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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형의 압축플랜지 휨강도 및 좌굴거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lexural Strength and Buckling Behavior of

Compressional Flange for Box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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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판의 탄성좌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이론적·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져 여러 가지 경계조건 및 하중에 대해서 좌굴응력을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현재 플랜지 및 웨브판에 대한 설계기준도 휨에 대한 좌굴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후좌굴강도에 안전율을 적용하여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전개되는 선형좌굴이론에서 뿐만이아니라, 유한처짐을 허용하는 극한강도 설계

개념에 까지 확장되어진다. 또한, 이 개념에 근거한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져 단순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강재에 대한 현 시방규정의

적정성을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세장비의 변화에 따른 강상자형의 극한강도를 결정하는 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the elastic buckling problem of the plate has been studied both experimentally and theoretically, the

buckling loads with various boundary conditions and loads can be easily determined. Currently, flange and web design

specifications are based on the buckling stress and the post-buckling strength and include a safety-factor. Therefore, this

study extended suchresearch to the linear buckling theory with ideal conditions and to the ultimate state with

post-buckling. The current specifications are based on elastic buckling stress; and therefore, further research on the

ultimate behavior of the plate is required. The ultimate strength design concept, which allows finite deflection, is used in

this studyto maximize the post-buckling strength in a steel box. An empirical equation, which provides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steel box due to the change in the slenderness and optimum rigidity, are suggested based on the

experiment results. Moreov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design specifications was analyzed and discussed.

핵 심 용 어 : 상자형, 후좌굴강도, 극한강도, 최적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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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판의 좌굴현상이 확대되어 전체 구조물

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종·횡방향 보강재

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좌굴현상이 국부적인 것으로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보강재에 의해 구분된 패널의 주변이 좌

굴에 대해 단순지지된 구조를 이루어야 하고 이런 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보강재가 소정의 휨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보강재가 단순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강재의 최소상대

휨강성을 최적강성(optimum rigidity)이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전개되는 선형좌

굴이론에서 뿐만이아니라, 탄성좌굴 이후 판의 후좌굴 영향이

고려되는 극한하중 상태에서도 보강재의 최적강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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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고자 한다. 3)

판의 탄성좌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이론과 실험에 의한 연

구가 이루어져 여러 가지 경계조건 및 하중에 대해서 좌굴응력

을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러한 고전적인 판의 좌굴이

론은 초기변형이 전혀 없고 발생되는 처짐은 판의 두께에 비해

아주 작다는 이상적인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조물의 경우 대부분의 판은 초기변형을 가지며, 판의 횡방향

처짐도 강판의 두께에 근접하거나 판의 두께보다 더 크게 발생

한다. 또한, 판의 응력재분배 현상, 플랜지와 웨브의 상호작용

과 보강재의 지지능력으로 인하여 판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하

중은 이론적인 좌굴하중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현재 플랜지 및 웨브판에 대한 설계기준은 휨에 대

한 좌굴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좌굴하중 이후 극한상태에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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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까지 후좌굴강도의 영향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

나, 보다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극한거동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유한변형을 허용하는 극한

강도 설계개념을 도입하여 후좌굴 강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현

추세에 부합하도록 강상자형에 대한 극한거동 실험을 수행하였

다. 이 실험을 토대로 세장비의 변화에 따른 강상자형의 극한강

도를 결정하는 식을 제시하고자 하며, 보강재 사용에 대한 현

시방규정을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강판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강량을 결정하

기 위해서 최적강성을 제시하고 최적강성에 대한 탄성좌굴강도

를 산정하였다. 해석모델에 대해 동일한 경계조건을 부여하고

종방향 보강재의 수와 폭, 보강판의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보강

판의 임계좌굴응력의 변화와 보강재의 절점선(nodal line) 형

성여부로서 보강재의 폭을 결정하고자 한다. 보강재의 절점선

(nodal line)은 좌굴 발생시 판의 좌굴면과 보강재가 공유하

는 절점을 연결한 직선을 의미한다. 또한, 보강 면적비를 달리

하여 보강판이 절점선(nodal line)을 형성한 이후에 탄성좌굴

응력의 변화를 고려하여, 동일한 보강 면적비에 대한 적절한

보강재 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일 단면적의 보강재로

보강하는 경우에 리브의 폭과 수의 변화가 좌굴하중계수와 좌

굴응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된 탄성좌굴응력 및 최적강성에 근거하여 종방향 보강

