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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에서 제어장비로 사용되는 

전기캐비닛의 경우, 캐비닛 내 전기부품의 내진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산업분야에서는 이 전기부품들의 내진검증을 위해, IEEE 

Std 344-2004 [1]를 기반으로 제정된 KEPIC END-2000 (2007) [2]을 적

용하고 있다.

캐비닛 전기부품의 내진검증을 위해서는 캐비닛내부응답스펙트럼(In- 

Cabinet Response Spectrum, ICRS)이 필요하다. 이것을 생성하기 위해

서 Gupta et al. (1999) [3]은 Ritz방법을 적용하였다. 캐비닛을 Ritz방법

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캐비닛의 전도(Rocking)거동, 주 프레임의 휨 거

동, 측면 철판(steel plate)의 국부변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캐비닛의 전도거동을 표현하기 위한 전도강성의 계산방법을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 예제로 사용된 캐비닛의 하부에는 장착프레임과 앵커로 캐

비닛과 기초를 고정해 준다. 이 장착프레임에 휨변형이 발생하면 캐비닛에 

전도거동이 발생한다. 이때 장착프레임의 앵커연결부에는 국부변형이 발

생하고, 이러한 국부변형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강성표현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한 등가수직스프링

( )을 부착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3절에서 정리한다. 이 등가

수직스프링이 부착된 장착프레임을 부정정구조로 간주하여 장착프레임의 

휨거동을 고려해서 전도강성( )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4절에서 정리한

다. 이 전도강성( )을 Rits방법에 적용하면 캐비닛 하단부의 경계조건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고 이를 고려한 ICRS를 구할 수 있다 [4].

2. 예제 캐비닛 제원

캐비닛의 전도강성( )을 계산하기 위한 예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캐비닛의 장착프레임을 고려한다. Fig. 1은 캐비닛 패널과 이를 지

지하는 지지프레임를 나타내며, 지지프레임 하부에는 장착프레임이 콘크

리트 바닥 면과 앵커로 연결되어 있다. 캐비닛의 장변 방향 밑면 수평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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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회전이 주로 발생한다. 장착프레임은 50 × 50 mm 사각형 강관이

고,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5]에 따라 3가지 두께(1.6, 2.3, 3.2 

mm)를 표준으로 하며, 이들을 예제로 사용한다.

Fig. 2는 장착프레임에서 앵커의 위치를 나타낸다. 앵커는 A (좌), C (중

앙), B (우)점 3곳에 위치해 있고 앵커와 앵커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다. 


은 캐비닛의 폭, 은 좌측 앵커(A)부터 캐비닛 우측 끝(D)까지 길

이, 

는 좌측 앵커(A)에서부터 우측 앵커(B)까지의 거리이다. 이러한 제

원들은 장착프레임의 전도강성( )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3. 앵커연결부 국부변형의 등가수직강성

3.1 장착프레임 유한요소해석

수평지진하중에 의해 캐비닛이 전도거동을 하게 되면 장착프레임의 한

쪽에 들림현상이 생기며 이를 바닥판과 연결된 앵커가 지지하게 된다. 앵커

의 지지력이 앵커볼트 머리부분과 맞닿아 있는 장착프레임에 전달됨으로 

인해 장착프레임에 국부변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착프레임의 국부변형 

효과를 모사하기 위해서 Fig. 3과 같이 장착프레임의 앵커위치에 집중하중

을 가하여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캐비닛의 사각형 강관 장착프레임을 쉘(Shell) 요소로 

Fig. 3과 같이 모델링하고 유한요소해석으로 변위를 계산한다. 여기서, 탄

성계수 는 210 GPa, 포아송비 는 0.3으로 가정했다. 앵커 위치에 1,000 

N의 집중하중 를 가했을 때의 최대변위를 라 하면 각 단면에서 계산된 

최대변위는 (a) 50 × 50 × 1.6 t 경우 0.3600 mm, (b) 50 × 50 × 2.3 t의 경

우 0.1217 mm, (c) 50 × 50 × 3.2 t의 경우 0.0455 mm이다. 이 최대변위들

을 식 (1)에 대입하여 앵커연결부 국부변형에 대한 등가수직강성 를 계산

할 수 있고, 단면두께 에 따른 등가수직강성 의 변화를 Fig. 4에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1)

두께 가 증가하면 등가수직강성도 증가하지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Fig. 3에서 장착프레임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상부판

의 휨강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측면 지지판이 상부판의 회전을 구속하는 

효과가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국부변형이 줄어들게 되어, 국부변형에 대

한 강성이 더욱 증가되기 때문이다.

