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이 발생하는 종방향 보강재로
보강된 강판의 압축강도
The Compressive Strength of Longitudinally Stiffened Plates Undergoing Local
and Distortional Buckling
박 호 상1)
Park, Ho Sang

․

서 상 정2)
Seo, Sang Jung

․

권 영 봉3)†
Kwon, Young Bong

요
약：본 논문에는 압축력을 받는 국부좌굴, 뒤틀림좌굴 및 두 좌굴의 혼합좌굴이 발생하는 종방향 보강재가 부착된 강판의 거동 및 극한
강도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를 서술하였다. 압축력을 받는 보강판의 경우 서브패널의 폭-두께비와 보강재의 휨강성에 따라서 국부좌굴, 뒤틀림좌굴
또는 두 좌굴의 혼합형태의 좌굴이 발생하게 되고, 상당한 크기의 후좌굴강도가 발현되어 보강판의 극한강도를 지배하게 된다. 보강재의 휨강성과
보강재로 구분된 서브패널의 폭-두께비가 다른 두께 4.0mm, 공칭항복강도 235MP인 SM400 강판으로 제작된 보강판의 중심압축실험을 수행하
고 유한요소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보강판의 극한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직접강도법을 적용한 설계압축강도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직접강도법은 뒤틀림좌굴 또는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이 혼합하여 발생하는 종방향 보강재로 보강된 강판의 극한강도를 적절
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This paper describes an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structural behavior and the ultimate strength of
longitudinally stiffened plates subjected to local, distortional, or mixed-mode buckling under compression. The stiffened plate
undergoes local, distortional, or interactive local-distortional buckling according to the flexural rigidity of the plate’s
longitudinal stiffeners and the width-thickness ratios of the sub-panels of the stiffened plate. A significant post-buckling
strength in the local and distortional modes affects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longitudinally stiffened plate. Compression
tests were conducted on stiffened plates that were fabricated from 4mm-thick SM400 steel plates with a nominal yield
stress of 235MPa. A simple strength formula for the Direct Strength Method based on the test results was proposed. This
paper proves that the Direct Strength Method can properly predict the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lates when the local
buckling and distortional buckling occur simultaneously or nearly simultaneously.

핵 심 용 어 : 압축강도, 종방향 보강재, 보강판, 국부좌굴, 뒤틀림좌굴, 혼합좌굴, 직접강도법
KEYWORDS : compressive strength, longitudinal stiffeners, stiffened plates, local buckling, distortional buckling, interactive
bucklin, direct strength method

1. 서 론
종방향 보강재로 보강된 강판은 강박스거더, 강재기둥 및 사
장교의 주탑 등 대형 강구조물과 비행기, 선박 등의 주요 구조
부재로 흔히 사용된다. 횡방향 보강재 또는 다이야프램에 의하
여 구분되는 종방향 보강재로 보강된 강판(이하 보강판) 요소
는 주로 종방향 보강재의 강성과 보강재로 구분되는 서브패널
(sub-panel)의 폭-두께비에 따라서 그림 1(a), (b)에 각각
도시된 것처럼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 형상의 기본적인 좌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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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보이게 된다. 보강판의 기하학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 기
본적인 두 좌굴의 형태 외에 그림 1(c)에 도시된 것처럼 두 좌
굴의 혼합형태의 좌굴이 발생하기도 한다. 종방향보강재의 휨
강성과 좌굴형상과의 관계를 그림 2에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
다. 보강재의 휨강성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기 까지는 그림
1(b)와 같은 형태의 뒤틀림좌굴이 발생하게 되지만, 일정한
크기에 도달한 이후에는 그림 1(a)와 같은 형상의 국부좌굴이
발생하게 되고 국부좌굴응력의 크기는 식(1)의 이론적인 탄성
좌굴응력 값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된다.4)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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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부좌굴

(1)

여기서,  는 판두께,  는 서브패널의 폭,  는 탄성계수 그
리고  는 포아송비 이다.

