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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강  기둥의 구조 인 거동  강도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Behavior and the Strength of Circular Hollow 

Steel(CHS) Section Columns 

강 두 원1)      ․      권  2)†

                        Kang, Doo Won     Kwon, Young Bong   


요       약：본 논문에는 압측실험 결과에 근거한 원형강 의 구조 인 거동  설계강도에 하여 기술하 다. 원형강  기둥의 극한강도는 직

경-두께비  세장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형강 의 직경-두께비가 큰 경우 체좌굴 발생 이 에 탄성  비탄성 국부좌굴이 일어나게 되어 기

둥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원형강 의 국부좌굴이 기둥강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하여 두께 2.8mm, 3.2 mm인 SM400 강 을 용 하여 직

경-두께비 45에서 170까지인 원형강 을 제작하여 압축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직경-두께비가 행 설계기 의 항복한계보다 작은 

원형강 의 경우에도 비탄성국부좌굴이 발생하 으나 상당한 크기의 후좌굴강도를 보여 최 응력은 항복강도를 상회하 다. 도로교설계기 (2005)

에 의한 허용응력은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안 치로 나타났다. 최근에 개발된 직 강도법을 원형강 에 용하기 하여 실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제안된 직 강도법은 국부좌굴과 체좌굴의 혼합 유무와 상 없이 원형강  기둥의 극한강도를 하게 측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ABSTRACT：This paper describes the structural behavior and the ultimate strengths of circular hollow steel (CHS) sections based on a series 

of compression tests. The ultimate strengths of CHS section columns are mainly dependent on both diameter-thickness ratio and column 

slenderness ratio. For the CHS sections with a high diameter-thickness ratio, an elastic or an inelastic local buckling may occur prior to the 

overall buckling, and it may decrease the column strength. Test sections were fabricated from SM400 steel plate of 2.8 mm and 3.2 mm in 

thickness and were tested to failure. The diameter-thickness ratios of the test sections ranged from 45 to 170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ocal 

buckling on the column strength. The compression tests indicated that the CHS sections of lower diameter-thickness ratio than the yield limit 

in the current design specifications showed an inelastic local buckling and a significant post-buckling strength in the local mode. Their 

ultimate stresses were larger than the nominal yield stress. It was known that the allowable stresses of the sections predicted by the Korean 

Highway Bridge Design Specifications (2005) were too conservative in comparison with test results. The Direct Strength Method which was 

newly developed was calibrated for application to the CHS sections by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The Direct Strength Method 

proposed can predict properly the ultimate strength of CHS section columns whether a local buckling and an overall buckling occur nearly 

simultaneously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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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Compressive strength, circular hollow steel (CHS) sections, local buckling, overall buckling, diameter-thickness     

 ratio, slenderness ratio, buckling interaction, direct strength method



1. 서 론

원형강  압축부재의 극한강도는 강 의 직경-두께비와 세

장비  단부 경계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직경-두께비

에 의해 결정되는 국부좌굴강도(local buckling strength)와 

세장비에 따른 체좌굴강도(overall buckling strengt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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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크기에 따라서 국부좌굴 혹은 체좌굴이 부재3)강도

를 지배하게 된다. 한 국부좌굴강도가 체좌굴강도와 비교

하여 거의 같거나 근소하게 작은 경우 두 좌굴의 혼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직경-두께비가 작을 경우에는 국부좌굴의 발생 

없이 기둥 체 길이에 걸쳐서 체좌굴이 발생하거나 재료

인 항복에 의하여 괴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직경-두께비가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4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

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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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원형강  압축부재의 경우에는 탄성  비탄성 국부좌굴이 

먼  발생하게 되고, 후좌굴 강도를 발 하게 된다. 이 경우 

국부좌굴의 발생은 압축부재의 강성을 일정부분 감소시키며, 

국부좌굴모드와 체좌굴모드의 혼합이 발생하게 되어 압축부

재강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일반 인 단면의 국부좌굴  후좌굴강도를 단면강도 산정 

