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2호(통권 117호) 2012년 4월 189

복부에 슬릿이 있는 박판냉간성형형강 스터드의 압축강도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in-Walled Cold-Formed Steel Studs with

Slits in th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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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벽식 스틸하우스 벽체의 구조재로 적용되어 오고 있는 박판냉간성형형강 스터드의 경우 열교현상에 의한 단열상의 문제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열재의 사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단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웨브에 슬릿이 배치된 냉간성형강 단열스터드가 개

발되었다. 그러나 슬릿의 배치로 인하여 단면강도 산정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는 단열스터드의 압축강도 및 구조적인

거동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인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슬릿의 길이, 간격 및 배열형태를 달리하는 세 종류의 단열스터드에 대한 압축실험을

단면의 파괴 시까지 수행하였으며, 실험 및 해석결과에 근거하여 복부에 슬릿이 있는 냉간성형강 스터드에 적용하기 위한 단순한 형태의 강도

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강도산정법에서는 단열스터드를 등가두께의 슬릿이 없는 일반스터드로 대치하고, 이 등가단면에 직접강도법을

적용하여 단열스터드의 공칭압축강도를 산출한다. 제안된 강도산정방법은 단열스터드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ABSTRACT： The cold-formed steel stud, which has been used as a load-bearing member of wall panels for steel houses, poses a

significant problem in insulation due to heat bridging of the web. Therefore, some additional thermal insulating materials are requir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old-formed steel thermal stud with slits in the web was developed. However, estimating the structural

strength of thermal studs is very difficult because of the arrangement of perforations. In this paper, an analyt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on thermal studs is described. Three types of studs with different length, pitch and arrangement of slits were tested to failure. A

simple design approach was proposed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proposed method adopted the direct strength method, based on the

elastic local and distortional buckling stress of plain studs with equivalent thickness in the web instead of thermal studs. The predictions

using the proposed method were compared with test results for verification and the adequacy of the proposed method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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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스틸하우스나 건물 벽체의 구조재로 사용하는 스

터드와 같은 냉간성형형강 부재는 압연형강과는 달리 박판이므

로 가공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단면의 형상을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명균 등, 200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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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등, 2004). 외벽의 구조재로 사용되는 스터드의 경우 벽

체의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터드 웨브에 가

늘고 긴 구멍(slits)을 배치하여 제작되는 단열스터드는 내력

벽은 수직하중을 직접 지지해야하며,6)비내력벽 용도인 경우에

도 수평하중에 대한 과도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크

기의 강도 및 강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C-형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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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스터드의 복부에 단순히 슬릿을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슬릿

의 배치에 의한 강도 감소의 영향을 보상하여 단열성능과 구조

성능을 함께 보유한 단열스터드를 만들기 위하여 부재의 두께

를 상당히 증가 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단면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소요강도를 만족시키는 것은 비경제적이

다. 따라서 슬릿의 배치에 의한 좌굴강도 감소를 고려하여 좌

굴강도가 낮은 일반스터드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좌굴강도를 증

가시킨 특수한 단면 형상에 슬릿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단열스

터드를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단열효과가 충분하면서 필요한 강도를 가진 최적의 단열스

터드 단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열교현상해석 및 구조해석을

번갈아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단면의 형상은 물론 슬

릿의 배열 개수, 크기 및 간격을 적절히 변화시켜 가면서 최

적의 단면형상을 도출하여야 한다. 단면이 슬릿팅(slitting)

되면 단면의 구조적인 거동 및 파괴 거동이 복잡해지기 때문

에 단면의 구조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열스

터드의 성능은 주로 실험이나 정밀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검

토할 수밖에 없다. 단면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는 Torsten Holgud(1997)에 의해서 처음 이론적으로 제시