재를 보강한 모형보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재하실험을 수행하

였다. 상자형 모델의 내부에 격벽을 경계로 중앙 패널부를 두

어 압축플랜지에 종방향 보강재를 부착하였으며, 모델의 지간

을 줄이고 측면패널부의 단면강성을 증가시키므로써 압축플랜

지의 좌굴이 선행되도록 유도하였다. 실제 모형보에 대한 재

하실험을 통해서 하중-처짐 곡선을 얻고 실험에 의한 압축플

랜지의 좌굴하중을 결정하고자 한다. 또한, 탄성좌굴 이후 추

가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에 대한 저항능력을 확인하고 최

종적으로 모형보의 극한하중을 측정하므로써 보강이 이루어진

압축플랜지가 파괴에 도달하는 극한거동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해석결과

와 비교검토 하여, 극한상태에서 축방향 보강재의 최적강성

및 보강판의 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보강판의 강도 및 보강재의 최적강성

2.1 보강판의 탄성좌굴강도

단순지지의 직사각형 강판에 종리브와 횡리브가 보강된 경

우에 횡단면 치수와 강판의 임계응력사이의 관계를 에너지법

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은 보강판의 임계응력을 얻을 수 있

다(Timoshenko 등, 1961; Alexander, 1974; Redd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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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판의 변장비,   

 : 횡방향보강재의 간격

 : 보강된 판의 폭

 : 연단에서 보강재까지의 거리

 : 보강재의 상대휨강성,   

 : 강재의 탄성계수

 : 강재의 프와송비

 : 판의 단위폭당 휨강성,      

 : 판의 면적에 대한 보강면적비,      이다.

2.2 보강판의 극한강도

임계하중에 도달한 판이 파괴되지 않고 좌굴이후에 증가하

는 축하중에 저항할 수 있으므로, 판의 설계에서 이러한 후좌

굴강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하중 하에서 파괴가

일어나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판에 발생하는 실제적인

불균일 응력분포를 고려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므로, 유효

폭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유효폭을 이용하여

판이 지탱하는 극한하중을 표현하면 다음식과 같이 된

다.(Troisky, 1976; Hambly, 1991)

  ⋅⋅                                (2)

․ Fujita & Galambos의 제안식(Galambos, 1998;

Fukumot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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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이다.

․ Von Karman의 제안식(Alexande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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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보강판에 대한 탄성좌굴응력이다.



상자형의 압축플랜지 휨강도 및 좌굴거동에 관한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6호(통권 115호) 2011년 12월 681

․ Winter의 제안식(Alexander, 1974)

  





 






 (5)

2.3 극한거동을 고려한 최적강성

판의 설계는 임계하중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판에 사

용된 보강재는 임계하중 이하에서는 판에 강결되어 전단면이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며, 보강재가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휨강성( )의 최소값을 최적강

성( )이라 한다(Vladmir, 1979; Skaloud, 1977).

보강재의 최적강성 문제에 대한 선형이론을 이용한 접근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보강이 이루어진 플

랜지와 웨브의 실제 거동을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일반적인 강구조물의 플랜지와 웨브는 이상적인 판요소의 단

순화된 모델과 일치하지 않으며, 초기만곡, 편심, 잔류응력 등

과 같은 초기변형을 가지므로 하중재하 초기부터 변형을 일으

키고 대부분의 경우에 변형이 임계하중 근처에서 어떤 갑작스

런 변화도 없이 단조롭게 증가한다. 그리고 플랜지와 웨브의

변형은 판 두께 정도이나 작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판 두

께에 등분포하는 막응력(membrane stress)이 전체 판에 작

용하게 된다(Narayanan, 1983). 판의 좌굴에 대한 선형이

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응력들은 구조물의 거동에 매

우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하중지지력 가 임계하중

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플랜지의 후좌굴 거동 범위에서 보강재의 최적강성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Massonnet(1962)였으며, 실

험을 통해서 보강재가 거더의 붕괴까지 직선을 유지하고 그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 (6)을 만족시켜야 함을 지적했다.

   (6)

여기서,   : 극한거동을 고려한 최적강성

 : 탄성 최적강성(Skaloud 등, 1977)

  


 





 
 : 상·하연의 응력비

 : 변장비, 형상비

 : 보강재 한 개의 단면적비

 : 비례상수를 나타낸다.