3.2 등가회전스프링으로 지지된 상부판 해석

Fig. 5는 Fig. 3에서 하중 가 가해지는 부분의 변형형상 횡단면이다. 

Fig. 1. Panel, structural frames and mounting frames in cabinet

Fig. 2. Location of anchors in a mounting frame

Fig. 3. Shell analysis model for a mounting frame with a anchor

Fig. 4. Variation of the equivalent vertical stiffness   over the 

section thickness  of mounting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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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프레임 쉘 해석 모델에 하중이 가해지면 Fig. 5의 상부판 외에 측면에

도 변형이 발생한다. 이 측면 변형 효과를 상부판 국부변형 효과와 분리시켜 

고려할 수 있도록, 양쪽 측면 지지판과 회전강성이 같은 등가회전스프링

( )을 구하여 상부판의 모서리에 경계조건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Fig. 6의 

우측 그림과 같이 지지된 상부판 해석 모델(이하 “상부판+등가회전스프

링”, “Top plate + equivalent rotational spring”)을 해석하면 Fig. 6의 좌

측 그림과 같은 장착프레임에 대한 쉘(Shell) 해석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상부판+등가회전스프링” 모델이 장착프레임 Shell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적절한 등가회전스프링계수( )를 구하는 식을 

제시하고, 장착프레임 Shell 모델과 “상부판+등가회전스프링”의 유한요

소해석결과를 비교한다. 등가회전스프링계수( )를 구하기 위해서 장착프

레임의 종방향으로 임의의 폭 만큼(Fig. 7의 좌측 그림)을 2차원상 등가

의 프레임구조물로 취급(Fig. 7의 우측 그림)하여 해석한다. shell 모델에

서 고려한 푸아송 효과는 이 프레임구조에서 고려하지 못하지만 강재 프레

임에서 그 영향은 충분히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

등가프레임(Fig. 7의 우측)의 D점과 C점에 모멘트()를 가하고 이를 

강성법으로 등가회전스프링계수( )를 계산한다. 이때 각 부재의 축방향 

변위는 무시한다. Fig. 7에서 t는 등가프레임의 두께, 는 한 변의 길이, 는 

폭, 그리고 는 탄성계수다. 등가프레임의 단면2차모멘트()는 식 (2)와 같

이 계산한다. 식 (3)은 등가프레임의 강성행렬식이다. 식 (3)의 행렬식에서 

C점(또는 D점)의 회전각을 계산하는 공식을 따로 분리하면 식 (4)와 같고, 

식 (4)를 에 대해 정리하면 식 (5)가 되며, 여기서 등가회전스프링계수

( )를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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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 (6)으로 구한 등가회전스프링계수( )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면의 크

기와 두께가 같은 장착프레임 Shell 모델에서 를 구하고, 이를 등가프레

임의 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식 (6)은 푸아송 효과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

에 유한요소해석 Shell 모델에서도 푸아송 효과를 무시하고 해석한다.

 




(7)

Fig. 8 좌측 개념도처럼 장착프레임 Shell 모델의 양쪽 상단 모서리에 

=200 Nmm/mm의 등분포모멘트를 가하고, Fig. 8 우측의 회전각()을 계

산한다. 식 (7)에 구한 회전각(


)를 대입하면 장착프레임 Shell 모델의 등

가회전스프링계수( )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식 (6)에서 구한 등가회전스프

링계수( )와 두께()에 따라서 비교하고, 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여

기서 =50 mm, =5 mm, =210 GPa이다. Table 1에서 장착프레임 

shell 모델과 등가프레임 모델의 해석에서 구한 의 오차가 거의 0%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식 (6)이 적절히 유도되었음 확인할 수 있다.