시 고려하기 해 재 AISC Specifications (2005) AISI 

Specifications(2004), EC3 (2004) 등 각 국의 설계기

에서는 일반 으로 유효폭법(effective width method)을 

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형강 의 경우 AISC Specification 

(2005) 외에는 직경-두께비 제한만 있을 뿐 유효폭에 한 

구체 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AISC Specifications 

(2005)의 경우에는 유효폭을 직  구하는 신 직경-두께비

에 따른 감소계수(Q-factor)를 구하여 기둥강도를 감소시키

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행 우리나라 도로교설계기 (건

설교통부, 2005)에서는 기둥의 세장비에 따라 결정되는 국부

좌굴을 고려하지 않은 허용축방향압축응력과 국부좌굴에 한 

허용응력을 따로 규정하여, 축방향압축응력을 항복응력에 한 

국부좌굴허용응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국

부좌굴을 고려한 압축부재의 허용축방향압축응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원형강 의 국부좌굴에 한 허용응력

은 실험 자료가  부족한 까닭에 직경-두께비에 따라서 항

복과 비탄성좌굴에 의해 지배되는 두 구간으로 구분하여 상당

히 보수 으로 허용응력을 규정하고 있다. 

유효폭법의 단 을 보완하고, 좌굴의 혼합에 의한 강도감소

효과를 효과 으로 고려하여 합리 인 강도 산정을 목 으로 

제안된 직 강도법(direct strength method)은  Schafer와 

Pekoz(1998)가 처음 제안하 고, 최근 NAS (AISI, 2004)

와 AS/NZS 4600 (SA, 2005)에 의해서 유효폭법의 체 

설계법으로 채택되어 용되고 있는 선진 설계법이다. 최근에 

용  C-  H-형강 실험에 근거하여 용 형강에 용하기 

한 강도식이 제안된 바 있다 (Kwon 등, 2007). 본 논문에

서 이 제안된 직 강도법의 강도식을 원형강 에 용하기 

하여, 항복강도 240.0 MPa, 극한인장강도 400.0 MPa, 두

께 2.8 mm, 3.2 mm인 두 종류 SM400 (KS D 3515) 강

을 가스용 하여 제작한 원형강  기둥의 압축실험과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직경-두께비의 증가에 따른 국부좌굴이 압

축부재의 극한강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한 행 

도로교설계기 (2005)의 원형강  압축부재의 허용응력에 

한 규정을 검토하고, 실험  해석결과를 기 로 하여 압축부

재의 허용응력의 합리 인 산정을 하여 도로교설계기

(2005)의 허용압축응력의 국부좌굴응력을 고려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보았다. 이 수정 제안된 방법과 직 강도법을 AISC 

Specification (2005)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  

용성을 검토하 다. 

2. 단면 선정

기존의 연구(김종락 등, 2008; 서성연 등, 1994; 장호주 

등, 2005)가 건축구조물에서 흔히 사용하는 직경-두께비 60

이하인 냉간성형 원형강 인데 반하여, 본 압축실험 상 원

형강  시험체는 용 구조용 SM400 강 을 가스용 으로 제

작하 다. 실 으로 사용이 가능한  UTM 용량을 고려하여 

강  두께를 2.8 mm  3.2 mm로 정하고, 원형강 의 국

부좌굴거동  원형강 의 극한강도에 미치는 국부좌굴  후

좌굴강도의 향을 악하기 하여 직경-두께비의 범 를 45

에서 170으로 정하 다. 시험체의 양단부에는 국부압괴를 방

지하기 하여 두께 30 mm의 지압 (bearing plate)을 부

착하 다. 지압 의 가로  세로는 시험체의 외경보다 양쪽

으로 50 mm 크게 제작하 으며, 제작된 시험체의 단면형상 

 도면은 그림 1에 도시하 다. 