(b) 뒤틀림좌굴
그림 1. 보강판의 좌굴형상

(c) 혼합좌굴

으로 판좌굴 이론에 근거하며 종방향 보강재의 강성과 크기를 제
한하여 국부좌굴만이 발생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AASHTO의
경우에는 실험이나 해석에 의하여 검증되는 경우 제한범위를 벗

그림 2. 보강재의 휨강성에 따른 좌굴응력

보강재의 강성과 서브패널의 폭-두께비가 동일한 단면의 경우
에도 보강판의 길이 및 양단의 경계조건에 따라서 임계좌굴형
상은 변하게 된다.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보강판의 좌굴전용
프로그램 BAP(2000)를 이용한 탄성좌굴해석 결과에 의한 좌
굴형상 및 좌굴응력과 좌굴장(buckle half-wavelength) 관
계를 그림 3에 도시하였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좌굴장이
짧은 경우 국부좌굴이 임계좌굴이 되지만 좌굴장의 증가에 따
라서 뒤틀림좌굴이 좌굴거동을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좌굴거동은 좌굴형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기의 후좌굴강
도와 파괴거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림 3에서 (a) 점과 (b)점
사이의 길이를 가진 보강판의 경우 실제 구조물에서 압축력을
받게 되면, 국부좌굴이 먼저 발생하게 되고 후좌굴 거동을 보인
후에 뒤틀림좌굴이 발생하여 혼합형상의 변형을 나타내고 하중
증가에 따라서 최대하중에 이르게 되어 파괴에 도달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현행설계기준(도로교설계기준, 2005; AASHTO
LRFD Specifications, 2007)에서는 보강판의 강도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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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좌굴응력-좌굴장 관계 곡선

어나는 보강재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urocode 3(2006)의
경우에는 기둥이론(column theory)에 근거하여 한 개의 종방향
보강재와 그에 인접한 플랜지 단면으로 구성된 보강재를 기둥단
면(stiffener struts)으로 간주하여 구한 감소계수와 직교이방성
판(orthotropic plates)으로 간주하여 구한 감소계수를 함께 고
려하여 보강판의 강도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실험결과에 의하면 AASHTO 규정에 제시된 보강재의
강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부재 제작 시에 발생하는 잔류응력과
초기변형 등의 영향으로 보강판이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과의
혼합에 의하여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최병
호 외, 2005). 또한 사각형 강재 기둥 및 강합성 기둥에 보강판
을 사용하는 경우 박스거더에 적용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과다한
크기의 보강재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보강판에 대한 연구가 주로 보강재의 최소휨강성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이 발생하는 종방향 보강재로 보강된 강판의 압축강도

(Yoo, 2001, Thang 외, 2009) 및 국부좌굴에 근거한 보강판

다 큰 보강판 이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보강재의 강성이 식(2)

의 강도에 관한 것인 데 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압축하중을 받

의 값보다 약간씩 작게 선정하여 뒤틀림좌굴이 반드시 발생하

는 종방향 보강재로 보강된 강판의 구조적인 거동과 좌굴강도
및 극한강도를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연구하고, 이 결과를 바탕

도록 의도하였다.

으로 국부좌굴, 뒤틀림좌굴 및 두 좌굴의 혼합좌굴이 발생하는

   
  

(2)

보강판의 압축강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직접강도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종방향보강재 수;  = 서브패널 폭

2. 실험단면 선정

t=판 두께;    .
또한 서브패널의 폭-두께비는 60-120으로 비교적 큰 값을

2.1 재료의 성질
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강판 단면은 공칭항복강도
235MPa, 최저인장강도 400MPa인 두께 4.0mm 의 SM400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보강판 단면의 재료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KS B 0802)에 의하
여 보강판 시험체의 다양한 부분에서 절취한 시편의 인장시험
을 수행하였다. 인장시험 결과 모든 시편은 항복대와 변형경화
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연강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보였으며, 평
균항복응력은 270MPa로 공칭항복강도보다 약 15% 정도 높
았으며, 평균인장강도는 430MPa로 최저인장강도보다 약
7.5% 가량 높게 측정되었다.

