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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파형 주름강판의 전단좌굴특성 분석

An Investigation of the Shear Buckling Characteristics of Sinusoidal Corrugated Steel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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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ugated steel plates are made by fabricating thin steel plates to have trapezoidal or sinusoidal corrugation, and the corrugated 
plates are able to maintain high out-of-plane rigidity even when they are used instead of thick flat plates. Also, corrugated steel 
plates have almost no axial rigidity due to the accordion effect. Thus, if they are applied to the webs of plate girders, designing
can be easily conducted so that the webs bear only shear stresses. However, unlike flat plates, the shear buckling of corrugated
steel plates has very complex characteristics where buckling occurs due to the interaction of local and global buckling, besides 
local buckling and global buckling.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and characteristics of this interactive buckling, studies on 
sinusoidal corrugated steel plates are fewer than studies on trapezoidal corrugated steel plat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hear 
buckling characteristics of sinusoidal corrugated steel plates and the occurrence pattern of interactive buckling were investigated. 
For the calculation of shear buckling strength, a finite element program was used,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act solution.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buckling stress change and the change of buckling mode shape depending on 
corrugation thickness and shape parameter were analyzed, and by comparing these results with the results of a theoretical equation,
the timing of buckling mode change was analyzed.

Keywords : Buckling mode shape, Eigenvalue analysis, Global buckling, Interactive buckling, Local buckling, Sinusoidal 
corrugated plate, Shear buckl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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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형강판이란 구조용 강판을 제형 (Trapezoidal), 정현형 

(Sinusoidal) 등의 형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박판의 파형강판

을 플레이트 거더의 웨브에 사용할 경우 두꺼운 평판 및 수

직보강재를 대신하여 높은 면외방향의 강성을 가지며, 박판

을 이용하여 제작되므로 구조물의 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다 

(Gill et al., 2004; Ibrahim et al., 2006; Shon et al., 2011). 

또한 파형강판은 아코디언 효과와 같은 기하학적 특성으로 

축방향 강성이 거의 없어 파형강판의 웨브는 전단력만을 부

담하고 휨모멘트는 플랜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설계하는데 

유용하다 (Yi et al., 2005). 이러한 장점을 이용한 구조물은 

항공기 디자인을 시점으로 건물 및 교량 등의 토목공학에 많

이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파형강판의 좌굴 거동을 규

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Easley and 

McFarland, 1969).

파형강판을 플레이트거더 웨브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Abbas et al., 2006), 초기 연구는 1960

년대 Easley와 McFarland (1969)에 의해 파형 강판의 전단 

좌굴 거동에 관한 연구로서 직교이방성 이론을 이용하여 전

체좌굴을 설명할 수 있는 해를 제시한 것에서부터이다. 그 

후 1990년대 Elgaaly et al. (1996; 1997; 1998)에 의해 제형

주름웨브의 전단좌굴 거동과 강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이외에도 파형강판을 웨브로 갖는 거더의 전단좌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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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영국의 Cafolla (1995)는 파형

웨브의 휨 및 유효전단강성을 제안하였으며, 스웨덴의 Luo

와 Edlund (1996)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해 제형웨

브의 전단성능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캐나

다의 El-Metwally (1998)는 파형웨브를 갖는 프리스트레스 

합성 거더의 휨 및 전단거동을 실험적 연구로 분석하였으며, 

Yamazaki (2001)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연성좌굴의 

범위를 피해서 연성좌굴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Abbas et al. (2002)은 연성좌굴 특성을 해석적

으로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파형웨브를 갖

는 복합교량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파형강판의 영향에 대

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Han, 2000; Hyun, 2002; 

Lee et al., 2003). Han et al. (2002)는 원형주름판의 탄성전

단좌굴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고 전단좌굴강도식을 제안하였

으며, Hyun (2002)과 Gill (2003)의 연구에서는 제형파형강

판의 여러 파라메타에 따른 전단강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제형파형 강판의 연성좌굴에 대한 거동, 파형강판

의 강성산정과 전단좌굴강도에 관한 연구 및 파형강판의 이

음에 관한 연구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Yi et al., 2005; 

Kim et al, 2012; Ji, 2011; Oh et al., 2011; Sim et al., 2011), 

정현파형의 전단좌굴강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파형에 따른 전단좌굴특성은 평판과는 달리 웨브의 높이, 