된 바 있다. 한편 단열스터드 단면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개

념으로 최근에 사용자가 보다 쉽게 단면강도를 산정할 수 있

는 방법으로 Davis 등(1997), Kesti(2000) 및 Wang과

Salhab(2009)에 의해서 단열스터드의 천공을 고려한 감소된

등가의 두께를 가진 일반스터드 단면으로 치환하여 현행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단면강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수행된 열교해석 및 구조해석을 통하

여 도출된 단열스터드 단면의 압축강도 및 구조적인 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길이의 세 종류의 단열스터드에 대

한 압축실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단면의 강

도산정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각국의 설계기준에는 슬

릿이 배치된 단열스터드 단면과 같은 특수한 형상의 단면에

대한 강도산정규정이 없으므로 NAS(AISI, 2004) 및

AS/NZS 4600(2005)에서 냉간성형강의 설계법으로 전통적

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유효폭개념의 대체설계법으로 최근에

채택된 직접강도법(direct strength method)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단열스터드의 경우 복잡한 슬릿의 배치로 인하여 좌

굴응력 산정이 어려우므로 단열스터드의 좌굴응력 대신에,

Wang 등(2009)이 제안한 방법을 채택하여 등가두께

(equivalent thickness) 웨브를 가진 일반 스터드의 탄성좌

굴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탄성국부좌굴 및 뒤틀림좌굴응력과

Kwon 등(2009)에 의해 제안된 직접강도법의 강도식을 사용

하며, 제시한 강도산정법에 의하여 산출한 강도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2. 단열스터드 단면 형상

실험용 단열스터드는 일반스터드 150SL10을 기준으로 동

등한 강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스터드의 웨브에 슬릿을

배치한 단열스터드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대신, 두께를

1.0mm로 정하고 웨브를 절곡하여 편평부를 감소시켜 국부좌

굴 및 뒤틀림좌굴강도를 증가시킨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실험

단열스터드 단면과 비교기준이 되는 150SL10 단면을 그림 1

에 도시하였다.

실험단면은 단열용 슬릿이 웨브 세 곳에 2열로 배열된 A-형

단열스터드와 다섯 곳에 3열 및 2열로 배치된 B-형 단열스터

드로 선정하였다. A-형의 경우 B-형에 비하여 열전도 경로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단열효과는 작으나 단면 손실이 작으

므로 압축 및 휨강도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단열스

터드에 대한 별도의 설계기준이나 생산되고 있는 유사한 제품

이 없으므로 구조성능의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 스터드로 강

종 SGC400(공칭항복강도 Fy  MPa , 공칭인장강도

Fu  MPa)인 150SL10(웨브 150mm x 플랜지 40mm x

립 12mm x 두께 1mm) 단면을 선정하였다. 슬릿의 가로방향

순간격은 5.0mm, 세로방향 폭 및 간격은 각각 5.0mm, 3.0mm

로 고정하였다. 실험의 주요 변수는 슬릿의 배치형태, 슬릿의

종방향 길이, 슬릿의 간격이 되며, 슬릿의 배치형태는 웨브에

2열 및 3열로 슬릿이 배치되며, 슬릿 길이는 80mm, 200mm

이며, 시험부재의 길이는 최소 400mm에서 최대 2,000mm로

정하였다.

(a) A-Type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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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Type 단면

(c) 150SL10 단면

그림 1. 단열스터드 및 일반스터드 단면형상

실험 단면의 표기는 단면형상, 슬릿길이, 슬릿간격, 단면길

이를 포함하여 나타냈다. 예를 들면 A-80-20-2000-1의 경

우 첫머리에 표기된 문자는 그림 1에 도시한 단면형상 A, B

를 나타내고, 다음의 숫자는 슬릿의 길이, 슬릿의 간격, 부재

의 길이 그리고 시험체 번호를 차례로 나타낸다. 표 1에 단열

스터드 및 비교 대상인 일반스터드 150SL10 단면의 제원을

정리하였다. 단면의 두께는 1.0mm이며, 단면2차모멘트는 순

단면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표 1. 단열스터드 단면 제원

단면
두께

(mm)