2.4 현 시방서의 보강재 관련규정

2.4.1 도로교 설계기준(2007)

보강재의 단면 2차모멘트는, 보강재가 한쪽에만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강되는 판의 보강재 쪽 표면에 대해서 구하

고 양쪽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강되는 판의 중립면

에 대해서 구한다. 종방향 보강재 한 개의 단면 2차모멘트 및

단면적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 

 


 (7)

  ≧ 

 
(8)

여기서,

 : 보강된 판의 두께(cm)

 : 보강된 판의 폭(cm)

 : 종방향 보강재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패널의 수


 : 종방향 보강재의 소요강비

이고, 종방향 보강재의 소요강비 
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 이면서 횡방향 보강재 한 개의 단면 2차모멘트

 가 식 (10)을 만족하는 경우


  

 


  

  
 ≧  

   

 
    (9)

 ≧ 
  

 


 (10)

2) 횡방향 보강재가 없거나 1)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11)

여기서,

 : 보강판의 형상비,   

 : 한계 형상비,    

 : 횡방향 보강재의 간격(cm)

 : 종방향 보강재 1개의 단면적 비,      

  : 사용된 종방향 보강재의 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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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강된 판의 두께(cm),   (SS400)

 : 응력구배계수이다.

2.4.2 도로교표준시방서 부록(1996, 하중·저항계수 설

계법), AASHTO LRFD (1994)

보강재가 부착된 플랜지 표면에 관한 각 보강재의 단면2차

모멘트  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12)

  , n=1일때

  , n=2, 3, 4, 5, 일때

여기서

n : 등간격인 수평 보강재의 수

w : 수평 보강재간의 압축플랜지 폭과 복부로부터

가장 가까운 종방향보강재까지의 거리 중 큰 값

t : 압축플랜지의 두께(mm)

  
 



≦ , n=1일 경우

  

 


≦  n=2, 3, 4, 5일 경우

이고, 는 좌굴계수로서 위의 식에 규정된 값으로 하며,  는

단부를 기준으로한 종방향 보강재의 단면 2차모멘트이다.

3. 보강판의 강도 및 보강재의 최적강성 산정

  

3.1 탄성좌굴강도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그램은 유한요소 범용해석 프

로그램인 MIDAS/CIVIL을 사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는 해석모델의 요소의 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정

해를 알고 있는 모델에 대하여 유한요소의 수의 변화에 따른

해석값의 수렴도를 파악한다.

사용된 강재의 탄성계수는 E=210 GPa이며, 프와송비는

=0.3, 강판의 두께는 t=3.2 mm로 실험모형보의 중간패

널과 동일한 강재를 사용하였다. 단순지지된 직사각형 강판의

좌굴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탄성좌굴응력공식에 의한 좌굴응

력  38.41 MPa과 비교하여 요소의 수가 20×20일때,

해석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값과의 차이가 약 0.2% 정도로 나

타나고 있고, 직선요소로 곡선형태의 좌굴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 유한요소망의 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1은 단순지지된 강판에 보강되는 리브의 폭과 리브의

개수를 변화시켜서 얻어지는 좌굴응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서 리브의 개수에 따라 보강재의 폭이 한계값을 초과하게

되면 좌굴응력이 증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

계값은 그림 2와 같이 종방향 보강재가 보강된 판에 대한 좌

굴해석에서 보강판의 좌굴후에도 보강재는 절점선(nodal

line)을 형성하여 단순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리브

의 폭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종방향 보강재 한 개를 보강판의

중앙에 배치했을 경우에 리브의 폭이 22.5 mm에 달하면 좌

굴응력이 거의 일정한 값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종방향

보강재 두 개 및 세 개를 등간격으로 배치했을 경우에도 리브

의 폭이 각각 27.5mm, 32.5mm에 도달하면 좌굴응력의 증

가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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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브의 폭의 변화에 따른 보강판의 좌굴응력

그림 2는 단순지지된 강판에 리브의 폭이 27.5 mm인 보강

재를 등간격으로 보강한 경우에 좌굴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서브 패널 내에서 3개의 반파장으로 좌굴이 일어나고

있으며, 좌굴이 발생한 후에도 보강판의 좌굴면과 보강재의

절점선(nodal line)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보강재의 수를 달리하여 보강 면적비 (보강재의

단면적/보강판의 단면적)의 변화에 따른 임계좌굴응력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보강판의 좌굴양상

보강판의 단면적에 비해 보강되는 리브의 단면적이 작은 경

우에는 보강재를 중앙에 한 개를 보강하는 것이 동일 보강 면

적비를 가지는 두 개 이상의 보강재를 등간격으로 보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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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임계좌굴응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