주름의 폭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아코디언 효과와 더불어 

전단력에 대한 불안정한 현상은 국부좌굴 (local buckling), 

전체좌굴 (global buckling) 그리고 연성좌굴 (interactive 

buckling)의 복잡한 좌굴현상으로 나타난다. 연성좌굴의 경

우 국부좌굴과 전체좌굴이 연동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

으나 연성좌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Yi et al., 2005; Ji, 2011). 또한, 주름강

판을 웨브로 이용한 보에서 제형주름보다 정현파와 같은 매

끄러운 파형 주름을 웨브로 이용한 경우가 주름의 파고를 높

이기 용이하기 때문에 높은 전단강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Pasternak et al., 2004; Shon et al., 2012). 이것은 

생산과정에서의 차이점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정현파 주름의 

경우 자동생산 공정을 통하여 제작이 가능하며 높은 완성도

를 가지고 있다 (Sho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현파형 강판의 전

단좌굴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해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단좌굴강도 

및 연성전단좌굴거동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단좌굴강도 산

정은 Timoshenko (1981), Easley (1969), Yi et al. (2008)이 

제안한 식을 사용하였으며 주름강판은 Pasternak et al. (2004)

에서 다루어진 형상을 대상으로 보다 세분화 시켜 적용하였다. 

전단좌굴강도를 구하기 위해서 상용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으며, 고유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BAQUS/CAE 

User’s Manual).

2. 탄성전단좌굴이론

2.1 탄성국부좌굴이론

탄성국부좌굴은 반파장 (half-wave)의 패널 내에서 발생하

며 인접해있는 플랜지 또는 패널은 경계조건으로 작용한다

고 가정하여 기존의 평판 전단좌굴강도식을 이용할 수 있다. 

국부 전단좌굴응력 ( )은 기존의 평판 좌굴 전단좌굴 응

력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Timoshenko, 1981).

 
  




 (1)

국부전단좌굴계수 ( )의 경우 형상비와 경계조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4변 단순지지의 경우 식 (2)와 같이 결정 

된다. 

  


 



 

  (2)

여기서, 는 단순지지조건의 국부전단좌굴계수, 는 탄

성계수 (N/mm2), 는 포아송비, 는 판형의 길이와 높이 중 

작은 값 (mm), 는 판의 두께 (mm)이다.

2.2 탄성전체좌굴이론

탄성전체좌굴은 파형영역 전체에 걸쳐 좌굴이 발생하며 

파형 내에서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의 강성이 다르므로 

직교이방성을 고려해야 한다 (Oh, 2010).

Easley (1969)는 파형강판을 직교이방성판으로 가정하여 

전체 전단 좌굴 응력을 제안하였으며, 탄성 전체 전단 좌굴 

응력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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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ear stress distribution map of flat plate

여기서, 는 주축방향 중립축에 대한 휨강성 (Nmm), 

는 주축직각방향 중립축에 대한 휨강성 (Nmm), 는 평

형의 높이 (mm), 는 경계조건에 따른 전체전단좌굴계수 

(단순지지일 경우 1, 고정지지일 경우 1.9), 는 판의 두께 

(mm)이다. 그리고 와 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4)

 


(5)

2.3 탄성연성좌굴이론

연성좌굴은 전체 및 국부좌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

는 좌굴현상으로 현재 그 거동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

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강도를 감소시키는 이론식을 연성

좌굴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Yi et al. (2008)의 연구에

서는 연성 좌굴은 재료의 성질과는 무관한 기하학적 문제이

므로 항복강도 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1차 연성좌굴식이 파

형강판의 탄성 연성 좌굴 강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 제안하였으며, 1차 연성 전단좌굴식은 식 (6)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6)

본 절에서 적용되는 평판의 이론 해에 대한 경계조건은 4

변 단순지지 평판으로 가정하였으며, 각각의 경계조건에 따

른 해석결과를 유한요소 해석과 비교하였다.

2.4 고유치해석을 통한 전단좌굴강도의 산정

고유치해석을 통한 좌굴응력 산정은 이상적인 선형탄성 

구조물의 임계하중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식 (7)과 같이 역

이 존재하지 않는 강성매트릭스 모델에서 고유벡터 (
 )가 

영이 아닌 해를 가져야만 하는 조건으로 식 (8)과 같은 특성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   (7)

det ∆  (8)

여기서 
는 시스템의 강성행렬, ∆는 응력강성행

렬, 는 고유치, 
는 좌굴모드를 나타내는 고유벡터를 나

타낸다. 따라서 탄성좌굴에서 임계하중은 다음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식에서  은 고유좌굴을 예측하는 단계에

서 정의되는 하중벡터이다.