총단면적

(mm2)

순단면적

(mm2)

단면2차

모멘트 (mm4)

A-200-5 1.0 328 308 809703

B-200-5 1.0 328 287 787222

B-80-20 1.0 328 287 787222

150SL10 1.0 250 250 845514

3. 좌굴해석

슬릿이 배치된 단열스터드 단면의 슬릿을 배치한 단열스터

드 단면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범용유한요소프로그램

LUSAS(ver 14.3-1)를 이용하여 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을 위한 모델링은 8절점 shell 요소를 사용하고, 부

재의 양쪽 단부를 실험조건과 같은 고정단 조건으로 하기 위

하여 z-축 변위를 제외한 모든 x, y 축 방향의 변위 및 회전

을 구속하였다. 또한 구조해석상 강체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심선의 z축 방향 변위를 구속하였다. 단부의 하중 가력 지

점의 국부좌굴 및 하중집중에 의한 국부적인 항복을 방지하기

위해 슬릿의 길이를 고려한 모델링에 따라서 단부에서 약

10mm-25mm까지에 가상의 두께가 두꺼운 요소를 추가하여

단부 재하 하중에 대한 국부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압축

하중은 단면의 양쪽 단부에 등분포 선하중을 재하하였으며,

그림 2에 단열스터드의 해석 모델링을 도시하였다.

그림 2. 단열스터드의 해석 모델링

단열스터드의 압축실험을 수행하기에 전에 150SL10 단면을

기준으로 좌굴강도와 단열성능이 탁월한 단열스터드 단면을 선

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열스터드 단면에 대한 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에 길이가 1,440mm인 A, B-type 단면

의 기본적인 좌굴형상을 도시하였다. 그림 3(a)의 국부좌굴형

상은 슬릿이 배치된 부분만이 좌굴하여 일반적인 단면의 전형

적인 좌굴모드와는 다른 형상을 보였으며, 그림 3(b)는 슬릿

부의 국부좌굴과 플랜지와 립의 비대칭 횡변위를 동반한 뒤틀

림좌굴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단면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경

우 휨좌굴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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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부좌굴 (b) 뒤틀림좌굴

그림 3. 단열스터드의 좌굴모드

표 2에는 B-단면의 슬릿폭은 3mm, 슬릿간격은 5mm로 고

정하고, 슬릿길이를 80mm에서 200mm까지 변화시켜 가면

서 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2에서

슬릿길이의 증가에 따라서 국부좌굴응력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슬릿의 종방향 간격이 좌굴응력에 미치는

영향은 표 3에 정리하여 보았다. 슬릿길이가 80mm인 경우

슬릿간격이 20mm까지는 영향이 있지만 그 보다 큰 경우는

영향이 미미하였다. 슬릿의 배열 개수에 따른 Type 별 임계

좌굴응력을 표 4(a), (b)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슬릿 개수가

3열로 배치된 B-Type의 좌굴강도는 슬릿이 2열로 배치된

A-Type 좌굴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낮았다. B-Type의 경우

스터드 길이의 증가에 관계없이 임계좌굴이 국부좌굴이며 응

력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반하여, A-Type의 경우 부

재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임계좌굴이 국부좌굴에서 뒤틀

림좌굴로 바뀌며 임계좌굴응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단열스터드와의 좌굴강도 비교를 위하여 일반스터드

150SL10의 탄성좌굴응력을 표 4(c)에 정리하였다.