그림 1. 원형강  시험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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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D(mm) t(mm) D/t L(mm) L/r

US-47 150 3.2 47.0 620 11.9

US-62 200 3.2 62.8 835 12.1

US-78 250 3.2 78.4 1,050 12.0

US-94 300 3.2 93.8 1,250 11.9

US-109 350 3.2 109.4 1,470 11.9

US-125 400 3.2 125.0 1,680 12.0

US-140 450 3.2 140.7 1,900 12.0

US-150 420 2.8 150.0 1,420 9.6

US-160 450 2.8 160.7 1,520 9.6

US-170 475 2.8 169.6 1,610 9.6

시험체 단면의 제원은 직경-두께비 순으로 표 1에 정리하

다. 시험체의 직경은 150.0mm-475.0mm, 길이는 620mm 

-1900mm이고, 직경-두께비는 47에서 170까지 이며, 세장

비는 9.6-12.1 범 이다. 

 

표 1. 원형강  단면 치수  

 

3. 수치해석

3.1 원형강 의 좌굴

종방향보강재(longitudinal stiffeners)가 부착되지 않은 

원형강  기둥은 좌굴장이 아주 짧은 경우 폭이 무한히 넓은 

의 좌굴형상과 같은 좌굴이 발생하며, 좌굴장이 길어짐에 

따라 국부좌굴과 체좌굴(휨좌굴), 그리고 두 좌굴이 혼합된 

형태의 혼합좌굴이 이론 으로 발생 가능하다. 원형강 기둥

의 탄성좌굴응력은 길이-직경비(), 직경-두께비() 

 단부 경계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선정된 시험체의 좌굴거동을 살펴보기 하여 좌굴 용해석

로그램 Thin-wall(Papangelis와 Hancock,1998)을 사용

하여 직경 300 mm, 두께 3.2 mm   인 원형강  

단면의 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하여 좌굴응력과 기둥 길이 방향의 

좌굴장 계  좌굴형상을 그림 2에 함께 도시하 다. 그림

에서 좌굴장의 증가에 따라서 임계좌굴은 폭이 무한히 넓은 

좌굴 형상의 좌굴(좌굴장 30mm 좌굴형상 참조)에서, 국부좌

굴  휨좌굴(좌굴장 4000mm 좌굴형상 참조)로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좌굴장이 

 ≤






를 만

족하는 최소값 38 mm 이하에서는 원주 길이가 폭이 되는 넓

은 의 좌굴 형상의 좌굴이 발생하며, 이 좌굴장과 휨좌굴

이 발생하는 긴 좌굴장 사이에서는 국부좌굴이 발생한다. 이 

역에서의 장이 두 개인 국부좌굴이 발생하는 좌굴장 

1700 mm에서 임계응력이 발생한다. 이 최 을 지나 좌굴

장의 길이가 

 ≥  를 만족하는 약 2960 

mm이상이 되는 좌굴장에서는 오일러좌굴(휨좌굴)이 좌굴거

동을 지배하게 된다(Galambos, 1998). 탄성좌굴에 의해서

는 개단면 부재의 경우와는 달리 국부좌굴과 휨좌굴의 두 모

드가 혼합되어 발생하는 천이구간이 나타나지 않았다. 

 등분포압축력을 받는 종방향보강재가 부착되지 않은 원형

강  단면의 이론 인 탄성국부좌굴응력은 식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Timoshenko와 Gere, 1961). 

 
  

 

  

  
                      (1)

여기서 =원주방향 좌굴 장 수; =강  두께; =원형강

의 직경이다.  식(1)에 의한 탄성국부좌굴응력은 좌굴

장수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며 유한요소해석결과의 최소 국

부좌굴응력과 거의 같은 값을 산출한다. 건설분야에서 사용하

는 원형강 의 직경-두께비의 범 에서는 종방향 좌굴장이 비

교  짧기 때문에 식(1)에서 맨 오른쪽 항은 흔히 1로 간주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 640에 해당하는 탄성국부좌굴응

력이 두께 40 mm 이하인 SM400 강재의 항복응력인 235 

MPa가 된다. 

  각국의 행 설계기 들은 체로 비슷하게 원형강 의 설

계강도에 하여 상당히 보수 인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우

리나라 도로교설계기 (2005)의 경우에는 가 100까지

는 항복응력을 기 강도로 채택하고 있고, 최  400까지는 

비탄성국부좌굴을 감안하여 에 따라서 직선 으로 강도

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에 하여 상세한 규

정은 없다. 

