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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에 따른 주름강판의 탄성전단좌굴 특성 및 경향성 분석 연구

Analysis on the Elastic Shear Buckling Characteristics of Corrugated Steel Plate 

in Accordance with Corrugation Shape

손 수 덕1) 유 미 나2) 이 승 재3)*

Su-Deok Shon Mi-Na Yoo Seung-Jae Lee

Abstract

This paper aims at comparing and analyzing shear buckling characteristics between sinusoidal corrugation shape and trapezoidal 
one. For this, I adopted the equal-length trapezoidal corrugation and sinusoidal one for the analytical models, and analyzed their
shear buckling characteristics through linear buckling analysis and on its theory. Generally, the shear buckling shapes of corrugated 
steel plates are classified into local buckling, global buckling, and interactive buckling from the two buckling modes. Sinusoidal 
corrugation shape, unlike trapezoidal corrugation, does not have flat sides, which causes another tendency in shear buckling mode. 
Especially, the changes and different aspects of shear buckling on the boundary between local buckling and global buckling appear 
in different corrugation shap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teractive buckling mode appeared on the boundary of local 
buckling and global bucking in trapezoidal corrugation. However, in the case of corrugated steel plates with sinusoidal 
configuration, interactive buckling mode appeared in the part where global bucking takes place. Besides, trapezoidal shapes are of 
advantages on shear buckling resistance in the local buckling section, and so are sinusoidal shapes in the global buckling section.

Keywords : Corrugated steel plate, Corrugation shape, Shear buckling, Interactive buckling mode, Geometric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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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단력에 탁월한 저항능력을 지닌 주름강판은 주름으로 

인해 전단강성을 향상시키고 주름방향으로 유연성을 주어 

이방성 재료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구조

물의 경량화를 유지하면서 하중부하능력을 개선한다는 장점

으로 인해 현재 교량 및 단층 강구조건물 거더의 웨브로 파

형강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Amir, 2013; Kim, 2014). 파
형강판은 박스거더교의 웨브에 사용할 경우 보강재의 사용

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경량인 파형강판의 사용으로 자중을 

경감하므로 상부구조뿐만 아니라 기초 및 하부구조에서의 

하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Seo et al., 2005). 이러한 장

점을 갖는 파형강판은 Easley and McFarland (1969)에 의해 

처음으로 파형강판의 전단거동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최근에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국외의 파형강판에 대한 연구는 주로 파형강판의 전

단좌굴강도 및 거동, 횡-비틀림 및 휨 거동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전단좌굴강도 및 거동에 대한 연구는 Eldib 
(2009), Romeijn et al. (2009), Sause and Braxtan (2011), 
Basher et al. (2011), He et al. (2012(a)), Hassanein and 
Kharoob (2013(a)), Shahmohammadi et al. (2013), Nie et 
al. (2013) 등에 의해 제형 (Trapezoidal), 정현형 (Sinusoidal), 
지그재그형 (Zigzag) 등의 다양한 파형형상에 대한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Hassanein and Kharoob (2013(b)), Emami 
et al. (2013), Moon et al. (2008), He et al. (2012(b)) 등에 

의해 주로 정현형 및 제형강판을 웨브로 갖는 합성보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횡-비틀림 및 휨에 대한 연구는 

Nguyen et al. (2010), Kazemi (2010), Kövesdi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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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s et al. (2012), Kövesdi et al. (2012), Moon et al. 
(2009; 2013), Ding et al. (2012), He et al. (2014)에 의해 

주로 제형형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외 Sherif A 
(2006)는 피로하중에 대한 제형강판의 거동에 대한 연구, Aydin 
et al. (2014)는 제형강판을 적용한 기둥-보 접합부의 면내거

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Oh et al. (2012)는 파형강판의 기하

학적 특성인 아코디언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파형강판에 대한 연구는 국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국내

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파형강판에 대한 국내연

구는 주로 파형강판의 최적구조설계, 전단강도 및 거동, 휨

성능 평가, 횡-비틀림 좌굴에 관한 것이다. 최적구조설계의 

연구는 Shon and Lee (2011), Shon et al. (2012(a); 2012(b))
이 최적화기법을 이용한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전단강도 및 거동에 대한 연구는 Yi et al. (2007), Ji 
(2011), Moon et al. (2012), Kim et al. (2012), Yoo et al. 
(2013)에 의해 실험적,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휨 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는 Lee et al. (2010), Oh et al. (2013)에 