식 (6)으로 구한 등가회전스프링계수( )를 사용하여 Fig. 6 우측 그림

Fig. 5. Deformation of the mounting frame in cross-section view at 

the anchor 

Fig. 6. Shell model(left) and “Top plate + equivalent rotational 

spring”(right) for the mounting frame 

Fig. 7. Part of mounting frame having a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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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상부판+등가회전스프링” 모델을 만들어 앵커연결부의 국부수직

강성을 구할 수 있다. 이를 Fig. 6 좌측 그림과 같은 장착프레임 shell 모델

의 해석으로 구한 국부수직강성과 비교한다. 각각의 해석 결과와 식 (1)을 

이용하여 국부수직강성계수( )를 구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에서 이들 사이의 오차가 4% 내외로 충분히 작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레임 두께가 얇을수록 이 오차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부판+등가회전스프링”모델에서는 장착프레임의 횜변형만을 고려하

여 둥가회전스프링을 계산하였고, 쉘요소의 두께가 얇을수록 휨변형이 지

배하는 거동을 보이므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Fig. 9는 =3.2 mm일 때 

장착프레임 shell 모델과 “상부판+등가회전스프링” 모델의 집중하중 작용

점부터 상부판 모서리까지의 변위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그 변형형상도 매

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앵커연결부 국부변형 등가수직스프링

계수( )를 “상부판+등가회전스프링” 모델로 해석한다면 장착프레임 

shell 모델 해석과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상

부판+등가회전스프링” 모델에서 상부판의 처짐을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할 수 있다면 유한요소해석 없이 등가수직스프링계수( )를 수계

산할 수 있다.

4. 장착프레임 전도강성

Yang et al. (2002) [6]은 캐비닛이 전도될 때 바닥판(Base plate)과 앵

커연결부의 국부변형을 Fig. 10과 같이 고려했다. Fig. 10처럼 Fig. 1의 캐

비닛도 전도될 때 앵커연결부에서 국부변형이 발생한다. 그러나 Yang et 

al. (2002)의 예제에서 사용된 캐비닛의 장착프레임은 Fig. 11처럼 삼각플

레이트에 볼트가 연결되어 바닥과 고정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Fig. 1의 캐

비닛에서는 사각형 강관 단면의 장착프레임에 여러 개의 앵커가 직접 연결

되어있어서 전도강성( )을 계산할 때, 장착프레임과 앵커의 수량을 고려

해서 해야 한다.

Fig. 10. Deflected shape for base plate uplifting in cabinet [6]

Fig. 11. Structural details of mounting arrangement in cabinet PROT 

IV [6]

Fig. 8. Shell analysis of the mounting frame under the uniform moment 

M (left) and its deformed angle 


 at the top corner (right)

Table 1. Equivalent rotational spring coefficient   in Fig. 6 with 

width =5 mm

Frame 

thickness

 (mm)

Shell analysis Equivalent 

frame analysis

 (N·mm)

Difference

(%)

 (rad)  (N·mm)

3.2 0.00066 304878 305634 +0.2

2.3 0.00176 113379 113484 +0.1

1.6 0.00524 38197 38204 +0.0

Table 2. Equivalent vertical spring coefficient   with respect to the 

thickness 

Frame 

thickness

 (mm)

Shell analysis

 (N/mm)

“Top plate + equivalent 

rotational spring”

 (N/mm)

Difference

(%)

3.2 21988 23042 +4.8

2.3 8220 8555 +4.1

1.6 2778 2880 +3.7

Fig. 9. Vertical deformation of the top plate in mounting frame from 

the center to the end along the transverse direction for the 

shell analysis and “Top plate + equivalent rotational spring” 

when =3.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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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차 부정정 구조

Fig. 12과 같이 장착프레임의 중앙 앵커 부근까지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

우, 장착프레임은 중앙 앵커부(C)에 고정단이 있는 1차 부정정보처럼 거동

할 것이다.