  
   (9)

좌굴하중은 구조의 기본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

적으로 좌굴모드형상 (
 )에 대한 임계하중변형은 실제 크

기가 아닌 가장 큰 변위 요소가 1.0의 값을 가지며 만약 모

든 변위 요소가 0이면, 최대 회전 요소 값은 1.0이 된다. 이

때 최저차 좌굴모드의 형상은 고유치문제에서 좌굴거동의 형태

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ABAQUS/CAE 

User’s Manual).

3. 경계조건 및 전단좌굴 해석모형

3.1 평판의 해석과 경계조건의 가정

플랜지와 웨브는 사실상 단순지지와 고정지지의 중간상태

인 탄성적인 지지상태이나 Abbas (2002), Gill et al. (2003), 

Choi et al. (2009) 및 Oh (2010)는 복부판의 경계조건을 안

전측인 단순지지로 가정하여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경계조건을 단순지지로 가

정하였으며 Fig. 1과 같이 순수전단좌굴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에서 판의 높이 ()는 1000mm, 길이 ( )의 범위는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제18권 제3호(2014. 5) 13

Table 1 Boundary condition

Degree of freedom 1_Edge 2_Edge 3_Edge 4_Edge

B.C

Translation

X Fix Free Fix Free

Y Free Free Free Fix

Z Fix Fix Fix Fix

Rotation

X Free Free Free Free

Y Free Fix Free Free

Z Free Fix Free Free

Table 2 Shear buckling analysis result about B.C.










   
 

5 10 5 10 5 10

1000 44.318 177.273 50.726 202.040 14.459 13.971

2000 31.32 125.268 31.356 125.123 0.115 -0.116

3000 27.996 111.982 27.852 111.150 -0.514 -0.743

4000 27.047 105.186 26.788 106.913 -0.958 1.642

5000 26.145 104.580 26.31 105.008 0.631 0.409

Fig. 2 Parameter of sinusoidal corrugation and number of 

mesh (mesh : 8)

Table 3 Analysis model parameter of sinusoidal corrugation




 
  (ea)

구분 치수 구분 치수

20, 30, 40

a 77.5

H1 500 2015 13

H2 1000 4030 26

H3 1500 6045 39

b 116.25

H1 500 2092.5 9

H2 1000 3952.5 17

H3 1500 6045 26

c 155

H1 500 1860 6

H2 1000 4030 13

H3 1500 5890 19
1000mm~5000mm으로 1000mm간격이며 판의 두께 ()는 

10mm로 모델링하였다. 파형강판의 재료적 성질인 탄성계수 

( )와 포아송비 ()는 각각 ×  MPa 및 으로 가

정하였으며, 하중 ( )는 10N/mm의 분포하중이 작용하였다. 

평판은 쉘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경계조건은 Table 

1과 같다 (Yoo et al., 2013).

Table 2는 경계조건을 적용한 모델의 유한요소 해석결과

를 국부좌굴식인 식 (1)의 계산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Table 

2의 해석결과, 유한요소 해석 값이 판의 길이가 1000mm일 

때를 제외한 나머지 결과에서 오차 1% 내외로 이론값과 상

당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판의 가로세로 비율

에 따른 정밀도의 차이는 판의 형상, 요소의 분할 수 및 경계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Yoo et al., 2013).

4. 두께변화에 따른 전단좌굴응력

정현파형강판의 형상파라메타는 Fig. 2와 같으며 주축의 

단면 2차 모멘트 는 식 (10)과 같다. 파형형상은 Pasternak 

et al. (2004)의 파형형상을 세분화하여 해석모델을 선정하였

으며, 반파장 길이 당 요소분할 수는 8개로 분할하였으며, 

가로세로비는 약 4:1로 해석하였다. 해석을 위해 경계조건 

및 재료적 성질은 앞 절에서 제시한 값을 동일하게 적용하였

으며 고유치 해석의 최저차 좌굴모드을 통해 좌굴거동을 예

측하였다. 해석을 위한 27가지 모델은 Table 3과 같으며 판

의 두께 () 0.2~5mm를 0.2mm간격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그래프 내의 범례는 _a(or b, c)_H1(or H2, H3)로 표기하

였다. 여기서 는 주름의 파고, 는 반파장의 길이, 는 

판의 높이, 은판의 길이, 은 파장의 개수이다. 