 

그림 2. 원형강 의 좌굴응력-좌굴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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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한요소 해석

실험결과와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상호검

증하고, 실험부재  장비의 형화에 따른 실 인 문제로 

인하여 압축실험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국부좌굴과 체좌굴의 

혼합좌굴이 발생하는 단면의 수치해석결과를 확보하기 하

여, 범용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LUSAS(ver. 14.3-1)를 

사용하여 시험체의 탄성국부좌굴응력  최 응력을 산출하

다. 비선형해석방법은 먼  탄성좌굴해석을 실시하여 국부좌

굴형상을 구한 후 이 탄성좌굴형상을 기변형으로 용하여 

비선형비탄성해석을 수행하 다. 비선형해석에서 기처짐의 

진폭의 크기가 강도에 미치는 향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하

여, 국부좌굴형상의 기처짐의 크기는 직경-두께비가 100인 

단면의 원주방향의 진폭이 가 되는 크기를 기 으로 정

하 으며, 모든 단면의 장 길이와 기  단면의 장 길이에 

비례하여 최  기처짐의 크기를 정하 다. 부재의 해석모델

링은 8  Thin-Shell요소 (QT84)를 사용하 으며, 지

조건은 실험조건과 같이 하 을 재하하는 단부는 하 방향(Z-

축)을 제외한 X, Y-축방향 변 를 고정시켰으며, 반 편 단

부는 고정지  조건으로 가정하 다. 하 은 단면의 폭에 

걸쳐 축방향(Z-축) 등분포하 을 재하하 다. 강재의 응력-변

형률 계는 변형경화는 무시하고 탄성-완 소성으로 가정하

고, 항복강도 240.0 MPa, 탄성계수 × MPa, 포

아송비 0.3으로 가정하고, Von-Mises 항복이론을 용하

다. 비선형해석에서 단면의 잔류응력의 분포는 고려하지 않았

다. 그림 3에 직경-두께비 130인 원형단면의 해석모델링  

원주방향 좌굴 장수가 3인 국부좌굴형상을 도시하 다. 

  

   

그림 3. 해석 모델링  국부좌굴형상

4. 원형강  기둥 압축실험 

4.1 압축실험

심축하 을 재하하는 원형강  부재의 압축실험은 

3000kN UTM과 가력 임을 사용하여 2차에 걸쳐서 수행

하 으며, 시험체의 단부에 두께 30.0 mm 받침 (bearing 

-plate)을 용  부착하여 하 재하과정에서 하 의 편심 재하

를 최소화하고 부재 단부의 국부손상  압괴를 방지하도록 

하 다. 하 이 재하되는 상단부의 X, Y축은 힌지조건이며, 

하 은 축방향인 Z축방향으로 하향으로 재하하 다. 하단부의 

경계조건은 고정지  조건이 되도록 하 다. 유사정

(pseudo-static)실험은 1차 실험은 3000kN 가력기와 

임을 2차 실험은 용량 3000 kN의 UTM을 사용하여 심압

축하 을 재하하 으며, 가력은 부재의 하향으로 0.01 

mm/sec의 속도로 변 제어 방법으로 수행하 다. 수직변

는 변 계  UTM에서 직  얻었으며, 부재의 앙부와 최

 국부좌굴변형이 상되는 치에 각 각 3개의 수평방향 변

를 측정하기 한 변 계(LVDT)와 변형률게이지(strain 

gage)를 부착하 다. 그림 4에 실험개요  실험 경을 도

시하 다.