2.2 단면 형상
보강판 시험체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
각형(bar-type) 종방향보강재를 부착하여 제작하였다. 사용된
강판의 두께는 4.0mm이며 (외측 보강재 플랜지 두께는
6mm) 가스용접으로 제작하였다. 모든 접합은 필릿용접을 적
용하였으며 용접치수는 보강판의 두께인 4mm로 하고 연속용
접을 수행하였다.

적용하여 비교적 낮은 응력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여 뒤틀림좌
굴과 혼합된 변형이 발생하도록 의도하였다. 표 1에 보강판 시
험체 단면의 제원을 정리하였다.
표 1. 보강판의 단면 제원 (단위; cm).
단면











R-60-1

2

4.2

24

75

0.4

R-70-1

1

3.6

28

59

0.4

R-80-1

1

3.1

32

67

0.4

R-90-1

1

2.8

36

75

0.4

R-100-1

1

2.5

40

83

0.4

R-110-1

1

2.3

44

91

0.4

R-120-1

1

2.1

48

99

0.4

단면









R-60-1

3.5

0.4

100

5.7

11.3

R-70-1

3.5

0.4

100

5.7

6.9

R-80-1

3

0.4

100

3.6

6.0

R-90-1

3

0.4

100

3.6

5.3

R-100-1

3

0.4

100

3.6

4.8

R-110-1

3

0.4

100

3.6

4.4

R-120-1

3

0.4

100

3.6

4.0

식(2)

 =5.0;  =0.6;  =4.5;  =0.4 (모든 시험체에 동일)

3. 보강판의 수치해석
3.1 보강판의 좌굴응력
그림 4. 보강판 단면 형상

시험체는 뒤틀림좌굴 및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합좌굴
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Yoo 등(2001)이 제안한 식
(2) 보다 휨강성이 작은 보강재를 선택하였다. 최병호 등
(2005)에 의하여 수행된 실험은 보강재의 강성이 기준식(2)보

시험체로 선정한 보강판 서브패널의 폭-두께비와 보강재 크기
를 고려하면 국부좌굴 및 뒤틀림좌굴거동이 함께 강도를 지배
할 것으로 판단되어, 좌굴전용해석 프로그램 BAP(2000)를 사
용하여 양단 힌지 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좌굴장에 대한 탄성 및
비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하여 좌굴거동을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
다. 해석에 포함한 면내잔류응력의 분포는 그림 5와 같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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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응력-변형률 관계는 탄성-완전소성으로 가정하였으며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선정한 실험단면의 경우에도

항복응력은 시편인장실험 결과에 의한 평균항복응력을 사용하

두 좌굴의 혼합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험조건과

였다. 해석모델의 단순화를 위하여 보강재와 보강판 양쪽 모서
리 부분의 잔류응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동일하게 양단이 고정단인 길이 1000mm의 보강판 시험체의
좌굴의 혼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좌굴해석프로그램
BFPLATE(Lau 외, 1988)를 이용하여 탄성좌굴해석을 수행
하여 뒤틀림좌굴이 발생하는 낮은 차수의 좌굴응력 및 좌굴모
드를 표 3에 정리하여 보았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1
차 및 2차 좌굴의 경우 좌굴응력의 차이는 아주 작기 때문에 초
기변형에 따라서 좌굴형상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결