 








 








 (10)

4.1 전단좌굴응력변화의 변화

본 절에서는 판의 높이 별 두께 증가에 따른 응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앞의 Table 3의 조건을 바탕으로 판 높이 별 응

력변화그래프는 Figs 3, 4와 5에 나타내었다. Figs 3, 4 및 5

의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단좌굴응력

이 증가하며 파고가 깊어질수록 전단좌굴응력이 더 크게 나

타나는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Figs 3, 4 및 

5 그래프의 전단좌굴응력곡선에서 변곡점이 발생한 후 전단

좌굴응력 증가율이 감소하며,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변곡점

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해석변수가 전단좌굴에 

영향을 미침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단좌굴응력의 증

가곡선으로는 전단좌굴거동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해석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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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shear buckling stress ( )

Fig. 4 Changes in shear buckling stress ( )

Fig. 5 Changes in shear buckling stress ( )

을 통해 파형강판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4.2 파형강판의 좌굴형상 분석

해석결과 Fig. 6은 모델 20_a_H1의 결과, Fig. 7은 30_a_H1 

모델의 결과이며 Fig. 8은 40_a_H1 모델의 결과이다. 좌굴

모드형상을 통해 얇은 판에서는 국부좌굴이 발생하고 두꺼

운 판에서는 전체좌굴이 발생하며 그 사이에서는 연성좌굴

이 발생하는 형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두께에 따른 좌굴의 

성질을 4.1절의 전단좌굴응력 그래프와 비교하였을 때 Figs 

3, 4 및 5 그래프의 변곡점이 발생하는 부근에서 연성좌굴이 

발생하였다. 또한 파고가 얕을수록 얇은 판에서 국부좌굴에

서 연성좌굴로 넘어가며 주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국부좌

굴에서 전체좌굴로 넘어가는 연성좌굴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형상의 변화를 통해 예상할 수 있었다.

4.3 전단좌굴거동의 경향

정현파형 강판의 두께 변화에 따른 전단좌굴거동을 고찰

하기 위해 값을 통하여 좌굴의 경향성에 대하여 해석

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Table 3의 형상을 이

용하였으며 정현파형 강판의 좌굴거동을 설명하기 위한 변

수는 전체좌굴과 국부좌굴의 이론비 (), 판의 두

께 (), 판의 높이 (), 파고 (), 반파장길이 ()를 선택하

였다. 

좌굴 이론비에 대한 경향성은 Figs 9, 10 및 11과 같으며 

그래프에서 x축은 전체좌굴이론값 ( )을 국부좌굴이론값 

()으로 나눈 값, y축은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전단좌굴강

도 값과 국부좌굴 및 전체좌굴의 이론값의 비를 나타낸 무차

원 좌굴강도이다 (Oh, 2010). y축에서     일 

때 유한요소해석의 전단좌굴강도 값을 국부좌굴 이론값으로 

나누고,     일 때 유한요소 해석의 전단좌굴강

도 값을 전체좌굴 이론값으로 나누어 그래프를 작도하였다 

(Hyun, 2002). 

Fig. 9는 주름깊이 () 20mm, Fig. 10은 주름깊이 () 

30mm의 결과이며 Fig. 11은 주름깊이 () 40mm의 결과이다. 

그림에서   가 가장 작은 영역 (Case1),   

인 영역 (Case4),   이 가장 큰 영역 (Case7), 

  영역에서의 변곡점 (Case2),     

영역에서의 변곡점 (Case6),     영역과 

    사이의 중간 영역 (Case3),     

영역과     사이의 중간 영역 (Case5)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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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Fig. 6 Changes shape in shear buckling stress (  ,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Fig. 7 Changes shape in shear buckling stress (  , ,  )

어 7가지 영역을 Figs 9, 10및 11의 그래프에 표현하였다.