Fig. 13에서와 같이 중앙앵커부인 C지점을 고정단이라 가정하고, B점

에 앵커연결부 등가수직스프링계수( )를 갖는 스프링을 연결하여 1차 부

정정보처럼 해석할 수 있다. 1차 부정정보를 변위일치법으로 풀면, 임의의 

하중 가 D점에 작용할 때 D점의 변위 

는 식 (8)과 같다. D점의 등가수

직강성을 라 할 때, 하중(), 변위(


), 그리고 D점의 등가수직강성

()의 관계는 식 (9)와 같다. 식 (9)를 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10)과 

같다. 이를 앵커연결부 국부수직강성 와 구분하기 위하여 대문자를 사용

하여 표기하였다. 식 (8)을 식 (10)에 대입하면 식 (11)과 같이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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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ig. 2와 같이 캐비닛의 폭을 
이라고 하면, 캐비닛의 전도각()이 

작은 경우 전도모멘트()는 식 (12), (13), (14)로 정리할 수 있다.

 







(12)



 

 (13)

 
 (14)

식 (10), (12), (13)을 식 (1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15)가 유도된다. 

이를 캐비닛의 전도강성( )에 대해 정리하면 식 (16)과 같다.

  


  
 

   
 

  
 

(15)


 


(16)

4.2 2차 부정정 구조

Fig. 14과 같이 캐비닛의 한쪽 단만 일부 압축을 받으며 전도거동이 발

생하는 경우, B점과 C점의앵커연결부에 등가수직스프링계수( )를 갖는 

스프링을 연결한다면 장착프레임을 Fig. 15에서처럼 A지점에 고정단이 있

는 2차 부정정 구조물로 취급할 수 있다.

Fig. 15에서 B, C점에 앵커연결부 등가수직스프링( )을 갖는 스프링

을 연결하였다. D점에 임의의 하중()을 위쪽 방향으로 가하면 프레임은 

Fig. 15에 표시된 점선처럼 거동한다. 이때 C점의 수직변위 


, B점의 수

직변위 


, D점의 수직변위 

가 발생한다. 이 수직변위들에 의해서 C점

의 스프링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만큼의 복원력이 생기고, B점의 스

Fig. 12. Deformation shape of the mounting frame when compression 

is applied at anchors A & C

Fig. 13. The first-degree indeterminate beam fixed at C equivalent 

to the mounting frame in Fig. 12

Fig. 14. Deformation shape of the mounting frame when compression 

is only applied at anchor A

Fig. 15. The second-degree indeterminate beam fixed at A equivalent 

to the mounting frame in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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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은 
만큼의 복원력이 생긴다. 이 두 스프링의 축력을 부정정력으

로 취급하여 변위일치법을 적용하면 식 (20)의 

를 구할 수 있다. 식 (20)

의 은 식 (17), 는 식 (18), 는 식 (19)로 구한다.








(17)





 







× 
























(18)





 






× 
























(19)



 ×


 (20)

D점의 등가수직강성은 식 (10)과 같고, 식 (20)을 식 (10)에 대입하여 식 

(21)과 같이 를 구할 수 있다.


 




  (21)

식 (21)로 구한 D점의 등가 수직강성()을 식 (16)에 대입하여 캐비

닛의 전도강성( )을 구할 수 있다.

4.3 Shell 해석

3개의 앵커가 연결된 Fig. 2의 장착프레임에 대해 Fig. 16와 같이 Shell 

요소로 구성된 모델을 만든다. 여기서, 상부판의 3개 앵커연결부 위치는 수

직과 수평방향으로 고정하였고, 단부 E의 아랫부분은 수직방향으로 고정

하였다. 

장착프레임 Shell 모델의 두께()는 각각 3.2 mm, 2.3 mm와 1.6 mm로 

하고, 장착프레임 길이(
 )는 500 mm, 550 mm, ⋯, 1150 mm로 하

여 매개변수분석 한다. Fig. 16의 단부 D의 절점들에  하중(=1000 N)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단부 D의 각 절점들의 평균변위를 

로 정한다. 이를 

식 (10), (16)에 대입하여 전도강성( )을 계산한다. Shell 모델은 E점을 

제외한 하부 요소들이 바닥면과 맞닿아있지 않아서 일부 해석에서 음의 변

위가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음의 변위는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

에 이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장착프레임의 거동을 충분히 유사하게 표

현할 수 있다.