그림 5. 면내 잔류응력 분포

과에 의하면 R-70-1과 R-120-1 시험체는 1차 좌굴모드에서

탄성 및 비탄성좌굴해석결과를 표2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탄성좌굴해석과 비탄성좌굴해석의 임계좌굴형상이
다르게 나타난 보강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성해석에 의한
첫 번째 좌굴형상이 대체로 뒤틀림좌굴이지만 비탄성해석의 결
과는 국부좌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면의 편평부
(flat area)의 압축잔류응력이 뒤틀림좌굴보다는 국부좌굴거동
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2. 보강판의 국부좌굴 및 뒤틀림좌굴응력
국부좌굴
탄성

단면

Fle (MPa)

비탄성

Fli

(MPa)

좌굴장 (mm)

R-60-1
R-70-1
R-80-1
R-90-1
R-100-1

239.1
191.1
145.9
115.0
92.9

188.7
139.2
94.0
63.0
40.7

220
240
280
300
340

R-110-1
R-120-1

76.4
63.9

24.4
11.8

380
420

탄성

비탄성

Fde (MPa) Fdi (MPa)

R-60-1
R-70-1
R-80-1
R-90-1
R-100-1
R-110-1
R-120-1

122.1
140.6
90.5
74.2
62.7
54.0
47.3

120.2
136.2
87.3
68.6
54.1
43.0
32.2

Fle − Fde

좌굴장(mm)

(MP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7.0
50.5
55.4
40.8
30.2
22.4
16.6

단면
R-60-1

R-80-1
R-90-1

최근 연구결과(최병호 외, 2005)에 의하면 국부좌굴과 뒤틀
림좌굴 응력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에도 국부좌굴과 뒤틀림
좌굴이 함께 발생하여 주로 뒤틀림좌굴형상으로 파괴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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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강판의 탄성좌굴응력 비교(MPa)

R-70-1

뒤틀림좌굴
단면

뒤틀림좌굴과 국부좌굴의 혼합모드가 나타났으며, R-80-1과
R-90-1 시험체의 경우 2차 좌굴모드에서 뒤틀림좌굴 또는 혼
합좌굴이 나타났다. 그 외의 시험체는 1, 2차 좌굴모드는 국부
좌굴이고 3차 좌굴모드에서 뒤틀림좌굴과 국부좌굴의 혼합좌굴
모드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부좌굴 및 뒤틀림좌굴의 경우
상당한 크기의 후좌굴강도를 나타내므로 실험대상인 보강판 단
면의 압축실험 시에는 국부좌굴 또는 뒤틀림좌굴 중에서 어떤
좌굴이 먼저 발생하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국부좌굴과 뒤틀
림좌굴의 혼합형상의 좌굴이 발생하게 되고 파괴될 것으로 판
단되었다. 또한 서브패널의 폭-두께비가 90을 초과하는 보강판
의 경우에는 잔류응력의 영향으로 비탄성좌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계좌굴형상은 탄성좌굴해
석 결과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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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0-1
R-110-1
R-120-1

1차 좌굴응력
좌굴모드
263.5
L(4)
217.5
D(1)+L(3)
163.6
L(3)
133.7
L(3)
110.3
L(3)
93.1
L(3)
78.4
D(1)+L(2)

2차 좌굴응력
좌굴모드
265.5
L(5)
220.4
L(3)
165.5
D(1)+L(3)
137.4
D(1)
112.7
L(2)
94.1
L(3)
82.2
L(3)

3차 좌굴응력
좌굴모드
298.2
D(1)+L(3)
249.1
L(3)
189.3
D(1)+L(3)
155.2
D(1)+L(3)
125.9
D(1)+L(3)
105.5
D(1)+L(3)
90.8
D(1)+L(3)

