 전단 변형률과 전단 응력의

관계는 제안된 파형강판의 전단 탄성 계수와 잘 일치하였다.

그림 9는 실험결과 얻은 실험체의 전단 응력-수직 처짐

그래프이다. 수직 처짐 δ는 실험체 중앙에서 측정되었다. 실

험결과 최대 전단 응력은 실험체 MI2~4별로 각각 109.2,

105.4, 131.6 MPa으로 나타났으며, 이 값을 전단 좌굴 응

력으로 결정하였다. 실험체 모두 좌굴 후 급격히 전단 응력

이 감소한 후 전단응력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좌굴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일반 플레이트와

같은 후 좌굴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 10은

실험 결과 나타난 전단 응력과 면외 방향 처짐의 관계를 나

타낸다. 각각 실험체 별로 면외 방향이 측정된 위치의 좌표

는 그림에 나타나있다. 세가지 실험체 모두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면외 방향 변위가 증가하다가 일정한 임계값에 도달한

후 면외 방향 변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임계값은 전단 응력-수직 처짐 관계에 나타난 값과 일

치한다. 

5. 제안된 전단 강도식의 검증 및 기존 연구자와의
비교

이번 장에서는 제안된 전단 강도식을 검증하고 기존 연구

자의 전단 강도식과 비교하여 그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11은 제안된 전단 강도와 본 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x축은 식(14)에 나타나 있는 제형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계

τ Gcoγ=

Gco
a b+( )
a c+( )

--------------- E
2 1 ν+( )
------------------ ηG= =

그림 7. 최종 좌굴 형상

그림 8.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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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중-수직 처짐 관계

그림 10. 하중-면외 변위 관계

그림 11. 실험 결과와 제안된 파형강판 보부판 전단 강도와의
비교

그림 12. 제안된 파형강판 복부판의 전단 강도 검증 

그림 13. 기존 연구자의 전단 강도와 실험 결과의 비교(Driver
et al., 2006)

수 λs이며, y축은 무차원 좌굴 하중이다.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전단 강도는 실험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에는 실험 결과를 측정된 최소, 평균, 및

최대 파고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였다. 파고의 변화에 따라

전단 좌굴 계수 λs만 수평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각 실험체 λs의 변화는 최대 3.2%로 그 값이 미미하

다. 또한 MI2의 경우 최소 파고인 지점에서부터 좌굴이 시

작된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 파고를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

이후의 강도 비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2는 제안된 전단 강도와 실험 결과 및 기존 연구

자들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검증에 사용된 실험

결과는 본 연구의 실험 결과 3개와 Gil et al.(2005)의 실

험 결과 8개 및 Yamazaki (2001)의 실험 결과 6개이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전단 강도식은 파형강판

의 전단 강도를 안전측으로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river et al.(2006)은 비탄성 상태에서의 2차 연성식을

바탕으로 하여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식을 제안하였다. 파형

강판의 높이와 두께의 비 가 

(18)

을 만족하는 경우, 파형강판의 전체 좌굴 강도는 항복 전단

응력과 같게 되며, 이 때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는 국부 전

단 좌굴에 의하여 결정된다. 비탄성 좌굴 및 항복을 고려한

2차 연성식을 사용하는 경우

(19)

과 같이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

다. 여기서 λL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λs와 유사한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계수이며, 와 같이 정의된다.

hw tw⁄

hw

tw
------ 1.9ψ E

fy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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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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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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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Driver et al.(2006)가 제안한 전단 강도를 실

험 결과와 비교한 그림이다. Driver et al.(2006)의 전단 강

도 산정 방법은 전체 좌굴모드의 경우 전단 항복으로 유도

하기 때문에 그림 13에는 국부좌굴이 유도된 실험체의 결과

만 나타나 있다. 또한 비탄성 좌굴 및 항복을 고려한 2차

연성식을 바탕으로 하여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산정함에

따라, 파형강판의 최대 전단 내하력은 τy의 70.7%로 제한되며,

과다 설계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 설계 매뉴얼(1998)에 따른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는

앞의 식 (15)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설

계 매뉴얼(1998)의 경우 연성 전단 좌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좌굴 계수 λ는 국부와 전체 전단 좌굴 계수 중 큰

값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림 14는 실험 결과와 일본 설계 매뉴얼에 따라 산정된

실험체의 전단 강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설계 매뉴얼은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과대

평가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림 12~14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전단 강도식은 보다 합리적이며 안전측

으로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좌굴 응력식을 실

교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간략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형 파

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여 이를 검증하였으며, 기존 연구자의 강도식과 비교하여 효

율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전체 전단 좌굴식을 정리하여 전체 전단 좌굴 계수

kG를 식 (7)과 같이 함수로 제안하였다. 그 후 탄성 상

태에서의 1차 연성식을 바탕으로하여 연성 전단 좌굴 계수

kI를 와 의 함수로 식 (12)와 같이 유도하였으며,

파형강판의 탄성 연성 전단 좌굴 응력은 식 (1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었다. 또한, 전단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단

좌굴 계수 λs를 식 (14)와 같이 정의 하였으며, 제안된 λs

와 좌굴 곡선을 이용하여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제안된 전단 강도를 바탕으로 파형강판의 전단

항복이 발생할 조건을 식 (16)과 같이 제안하였다. 식(16)을

만족하는 경우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는 최대가 되므로, 파형

강판의 전단 설계 시 식 (16)을 만족하도록 하는것이 바람

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파형강판의 전단 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단 좌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는 총 3개로

비탄성 구간에서 서로 다른 λs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실험

결과 세개의 실험체 모두 순수 전단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평판에서와 같은 후 좌굴 강도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험결과 얻어진 전단 강도와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제안된 전단 강도식을 검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강도식은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강도를 안

전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자의 제안식과 비

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강도식은 기존 연구자의 결과

와 비교하여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강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측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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