    

그림 4. 실험 개요  경

4.2 실험결과 

일반 으로 원형 단면 기둥은 압축하 의 증가에 따라 형

인 국부좌굴이 발생한다. 행 설계기 의 항복한계 직경-

두께비가 약 90-100이지만, 실험결과에 의하면 직경-두께비 

45-170인 모든 원형강  단면은 비탄성좌굴거동을 나타냈으

며, 그림 5에서 보듯이 국부좌굴에 의한 변형 형상이 변형량

의 증가에 따라 킹크(kink), 다이아몬드형상 는 마름모꼴

(rhombous) 모양으로 형성된 후 최종 으로 괴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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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둥의 종방향으로의 좌굴장(robes)의 수는 단면의 직

경  길이에 따라 달라지며, 원주방향 좌굴 장의 수도 직경

-두께비와 길이-직경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최종 인 

괴형상은 직경-두께비와 상 없이 그림 5에서 처럼 거의 유사

하게 나타났다. 원형 단면의 축력과 변형 계는 그림 6에 도

시하 다. 최 하  이후 직경-두께비가 작은 단면은 격하

게 괴에 이르지 않고 완만하게 하 이 감소하는 안정된 거

동을 보이지만, 직경-두께비가 큰 단면은 격한 강도의 감소

상을 나타내게 된다. 직경-두께비가 큰 단면은 작은 단면에 

비하여 국부좌굴 발생 이후 최 하 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히 

큰 후좌굴강도를 발 하 다.  

  

               (a) US-94              (b) US-109

       

          (c) US-125             (d) US-150

  

           (e) US-160             (f) US-170

그림 5. 원형강  단면의 괴 형상

그림 6. 원형강  단면의 축하 -변  그래

원형 단면의 좌굴응력과 항복한계 직경-두께비 계를 살펴

보기 하여 표 2에 실험결과룰 정리하여 보았다. 직경-두께

비가 62, 78인 시험체의 국부좌굴응력은 공칭항복강도 

240.0 MPa 보다는 높았고, 시편인장실험에 의한 항복강도 

265.0 MPa 보다는 낮았다. 직경-두께비가 94-170인 단면

의 국부좌굴응력은 210 MPa 이하 다. 항복응력을 국부좌굴 

기 강도로 정한 Eurocode 3(2004)의 class 3 단면의 최  

직경-두께비 규정 90 (= 235/F y )  도로교설계기

(2005)의 직경-두께비 100은 실험에 의한 비탄성좌굴응력 

 후좌굴강도의 발 , 재료 인 변형경화의 향으로 시험체

의 최 응력은 항복응력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므로 합리

이라고 단된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직경-두께비가 상당

히 큰 단면의 탄성국부좌굴응력도 실험에 의한 국부좌굴응력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직경-두께비가 170인 경우에도 항복

응력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구조물에 일

반 으로 사용하는 원형강  단면인 직경-두께비 200이하의 

경우 비탄성좌굴이나 강재의 항복에 의해 극한강도가 결정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한요소해석 로그램 LUSAS (ver14.3-1)를 사용하여 구

한 탄성국부좌굴응력  최 응력을 실험결과와 함께 표 2에 

정리하여 보았다. 이론 인 탄성좌굴응력식 (1)은 원주방향의 

좌굴 장 수가 2일 때 최소값을 산출하지만, 원형강  시험체

의 탄성좌굴해석결과는 원주방향 좌굴 장수가 2에서 4범

에서 나타났다. 실험에 의한 강 의 최 응력은 체로 해석

결과보다 약간 크거나 작은 값을 나타냈다. 시험체의 축하 -

변  계 그래  상에서 국부좌굴의 발생에 의한 강성도의 

감소 변화가 하 의 증가에 하여 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 -변  그래  상에서 정확한 국부좌굴응력을 결정하기 어

려운 경우 하 -변 의 제곱 는 응력-변형률 계 곡선을 

이용하여 국부좌굴응력을 구하여 표2에 함께 정리하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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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강 의 잔류응력의 분포를 고려한 비탄성해석은 재 어려

우므로 탄성좌굴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항복한계인 직

경-두께비 100을 넘는 단면의 경우에도 탄성좌굴응력은 항복

강도보다는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원형강  단면의 최   허용응력 비교  

단면
최 응력(MPa) 국부좌굴응력(MPa)

실험 해석 탄성해석 실험

US-47 306 265 3035 272

US-62 265 261 2357 243

US-78 273 259 1951 256

US-94 273 258 1667 200

US-109 281 258 1618 200

US-125 267 257 1543 208

US-140 278 257 1492 195

US-150 247 234 1310 198

US-160 240 234 1227 203

US-170 238 233 1154 195

  

