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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압축을 받는 판 구조의 경제적인 단면 보강을 위해 종방향 보강재인 U형 단면 리브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설계지침이나 연구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U리브의
적정 크기 및 최적 간격에 대해 검토 후 이에 관한 지침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U리브의 단면 크기 및 강성에 따른 탄성좌굴강도 및 좌굴모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유한요
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고유치 해석을 실시하였고, 이론값과 해석적 결과의 탄성좌굴

강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U리브의 최소소요강성 및 단면 선정방안을 제시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U형 단면 리브(이하 U리브)는 압축을 받는 판구

조의 경제적인 단면 보강을 위해 특히 서구 유럽지

역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이에

관한 명확한 설계지침이나 충분한 연구자료가 제시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U리브는 주로 강바닥판 등

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매우 조밀한 간격으

로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U리브를 적용한 압축을

판 부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U리브

적정 크기 및 이에 따른 최적 간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관한 지침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리브 크기에 따른 보강된

판의 압축좌굴거동 및 탄성좌굴강도에 대해 수치해

석적 변수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수연구를 통

해, 종방향 보강재로써 U리브를 적용한 압축을 받는

판 부재의 U리브 단면 크기 및 강성에 따른 탄성좌

굴 강도 및 좌굴 모드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본 연구

의 주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

후 U리브의 최소소요강성 및 단면 선정방안을 명료

한 수식체계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예비 설계 단계에서 보강재의 배치 및 단면선

정을 용이하게 검토하게 하여 보다 최적화된 설계가

가능해 지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해석 모델 설계

2.1. 단면제원 
본 해석적 연구를 위해 선정된 U리브 보강판의 단

면제원은 그림 1 및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 U리브 보강판의 단면
[표 1] U리브 보강판의 단면 제원

TYPE t t_R w3 w3/t n αe
S 8 3～24 333.3 41.7 2 7.2

M 6 2～13 291.7 48.6 2 8.2

L 8 6～24 252.5 31.6 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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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U리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타입으로 고려

하여 크기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2] U리브의 단면 제원
TYPE w2 (mm) h (mm) t_limit (mm)

S 100 105 2.5

M 162.4 105 3.7

L 221.6 154 4.8

2.2. 탄성좌굴강도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U리브를 적용하면 개

단면 리브 적용 단면과 비교할 때, 유효폭이 줄어드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U리브 적용 단면

은 다음 식과 같은 관계로부터 압축내력(좌굴강도)

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단면제원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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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결과 나타난 탄성좌굴강

도를 위의 식(1)과 비교를 통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3. 유한요소 변수 해석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기 ABAQUS에서 제공하는

S4R5요소를 w3에 따라 12개, L에 대해서는 최소

108개 이상 분할하도록 하여 요소망을 구성하였다.

하중재하 방식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균일한 압축응

력을 양단에서 재하하였으며, 경계조건은 그림 4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네 변 단순지지 조건을 실현하

였다. U리브 크기 및 두께 강성에 따른 탄성좌굴모

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유치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 폐리브보강판 구성 및 하중재하 개요도

[그림 4] 보강판 모델의 경계 조건 

각각 3가지 타입의 U리브 두께를 변화시켜 가면

서 강성변화에 따른 좌굴모드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그림 5에 설명된 바와 같이, 좌굴모

드 변화에 따른 최소 소요강성 개념이 U리브 보강

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5] 보강재 최소 소요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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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결과

본 유한요소 해석 결과, U리브 두께 변화에 따른 좌

굴모드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각각 아래 그림 6과 그림 7과 같다. 여기에서, 그림

6은 국부 판좌굴 모드를 보이고 있으며 이 때, U리

브는 보강된 판의 고정점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7은 U리브가 마치 압축을 받은 기둥부재와

같은 전체적인 좌굴모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

다.

[그림 6] 보강판 모델의 국부좌굴 모드

[그림 7] 보강판 모델의 전체좌굴 모드
이번 연구결과로부터 확인된 U리브 보강판의 좌굴

거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U리브 내 구간에서

도 물결모양 반사인(Half-sine)곡선의 판좌굴 거동을

보이는 점이다. 이러한 거동은 U리브 웨브간격이

클수록 명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판좌굴의 폭이

w1 써 나타남에 따라 U리브 보강판의 길이방향 좌

굴거동을 특징짓는 유효 형상비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고유치 해석 결과로부터 산정된 탄성좌굴강도는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앞서 식 (1)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고유치 해석 결과

TYPE
Fcr

(MPa)

Fcr_theory

(MPa)

Is_design

(x10
6

mm4)

mode

shape

L

791.0 725.8 21.6 RF

838.3 725.8 23.4 PB

849.4 725.8 25.2 PB

859.8 725.8 27.0 PB

869.9 725.8 28.8 PB

928.8 725.8 43.3 PB

954.9 725.8 57.8 PB

954.9 725.8 87.2 PB

M

325.56 305.84 2.1 RF

355.29 305.84 2.3 PB

357.07 305.84 2.6 PB

360.21 305.84 3.2 PB

367.71 305.84 4.2 PB

382.20 305.84 6.4 PB

393.46 305.84 8.5 PB

400.69 305.84 10.6 PB

403.15 305.84 11.7 PB

405.06 305.84 12.8 PB

406.56 305.84 13.8 PB

S

328.4 416.6 2.5 GB

438.6 416.6 4.1 GB

506.6 416.6 5.8 GB

526.6 416.6 6.6 PB

533.1 416.6 7.5 PB

537.6 416.6 8.3 PB

554.8 416.6 15.1 PB

556.5 416.6 16.8 PB

558.6 416.6 20.3 PB

[그림 8] 강성에 따른 좌굴강도 변화 (L-Type, t=8mm)

[그림 9] 강성에 따른 좌굴강도 변화 (M-Type, t=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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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강성에 따른 좌굴강도 변화 (S-Type, t=8mm)

위의 그림 8∼10은 각 해석 경우에 대한 U리브의

단면 강성에 따른 탄성 좌굴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다. 이 때 U리브의 단면강성은 보강판의 상부 면에

나란한 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로써, 개단면 리브

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려하기 위해 1/2 단면으로 분

할하여 고려하였다. 전체좌굴 거동은 비교적 낮은

고유치 즉 작은 압축내력 상태에서 발생하며, 리브

사이에서의 국부 판좌굴 모드는 보다 강한 압축내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강재의 강성에 따라 전

체좌굴 거동 또는 국부판좌굴 거동이 상대적으로 더

지배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

해, U리브의 각 웨브가 판의 고정점을 형성할 수 있

는 수준의 강성 확보 여부가 두 가지 좌굴모드의 발

생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설계 변수가 되는 것이

파악되었다.

5. 소결

본 연구를 통해 U리브의 크기 및 강성에 따른 좌

굴모드의 변화 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U리브 보강

판의 탄성좌굴강도 이론값과 해석적 결과에 대해서

도 비교 검토하였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보다 다양

한 해석모델에 대해 수행된다면 보강판의 제원 및

재료 특성에 따른 U리브 최적 단면크기 및 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귀식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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