3.2 비선형해석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보강판의 최대하중 및 거동을 파
악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범용유한요소해석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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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LUSAS(ver. 14.3)를 사용하여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링은 4절점 'Shell(QTS4)'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지
점조건은 하중을 재하하는 단부는 하중재하방향(Z-축)을 제외
한 X, Y-축에 대한 축방향 변위와 회전변위를 고정시켰으며,
반대편 단부는 모든 변위를 구속하여 고정지점 조건으로 가정
하였다. 비선형해석에서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도록 두 좌굴형상의 초기처짐을 적용하였다. 초기처짐
적용방법은 먼저 탄성좌굴해석을 실시하여 국부좌굴형상을 구
한 후 이 국부좌굴형상에 적절한 계수를 곱하여 초기변형으로
적용하고, 뒤틀림좌굴 형상의 초기처짐은 선행하중(pre-load)
기법을 적용하여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였다. 국부좌굴형상의 초
기처짐 최대크기는 b/100로 가정하였으며, 뒤틀림좌굴형상의
초기처짐 최대크기는 L/480이 발생하도록 선행하중의 크기를
결정하여 재하하였다. 축압축하중은 기준하중(1.0 kN)을 단면
의 전폭에 걸쳐 축방향(Z-축) 등분포하중으로 재하하였으며,
하중이 재하되는 단부의 수직변위가 같도록 제어하였다. 잔류
응력의 분포는 전절의 그림 5와 같다고 간주하였다. 강재의 응
력-변형률 관계는 변형경화는 무시하고 탄성-완전소성으로 가
정하였으며, 항복강도는 인장시험 결과에 의한 270.0MPa, 탄
성계수  ×  MPa, 포아송비 0.3으로 가정하고,
Von-Mises 항복이론을 적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결과중 대표적으로 R-60-1 단면의 변
형형상을 그림 6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국부좌굴과 뒤틀림좌
굴형상의 변형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축방향 응력변위 관계는 그림 7에 도시하였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변형형
상이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합에 의하여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초기좌굴의 발생 및 최대하중 시에도 보강판은 급격한 강
성의 감소 없이 대체로 안정된 구조적인 거동을 나타냈으며, 폭
-두께비의 증가에 따라서 좌굴응력 및 최대응력이 감소하고 후
좌굴강도의 크기가 약간 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브패널의 폭-두께비가 작은 단면의 경우 최대하중 이
후에 폭-두께비가 큰 단면보다는 약간 큰 폭의 저항능력의 감소
를 나타냈으나 이후 안정된 거동을 보였다.

그림 7. 축방향 응력-변위 그래프

4. 압축실험
4.1 실험개요
종방향보강재가 부착된 보강판 시험체는 2.2절에서 선정한
단면으로 SM400(     ) 4.0mm 두께 강판에 사
각형 보강재를 용접하여 제작하였으며, 부재의 양쪽 외측에는
부재 전체의 휨 변형을 막기 위해 강성이 상당히 큰 T형 보강재
를 용접하였다. 시험체 양단에는 두께 20mm 강판을 부착하여
하중의 편심재하와 시험체 양단의 국부적인 압축파괴를 방지하
고자 하였다.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이 함께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브패널의 폭-두께비는 60에서 120사이로 비교적 크
게 정하였고, 종방향보강재의 크기는 30.0mm-35.0mm로 비
교적 작게 정하였다.
압축실험은 5000kN UTM을 사용하여 단순가력을 하는 방
법으로 수행하였다. UTM 상부에는 그림 8과 같이 힌지가 장
착되어 있으며, 하부에도 힌지 조건을 줄 수 있는 보조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좌굴에 의한 편심의 영향을 최대한 감소 시키도
록 하였다. 준정적(Pseudo-static) 압축실험은 0.01mm/sec
의 속도로 변위제어방법을 적용하였다. 국부좌굴에 의한 변형
과 뒤틀림좌굴에 의한 변형이 예상되는 시험체의 중앙부와 부
재 길이의 1/4지점 좌굴 변형이 예상되는 부위에 변위계
(LVDT)를 설치하여 하중증가에 따른 횡방향 변위를 측정하였
다. 또한 좌굴 발생에 따른 응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
대 변위가 예상되는 시험체의 중앙부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
였다. 그림 8에 실험에 사용한 UTM과 게이지가 부착된 실험
부재의 Set-up 전경을 도시하였다.