의해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횡-비틀림 좌굴에 대한 

연구는 Moon et al. (2012), Kim et al. (2012)에 의해 해석

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한가지 형상

의 변수분석에 대한 연구이며 파형의 변화에 따른 전단강도 

및 거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파형형상 중 대표

적인 형상인 제형과 정현형을 비교하였을 때 정현형은 제형

과는 달리 주름 내부에 편평한 면이 없어 전단좌굴의 양상에 

대한 경향이 달라진다. 특히 국부좌굴과 전체좌굴의 경계에

서 나타나는 전단응력변화와 양상은 주름형태에 차이가 있

다. 기존의 파형형상의 비교연구에서는 파고의 높이와 파장

의 각도가 동일한 형상의 조건에 대한 연구 (Eldib, 2009; 
Shahmohammadi et al., 2013)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자중의 강판을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두 형상의 비교에서 특

성을 정의하기가 모호한 면도 있다. 정현형 및 제형 강판의 

동일한 길이의 형상 조건에 대한 탄성좌굴 비교나 좌굴의 형

태에 따른 특성에 관한 연구가 아직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자중을 갖는 제형 및 정현형 형상의 

전단좌굴강도를 비교하고 전단좌굴의 형태에 따른 두 형상

의 특성과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2장에서 전단좌굴 형상에 따른 전단좌굴이론

식 및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전단좌굴응력 산정방법을 서술

하였다. 3장에서는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얻는 제형 및 정현

형의 전단좌굴강도의 변화를 두께변화에 따라 비교하였다. 4

장에서는 판두께에 따라 유도한 좌굴응력과 이론적인 응력

을 이용하여 나타낸 무차원 좌굴강도를 통해 전단좌굴 모드

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파형강판의 전단좌굴이론과 좌굴응력계산

2.1 탄성전단좌굴이론식

탄성전단좌굴이론식은 주로 제형파형 강판을 대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왔으며, 국부좌굴형상, 전체좌굴형상, 연성좌

굴형상의 이론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좌굴모드별로 강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곡선주름인 정현파형의 경우에 있어서 

좌굴모드별 강도의 결정은 어려움이 많아 따랐으며 본 논문

을 통해서 이들을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탄성국부좌굴은 파형강판의 한 패널 내에서 좌굴이 발생

하는 형상을 말하며, 인접해있는 패널 및 플랜지의 경계조건

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Timoshenko (1981)의 판 좌굴 

이론에 의한 식이 이용된다. 국부좌굴응력은 경계조건과 형

상비 ()에 따라 국부전단좌굴계수 ()가 결정되며 경계

조건은 장변 및 단변의 단순지지, 고정지지의 조건으로 나뉜다.
탄성전체좌굴은 파형강판 전체에 발생하는 형상을 말하며 

Easley (1969)가 제안한 파형강판을 직교이방성판으로 가정

하여 Ritz-energy 법을 이용하여 유도된 좌굴이론식을 이용

한다. 
연성좌굴의 경우는 앞서 설명된 두 좌굴과는 달리 그 형상

이 다양하며 발생의 원인과 강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다. 탄성연성좌굴의 경우 탄성국부좌굴과 탄성전체좌굴의 비

의 영향을 받으나 강재의 재료적 성질과는 무관하므로 국부

좌굴응력, 전체좌굴응력의 항만을 이용하여 강도를 감소시키

는 식이 주로 적용된다 (Yi et al., 2007). 이상의 내용에 대

해서 좌굴응력산정식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고, 단순지지

상태의 국부좌굴이론식 (Abbas et al., 2002), Elgaaly (1996)
의 제안한 전체좌굴이론식을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해석결과 

(FEM)과 함께 비교한다. 기본적인 형상변수로서 제형은 w, 
 ,  ,   ,  ,  이고, 정현형은 w,   ,  이며 

Table 2와 같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제형 및 정현형

의 반파장 길이이다. 제형과 정현형의 공통된 변수는 w와 

이며, 는 초기접선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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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quation of corrugated plate

Sinusoidal Trapezoidal

Local
Buckling
()