표 2. 단열스터드의 슬릿 길이 별 국부좌굴응력 (MPa)

단 면
슬릿길이(mm)

80 100 150 200

B-[ ]-5-400 65.2 43.1 21.7 13.4

B-[ ]-5-840 64.7 41.7 20.8 12.5

B-[ ]-5-1140 64.7 41.5 20.7 12.4

B-[ ]-5-1440 64.7 41.3 20.6 12.3

B-[ ]-5-2000 64.6 41.3 20.5 12.2

B-[ ]-5-2840 64.6 41.3 20.5 12.2

표 3. 단열스터드의 슬릿 간격 별 국부좌굴응력 (MPa)

단 면
슬릿 간격(mm)

5 10 20 30 40

B-80-[ ]-400 65.2 71.1 78.7 79.7 80.4

B-80-[ ]-840 64.6 71.7 79.3 80.0 80.8

B-80-[ ]-1140 64.6 71.7 79.3 80.0 80.8

B-80-[ ]-1440 64.7 71.6 79.3 80.0 80.8

B-80-[ ]-2000 64.6 71.6 79.3 80.0 80.8

B-80-[ ]-2840 64.6 71.6 79.3 80.0 80.8

표 4(a). A-Type 단열스터드의 임계좌굴응력 및 모드

단면 좌굴응력(MPa) 좌굴모드

A-200-5-400 47.4 L(4)

A-200-5-840 45.7 L(8)

A-200-5-1140 45.5 L(10)

A-200-5-1440 39.5 D(1)

A-200-5-2000 26.8 D(1)

A-200-5-2840 20.4 D(1)

(L; 국부좌굴 D: 뒤틀림좌굴 F: 휨/휨-비틀림좌굴, ( )속 숫자는 좌굴

장 개수)

표 4(b). B-Type 단열스터드의 임계좌굴응력 및 모드

단면 좌굴응력(MPa) 좌굴모드

B-80-20-400 78.7 L(4)

B-80-20-840 79.0 L(9)

B-80-20-1140 79.3 L(11)

B-80-20-1440 79.3 L(14)

B-80-20-2000 79.3 L(19)

B-80-20-2840 79.3 L(25)

표 4(c). 일반 스터드의 임계좌굴응력 및 모드

단면 좌굴응력(MPa) 좌굴모드

150SL10-400 49.4 L(3)

150SL10-840 47.0 L(7)

150SL10-1140 46.8 L(9)

150SL10-1440 46.5 L(12)

150SL10-2000 46.3 L(17)

150SL10-2840 46.2 L(25)

4. 압축 실험

4.1 실험계획 및 방법

압축하중을 받는 SGC400 강재로 웨브를 절곡하여 제작한 특

수한 형상의 단열스터드의 구조적인 거동 및 내하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준정적 압축실험을 수행하였다. 단면에서 절취한 시편인

장실험결과 항복응력은 305MPa 그리고 인장강도는 405MPa

로 공칭항복강도 295MPa 및 인장강도 400MPa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드의 단부는 휨비틀림(warping) 변형 및

국부좌굴 발생에 의한 중립축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를 사용하여 25mm 두께로 캪핑(capping)을 실시하였다(그림

4 참조). 단면의 길이는 400mm에서 최대 2000mm로 총 19

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였으며, 압축실험에는 부재의 길이에 따라

서 최대용량 250kN과 1000kN의 U.T.M.(Shimadzu Co.)

을 사용하였으며, 시험체를 설치한 전경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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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0kN UTM (b) 1000kN UTM
그림 4. 압축실험 전경

부재의 길이가 실험이 가능한 길이 1,140mm보다 짧은 부

재의 경우는 용량 250kN의 소형 UTM을 사용하고, 부재의

길이가 1,440mm 이상인 경우에는 용량 1000kN UTM의

하중범위를 최대 100kN으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압축하중

의 가력을 시작하여 국부좌굴이 발생하는 하중까지는 가력속도

0.5 Nmm․sec의 하중제어방법을 사용하였고, 국부좌굴 발

생 후에는 0.02 mm/min.의 변위로 변위제어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위의 측정은 스터드의 길이에 따라서 4-6개의 변위계

(LVDT)를 사용하여 부재의 중앙점 및 사분의 일점에서의 국

부좌굴 및 뒤틀림좌굴에 의한 수평변위를 측정하고, 부재의 축

방향 수직변위는 수직으로 설치된 변위계와 UTM으로부터 직

접 구하였다. 실험은 최대 압축하중 이후 플랜지의 변형이 커

져서 뒤틀림좌굴에 기인한 수평변위의 측정위치가 이동하여 설

치된 변위계의 위치변경이 필요할 때까지 실시하였다.