5. 설계기  비교  제안

5.1 도로설계기 (2005)

도로교설계기 (건설교통부, 2005)에서는 축압축부재의 허

용응력을 국부좌굴을 고려하여 식(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2) 

여기서,

       : 압축부재의 허용응력

      : 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은 허용축방향압축응력

      : 국부좌굴에 한 허용응력

      : 항복응력을 안 계수로 나  최 허용압축응력

  도로교설계기 (2005)의 국부좌굴에 한 원형강 의 허용

응력표를 기 으로 설계기 압축강도식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      (3a)

        ( ≤ )     (3b)

여기서, 

                                         (3c)

              : 공칭항복강도 (MPa)

             : 탄성국부좌굴응력 (MPa)

  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형강 의 국부좌굴에 한 기

강도는 직경-두께비가 작은 구간에서는 국부좌굴이 발생하

지 않으므로 항복응력이 되며, 직경-두께비가 큰 구간에서는 

국부좌굴세장비계수()에 따라서 직선 으로 감소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직경-두께비가 큰 구간에 한 실험결과가 

거의 없으므로 후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안 측으로 강도

를 규정한 결과이다.  

  도로교설계기 (2005)의 설계기 강도식에 따라 산정된 

SM400 강종의 국부좌굴에 한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MPa)          

              (4a)

   

  (MPa) 

 ≤ 

                                    (4b)

여기서, =원형강 의 반경, =원형강 의 두께이다. 

도로교설계기 에서는 원형강  압축부재의 경우도 일반

인 형강과 같이 식 (2)를 용하여 를 와 곱하

여 압축부재의 허용응력을 산정하게 되므로,  와  두 

값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값보다도 더 작은 허용응력을 

산출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이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AASHTO- 

LRFD(2007) 처럼 단면의 항복 이 에 국부좌굴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는 직경-두께비 제한규정을 두어야 한다. 아니면 

국부좌굴의 후좌굴강도를 합리 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국부

좌굴에 한 기 강도식  용 방법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2 AISC Specifications(2005) 

1940년  이후 재까지 약 60여 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단

면요소의 국부좌굴의 후좌굴강도를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설

계방법으로 유효폭개념을 용해 오고 있다. AISC 

Specifications(2005)는 폐단면의 경우 보강요소(stiffened 

elements)만의 유효폭 개념을 용하여 감소계수를 구한다. 

원형강 의 는 반복 인 방법에 의해서 구해야하는 

평 요소로 구성된 개단면  각형강 과는 다르게, 식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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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단순한 직경-두께비의 함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Q계수 산정  시에 반복 계산의 필요성이 배제되어 일반 인 

H-형강 등 다른 형상의 단면에 비하여 간단하게 Q값을 산정

할 수 있다. AISC 규정(2005)의 원형강 의 허용압축강도에 

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5a)

        (

≤ 


)                (5b)

 


 

  (


 

≤ 


)  (5c)

여기서 

      : 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은 허용축방향압축응력

       : 원형강 의 외경

       : 원형강 의 두께

5.3 직 강도법(Direct Strength Method)

원형강 의 강도산정에 행 설계기 과는 개념이 다른 설

계법인 직 강도법을 용해보고자 하 다. 이 설계방법에 

하여는 최근 여러 학자들(Shafer와 Pekoz, 2003; 

Hancock 등, 2004)에 의하여 냉간성형형강의 강도산정방법

으로 직 강도법의 용이 연구되었으며, 용의 편이성  

정확성에 의하여 최근 NAS(2004),  AS/NZS4600(2005)

에서 유효폭법의 안으로 직 강도법을 채택하여 유효폭법과 

병행하여 용하고 있다. AISI에서는 직 강도법의 용을 장

려하기 하여 2006년에 직 강도법설계편람(Direct Strength 

Method Design Guide)를 출 하여 직 강도법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직 강도법은 유효단면 을 구하는 신 총단

면 (gross area)을 사용하며, 단면의 탄성국부좌굴응력과 

좌굴의 혼합형상에 따른 강도식을 직  용하여 압축강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최근에 용  H-형강  C-형강의 강도산정

에 직 강도법의 용을 확 하고자 제안된 (Kwon 등, 

2007) 국부좌굴과 체좌굴이 발생하는 부재의 공칭압축강도

식은 다음과 같다. 