   







   




   






  

  

Global
Buckling
()

  





  






  



  





 





  



Interactive 
Buckling ()




 






Table 2 Geometric notations of corrugated plates

Shape Geometric notation

Sinusoidal

Trapezoidal

Table 3 Profiles of corrugated steel plates

Sinusoidal Trapezoidal

Table 4 Parameters of analysis models

w


or   
  

77.5
20
30
40

38.3
15.9
24.0
32.4

81
84
89

500 2015

1,000 4030

1,500 6045

116.25
20
30
40

58.1
15.7
23.8
31.9

118
121
124

500 2093

1,000 3953

1,500 6045

155
20
30
40

77.4
15.7
23.7
31.7

157
159
161

500 1860

1,000 4030

1,500 5890

unit : mm

2.2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전단좌굴응력 계산방법

파형강판의 전단좌굴응력은 고유치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Table 3과 같이 유한요소로 주름강판을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이 때, 좌굴응력 산정식은 식 (1)과 같고, 
최소고유치인 1차 모드를 이용하여 유도된다.

  thicknessmm 
Eigenvaluestmod ×LoadNmm 

(1)

하중은　순수전단 하에서 직선 복부판의 경계면을 따라 전

단응력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되며, 파형강판의 전단좌

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정적 재하실험연구에 의해서 사실로 검증되었다 (Han, 2000).

3. 해석결과

3.1 파형강판 해석모델

두 파형의 전단좌굴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는 유한

요소해석은 ABAQUS를 이용하도록 하며, 파형강판의 전단

좌굴 강도와 모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기하학적 변수는 

판두께  , 반파장의 길이 w, 수평 패널폭  , 파고  , 접선각

도 이다. 정현형은 독일 Stahlbau-Kalender 2004 (Pasternak, 

2004)문헌에서 소개된 형상을 기준으로 변수를 결정하였으

며, 제형 형상은 Table 4와 같이 정현형의 초기접선각도와 

반파장 곡선길이를 동일하게 적용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이

것은 반파장길이 및 초기접선각도가 동일한 모델은 강재의 

사용량이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대상모델에서 

반파장 길이는 같지만 파고의 깊이 는 형상에 따라 다르

다. 모델에 이용된 는 각각 20, 30, 40mm, 판높이 는 

500, 1000, 1500mm가 적용되었고, 반파장곡선길이 에 대

해 두께가 증가함에 따른 응력변화를 분석하였다. 두께의 범

위는 0.2~5mm이다. 이상과 같이 설명한 모델에 대해서 동

일한 길이   ( 와  을 로 같이 표기함)를 갖는 파형

강판의 좌굴응력 및 형상을 비교하며, 모델의 파라메타는 

Table 4에 요약하였다. 
해석에서 경계조건은 플랜지와 웨브가 단순지지와 고정지

지의 중간상태인 탄성적 지지상태로 고려되는데, 파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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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500mm (b) h=1000mm (c) h=1500mm

Fig. 1 Buckling stress curve of sinusoidal models

(a) h=500mm (b) h=1000mm (c) h=1500mm

Fig. 2 Buckling stress curve of trapezoidal models

Table 5 max  of half wave curve length (S=81, 118, 155mm)

 shape


81 118 155

500
Sinusoidal 14.71 15.16 7.40

Trapezoidal 21.61 22.21 22.23

1000
Sinusoidal 15.14 16.84 16.49

Trapezoidal - 16.32 19.29

1500
Sinusoidal 15.10 17.10 16.96

Trapezoidal - - 9.39

을 유지하기 위해  , 모서리를 x축 방향으로 구속하

여 적용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경계조건의 경우 조건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며, 언급된 경계조건은 Yoo et al. 
(2013)의 문헌에서 설명된 가장 적합한 경계조건에 해당된다.