4.2 압축실험 결과

압축실험결과 실험 부재의 형상 및 길이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단면에서 국부좌굴이 아주 작은 하중에서 먼저 발생하는 유사한

구조적인 거동을 나타냈다. 압축하중의 크기가 아주 작은 상태에

서 그림 5(a)에 나타난 것과 같이 웨브의 인접한 슬릿 사이 띠

부분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였으며, 국부좌굴 형상은 슬릿이 없

는 일반스터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국부좌굴형상과는 전혀다

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슬릿 부분에 발생하는 국부좌굴에 의

한 강성의 감소 현상은 일반적인 단면의 국부좌굴에 의한 강성

감소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형의 증가와 함께

상당한 크기의 후좌굴강도의 발현에 의해 하중의 증가를 보였으

며, 그 후 하중의 증가에 따라 그림 5(c), (d), (e)에 도시된

바와 같은 뒤틀림좌굴 또는 그림 5(f)와 같은 약축(비대칭축)에

대한 휨좌굴에 의한 수평방향 변형이 크게 증가하여 부재 중앙부

단면 모서리부의 한 부분이 찌그러짐에 따라 최대하중에 도달하

였다. 길이 400mm의 단주는 국부좌굴에 의해서 단부 또는 중

앙부의 슬릿 부분의 변형이 증가하다가모서리부가찌그러지면서

최종적인 파괴되었다. 그림 5(a)의 B-80-20-400 단면의 경우

에는 단부에 근접한 부분의 내측 모서리부가 찌그러져서 파괴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길이 1,740mm 이하의 모든 부재에서는

국부좌굴 이후에 뒤틀림좌굴이 발생하여 파괴에 도달하였으나,

초기처짐의 영향으로 뒤틀림좌굴 대신에약간의 휨-비틀림좌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길이 2,000mm 부재의 경우에는 국부

좌굴 이후에 비대칭축 방향의 휨좌굴과 뒤틀림좌굴이 혼합하여

나타났다. 인접한 두 슬릿 사이 띠 부분에서 발생한 국부좌굴은

시편 전 길이에 걸쳐서 여러 개의 반복적인 짧은 좌굴장의 형태

를 보였으며, 뒤틀림좌굴과 약축 방향 휨좌굴은 부재 전 길이에

걸쳐서 한 개의 좌굴장을 나타냈다.

(a) B-80-20-400 (b) B-80-20-840 (c) B-80-20-1140

(d) B-80-20-1440 (e) B-80-20-1740 (f) B-80-20-2010

그림 5. 부재의 파괴 양상

그림 6(a), (b)에 하중-축방향변위 관계 곡선을 도시하였

다. B-80-2000-1, 2 단면은 약축에 대한 휨좌굴 발생 이후

급격하게 파괴되었으며, 두 단면을 제외한 모든 단면은 뒤틀

림좌굴에 의하여 강성이 현저하게 변하기는 하였지만 상당한

크기의 후좌굴강도를 나타낸 후 최대하중에 도달하였다. 최대

하중 도달 이후에는 A-200-5-1435, B-200-5-1435 단면을

제외한 모든 단면은 급격하게 하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다. A-200-5-1435, B-200-5-1435 단면은 최대하중 이후에

비교적 하중이 완만하게 감소하며 슬릿의 길이가 200mm인 다

른 단면에 비하여 축방향 변위는 크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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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200-5 및 B-200-5 시리즈 단면

(b) B-80-20 시리즈 단면

그림 6. 단열스터드의 하중-변위 그래프

단열스터드의 내하력은 절단된 부재 단부에 슬릿이 배치되

어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림 7(a)에 도시된 단부와 같이 슬릿에 의한 공간