와 같이 보강재가 단순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의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보다 보강 면적비가 약 0.08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동일 보강 면적비로 두 개 이상의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이 좌굴응력 산정시 유리하다. 또한, 보강 면적비

가 큰 경우에 임계좌굴응력의 증가가 둔화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보강 면적비가 한계값(보강재가 단순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강재의 폭에 대한 보강 면적비)을

초과할 때, 상대휨강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하중지지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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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강면적비 의 변화에 따른 보강판의 좌굴응력

  

그림 4는 450×450 mm 크기의 단순지지된 강판의 두께를

1∼10 mm까지 변화시키는 경우와 3.2×30 mm (t×b) 크기

의 리브를 등간격으로 보강한 경우를 고려하여 임계좌굴응력

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강재가 없는 판의 경우에는

두께의 증가에 따라 좌굴응력이 그림 4와 같은 증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일한 크기의 리브가 보강된 판의 경우에

는 보강재 두께 정도의 판두께(t=3.2 mm)를 가질 때까지

큰 응력증가를 보이다가 보강판의 두께가 더 증가하게 되면

응력의 증가양상이 둔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리브가 두 개

이상 등간격으로 보강되는 경우에는 보강판의 두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계좌굴응력이 감소하는 보강판의 두께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보강판의 두께증가로 인한 좌굴응력의 증가와 보강량

의 증가로 인한 좌굴응력의 증가를 비교해보면, 보강재가 좌

굴응력에 미치는 효과정도를 알 수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강판의

두께를 4.0 mm에서 5.0 mm로 증가시키므로써 얻을 수 있

는 좌굴응력증가량과 강재량의 증가는 약 56%, 25% 정도이

나, 4.0 mm 두께의 보강판에 3.2×30 mm(t×b) 크기의 종

방향 보강재 한 개를 중앙에 배치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좌굴

응력증가량과 강재량의 증가는 약 315% , 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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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리브의 수 및 보강판 두께 변화에 따른 좌굴응력

4. 모형실험 및 비교고찰

4.1 실험개요

모형보와 구형 평판에 대한 좌굴 해석결과 압축플랜지에 좌

굴이 발생할 때, 절점선(nodal line)을 형성할 수 있는 단순

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리브를 보강하여 제작한 모형

보에 대한 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사진 1은 장치 및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변형률 및 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모든

실험장치와 모형보가 설치된 장면이다.

 

그림 5. 실험장치 및 모형보

모형보는 보강재가 없는 경우, 1개 또는 2개의 종방향 보강

재가 보강된 경우, 동일 개수의 리브 보강시 압축플랜지에 대

한 리브의 상대 휨강성을 달리한 경우를 각각 고려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전개되는 선형좌굴이

론에서 뿐만이 아니라, 탄성좌굴 이후 판의 후좌굴 영향이 고

려되는 실제 극한하중 상태의 거동에서도 강성보강재의 유형

에 부합하는 보강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탄성좌굴 이후에 가해지는 추가하중으로 인해 모형보가 극

한상태에 도달한 경우에 모형보의 거동특성을 고찰하고자한

다. 종방향 보강재가 보강되지 않은 경우와 종방향 보강재의

강성을 달리한 모형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므로써 보강판의

거동 특성에 미치는 보강재의 영향을 분석하고 재하하중과 변

위와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 실험 모델의 탄성좌굴강도와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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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상부플랜지의

두께를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므로써 판의 두께 변화가 탄성

좌굴 범위를 넘어서 나타나는 후좌굴강도에 미치는 영향정도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2 모형보의 제원

실험모형보의 제작에 사용된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인

SS400이고 모형보의 각 플랜지와 웨브 그리고 보강리브는

용접이음을 하였다. 인장 시험으로부터 강재의 탄성계수

E=210 GPa, 포와송비 =0.3, 항복강도  300 MPa

의 결과를 실측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순수 휨을 받는 축방향으로 보강된 거더의

극한거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중앙격벽을 중심으로 세

개의 패널을 두었으며, 중앙 패널에서의 파괴를 유도하기 위

해서 양 측면 패널에 있는 판의 두께를 9.0 m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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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자형 모형보(mm)

450 × 450mm 보강판과 같은 조건을 갖는 강상자형의 압

축플랜지 탄성좌굴 및 극한거동을 실측하기 위하여 플랜지와

웨브의 두께를 3.2mm, 4.2m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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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자형의 중앙패널부 단면(mm)

판두께가 다른 압축플랜지의 용접시 발생할 수 있는 용접

열응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맞대기 홈용접을 실시

하였다. 하부플랜지에 개구부를 두어 격벽과 상부플랜지, 웨

브와 상부플랜지의 용접이 안쪽면에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압축플랜지의 중앙하부에 대한 변위 측정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하중은 중앙격벽 상단에 등분포 하중을 재하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재하시스템의 용량 내에서 모형보가 파

괴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면외변형을 수반하지 않도록 재하판

을 설계․제작하였다.