3.2 두께변화에 따른 좌굴응력변화

Fig. 1에서 정현형 강판의 경우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

단좌굴응력은 증가하며, 일정한 증가이후에 증가율이 감소한

다. 이것은 얇은 두께에서 국부좌굴이, 두꺼운 두께에서는 

전체좌굴이 나타나는 경향 때문이며, 두께의 증가에 따라 전

단좌굴의 분류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Shon et al., 2014).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형의 경우에도 정현형 강판과 

같이 유사한 경향이 분석되었다. 전단좌굴응력 증가율이 감

소하는 구간에서 연성좌굴형상이 발생하는 것도 정현형에서 

나타난 경향이다. 두께 증가에 따른 좌굴응력곡선에서 곡선

의 증가율이 달라지는 시점이 가장 빠른 모델은 =81mm모

델이었다. 증가율이 달라지는 구간에 대해서 국부좌굴 영역

은 =89mm모델이, 전체좌굴영역은 =161mm이 가장 크

게 나타났다.

3.3 제형 및 정현형의 전단좌굴응력 비

Table 5, Table 6과 Table 7은 각 형상별 27개의 모델간의 

전단좌굴응력 비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정현형 좌굴응력 (S)
와 제형의 좌굴응력 (T) 비 ({(S/T)-1}*100(%))를 로 표현

하였으며 비율의 최대값을 max로 표기하였다. 또한 표 내

의 모든 단위는 mm이다.
Fig. 3의 27개의 비율변화 곡선이 공통적으로 >0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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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x  of half wave curve length (S=81, 121, 158mm)

 shape


84 121 158

500
Sinusoidal 13.20 3.52 -

Trapezoidal 25.87 23.87 22.83

1000
Sinusoidal 13.61 15.36 16.42

Trapezoidal 16.65 20.74 21.71

1500
Sinusoidal 13.69 15.56 16.84

Trapezoidal - 8.79 18.32

Table 7 max  of half wave curve length (S=89, 124, 161mm)

 shape


89 124 161

500
Sinusoidal 4.69 - -

Trapezoidal 30.27 26.01 24.33

1000
Sinusoidal 10.83 14.22 15.05

Trapezoidal 25.66 24.26 23.30

1500
Sinusoidal 10.89 14.41 15.89

Trapezoidal 4.83 20.39 21.16

(a) S=81mm (b) S=118mm (c) S=155mm

(d) S=84mm (e) S=121mm (f) S=158mm

(g) S=89mm (h) S=124mm (i) S=161mm

Fig. 3  of half wave curve length

서 두 형상에 따른 전단좌굴응력 차비의 변화 증가하다가 

1%이내로 수렴한다. 또한 판높이 ()가 높을수록 얇은 판에

서 비율변화의 수렴도가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에서 <0구간은 제형의 전단좌굴응력이 정현형의 

전단좌굴응력보다 큰 구간이며, >0구간은 정현형의 전단좌

굴응력이 제형의 전단좌굴응력보다 큰 구간이다. Table 5, 
Table 6과 Table 7의 <0구간에서 최대 30.27%, >0구간

에서 최대 17.1%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0구간의 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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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81mm (b) S=118mm (c) S=157mm

(d) S=84mm (e) S=121mm (f) S=159mm

(g) S=89mm (h) S=124mm (i) S=161mm

Fig. 4 Influence of theoretical equation on shear buckling stress

강판에서 제형이 정현형의 전단좌굴응력보다 최대 30.27% 
큰 좌굴응력을 갖으며 얇은 판에서 제형이 정현형보다 유리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0구간에서 정현형이 제

형의 전단좌굴응력보다 최대 17.1% 큰 좌굴응력을 갖으며 

강판이 5mm에 가까워질수록 정현형이 제형보다 유리한 값

을 갖는다.

3.4 제형 및 정현형 좌굴응력 경향

본 논문에서는 파형강판의 좌굴응력과 좌굴형상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형상파라메타 변수를 포함하는 이론적인 전

체좌굴응력 및 국부좌굴응력식의 비를 이용하였다. Fig. 4는 

전체좌굴응력식과 국부좌굴응력식의 비에 따른 좌굴응력과 

이론적인 응력의 비의 그래프이다. 수평축은 Table 4의 형상

을 Table 1의 정현형 및 제형의 각각의 이론적인 응력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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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al buckling (=0.8mm) (b) interactive buckling (=2mm) (c) Global buckling (=3.2mm)

Fig. 5 Sinusoidal mode shape ( ≒81mm, h=500mm)