그림 6. R-60-1 단면의 변형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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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면의 최대 응력과 좌굴모드

그림 8. 5000kN UTM 및 게이지 부착 전경

4.2 실험결과
폭-두께비가 비교적 작은 R-60-1, R-70-1, R-80-1 단면은
하중의 증가에 따라 최대하중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서브패널
의 국부좌굴이 발생한 다음 후좌굴강도를 보인 후에 뒤틀림 좌
굴이 발생하였다. 국부좌굴 발생 후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뒤틀
림좌굴이 발생하여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이 혼합된 형태의 좌
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두께비가 비교적 큰 단면인
R-90-1, R-100-1, R-110-1, R-120-1 단면에서는 국부좌
굴응력과 뒤틀림좌굴응력의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국부
좌굴과 뒤틀림좌굴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국부좌굴에 의
한 변형은 상당히 미약하였다. 위의 단면은 보강재의 휨강성이
최소휨강성 규정 보다 작기 때문에 뒤틀림좌굴모드가 지배적으
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단면의 최대하중, 응력 및
파괴모드를 표 4 에 정리하였으며, 응력-변위 관계를 그림 9에
나타내 보았다.

단면 종류

 (kN)

 (MPa)

파괴모드

R-60-1

627.0

145.2

L+D

R-70-1

541.6

153.6

L+D

R-80-1

546.2

142.5

L+D

R-90-1

580.1

139.5

L+D

R-100-1

585.8

130.6

L+D

R-110-1

575.4

119.6

L+D

R-120-1

585.1

113.9

L+D

단면의 파괴형상은 그림 10에 나타내 보았다. 실험과정에서
는 보강판 서브패널의 국부좌굴과 보강재를 포함한 보강판 전
체의 뒤틀림좌굴이 혼합된 좌굴형상의 관찰이 가능하였으나,
변형의 크기의 차이에 의하여 모든 단면의 파괴양상은 주로 뒤
틀림좌굴이 지배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R-60-1

(b) R-70-1

그림 9. 축방향 응력-변위 관계 그래프
(c) R-90-1

(d) R-100-1

그림 10. 보강판의 파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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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code 3(2003, 2006)의 경우에는 보강재와 인접한 플랜

4.3 실험 및 해석결과 비교

지로 구성된 기둥 및 직교이방성판 이론에 근거를 두고, 보강재
각 시험체의 최대응력을 표 5에서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보았

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보강재와 유효폭의 플랜지로 구성된 기

다. 표에서 해석결과는 LUSAS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선형유한

둥으로 검토하여 보강판의 강도를 산정하는 복잡한 방법을 채
택하고 있다. 따라서 EC3는 국부좌굴 및 뒤틀림좌굴을 모두

요소해석 결과이며, 탄성뒤틀림좌굴응력은 표3에 정리된 결과
에서 각각 최초로 나타나는 뒤틀림좌굴또는 뒤틀림좌굴과 국부

고려할 수 있다.

좌굴의 혼합좌굴 응력을 정리한 것이다.

5.2 직접강도법
표 5. 보강판의 해석과 실험 결과 비교

직접강도법(Direct Strength Method)은 현행 설계법에서

시험단면

실험
(MPa)

해석
(MPa)

탄성뒤틀림
좌굴응력
(MPa)

실험/해석

R-60-1
R-70-1
R-80-1
R-90-1
R-100-1
R-110-1
R-120-1

145.2
153.6
142.5
139.5
130.6
119.6
113.9

183.6
159.8
163.5
154.1
144.1
132.6
128.4

298,2
249.1
163.6
137.4
112.7
105.5
90.8

0.79
0.96
0.87
0.91
0.91
0.91
0.89

실험결과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에 비하여 79%에서 96% 로
약간 낮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뒤틀림좌굴응력과 실험결과
를 비교하여 보면 서브패널의 폭-두께비가 약 80까지는 실험결
과가 탄성좌굴해석에 의한 뒤틀림좌굴응력보다 작지만 폭-두께
비가 90을 넘어서서 서브패널이 세장해지면 좌굴응력보다 실험
결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폭-두께비가 작은
단면의 경우 잔류응력 및 초기처짐의 영향으로 비탄성거동을
나타낸 반면에 폭-두께비가 큰 단면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비교적 작고 반면에 후좌굴강도가 큰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판
단된다.