Shell 해석 시 장착프레임의 전도강성( )과 앵커위치에서 발생하는 국

부변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계산한 등가수직스프링계수

( )가 적절한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장착프레임에 휨이 발생하면, 각 앵커

위치(A, C, B)의 국부변형이 발생한다. Fig. 17는 장착프레임의 Shell 해석 

결과의 예시이며, B점의 경우 국부변형이 발생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4.4 등가전도강성 비교

4.1절(1차부정정)과 4.2절(2차부정정)의 해석에 Table 2의 값을 입력

하여 계산한 전도강성( )와 4.3절(Shell 해석)에서 구한 결과를 비교한다. 

여기서, 1, 2차 부정정 해석에 장착프레임 Shell 모델(3.1절)의 해석으로 구

한 를 사용한다. Fig. 18, Fig. 19과 Fig. 20는 장착프레임의 두께()가 각

각 3.2 mm, 2.3 mm와 1.6 mm일 때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 전도강성

을 비교한 그래프들이다. 여기서, 1, 2차 부정정 해석에 “상부판+등가회전

스프링” 모델(3.2절) 해석으로 구한 를 사용하여 전도강성( )을 구하

였다. 판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1차 부정정과 2차 부정정의 차이가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두 모델의 변형형상이 

비슷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그림에서, 2차부정정 구조해석으로 구한 전도강성( )이 장착프

레임 길이(
 )나 두께()에 상관없이 장착프레임 Shell 해석으로 구한 

전도강성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반면에, 1차부정정 구조해석으

로 구한 전도강성( )는 장착프레임 길이(
 )가 짧을수록, 두께()가 

얇을수록 장착프레임 Shell 해석으로 구한 전도강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다시 말하면, 장착프레임의 거동을 1차부정정보다는 2차부정정 구조로 

취급하여 전도강성을 계산하는 것이 장착프레임 길이와 두께에 관계 없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Fig. 16. Shell analysis model with the hinge supports A, B and C 

and the roller support E under the uplift force P at D

Fig. 17. Vertical deformation of the mounting frame calculated by 

shell analysis. Significant local deformation occurs at 

anchor conn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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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앵커연결부 등가수직스프링계수 검토

앞 절에서 장착프레임의 전도강성을 구하기 위해 3.2절의 “상부판+등

가회전스프링” 모델에서 구한 국부변형 등가수직강성( )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사용된 국부변형 등가수직강성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4.3절의 Shell해석에서 Fig. 14의 A, C, B점의 국부변형 수직강성

( )을 구하여 비교한다. Shell해석에서 힌지가 위치한 단면 상부 모서리부

분과 힌지점의 상대변위()와 힌지의 수직반력()을 식 (1)에 대입하여 

를 구할 수 있다.

A, B, C점의 등가수직스프링계수를 각각 A점은  , C점은  , B점

은 라 하고, 장착프레임의 두께()와 길이(
 )에 대해 Table 2의 

“상부판+등가회전스프링” 모델 결과와 비교한다. Table 3은 =3.2 mm의 

 ,  , 를 
에 대해서 정리했다. 

Table 3의  ,  , 가 Table 2의 “상부판+등가회전스프링” 모

델의 =3.2 mm일 때 =23,042 N/mm와 대부분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2.3 mm와 =1.6 mm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

다. Table 3에서 
이 500 mm인 경우의 와 800 mm인 경우의 

에서는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Table 3의 결과

는 1, 2차 부정정 해석에 사용된 가 대체로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3. Difference between   at A, B, and C calculated by shell 

analysis and =23042 N/mm by “Top plate + equivalent 

rotational spring” for =3.2 mm




(mm)



(N/mm)

Difference

(%)



(N/mm)

Difference

(%)



(N/mm)

Difference

(%)