이 있는 경우 접촉 면적의 감소에 따른 단면 응력의 증가효과

와 슬릿과 접한 면의 경계조건의 변화에 따른 하중집중 효과

에 의하여 단부에 국부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내하력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된다. 단열스터드의 길이를 맞추기 위한 절

단면 단부에 슬릿이 배치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으나,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벽에 구조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내하력 감소

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7(b)와 같이 부재 단부에 슬릿이

배치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슬릿이 포함된 단부 (b) 슬릿이 배제된 단부

그림 7. 단열스터드 단부 형상

표 5에 실험결과로 얻은 국부좌굴, 뒤틀림좌굴 및 최대하중

을 정리하여 보았다. 국부좌굴하중은 강성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실험 수행 중에 목측 및

촉수를 통하여 취득한 하중이며, 뒤틀림좌굴하중은 하중-변위

관계 곡선 상에서 강성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접선기울기

의 변화가 현저한 두 접선의 교차점을 수평으로 y축(하중축)

에 연장하여 만나는 하중을 뒤틀림좌굴하중으로 간주하였다

(Venkataramaia 등, 1982). 표의 결과를 보면 단면의 국

부좌굴하중은 상당히 낮으며 뒤틀림좌굴까지 상당한 크기의

후좌굴강도가 있고 뒤틀림좌굴발생 및 혼합좌굴 이후 최대하

중까지 국부좌굴과 유사하게 상당한 크기의 후좌굴강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절에서 기술한 좌굴해석에 의한 A-200

및 B-80단면의 국부좌굴하중은 각각 14.9kN 및 26.0kN으

로 실험결과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으며, B-200단면은

4.1kN으로 실험결과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다. 뒤틀림좌굴의

경우 슬릿의 영향으로 대단히 높은 차수에서 나타나므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교하지 않았다.

표 5. 단열스터드의 좌굴 및 최대하중 (kN)

부 재
국부

좌굴
뒤틀림좌굴

최대

하중

A-200-5-410 14.0 38.8 40.2

A-200-5-820 13.0 31.2 35.0

A-200-5-1130 13.0 18.9 28.4

A-200-5-1435 9.7 15.2 18.3

B-200-5-410 5.1 33.2 36.5

B-200-5-820 4.5 15.3 25.2

B-200-5-1130 4.2 12.9 20.1

B-200-5-1435 4.9 11.2 16.6

B-80-20-400 25.2 36.5 39.0

B-80-20-840-1 23.2 35.0 38.4

B-80-20-840-2 23.8 26.5 30.9

B-80-20-1140-1 23.0 32.5 36.8

B-80-20-1140-2 21.0 35.5 36.7

B-80-20-1440-1 22.5 34.0 35.0

B-80-20-1440-2 22.8 26.5 28.5

B-80-20-1740-1 19.8 31.2 33.4

B-80-20-1740-2 18.0 31.4 34.4

B-80-20-2000-1 20.0 21.0 24.3

B-80-20-2000-2 21.2 25.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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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면강도 산정법

5.1 등가두께 산정

슬릿이 배치된 단열스터드의 경우 현행설계기준을 직접 적

용하여서는 단면강도 산정이 난해하기 때문에 Davis 등

(1997), Kesti(2000) 및 Wang 등(2009)가 제안한 슬릿이

없는 등가두께(equivalent thickness)의 일반스터드 단면으

로 가정하여 단면강도를 검토하는 것이 현행 설계기준을 적용

하여 강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 최근에

Wang 등(2009)이 일반스터드의 웨브에 슬릿을 배치한 단열

스터드 복부판의 국부좌굴을 고려하여 제안한 등가두께 공식

은 다음과 같다.

     ·  (≥) (1a)

여기서,   (1b)

 , (1c)

 


 (1d)

 는 슬릿의 총 폭, 는 판의 폭, 는 판 두께, 는 슬릿

의 가로방향 간격 그리고 는 판의 양쪽 외측 슬릿간의 점

유 폭이다( 그림 8 참조).

