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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비탄성 영역 내 비지지 길이가 존재하고 균일단면을 가지는 I형 보의

좌굴 강도에 대한 해석적·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변단면 I형보의 하중고 효과를 고려한 비탄성 횡-비틀

림 좌굴강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는 4절점 쉘요소인 S4R요소가 사용되었고, 플

랜지 길이방향 비, 너비방향 비, 두께의 비로 스텝보를 나타내었으며, 집중하중을 작용시켰다. 개발된

좌굴강도 제안식은(오정재 등, 2011)과 해석결과를 하중고 효과 평가 시 큰 단면변화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의 오차범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형식의 I형보가 사용되는 빌딩 및

교량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의 근간을 제공해 줄 것이며, 향후 비탄성 횡-비틀림 좌굴강도에 대

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서론

연속경간을 가지는 강합성 I형강 교량에 있어서

내부 지점부근에 상대적으로 큰 부모멘트가 발생하

게 된다. 경제적인 단면 활용을 위하여 상부 및 하

부플랜지를 보강한 스텝보를 사용한다. 계단식 단면

변화를 주는 스텝보는 주로 단면의 휨 강성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복부의 형상은 유지하되 플랜지의 두

께와 너비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제작된다.

균일 단면을 가지는 I형 보의 횡-비틀림 좌굴에

대한 해석적·이론적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고(Timoshenko등, 1961; Trahair, 1993),

미국의 AISC-LRFD 설계기준(2005)에서는 I형보의 횡-

비틀림 좌굴 강도식을 제안하고 있다.

I형보의 비지지 길이 내 하중이 작용할 때 모멘트

구배계수(Cb)는 하중이 부재 단면에 작용하는 위치

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하중고 효과라고 한다. 탄성

영역 내 비지지 길이가 존재하는 I형보의 하중고 효

과를 고려한 모멘트 구배계수 제안식은 Nethercot

& Rockey(1971)가 다음의 식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또한 Helwig 등(1997)은 Nethercot & Rockey(1971)의

제안식을 간략화 하여 탄성 영역 내 비지지길이가 존

재하는 I형보의 하중고 효과를 고려한 모멘트 구배계

수식을 제안하였다.

오정재 등은(2011) 유한요소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균일모멘트가 작용하는 균일단면 I형보의 탄성 휭-

비틀림 좌굴강도 설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Load Case(LC) A B

집중하중 (LC1) 1.35 0.8-0.11W2+0.44W

등분포하중 (LC2) 1.12 1-0.10W
2
+0.30W

[표 1]  B factor 제안식

본 연구에서는 오정재 등(2011)의 제안식을 토대

로 비지지 길이 내 양단 스텝보와 일단 스텝보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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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 좌굴강도를 산정하고 비교·분석한다.

2. 유한요소 해석 모델링

비탄성 영역 단순보 경계조건을 갖는 변단면 I형보

의 하중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ABAQUS(2007)

이 사용 되었으며, 4절점 쉘요소인 S4R요소를 이용하

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해석모델 단면을 나

타내고 있으며, 그림 2는 양단 스텝보(DSB)와 일단

스텝보(SSB)의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해

석에 사용된 재료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해석모델단면

(b) 양단 스텝보 평면도

(b) 일단 스텝보 평면도

[그림 2] 해석모델

[표 2] 유한요소해석모델 물성치 및 단면계수
탄성계수 210 GPa

전단탄성계수 80.77 GPa

단면2차모멘트(약축) 8.57×10-5 m4

비틀림상수 4.24×10
-6
m
4

뒴상수 1.49×10-5 m6

해석에 앞서 단면변화가 비지지 길이내 존재하지

않는 I형 단면을 ABAQUS(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여 기존에 연구 되었던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표 2는 양단 스텝보의

매개변수 해석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는 플랜지

의 길이방향의 비, 는 너비방향의 비, 는 두께의

비로 나타낸다. 또한 일단 스텝보의 매개변수 해석

변위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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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단 스텝보 매개변수 범위