500 19854 -13.83 21966 -4.7 22129 -4.0

550 23016 -0.1 21953 -4.7 22128 -4.0

600 22823 -1.0 21899 -5.0 22129 -4.0

650 22622 -1.8 21813 -5.3 22132 -4.0

700 22636 -1.8 21620 -6.2 22130 -4.0

750 22545 -2.2 23296 1.1 22131 -4.0

800 22542 -2.2 31361 36.1 22132 -4.0

850 22519 -2.3 21413 -7.1 22144 -3.9

900 22593 -2.0 23043 0.0 22133 -3.9

950 22617 -1.9 22780 -1.1 22138 -3.9

1000 22569 -2.1 22614 -1.9 22137 -3.9

1050 22536 -2.2 22533 -2.2 22138 -3.9

1100 22600 -1.9 22549 -2.1 22139 -3.9

1150 22658 -1.7 22514 -2.3 22137 -3.9

Fig. 21. Vertical deformation of the top plate in mounting frame from 

the center C to the end along the transverse direction for 

the shell analysis when =3.2 mm and 
=750 mm, 

800 mm and 850 mm

Fig. 18. Rocking stiffness   over the length of mounting frame 


  calculated by shell analysis, the first- and the second- 

degree indeterminate beam analyses for =3.2 mm

Fig. 19. Rocking stiffness   over the length of mounting frame 


  calculated by shell analysis, the first- and the second- 

degree indeterminate beam analyses for =2.3 mm

Fig. 20. Rocking stiffness   over the length of mounting frame 


  calculated by shell analysis, the first- and the second- 

degree indeterminate beam analyses for =1.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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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00 mm인 경우의 는 힌지의 상대변위()의 영향 뿐만 아

니라 단부 E의 롤러지지와 앵커 C에 의한 국부변형의 영향이 등가수직스프

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21은 
이 750 mm, 800 mm, 850 mm인 경우 앵커 C의 국부

변형을 앵커위치부터 상부 모서리 끝까지 변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21에서 
이 800 mm인 경우 앵커 C의 국부변형형상은 거의 일어나

지 않았다. 반면, 
이 750 mm인 경우 앵커 C의 국부변형은 아래로 볼

록한 형상이고, 850 mm인 경우 위로 볼록한 형상이다. 
이 800 mm

인 경우 C점의 수직반력이 3.9 N으로 거의 0에 가깝게 계산되며, 다음과 같

은 이유로 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 절에서, 상당한 

앵커수직하중으로 인해 국부변형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등가수직스프링계

수를 계산하였다. 반대로, 앵커수직하중이 크지 않아 국부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가수직스프링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상당히 다른 거동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500 mm인 경우의 와 800 mm인 경우

의 의 오차가 크게 발생했으나, 전도강성( )의 값은 Shell해석과 

“상부판+등가회전스프링” 모델에서 구한 국부변형 등가수직강성( )을 

사용한 2차부정정 구조를 이용해 계산한 값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구조용 정사각형 강관으로 구성된 장착프레임이 캐

비닛의 기초에 앵커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Ritz방법을 이용하여 캐비닛의 

ICRS를생성하는데 필요한 캐비닛 장착프레임의 전도강성을 간편하게 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앵커연결부의 수직 국부 거동을 표현하는 등가수직스프링계수를 좀 더 

단순화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 장착프레임의 상부판 양쪽 모서리부분의 실제 회전강성과 동일한 등

가회전스프링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등가회전스프링으로 지지된 상부판 모델로 국부변형 등가수직스프

링계수를 구하여 검증했다. 

2) 세 개의 앵커로 지지된 장착프레임을 2차부정정 보 구조로 취급하여 전

도강성( )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검증했다. 

- 2차 부정정보 해석이 1차부정정보 해석보다 Shell 해석 결과에 더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장착프레임에 앵커가 더 많이 연결된 경우 장착프레임의 거동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앵커 개수에 따라서 부정정차수를 증가시켜 해석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Ritz방법으로 ICRS를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순화된 방

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향후 필요하다.

1) 본 연구에서는 장착프레임의 단면이 정사각형 강관인 경우에 대해 앵커

연결부의 등가수직스프링계수( )를 계산하기 위한 식을 유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착프레임이 직사각형 강관인 경우에 대해 본 논문에서 

유도한 식을 확장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캐비닛의 전도강성을 구하기 위해서 장착프레임을 고정

단이 있는 부정정구조로 가정했으나, 경우에 따라 장착프레임이 앵커연

결부에서 지지되는 연속보처럼 거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캐비닛이 전도되는 방향과 평행한 장착프레임의 거동을 

고려했지만, 전체 장착프레임의 4변에 배치된 앵커를 모두 고려한 경우

의 전도강성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의 유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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