그림 8. 단열스터드의 등가두께 변수

Wang 등(2008)의 제안식에 의한 등가두께는 Salmi(1998)

의 제안에 의한 등가두께 보다 상당히 크게 산정된다. 본 논문

에서는 일반적인 단열스터드 보다는 복잡한 형상을 고려하여

식(1)의 세제곱근 대신에 제곱근을 사용한 Salmi(1998)의 제

안을 적용하고, 추가로 슬릿길이 및 간격의 영향을 고려하여

등가두께 식(1)을 식(2)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  (≥) (2a)

여기서,   Lsd (2b)

위에서 제안한 등가두께 공식을 적용하는 대신에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열스터드의 탄성국부좌굴응력을 직접

구하여 아래와 같이 Salmi(1998)의 제안을 적용하여 등가두

께를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3)

여기서   은 단열스터드의 탄성국부좌굴응력이며,

  슬릿을 무시한 단면의 탄성좌굴응력이다.

등가두께를 웨브에 적용하여 구한 슬릿이 없는 일반스터드

단면에 대한 좌굴전용해석프로그램 BAP(권영봉, 2000)을 이

용한 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표6에 정

리하였다. 국부좌굴응력은 범용유한요소프로그램 LUSAS를

이용하여 구한 단열스터드의 국부좌굴응력 (표2-표4) 및 실

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데, 이것은 등가두께 공식을 국

부좌굴응력을 기준으로 정한 때문이며, 실험에서 좌굴응력이

항복응력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탄성국부좌굴이 발

생한 때문이다. 그러나 뒤틀림좌굴응력의 경우에는 실험과 해

석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이는 실험에서

뒤틀림좌굴에 영향을 미친 국부좌굴의 발생 및 두좌굴모드의

혼합작용, 재료적인 비선형성 및 초기변형 등을 탄성좌굴해석

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표 6. 등가두께 일반스터드의 좌굴응력 (MPa)

시험체
국부좌굴응력 뒤틀림좌굴응력

실험 해석 실험 해석

A-200-5-410 45.5 47.4 126.0 220.6

A-200-5-820 42.2 47.4 101.3 137.5

A-200-5-1130 42.2 47.4 61.4 114.5

A-200-5-1435 31.5 47.4 49.4 105.8

B-200-5-410 17.8 11.9 115.7 191.6

B-200-5-820 15.7 11.9 53.3 83.7

B-200-5-1130 14.6 11.9 44.9 64.6

B-200-5-1435 17.1 11.9 39.0 54.5

B-80-20-400 87.8 80.4 127.2 258.8

B-80-20-840-1 80.8 80.4 122.0 214.0

B-80-20-840-2 82.9 80.4 92.3 214.0

B-80-20-1140-1 80.1 80.4 113.2 190.0

B-80-20-1140-2 73.2 80.4 123.7 190.0

B-80-20-1440-1 78.4 80.4 118.5 165.2

B-80-20-1440-2 79.4 80.4 92.3 165.2

B-80-20-1740-1 69.0 80.4 108.7 153.1

B-80-20-1740-2 62.7 80.4 109.4 153.1

B-80-20-2010-1 69.7 80.4 73.2 152.3

B-80-20-2010-2 73.9 80.4 87.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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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직접강도법 적용

전통적으로 국부좌굴을 설계강도산정에서 고려하기 위하여

적용해 오고 있는 유효폭법(effective width method)은 단

면의 형상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반복계산 및 요소간의 합리적

인 구속정도의 결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연구자들(Shafer와 Pekoz, 2003; Hancock

등, 2004)에 의하여 냉간성형형강의 설계강도산정방법으로 직

접강도법(direct strength method)의 적용이 연구되었으며,

최근 NAS(2004) 및 AS/NZS4600(2005)에서 직접강도법

을 채택하여 냉간성형강재의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직접강도

법은 단면의 탄성국부좌굴응력 및 뒤틀림좌굴응력, 전체좌굴의

혼합형상에 따른 강도식과 총단면적을 적용하여 단면의 압축강

도를 구하는 설계자가 적용하기 편리한(designer-friendly)

설계방법이다.