4.3 변위 및 축방향 응력측정

4.3.1 상부플랜지의 좌굴양상

각 모형보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 상부플랜지의 중앙 패널부

에 대한 좌굴양상은 사진 2와 같다. 사진에 표시된 점선은 보

강재의 위치를 나타낸다.

  

  (a) B01-R0 (b) B02-R1-3.0

  

(c) B03-R1-3.5 (d) B04-R1-4.0

(e) B05-R2-3.0

그림 8. 상부플랜지의 중앙패널부 좌굴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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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가 없는 모형보 B01-R0의 경우 두 개의 반파장으로

좌굴이 일어나고 있으며, 극한상태에서 웨브에서도 큰 변형을

유발하는 좌굴이 동반되어 전체적인 보의 파괴로 나타났다.

한 개의 종방향 보강재가 보강된 보의 경우는 보강재를 기

준으로 거의 대칭적인 변형 형태를 띠며, 3개의 반파장을 그

리면서 좌굴이 발생하고 있다. 종방향 보강재가 등간격으로

두 개가 배치된 보 B05-R2-3.0의 경우는 일정한 형태의 좌

굴양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압축플랜지 자체의 좌굴에 의

한 변형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보강재와 보강재 사이, 보강

재와 웨브 사이의 일부 구간에서만 국부적으로 좌굴이 발생

하였다.

하중 재하로 인해 발생하는 면외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

앙패널부의 상부플랜지 하단에 설치하였으며, 그림 9는 재하

시험결과로 얻어진 각 보의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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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2-R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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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03-R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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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04-R1-4.0

0

100

200

300

400

500

0 5 10 15 20 25 30 35

Deflection  of   upper  flange(mm)

Lo
ad

(k
N

)

DT1
DT2

(e) B05-R2-3.0

그림 9. 모형보의 하중-변위 곡선

4.3.2 보 B01-R0

또한, 초기변형으로 인해 보강재 반대방향인 상향으로 초기

변형의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 재하하중에 의한 휨 압축응력

의 영향이 중복되면서 변위계에서 측정된 변위는 하중증가에

따라 면외변형이 진행되지 않는 구간을 가지다가 300kN 이

상의 하중이 재하되면서 두 개의 반파장을 가지는 좌굴로 이

어지고 있다. 하중-변위 관계곡선에서 보면 다른 보에 비해서

변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는 휨에 의한 보 전체의 처짐이 아니라 압축플랜지에서

좌굴로 인한 면외변형이 처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

미하고, 극한상태에서 압축플랜지와 웨브의 좌굴로 인한 면외

변형이 증가하여 종국에는 하중증가 없이 완전소성상태의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강재가 없는 그림 10의 경우는 낮은 하중(약 60 kN) 하

에서 전 폭에 걸쳐서 일정한 응력분포 양상을 나타냈다. 약

100kN의 하중 재하시 상부플랜지의 중앙에서 인장응력이 발

생하고 상부플랜지와 웨브의 접합부 근처 플랜지에서 큰 압축

응력이 발생하였다. 이후에 접합부 근처에서 항복하기 시작하

였으며, 중앙 단면에서도 항복하기 시작하면서 상부플랜지의

좌굴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극한하중 369 kN에 도달했

을 때, 거의 전 단면이 항복하여 파괴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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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상부플랜지의 축방향응력(B01-R0)

4.3.3 보 B02-R1-3.0, B03-R1-3.5, B04-R1-4.0

압축플랜지의 중앙에 한 개의 종방향 보강재가 보강된 보

B02-R1-3.0, B03-R1-3.5, B04-R1-4.0의 경우는 유사한

좌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강재를 기준으로 거의 대칭적인

변형 형태를 띠며, 3개의 반파장을 그리면서 좌굴이 발생하고

있다. 두께가 3.2mm이고 폭이 40mm인 보 B04-R1-4.0는

압축플랜지에 대한 보강 면적비가 = 0.0889로서 보강재 1

개가 보강된 다른 보에 비해서 극한 하중 하에서도 대체적으

로 직선을 유지하면서 절점선(nodal line)을 형성하고 있다.

