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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격자지보의 구조 성능 평가

Evaluation of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etragonal Lattice Girders

김 승 준1) · 한 금 호2) · 원 덕 희3) · 백 정 식4) · 강 영 종5)†

Kim, Seung Jun Han, Keum Ho Won, Deok Hee Baek, Jung Sik Kang, Young Jong


요 약： 본 논문은 신형식 사각 격지지보의 구조 성능 평가를 다룬다. 지금까지 NATM 공법을 이용한 터널 시공 시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 전까지 터널 배면을 지지하는 구조체로서 H형 단면 강지보 및 삼각 격자지보가 주로 사용되었다. H형 단면 강지보는 동일 단면 높이를

갖을 때 삼각 격자지보보다 우수한 휨 성능을 보이지만, 단면이 복부판 및 플랜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숏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라이닝 내부

에 배면 공동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삼각 격자지보는 숏크리트와 우수한 부착성을 보이나 부재와 부재 간 용접부에서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각 격자지보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해석 및 하중재하실험을 통해

사각 격자지보의 구조 성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석연구에서는 강지보의 일반적인 성능평가방법인 4점 재하 휨 하중 해석을 수행하였

고, 여기에 더하여 아치 해석을 통해 아치의 항복 하중 및 좌굴 하중 역시 검토하였다. 4점 재하 휨 하중 실험을 통해 사각 격자지보의 극한

상태 하중을 분석하였고, 기존의 격자지보에서 문제되었던 부재 간 접합부의 파손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렇게 해석 및 실험을 통해 신형식 사

각 격자지보의 주요한 구조 성능을 평가하였고 이를 기존 격자지보와 비교하였다.

ABSTRACT： In general, the H-shaped steel ribs or triangular lattice girders have been mostly used in constructing tunnels

through the NATM construction method. The H-shaped steel rib has higher flexural and axial strength than the triangular

lattice girder, but many unexpected gaps can occur in the concrete lining system after shotcreting if the H-shaped steel

rib is used as the support system. To achieve better shotcreting quality, the triangular lattice girder was developed.

However, in general, the triangle lattice girder has low flexural and axial strength. Likewise, the triangular lattice girder,

which has circular sectional members, has so many fractures from welded points at the joints between the members.

Finally, the new type of tetragonal lattice girder was developed to overcome those problems.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tetragonal lattice girders was evaluated through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In the analytical

studies, the four-point bending analysis, the traditional evaluation method to determine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lattice

girder, was performed. Moreover, the linear-elastic analysis and stability analysis of the arch structure made by the

lattice girders were performed to measure structural performance. Experiments were likewise performed to compare the

structural performances of the tetragonal girder with traditional triangular lattice girders.

핵 심 용 어 : 지보, 사각 격자지보, NATM 시공법, 아치, 휨실험

KEYWORDS : lattice girder, tetragonal lattice girder, NATM method, arch, bending experiment



1. 서 론

NATM 공법으로 터널을 시공할 때 터널의 굴착 직후 터널

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강지보는

구조 형상에 따라 H형강 지보와 격자 지보로 나뉜다. H형강

지보는 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단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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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한 기존의 격자지보보다 휨6)성능이 우수하다는 특성

이 있다. 그러나 H형강 지보 거치 후 숏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할 때 플랜지 및 복부판 등의 판부재

로 구성된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라이닝 내부에 그림 1과 같

은 배면 공극이 많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강지보와 콘크리트

그리고 터널의 배면이 일체거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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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 배면 공동은 지하수 유입경로

가 될 수 있다.

(a) 배면공동현상 실험 (b) 배면공동 발생 라이닝 단면

그림 1. H형강 지보 적용시 배면 공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6)

이렇게 구조적 효율은 우수하지만 숏크리트 타설 후 나타나

는 문제점들에 의해 입체적인 형상을 갖는 격자 형태의 지보가

개발되었다. 초기 개발되어 지금까지 많이 사용된 격자 지보는

삼각형의 단면형상을 갖는데, 이러한 삼각형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격자 지보의 모든 부재는 원형 단면을 갖는 바(Bar) 형

태의 부재가 쓰인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삼각 격자지보의

구조 성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주로 지보의 휨 성능의 평가

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Wood(1990), 문흥득

등(1997)은 격자지보와 콘크리트 간 합성 후 거동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여 격자지보와 콘크리트의 부착성 등을 분석하였다.