최근에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의 혼합좌굴이 발생하여 주로

뒤틀림좌굴의 형상으로 최종 파괴되는 냉간성형강재 단면의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Kwon 등, 2009).

   ≤ (3a)

  

 




 


   (3b)

여기서,   · (3c)

 · (3d)

 





(3e)

는 총단면적, 은 단면의 탄성국부좌굴응력이며, 탄성뒤

틀림좌굴응력에 근거한 뒤틀림좌굴강도 는 다음과 같다

(NAS, 2004; Kwon 등, 1993).

   ≤  (4a)

  

 




 


    (4b)

여기서,

 





(4c)

는 탄성뒤틀림좌굴응력이며 는 공칭항복응력이다.

식(3a), (3b)에 의한 단열스터드의 공칭압축강도와 실험결과

를 그림 9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서 최근에 수행된 일반스터드의 웨브에 슬릿을 배치한 일반적

인 형태의 단열스터드의 실험결과를 그림 9에 포함하여 함께

비교하여 보았다. 제안된 강도식은 웨브를 절곡하여 제작한 단

열스터드의 실험결과에 대하여는 뒤틀림좌굴과 휨좌굴이 발생

한 두 단면 B-80-20-2000-1, 2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인 강도

를 산출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부좌굴강도가 너무

낮아 비실용적인 단면으로 판단되는 길이가 200mm인 슬릿이

3열로 배치된 B-200-5 시리즈에 대하여는 너무 보수적인 강

도를 예측하게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일반스터드의 웨브에 슬

릿을 배치하여 제작된 일반적인 단열스터드에 대하여는 약간

더 보수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그림 9에서 강도식과 실험

결과와의 비교 결과로 판단할 때, 단열스터드 대신 등가두께의

일반스터드 단면으로 치환하여 직접강도법을 적용하는 강도산

정법은 슬릿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단열스터드의 압축강도를 합

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9. 강도식과 실험결과 비교

6. 결 론

스틸하우스 벽체의 단열효과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단열

스터드의 구조적인 거동 및 내하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슬릿의

횡방향 폭과 간격은 일정한 치수로 고정하고, 웨브에 배치되

는 슬릿의 개수, 길이 및 종방향 간격을 주요 변수로 하여 세

종류의 단열스터드 단면을 제작하여 압축실험을 수행하고, 그

실험결과를 근거로 단면의 압축강도 산정방법을 연구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슬릿의 길이는 단열스터드의 내하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 슬릿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열스터드 단면

의 압축강도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 슬릿의 종방향 간격이 단열스터드의 내하력에 미치는 영

향은 길이 보다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단열스터드의 국부좌굴형상은 일반스터드의 전형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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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굴형상과는 달리 슬릿 사이의 띠 부분 만이 부분적

으로 좌굴하였다. 이러한 형상의 국부좌굴이 발생한 단

열스터드는 상당한 크기의 후좌굴강도를 보유하고 있으

므로 뒤틀림좌굴 및 휨-비틀림좌굴 발생 시까지 충분한

후좌굴강도를 나타냈다.

(4) 단열스터드를 등가두께의 슬릿이 없는 일반스터드로 대

치하고, 직접강도법을 적용하여 구한 단열스터드의 압축

강도를 실험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제안한 직접강도법

은 국부좌굴과 뒤틀림좌굴에 의하여 파괴되는 단열스터

드의 압축강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단열스터드를 등가두께의 슬릿이 없

는 일반단면으로 대치하여 직접강도법을 적용하는 강도

산정법의 실무적용을 위해서 다양한 실험결과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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