해석결과 공통적으로 Case7에서는 국부좌굴이 발생하며 

Case1에서는 전체좌굴이 발생을 고유모드의 형상을 통해 확

인하였다. Case4 부근에서 국부좌굴에서 전체좌굴로 넘어가

는 연성좌굴이 나타났다. Case6에서 Case4사이에서는 국부

좌굴의 형상이 나타나며 유한요소해석의 전단좌굴강도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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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Fig. 8 Changes shape in shear buckling stress (  , ,  )

(a)   ,  (b)   ,  (c)   , 

Fig. 9 Influence of  on shear buckling stress (  )

(a)    ,  (b)    ,  (c)    , 

Fig. 10 Influence of  on shear buckling str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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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Fig. 11 Influence of  on shear buckling stress (  )

이론값의 차가 점차 감소하였다. Case4에서 Case2로 국부좌

굴에서 연성좌굴로 파형 형상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유한요

소해석의 전단좌굴강도값과 이론값의 차가 점차 증가하였다. 

Case3에서는 국부좌굴에서 연성좌굴로 넘어가는 형상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또한 Case2의 변곡점에서 연성좌굴에서 전

체좌굴로 넘어가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모델에

서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국부좌굴에서 전체좌굴로 바뀌는 

양상이 나타나며 그 사이에 연성좌굴이 발생한다. 연성좌굴 

대상 모델의 경우 Case3과 Case2사이에서 좌굴모드 형상의 

변화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그림에서 가 1.0에 

근접할 때, Fig. 9의 20_b_H1 및 20_c_H1, Fig. 10의 

30_b_H1, 30_c_H1, Fig. 11의 40_a_H1, 40_b_H1 및 

40_c_H1의 7개 모델에서 이론전단좌굴강도보다 더 작은 해

석의 전단좌굴강도 (  )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모든 모델에서 1차 연성전단좌굴강도보다 크게 

나오며, 1차 연성좌굴이론이 정현파형 강판을 설계하는데 충

분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인 국부좌굴이 지

배적인 범위에서 판높이 ()와 판너비 ( )가 길어질수록 이

론값과 해석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인 

전체좌굴이 지배적인 범위에서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 그래프

가 역전된다. 이 결과로부터 판의 두께 (), 판높이 ()와 판너

비 ( )가 좌굴 형상에 민감하게 작용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정현파형 주름강판의 전단좌굴거동특성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현파형 강판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파형이 가지는 좌굴특성을 여러 형상 파라

메타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정현파형 강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단좌굴응력이 

증가하고 파고가 깊을수록 전단좌굴강도가 크게 나타

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께에 따른 좌굴강도곡

선은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 전단좌굴응력의 증가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판의 두께가 증가할수

록 국부좌굴에서 연성좌굴로, 연성좌굴에서 전체좌굴

로 좌굴경향이 변화하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2) 정현파형 형상에서 파고가 얕을수록 얇은 판에서 국부

좌굴에서 연성좌굴로 변화하며, 반파장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연성좌굴의 범위가 늘어남을 고유좌굴모드의 

형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대상예제의 이러한 결과

로부터 형상의 파라메타가 전단좌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민감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파형강판의 두께 변화에 따른 전단좌굴 거동을 파악하

기 위한 좌굴응력의 이론비에 대한 경향성 분석 결과

는 이론식에 의한 전단좌굴강도가 고유치해석을 통한 

전단좌굴강도보다 낮으며, 모든 해석대상 모델에서 1차 

연성전단좌굴이론식의 곡선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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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파형강판은 제형, 정현형 등의 형상으로 얇은 강판을 주름지게 가공한 것으로 두꺼운 평판을 대신하여 사용하여도 높은 면외방향의 강성

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아코디언효과로 축방향 강성이 거의 없어 플레이트거더의 웨브에 적용할 경우 웨브가 전단력만을 부담하는 방법

으로 쉽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파형강판의 전단좌굴은 평판과는 달리 국부좌굴과 전체좌굴 외에도 이들의 연성에 의해서도 좌굴이 발

생하는 매우 복잡한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연성좌굴에 대한 원인과 특성의 규명은 정현형의 경우 제형보다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현형 파형강판의 전단좌굴 특성과 연성좌굴이 발생하는 경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전단좌굴강도를 계산하기 위해

서는 유한요소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해석결과를 정해와 비교하였다. 또한, 주름의 두께와 형상 파라메타에 따른 좌굴응력 변화의 특성과

좌굴모드형상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결과를 이론식의 결과와 비교하여 좌굴양상의 변화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핵심 용어 : 좌굴모드형상, 고유치해석, 전체좌굴, 연성좌굴, 국부좌굴, 정현파형강판, 전단좌굴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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