한 개의 종방향 보강재가 보강된 보 B02-R1-3.0의 경우는

보강재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높은 하중 하에서 비교적 균일

한 응력분포를 보이다가 보강재와 웨브 사이의 패널부에서 항

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보강재를 기준으로 반대편 패

널부에서는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압축플랜지에 종방향 리브가 보강된 보 B02-R1-3.0의 경

우 극한강도가 411kN로 측정되었다. 보강재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중재하초기부터 변형이 진행되어 극한하중 하에

서 변형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양상으로, 보강이 이루어진 두

개의 보가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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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상부플랜지의 축방향응력(B02-R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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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상부플랜지의 축방향응력(B03-R1-3.5)

한 개의 종방향 보강재를 패널의 중심선을 따라 배치한 보

B02-R1-3.0와 달리압축플랜지 및 보강재의 판 두께를 3.2mm

로 하여 보강재의 폭을 각각 3.5mm, 4.0mm로 모형보

(B03-R1-3.5, B04-R1-4.0)를 제작하여, 판 두께의 변화 및

보강재 폭의 변화에 따른 보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보

B03-R1-3.5, B04-R1-4.0의 경우 극한강도가 각각 341.4kN,

354kN로 측정되어, 보강재 없이 압축플랜지의 두께를 4.2mm

로 한 보 B01-R0에서 측정된 극한강도와 유사한 값이다. 이

는 종방향 보강재가 압축플랜지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의미한다. 보강재가 없는 경우 중앙패널의 강재량이 907.2cm3

인데 비해서 한 개의 보강재가 보강된 B03-R1-3.5,

B04-R1-4.0의 경우 강재량이 각각 698.4cm3, 705.6cm3

(B01-R0의 77.0%, 77.8%)로 산정되어 강재량의 절약 면

에서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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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상부플랜지의 축방향응력(B04-R1-4.0)

상부플랜지의 두께 및 보강재의 두께와 폭을 달리한 보

B03-R1-3.5, B04-R1-4.0의 경우는 그림 12, 13에 나타난

것처럼 유사한 형태의 응력분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웨브

와 보강재사이의 패널부에서 항복응력에 도달하는 큰 인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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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나타내고 있고, 보강재를 기준으로 반대편 패널부에서

대부분 항복응력에 도달하는 압축응력이 발생하여 종국에는

파단에 이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 B03-R1-3.5의 경우는 재하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부 좌

굴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12에서 보강재를 기준으로 좌측 패

널부(0~225 mm 구간)를 살펴보면 응력분포가 보강재가 없

는 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웨브와 압축플랜지의 접합부, 리

브와 압축플랜지의 접합부 근처에서 항복응력에 도달하는 큰

압축응력을 나타내고 패널 중앙부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있다.

보 B04-R1-4.0의 경우는 응력분포 양상이 B03-R1-3.5와

달라 보일 수 있으나, 실상 보강재를 기준으로 우측 패널부

(225~450mm 구간)를 살펴보면, 보강재가 없는 보의 경우,

보 B03-R1-3.5와 유사한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그림 13에 나타나듯이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위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최대 만곡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된 위치에서는 B03-R1-3.5와는 달리 인장응력이

항복응력에 도달하지 않는 응력상태의 차이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압축플랜지에 보강된 종방향 보강재가 극한하중 하에서

도 절점선(nodal line)을 형성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3.4 보 B05-R2-3.0

종방향 보강재가 등간격으로 두 개가 배치된 보 B05-R2-3.0

의 경우는 일정한 형태의 좌굴양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압축플

랜지 자체의 좌굴에 의한 변형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보강재

와 보강재 사이, 보강재와 웨브 사이의 일부 구간에서만 국부

적으로 좌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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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상부플랜지의 축방향응력(B05-R2-3.0)

보 B05-R2-3.0의 경우는 측정된 응력값이 전 폭에 걸쳐서

압축응력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과는 달리

100kN을 약간 상위 하는 하중재하시부터 불균일한 응력분포

가 심화되고 있음을 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처짐이 있는 상부플랜지의 좌굴영향과 두 개의 보강재 및 웨

브와의 용접시 열응력의 영향이 다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B05-R2-3.0의 경우 극한강도가 455kN로

측정되었다.