5. 설계강도곡선
5.1 현행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2005), AASHTO LRFD Specifications
(2007) 등의 현행 설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부좌굴의 발
생만을 허용하기 위하여 수평보강재의 크기 및 강성에 대한 제
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축설계기준강도식은 탄성
및 비탄성 국부좌굴응력과 공칭항복응력을 기준으로 하며, 뒤
틀림좌굴은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AASHTO의 경우
에는 실험과 해석에 의해 검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평보강재
의 크기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적용을 허락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설계강도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효폭법의 단점인 반복적인 방법에
의한 유효폭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설계법이다.
뒤틀림좌굴형상으로 파괴되는 냉간성형강재 기둥의 극한강도식
(이하 뒤틀림좌굴강도식)은 권영봉 등(1992)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다. 이 식은 탄성좌굴해석에 의하여 구한 탄성뒤틀림
좌굴응력과 실험에 근거하여 제안된 강도식을 적용하여 뒤틀림
좌굴에 의하여 파괴되는 기둥의 극한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식
으로 직접강도법의 효시가 되었다. 냉간성형강재에 적용한 뒤
틀림좌굴강도식은 다음과 같다.
 ≤ 

(2a)



               



(2b)

  

여기서,









(2c)



 : 탄성뒤틀림좌굴응력
 : 공칭항복응력
위의 뒤틀림좌굴강도식을 그림 11에서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를 위하여 이미 수행된 최병호 등(2005)의 보강
판 실험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 11. 뒤틀림좌굴강도식과 실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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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서 대부분의 단면에서 실험결과와 강도곡선식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
합이 비교적 심하게 발생한 6개 단면의 경우 강도곡선식은 실험
결과에 비하여 약간 비보수적인 강도를 나타냈다. 그 중요한 원
인 중의 하나는 강도식 2(a) 및 2(b)는 주로 뒤틀림좌굴에 의
하여 파괴되는 박판 냉간성형형강의 실험에 근거한 식으로 용접
으로 제작된 보강판의 경우 잔류응력과 초기처짐의 영향이 냉간
성형강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박판냉간성형형
강의 경우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권영봉 외, 1992)에 의하면
용접형강 및 열간압연형강과는 달리 잔류응력의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의 강도식을 그대로 용접제작된
보강판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합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냉간성형강과는 달리
용접형강의 경우 두 좌굴의 혼합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냉간성형
강에서와 같이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합작용을 특별히 고
려하는 강도식의 개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강판과 같은 용접형강에 적용하기 위하여 냉간성형강에 적
용하는 뒤틀림좌굴강도식을 수정하여 직접강도법의 형식으로
강도식을 제안하여 보았다.

 

 



 ≤ 

(3a)



 










  

(3b)

여기서









(3c)

 

     

(3d)

      

(3e)

     

(3f)

  = 총단면적

위의 수정된 강도식과 실험결과를 그림 12에서 비교하여 보
았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수정된 강도식에 의하여 예측된 강
도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수정 제안한 강도식에 의한 예
측결과와 실험결과가 두 개의 단면을 제외하면 비교적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 나타난 두 단면의 실험결과는
다른 단면과 비교하여 보면 비합리적으로 낮은 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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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안식과 실험결과 비교