계산하여 전체좌굴응력을 국부좌굴응력으로 나누어 로그 스케

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수평축의 이론적인 전체좌굴응력과 

국부좌굴응력의 비 ()를 로 표현하였으며 0<

<10의 구간만을 고려하였다. 수직축은 해석결과로부터 유도

한 좌굴응력을 이론적인 전체좌굴응력과 국부좌굴응력 중 

작은 값으로 나누어 나타낸 무차원 좌굴강도이다. 여기서 수

직축의 응력비min 로 표현하였다.
Fig. 4의 해석결과에서 가 1보다 큰 구간은 이론상 

국부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구간이며, 가 1보다 작

은 구간은 이론상 전체좌굴이 발생한 가능성이 큰 구간이다. 
제형과 정현형이 공통적으로 전체좌굴범위에 더 많은 실험

체가 존재하며 판의 높이별로 그래프를 비교하였을 때 판높

이 ()가 높아질수록 해석과 이론값 차이가 증가하고 이론

상의 국부좌굴 범위에 들어서는 형상이 줄어든다. 
가 1보다 큰 구간에서 Fig. 4(a)의 min 

이 제형강판의 경우 최대 1.6이며 정현형 강판의 경우 최대 

1.9이다. 이는 해석결과로부터 계산한 좌굴응력이 이론적 전체좌

굴응력에 비해 제형강판의 경우 최대 160%, 정현형의 경우 최대 

190% 큰 좌굴응력을 나타낸다. Fig. 4(b)에서 min 
이 제형강판의 경우 최대 1.5, 정현형 강판의 경우 최대 1.7
이며 Fig. 4(c)에서 min 이 제형강판의 경우 

최대 1.4, 정현형 강판의 경우 최대 1.6이다. Fig. 4(d)에서 

제형과 정현형이 각각 최대 1.7, 1.8, Fig. 4(e)는 1.6, 1.7, 
Fig. 4(f)는 1.6, 1.6, Fig. 4(g)는 1.9, 1.9, Fig. 4(h)는 1.7, 
1.6, Fig. 4(i)는 1.6, 1.6가 나타났다. 
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Fig. 4(a)의 min 

이 제형강판의 경우 최대 2.1이며 정현형의 경우 최대 2.1이

다. 이는 해석결과로부터 계산한 좌굴응력이 이론적 국부좌

굴응력에 비해 제형과 정현형이 최대 210% 큰 좌굴응력을 

나타낸다. Fig. 4(b)에서 min 이 제형 강판과 

정현형이 각각 최대 2.1, 2.2, Fig. 4(c)는 2.1, 2.2, Fig. 4(d)
는 2.1, 2.1, Fig. 4(e)는 2.1, 2.1, Fig. 4(f)는 2.1, 2.1, Fig. 
4(g)는 2.1, 2.1, Fig. 4(h)는 2.1, 2.1, Fig. 4(i)는 2.1, 2.1이 

나타난다. 해석결과 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해석결과

로부터 계산한 좌굴응력이 이론적 좌굴응력에 비해 1.5배에

서 2.0배 차이를 나타내며 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해석결과로부터 계산한 좌굴응력이 이론적 좌굴응력에 비해 

약 2.0배정도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이론적인 좌

굴응력의 계산에서 좌굴계수를 안전 측 1.0으로 가정하였

기 때문이다 (Gill et al., 2004).
Table 4의 형상을  ≤ ≤ 범위에서 Fig. 5와 같이 

국부, 전체, 연성좌굴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해석결과 정현

형의 경우 연성구간 범위가 제형보다 좁고 특히 국부좌굴경

향의 연성좌굴범위가 제형에서 길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을 Fig. 4의 좌굴응력과 비교하였을 때 제형의 경우 

전체좌굴응력과 국부좌굴응력이 같아지는   의 수직

축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연성좌굴이 발생하고 가 0에 

가까울수록 전체좌굴이 발생하며 가 10에 가까울수록 

국부좌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정현형의 경우 이론적으

로 전체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1구간에서 국부 

좌굴의 형상이 발생한다. 이는 기존의 제형을 바탕으로 만들

어진 정현형의 식으로 정현형의 좌굴모드를 예측하기 어려

움을 예상할 수 있다.
Fig. 4의 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발생하

는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변곡점, 이 1보다 

크고 10에 가까운 구간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변곡점, 이 1에 가까운 구간에서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