       ≤                        (6a)

    
 




 



        (6b)

   

여기서, 

      





                           (6c)

    : 공칭압축강도 

  Fcrl : 탄성국부좌굴응력 

     : 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은 휨/휨비틂좌굴 응력에 

근거한 기둥의 설계기 강도

그림 7. 제안식과 실험  해석결과 비교

그림 7에 강도식 (6a),(6b)와 실험  해석결과를 비교하

여 보았다. 원형강 의 경우 직경-두께비가 200을 넘는 경우 

부재제작  실험에 어려움이 있어 유한요소해석만을 비교하

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해석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므

로 실험결과가 없는 직경-두께비에 한 해석결과도 보수

인 강도일 것으로 사료되어 비교 상으로 택하 다. 한 국

부좌굴세장비 만의 함수로 나타낸 강도식에서 비교를 하여 

다른 형상의 폐단면인 각형강 의 실험결과도 함께 나타내 

보았다. 그림 7에 나타난 것처럼 각형강 의 경우 개단면에 

근거한 강도식과 잘 부합되지만, 원형강 의 경우는 그 로 

용이 불가능하다고 단된다. AISC 설계기 (2005)에서

도 원형강 의 경우 유효폭 계산 시의  Q-계수가 각형강 보

다 작게 산정되는 을 감안하고, 실험  해석 결과를 고려

하여 의 기 강도식을 국부좌굴세장비변수 0.42에서 1.0

범 에서 약간 하향조정하여 허용압축강도식으로 아래와 같

이 나타내보았다. 

    ( ≤ )                     (7a)

   
 




 



 (  ) 

(7b)  

여기서, 

   





                             (7c)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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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좌굴에 한 허용응력 은 탄성국부좌굴응력을 

안 율로 나  값이며, 탄성국부좌굴응력은 이론 인 탄성국

부좌굴응력식인 식(1) 는 범용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을 사용

하여 구할 수 있다. 의 제안식을 용하면 원형강 의 압축

강도는 제안된 식 (7a)-(7d)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압축강도 

와 총단면 A를 곱하여 압축부재의 허용하  

   ∙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7에 수정 강도식 7(a), (7b)를 실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강도식은 직경-두께비 

200 이하인 강 의 실험결과에 하여 보수 인 것을 알 수 있

다. 한 직경-두께비 400까지의 강  단면에 한 해석결과와 

비교하여서도 제안된 강도식을 용하면 체로 합리 인 강도

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4 설계법 비교 

  도로교설계기 의 직경-두께비 한계인 400은 국부좌굴세장

비변수    정도가 되므로 그림 7에서 도로교설계기

(2005)이나 AISC 기 (2005)과 직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직경-두께비를 변수로 하여 행 설계기 과 그림 8에서 비교

해보았다. 압축부재강도의 국부좌굴에 의한 감소효과를 비교

하기 하여 도로교설계기 (2005)의  값과 AISC 

(2005) 기 의 Q, 직 강도법 수정식(7a), (7b) 그리고 실

험  해석결과를 공칭항복응력으로 나  값을 그림 8에서 비

교하여 보았다.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결과도 비교를 하여 

그림 8에 포함하 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의 모든 실험 상

이 가 100 이하인 원형강 으로 항복기  보다 큰 

의 경우 본 연구의 실험과 수치해석결과 외에는 참고할 자료

가 없었다. 

