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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균일단면을 가지는 I형 보의 좌굴 강도에 대한 해석적·이론적 연구를 토

대로 일축대칭을 이루는 변단면 I형보의 좌굴강도를 산정하고자 범용구조해석프로그램 ABAQUS

(2007)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는 4절점 쉘요소인 S4R이 사용되었고,

플랜지 길이방향 비, 너비방향 비, 두께의 비로 일축대칭 스텝보를 사용하였으며, 균일모멘트를 작용시

켰다. 개발된 좌굴강도 제안식은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11%∼2%의 오차범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형식의 일축대칭 I형보가 사용되는 빌딩 및 교량 구조물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다양한 형식의 I-

형보가 빌딩 및 교량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연속경간을 가지는 강합성 I형강 교량에 있어

서 내부 지점부근에 상대적으로 큰부모멘트가 발생

하게 되어, 경제적인 단면 활용을 위해 상부 또는

하부플랜지에 추가적인 덮개판을 설치하거나 부재

압연 시 플래지의 두께 혹은 너비를 보강한 변단면

을 사용하고 있다.

균일 단면을 가지는 I형 보의 횡-비틀림 좌굴에

대한 해석적∙이론적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고(Timoshenko 등, 1961; Trahair,

1993), AISC LRFD 설계기준(2005), 도로교 표준시

방서-하중저항계수설계법(1996)등은 휨강도 계산 시

횡-비틀림 좌굴강도를 산정하는 기준식을 제안하고

있다. AISC LRFD 설계기준(2005)은 이축대칭 단면

을 가지는 I형 보의 휭-비틀림 좌굴강도를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1)

여기서 =모멘트 구배 수정계수; =비지지 길이;

E=탄성계수;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전

단탄성계수; =비틀림상수; =뒴 상수이다.

SSRC Guide(1998)는 Kitipornchai 와 Trahair

(1980), Nethercot (198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축

대칭 I형단면의 횡-비틀림 좌굴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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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K=경계조건계수; 

 





; 




;

  ʹ


 




  







 ,  ‘=단면의 총 높이; Iyc=y축에

대한 압축플랜지의 단면 2차모멘트; Ix=x축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이다.

Trahair(1993)는 비지지 길이내 경간 중앙에서 계

단식 단면 변화를 가지는 I형보에 대해 다음의 간략

식을 제안하였다.

            (3)

여기서 Myz는 식(1)에서  계수를 제외한 값( )

과 같으며,   는 단면변화 상수이다. 위의 식은

연속경간에 사용되는 비지지 길이내 양끝단 단면변

화보에 적용할 수 없다.

Park과 Stallings(2003)는 유한요소해석결과를 이

용하여 균일모멘트가 작용하는 양단 계단식 단면변

화 I형보의 탄성 휭-비틀림 좌굴강도 설계식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하였다.

              (4)

여기서 은 식 (1)과 같고, 는 새롭게 제안된 계산

식으로 단면 상수   의 함수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SSRC Guide(1998)의 제안식을 토

대로 비지지 길이내 양쪽 끝단에 계단식 변화를 나

타내는 일축대칭 스텝보의 좌굴강도 산정식을

개발∙제안하고자 한다.

2. 유한요소 해석 모델링

횡-비틀림 좌굴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3차원 범

용구조해석프로그램인 ABAQUS(2007)가 사용되었

으며, 쉘요소(Shell Element)인 S4R요소가 사용되었

다. 그림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일축대칭 I형단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는 양단 계단식 단면변화 I

형보의 정면도와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은

해석에 사용된 입력 재료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해석모델단면(단위 cm)

 




(a) 정면도

 

 





(b) 평면도

그림 2. 해석모델

표 2. 유한요소해석모델 물청치 및 단면계수

탄성계수 210 GPa

전단탄성계수 80.77 GPa

단면2차모멘트

(약축)
8.57×10

-5
m

4

비틀림상수 4.24×10
-6

m
4

뒴상수 1.49×10
-5

m
6

일축대칭 스텝보 해석에 앞서서 단면변화가 비지

지 길이내 존재하지 않는 I형 단면을ABAQUS(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결과는 모델 검증을 위하여 SSRC Guide 제

안식인 식(2)와 비교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경우 플랜지는 8개, 복부는 12개, 길이방향으로는

236개의 쉘요소가 적용되었다. 일축대칭 I-Beam의

단면매개변수 (플랜지의 길이방향의 비), (너비방

향의 비), (두께의 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변단면 일축대칭 I-Beam 부재 사례조사를 토대

로 =0～0.333, =1～1.4, =1～1.8로 결정하였다.

표 2는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값을 나타내

고 있으며, 표 2의 해석모델은 일축대칭도(  

 )가

0.3, 0.7 인 두 경우에 모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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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

   

0.3

&

0.7

0.167 1.0 1.2; 1.4; 1.8

0.167 1.2 1.2; 1.4; 1.8

0.167 1.4 1.2; 1.4; 1.8

0.250 1.0 1.2; 1.4; 1.8

0.250 1.2 1.2; 1.4; 1.8

0.250 1.4 1.2; 1.4; 1.8

0.333 1.0 1.2; 1.4; 1.8

0.333 1.2 1.2; 1.4; 1.8

0.333 1.4 1.2; 1.4; 1.8

표 2. 일축대칭 스텝보 매개변수범위

3. 유한요소해석 결과

유한요소해석 결과분석을 통하여 균일모멘트를 받

는 단순 지지된 스텝보의 횡-비틀림 좌굴강도식을

다음과 같이 개발·제안하였다.

  
  (5a)


         (5b)


         (5c)

여기서 는 균일모멘트를 받는 양단 계단식 단면

변화를 가지는 일축대칭 I형보의 횡-비틀림 좌굴강

도를 나타내며, 은 비지지 길이내 작은 단면이

비지지 길이 전체에 균일단면으로 사용된 보의 휭-

비틀림 좌굴강도를 의미한다. 식 (5b)는 일축대칭도

( )가 0.3인 경우이며, 식 (5c)는 일축대칭도( )가

0.7인 경우이다.

그림 4. 좌굴 모드 ( =0.3)

그림 5. 좌굴 모드 ( =0.7)

(a) 플랜지 길이 스텝변수()

(b) 전체해석결과

그림 6. 해석결과와 제안식 비교(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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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랜지 길이 스텝변수()

(b) 전체해석결과

그림 7. 해석결과와 제안식 비교( =0.7)

그림 6과 7은 비지지 길이 내에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제안된 식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제안된

식은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유한요소해석 결과값들은

점으로 표시하였다. 일축대칭도( )가 0.3인 경우 제

안식의 결과와 유한요소해석결과와의 오차범위는

-11%～1%이고, 일축대칭도( )가 0.7인 경우 오차범

위는-11%～2 %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교량에서의 경제적인 단면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계단식 변단면 일축대칭 I형보의 탄성 횡-

비틀림 좌굴강도 산정식을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제안식으로 계산된 결과는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10%내외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설계식은 다양한 하중은

받는 일축대칭 I-Beam의 설계식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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