수로 변하는 변곡점인 총 3개의 변곡점과 형상간의 연관성

을 보았을 때 제형과 정현형 모두 좌측 변곡점을 전후로 연성

과 전체좌굴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한 <1구간에서 좌

굴응력과 이론적 응력의 비 (min )의 차이가 

가장 큰 점은 변곡점이 발생하는 점으로 min 
가 약 2배 차이가 날 때 연성구간에서 전체좌굴로 넘어가는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주로 정현형의 국부좌굴범위에서 발

생한 변곡점의 경우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인 10에 가까울수

록 좌굴 패턴을 확인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형상이 발생하였

다. 이는 3.3절에서 경향이 일정하지 않는  ≤  ≤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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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좌굴은 이론식의 경우 DASt-R.015 (1990)에서 0.5≤
≤2.0 구간에서 연성좌굴이 발생한다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Fig. 3과 형상모드를 비교하였을 때 

제형의 연성구간은 대부분 0.5≤≤2.0 범위에 발생하

며 이 1에 가까운 구간에서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변곡점 부근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정현형의 연성구

간은 대부분 <1범위에서 발생하며 연성좌굴의 범위를 

비교하였을 때 제형의 연성구간이 정현형의 연성구간에 비

해 길게 나타났으며 제형의 경우 국부좌굴에 대한 연성구간

이 전체좌굴에 대한 연성좌굴구간보다 길다.

4. 결 론

본 연구는 기하학적 특성을 갖는 파형강판의 좌굴 강도 및 

거동을 파형 형상에 따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파형강판의 

전단좌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였고, 탄성좌굴해석

을 통해 형상별 전단좌굴응력과 형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같은 반파장 곡선길이 ( )를 갖는 얇은 판에서 정현형

이 제형의 응력에 비해 30.27%, 두꺼운 판에서 제형이 

정현형의 17.1% 큰 좌굴응력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얇은 판에서 발생하는 국부좌굴에 제형이 강하

고 두꺼운 판에서 발생하는 전체좌굴에 정현형이 강함

을 예상할 수 있다.
(2) 정현형 및 제형강판은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좌굴

응력은 증가하며, 일정한 증가이후에 감소하는 유사한 

경향이 분석되었다. 또한 전단좌굴응력 증가율이 감소

하는 구간에서 연성좌굴이 발생하는 유사한 경향이 나

타난다. 
(3) 이론비를 이용하여 파형강판의 좌굴응력과 모드의 경

향을 분석한 결과, 제형의 경우 0.5≤≤2.0 구

간에서 연성좌굴이 발생하며 =1의 수직축을 중

심으로 좌우 구간에서 연성좌굴이 발생하나, 정현형의 

경우 <1구간에서 모두 연성좌굴이 발생하였다. 
또한 연성좌굴의 범위를 비교하였을 때 제형의 연성구

간이 더 넓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형의 경우 기존의 연

성좌굴 이론식으로 좌굴모드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

나 정현형의 경우 좌굴모드를 예측하기 어려움을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탄성전단좌굴만을 고려한 경향성 연구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다양한 전단

좌굴에 영향이 고려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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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정현형 주름과 마름모형 주름 형상의 전단좌굴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동일한 길이의 마름모꼴

주름과 정현파주름을 해석대상모델로 채택하였으며, 선형좌굴해석을 통한 전단좌굴특성과 이론식에 의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름강판의 전단좌굴 형태는 국부좌굴, 전체좌굴 및 두 좌굴에 의한 연성좌굴로 분류된다. 그러나 마름모꼴주름과는 달리 정현파주름형상

은 평평한 면이 없기 때문에 전단좌굴의 양상에 대한 경향이 달라진다. 특히 국부좌굴과 전체좌굴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전단응력변화와 양

상은 주름형태에 의해 차이가 난다. 분석 결과에서 볼 때, 제형 (마름모꼴)의 경우는 이론식내의 전체좌굴과 국부좌굴의 경계에서 연성좌굴

모드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현파형의 경우 전체좌굴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연성좌굴모드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국부좌굴 구간에

는 제형형상이 그리고 전체좌굴 구간에서는 정현파형상이 전단좌굴에 저항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핵심 용어 : 파형강판, 파형형상, 전단좌굴, 연성좌굴모드, 기하학적 파라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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