  AISC(2005)의 경우 직경-두께비의 사용한계를 SM400 

기 으로 약 375 그리고 도로교설계기 (2005)의 경우 그 

보다 조  큰 40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설계기 에 사용하고 있는 국부좌굴의 향을 고려

하기 한 감소계수는 직경-두께비가 약 228까지는 도로교설

계기 (2005)에 의한 계수 가 AISC(2005)의 계수 

Q보다 약간 크지만, 가 이 값을 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서 도로교설계기 (2005)의 감소계수가 AISC(2005) 보다 

더욱 낮게 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  다양한 직

경-두께비의 원형강 에 한 유한요소해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AISC의 Q-factor가 직경-두께비가 큰 경우 도로교설계기

보다 합리 으로 국부좌굴을 고려하는 것으로 단되며, 따

라서 직경-두께비가 큰 원형강 에 한 도로교설계기 에 의

한 허용응력은 AISC(2005)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수 인 값

이 된다. 이는 이론 인 탄성국부좌굴응력은 직경-두께비에 

직선 으로 비례하여 감소하지만, 도로교설계기 (2005)에서 

정한 직경-두께비 사용한계 내의 강 은 비탄성국부좌굴이 발

생하며 따라서 비탄성좌굴과 후좌굴강도를 고려하면 원형강

의 극한강도는 직경-두께비에 직선 인 계로 감소하지는 않

기 때문으로 단된다. 제안식 (7a), (7b)는 실험결과에 

하여는 합리 인 강도를 산출하나, 가 큰 단면의 해석결

과에 하여는 약간 비보수 인 강도를 산출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제안식과 설계기 , 실험  해석 결과 비교

  제안한 직 강도법의 강도식 (7a), (7b)를 용하는 경우 

가 100보다 큰 원 강 의 경우 행 설계기 들에 비하

여 비교  큰 강도를 산정하게 되기는 하지만, 실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합리 인 감소계수를 산출하게 되므로, 궁극

으로 원형강 의 국부좌굴  후좌굴을 고려한 합리 인 강

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원형강 의 경

우 잔류응력, 기변형과 경계조건 등이 강도에 상당한 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을 총체 으로 고려하지 않은 수치해석 

결과만으로는 설계기 으로 제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경-

두께비가 큰 경우에 행 설계기 이 실험결과가 없으므로 상

당히 안 측으로 규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행 설계기 의 

강도를 약간 상향 조정하거나 제안 강도식과 같은 새로운 강

도식의 제안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용

을 해서는 보다 많은 실험 특히 직경-두께비가 큰 원형강

에 한 압축실험을 수행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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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형강 의 국부좌굴거동  후좌굴거동을 

악하고, 국부좌굴이 압축부재강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용  원형강 의 압축실험을 수행하여 도로교설계기

(2005)의 원형강 의 국부좌굴에 한 허용응력식  AISC 

설계기 (2005)과 비교하여 보았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직경-두께비가 항복한계보다 큰 100-160 

인 원형강 의 경우 비탄성국부좌굴에 의하여 강도가 감소하

기는 하지만 상당한 후좌굴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둥의 극

한강도는 재료의 항복강도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행 도

로교설계기 (2005)은 직경-두께비가 항복한계를 상회하는 원

형강 에 하여 보수 인 강도를 산출한다고 단된다. 

  국부좌굴의 후좌굴강도를 고려하기 하여 제안한 방법은 최

근에 외국의 냉간성형강 설계기 에 채택된 새로운 설계법인 

직 강도법 형식이다. NAS(2004)  AS/NZS 4600(2005)

에 의해 냉간성형강설계기 에 유효폭법의 체 설계법으로 채

택된 직 강도법은 최근에 용  H-형강   C-형강에 확장 

용이 연구된 바 있는 선진 설계법으로, 본 논문에서 원형강  

단면에 한 국부좌굴을 고려한 압축강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하여 보았다. 제안된 직 강도법은 국부좌굴과 체좌굴의 

혼합에 따른 상호작용을 직  고려할 수 있으며, 설계의 편의성 

 정확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제안한 방

법을 설계실무에 용하기 하여 는 다른 형식의 설계법을 

제안하기 하여는 직경-두께비가 큰 원형강   보강재가 부

착된 원형강  등 국부좌굴에 의하여 괴가 발생하는 다양한 

단면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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