4.4 실험결과의 이론적 고찰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항복하중은 상부플랜지의 최대응력이

항복응력에 도달하는 순간에 가해진 하중의 크기를 의미하고,

극한하중은 완전소성변형을 일으키는 최대하중으로 정의한다.

완전소성상태의 하중을 나타내는 극한하중과 각 보의 항복하

중과의 비를 극한안전계수라 정의하면, 각각의 모형보에 대해

표 1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각각의 보에 대한 극한안전계수 값이 약 1.5를 초과하는 값

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각 모형보가 항복상태에서 극한상태

까지 큰 하중을 수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에서 중

앙패널부 압축플랜지의 두께가 4.2mm인 보 B01-R0와

B02-R1-0.30의 경우는 극한안전계수가 1.47로 다른 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되었으나, 압축플랜지의 두께가

3.2mm로 작은 보 B03-R1-0.35와 B04-R1-0.40의 경우는

극한안전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응력에서 좌굴이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얇은 판은 후좌굴강도

의 증진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표 1. 모형보의 극한하중과 안전계수

보의 종류
항복하중

(, kN)

극한하중

(, kN)

극한안전계수

()

B01-R0 251.3 369.0 1.47

B02-R1-0.30 280.5 411.0 1.47

B03-R1-0.35 170.2 341.4 2.01

B04-R1-0.40 163.8 354.0 2.16

B05-R2-0.30 219.9 451.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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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보에 대한 극한강도의 비교

해석방법
보의 종류 및

세장비()
실험값

(kN)

해석값

(kN)
실험값/해석값

Fujita &

Galambos's

Eqn.

B01-R0(107) 369.0 - -

B02-R1-0.30(55) 411.0 377.02 1.09

B03-R1-0.35(70) 341.4 209.62 1.63

B04-R1-0.40(70) 354.0 209.62 1.69

B05-R2-0.30(36) 451.0 485.71 0.93

Von

Karman's

Eqn.

B01-R0(107) 369.0 266.52 1.38

B02-R1-0.30(55) 411.0 548.01 0.75

B03-R1-0.35(70) 341.4 318.71 1.07

B04-R1-0.40(70) 354.0 319.47 1.11

B05-R2-0.30(36) 451.0 - -

Winter's

Eqn

B01-R0(107) 369.0 235.21 1.57

B02-R1-0.30(55) 411.0 415.60 0.99

B03-R1-0.35(70) 341.4 259.92 1.31

B04-R1-0.40(70) 354.0 260.40 1.36

B05-R2-0.30(36) 451.0 505.84 0.89

표 2는 각 모형보에 대한 극한강도를 앞서 언급된 이론식으

로 산정하고 이들을 재하시험에 의해서 얻어진 극한강도와 비

교하였다. 극한강도의 비를 살펴보면 세장비가 55 이하로 작

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작게 산정되어 두 값 사이의 오차가

작게 측정되었으나, 세장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다소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폭 3.5mm, 4.0mm의 종방향 보강재가 보강된 보 B03-

R1-3.5, B04-R1-4.0가 극한상태에 도달했을 때, 보강재의

단부는 큰 변형이 발생했지만 보강재와 상부플랜지의 접합면

에서는 대체적으로 절점선(nodal line)을 형성하고 있었다.

극한하중 하에서도 보강재 부착면에서 절점선(nodal line)

을 형성했을 경우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더 큰 폭의

리브를 보강하더라도 극한강도의 증가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극한하중 하에서도 종방향 보강재가 보강판의 좌굴면에서

직선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탄성최적강성

의  배의 휨강성을 가져야 한다.

표 3은 본 논문에서 실험적 해석을 수행한 모형보에서 압축

플랜지에 대한 종방향 보강재의 상대 휨강성 및 선형 탄성 최

적강성 값을 보여주고 있다. 보 B03-R1-3.5의 경우 이론

적으로 산정되는 선형 탄성 최적강성의 약 4.07배의 상대 휨

강성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정도 이상의 보강이 이루

어진 경우에 재하시험 결과 파괴상태에서도 보강재가 대체적

으로 직선을 유지한다.