  

0.167 1.0 1.2; 1.4; 1.8

0.167 1.2 1.0; 1.4; 1.8

0.167 1.4 1.0; 1.4; 1.8

0.250 1.0 1.2; 1.4; 1.8

0.250 1.2 1.0; 1.4; 1.8

0.250 1.4 1.0; 1.4; 1.8

0.333 1.0 1.2; 1.4; 1.8

0.333 1.2 1.0; 1.4; 1.8

0.333 1.4 1.0; 1.4; 1.8

0.5 1.0 1.2; 1.4; 1.8

0.5 1.2 1.0; 1.4; 1.8

0.5 1.4 1.0; 1.4; 1.8

[표 3] 일단 스텝보 매개변수 범위

(a) 해석모델

(b) 좌굴형상

[그림 3] 유한요소해석 모델 

그림 3(a)는 비탄성 구간 내 비지지 길이가 존재하

는 유한요소 해석 모델 중 Lb/h=6.7일 때 =0.333, 

=1.4, =1.8인 양단 스텝보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b)는 순수 휨 하중을 받았을 때의 좌굴 형상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탄성 영역 내 존재하는 변

단면 I형 보의 하중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집중하

중(LC1)을 고려하였다.

3. 유한요소해석 결과

3.1 모멘트 구배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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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b/h=6.7의 해석값과 이론식 비교
        (DSB)

그림 4는 양단 스텝보가 집중하중을 상부 플랜지

(T.F), 전단 중심(S.C), 하부 플랜지(B.F)에 받을 때 유

한요소해석 값과 Netercot&Rockey(1971) 및 Helwig 등

(1997)의 제안식의 Cbist값을 비교 한 것이다. 실선은

Netercot&Rockey(1971) 및 Helwig 등(1997)의 제안

식값이며 점선은 유한요소해석 결과값이다. 비탄성

영역 중심에 있는 경우 전단 중심에 하중을 받을 때

Cbist값과 상부플랜지 및 하부플랜지에 하중을 받을 때

의 Cbist값 차이가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Lb/h=6.7의 해석값과 이론식 비교(SSB)

그림 5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표현되었으며,

역시 비탄성 영역 중심에 있는 경우 전단 중심에 하

중을 받을때 Cbist값과 상부플랜지 및 하부플랜지에

하중을 받을 때의 Cbist값 차이가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양단 스텝보 및 일단 스텝보의  ,

 ,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비탄성 영역 내 존재하는

I형보는 단면 변화에 대해 하중고 효과의 영향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변단면보의 제안식 평가
균일단면보의 하중고 효과 제안식을 변단면보에

적용하여 제안식의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그림 6] Lb/h=6.7의 해석값과 이론식 비교(DSB)

그림 6은 양단 스텝보가 집중하중을 상부 플랜지

(T.F), 전단 중심(S.C), 하부 플랜지(B.F)에 받을 때 유

한요소해석값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식값의 Cbist를 비

교 한 것이다. 그림 6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값과 제

안식값의 Cbist값의 차이는 비교적 적으며 Cbist 값 차

이는 단면변화가 큰 α=0.333, β=1.0∼1.4 =1.0∼1.8의

경우를 제외하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10% 내외의 차

이를 보였다.

[그림 7] Lb/h=6.7의 해석값과 제안식 비교(SSB)

그림 7는 해석값과 제안식값의 Cbist값의 차이는 단면변

화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 ±10%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비탄성 영역 내 비지지 길이가 존재하는

변단면 I형보가 집중하중을 받을 때 하중고 효과 고려

에 대한 적절성 평가의 연구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유

한요소해석을 통해 Nethercot & Rockey(1971)과

Helwig 등(1997)의 이론식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오정재 등(2011)이 제안한 식을 비탄성 구간 내 존재

하는 변단면보에 적용함으로써 제안식의 사용 적절성

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비탄성 횡-비

틀림 좌굴강도에 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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