제안식과 Eurocode3, 도로교설계기준 및 최근에 최병호 등
(2005)에 의해서 제안된 강도식에 의한 시험단면의 압축강도
를 표 6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도로교설계기준(2005)의 경우
보강판의 서브패널의 폭-두께비 한계(SM400, 두께 40mm 기
준)는 56이며, 일시적으로 압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80까지
허용하고 있다. 최병호 등(2005)이 제안한 강도식은 AASHTO
설계기준의 보강판 강도식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CRC 강도곡
선에 근거하여 제안된 식으로 폭-두께비 한계는 80이며 국부좌
굴만을 허용하기 위한 종방향보강재의 최소 휨강성을 함께 규
정하고 있다. EC3의 경우는 종방향보강재의 최소한계값은 규
정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시험단면의 경우 서브패널의 폭-두께비가 한계값인
80보다 크고, 뒤틀림좌굴이 발생하므로 도로교설계기준과 최병
호 등(2005)의 식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폭-두께비가 80 이하인 경우에도 제안식과
도로교설계기준 및 CRC(최병호 외, 2005) 식은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식과 EC3에 의한 보강판의 강
도는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식에 비하여
EC3에 의한 강도가 더 보수적인데 이는 고려하는 후좌굴강도
의 범위 여부에 의한 차이로 판단된다. EC3의 강도는 기둥이
론과 직교이방성판이론에 근거하여 강도감소계수를 각각 구하
고 이를 보간하여 강도를 구하므로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에
관계없이 보강판의 강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식과의 비
교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안식에 의한 강도와 실
험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제안식을 적용하여 뒤틀림좌굴 및 국
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합이 발생하는 보강판의 압축강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이 발생하는 종방향 보강재로 보강된 강판의 압축강도

감사의 글

표 6. 보강판의 압축강도 비교 (kN)
시험단면

실험

제안식

도로교

EC3

최병호

R-60-1

627.0

780.3

448.7

587.0

734.4

R-70-1

541.6

564.5

269.0

537.0

510.6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일반연구자지원과제(2010-0016430)의 지원에 의하여 수

R-80-1

546.2

552.6

224.2

520.5

443.8

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R-90-1

580.1

545.6

192.0

514.5

380.5

R-100-1

585.8

564.7

167.8

511.0

332.4

R-110-1

575.4

559.5

149.2

508.9

294.6

R-120-1

585.1

557.4

133.6

507.8

264.0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압축력을 받는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이 혼합
되어 발생하며 주로 뒤틀림좌굴의 형태로 최종 파괴되는 보강
판의 설계압축강도식을 제안하기 위하여 보강판의 중심압축실
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보강재의 휨강성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보강판의 경우 압
축실험결과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중의 증가에 따라 국부좌굴이 먼저
발생하고 후좌굴거동을 나타낸 후 뒤틀림좌굴이 발생하
여 두 좌굴이 혼합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최종 파
괴양상은 주로 뒤틀림좌굴형상이었다.
(2) 제안된 직접강도법은 단면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유효폭
을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구하는 대신에 탄성좌굴해석으
로 구한 탄성뒤틀림좌굴 응력과 총단면적을 직접 적용하
기 때문에 현행 유효폭법에 비하여 적용이 간편한 설계자
편의 중심의 설계법이다.
(3)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제안된 강도식은 뒤틀림좌굴
또는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합이 발생하는 보강판
의 합리적인 압축강도를 산출하는 데 적용이 가능하다.
(4) 현행 설계기준의 규정에 맞는 수평보강재를 부착한 경우
에도 용접에 의한 초기변형과 잔류응력의 영향으로 국부
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합에 의하여 파괴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러한 경우 현행설계기준에 의해서는 보강판의 압
축강도를 적절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뒤틀림좌굴 및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합을 고려할
수 있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계강도식은 유용하다고 판
단된다. 그러나 실무적용을 위하여서는 향후 보다 광범위
한 폭-두께비를 가진 보강판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검
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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