보 B02-R1-3.0의 경우 B03-R1-3.5에 비해서 29.9% 더

많이 사용되었지만 압축플랜지에 대한 상대 휨강성이 작고 상

대 휨강성에 대한 선형 탄성 최적강성 비가 1.52로 계산되며,

보가 극한상태에 도달했을 때, 압축플랜지와 함께 보강재도

좌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보강재의 상대휨강성과 선형탄성최적강성

보의 종류
상대휨강성

()

선형탄성최적강성

()
k()

B01-R0 보강재가 없는 경우

B02-R1-3.0 12.38 8.13 1.52

B03-R1-3.5 33.87 8.32 4.07

B04-R1-4.0 50.56 8.51 5.94

B05-R2-3.0 24.76 13.80 1.79

보강된 패널에 관한 시험결과에 주요 근거를 둔 설계법이

최근에 일본학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고 Tokyo에서 열린

U.S.-Japan 세미나에서 재검토되었으며, 제안된 강도곡선은

다음 식과 같다(Fujita & Galambos, 1998; Fukumoto,

1997).

Eul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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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상부플랜지의 축방향응력 분포

그림 15는 본 연구에서 모형보에 대한 재하시험을 수행하여

극한강도에 대한 결과값을 매개변수 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

고 있다. 타 연구의 실험결과 및 Fujita & Galambos가 제

안한 강도곡선과 비교해 볼 때, 세장비가 작은 영역에서는 대

체로 유사한 양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세장비가 큰 경

우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장비가 큰 보강판의

경우에 후좌굴강도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압

축플랜지의 판 요소에 발생한 좌굴뿐만이 아니라 웨브 및 구

조물 전체의 변형이 모형보의 극한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후좌굴강도의 영향을 고려한 본 연구의 재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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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강판의 세장비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다음과 같은

극한강도 식을 제안한다.




     (13)

표 4. 단면성질 및 휨강성의 비교

보의 종류

Properties of beam 도로교설계기준 AASHTO


 

(mm2)
 

(mm4)
 

(mm2)
 

(mm4)
 

(mm)
 

(mm4)

B02-R1-3.0 12.38 126 37800 95 97807 53.3 37800

B03-R1-3.5 33.87 112 45733 72 45216 40.6 45733

B04-R1-4.0 50.56 128 68267 72 47217 40.6 58982

B05-R2-3.0 12.38 126 37800 63 430850 53.3 37838

표 4는 도로교 설계기준과 AASHTO LRFD에 제시된 식

을 본 연구의 모형보에 적용하여 단면 2차 모멘트 및 보강재

의 상대휨강성을 보여주고 있다. AASHTO 시방서의 경우 제

시된 좌굴계수 값이 4.0 이하가 되더라도 식이 성립하도록 되

어있으나, 실상 보 B04-R1-4.0과 같이 좌굴계수가 4.0 이상

인 경우에만 =4.0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 개

의 종방향 보강재가 보강된 경우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르면,

보 B03-R1-3.5의 경우도 단면적 및 단면 2차 모멘트의 최

소규정을 만족시키고 있는데 이는 AASHTO 시방서에 비해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두 개 이상의 종방향 보강재 보강시에

는 과도한 종방향 보강재의 강성이 요구되므로 횡방향 보강재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 론

강상자형 압축플랜지 및 구형강판에 종방향 보강재로 보강

한 보강판의 좌굴거동을 고찰하였다. 보강재의 수와 압축플랜

지에 대한 보강 면적비를 달리한 모형보를 제작하고, 모형보

에 대한 재하시험을 통하여 극한하중 하에서 보강재의 최적강

성 및 보강판의 극한강도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판의 두께와 보강재의폭을 달리한 상자형 모형보를 재하

시험을 한 결과, 보강재가 없는 경우에 비해 보 B03,

B04의 극한강도는 93%, 96%수준에 달하면서 중앙패

널부의 강재량은 23%정도를절약할 수 있다.

(2) 한 개의 종방향 보강재가 보강된 경우에는 보강재가 보강

판을 단순지지하기 위해서, 보다 큰 단면강성을 요하는

AASHTO시방서의 규정이 적합하다. 도로교 설계기준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종방향 보강재 보강시에는, 표 2의

B05와 같이 과도한 종방향 보강재의 강성이 요구되므로

횡방향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상자형 모형보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를 토대로 종방향 보

강재가 보강된 상자형의 극한강도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여기서,  : 세장비 파라미터

 

 










이다.

(4) 실측결과 종방향 보강재가 극한하중 하에서도 대체적으

로 절점선(nodal line)을 형성하고 보강재의 기능이 유

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성 최적강성의 약 4.0배 이상

의 상대 휨강성을 가져야 한다. 파괴상태에서도 등가변

위 단순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탄성 최적강성

의 약 4.0배 이상의 상대 휨강성을 가지는 보강재로 보

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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