유충식 등(1997), 김동규 등(2007), 김동규 등(2008), 김

동규 등(2009), 배규진 등(2009), 김학준 등(2009)은 삼각

격자지보의 하중 재하실험을 통해 삼각 격자지보의 극한 강도

를 평가하고 극한 상태 주요 파괴 모드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언급하듯이 삼각 격자지보는 입체적인 구조 형

식을 갖기 때문에 H형강 지보에서 나타나는 숏크리트 타설

후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으나(Haack, 1989;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1996; 문흥득 등, 1997),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면

높이를 갖는 지보의 비교에 있어서, H형강 지보보다 낮은 구

조 성능을 나타낸다. 여기에 더하여 원형 단면을 갖는 부재의

결합을 위해 점용접 방식으로 모든 부재가 접합되는데, 지보

를 아치 터널에 시공한 후 뿐만 아니라, 지보의 운반 및 취급

시에도 부재 간 용접부의 파손이 빈번히 일어나는 큰 단점이

나타났다(Braun, 1983; Baumann과 Betzle, 1984; 김동

규 등, 2007; 김동규 등, 2009; 김학준 등, 2009).

그림 2. 삼각 격자지보의 부재 간 용접부 파괴

NATM 공법에 있어서 지보는 숏크리트가 타설되어 라이닝을

완전히 구성할 때까지 아치 터널의 안정화를 확보하는 구조체로

서, 숏크리트의 타설 전 뿐만 아니라 타설 후 콘크리트와의 일

체 거동을 통해 라이닝의 강도를 더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지보 자체의 구조 강도도

우수해야 하고, 숏크리트 타설의 용이성도 확보해야한다. 정리

하면 강지보는 원활한 숏크리트 타설성을 보장하고 구조적 성능

도우수해야하며지보의 국부 파손이두드러지지않아야한다.

이러한 기존 지보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신형식 사

각 격자지보가 개발되었다(한국터널공학회, 2010). 사각 격

자지보는 기존의 삼각 격자지보처럼 입체적인 형상을 띄기

때문에 숏크리트 타설 후 배면공동이 발생하기 어렵다. 여기

에 더하여 삼각 격자지보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부재

간 점접촉/점용접 방식에 따른 부재 간 연결부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재를 사각단면을 갖는 바(Bar)를 사용

하여 부재 간 면접촉/선용접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분한

용접 길이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부재 간 용접부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과 하중재하실험을 통해 새롭

게 개발된 사각 격자지보의 구조 성능을 분석하여 기존의 삼

각 격자지보의 구조 성능과 비교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검토에서는 일반적인 지보의 구조 성능 평가 방법인 4점 재

하 휨 하중 해석법 뿐 만 아니라 실제 터널에 아치 형태로

건설됨에 따라 아치 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구조 성능을 면

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아치 구조 검토에서는 단면 내 항복을

유발하는 항복 하중 평가와 함께 탄성고유치해석을 통한 지

보의 아치 좌굴 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연구에서는 4점 재하 휨 하중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

를 선형해석, 비선형해석 결과와의 비교 및 실험 후 실험체의

외관 검토를 통해 전체 구조물 강도 및 연결부 파괴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2. 삼각 격자지보와 신형식 사각 격자지보

본 장에서는 기존의 삼각 격자지보와 최근 개발된 사각 격

자지보의 구조 형태를 기술한다.

(a) 삼각 격자지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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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측면도

H1

10

H2

H

B

(c) 단면도

그림 3. 삼각 격자지보

표 1. 삼각 격자지보 단면 크기 별 제원

지보 종류 크기 구분 수치 (mm)

삼각지보

소형

H1 30

H2 20

H 100

B 100

중형

H1 30

H2 20

H 120

B 140

대형

H1 32

H2 22

H 149

B 180

먼저 그림 3과 표 1은 삼각 격자지보의 형태 및 제원을

나타낸다. 삼각 격자지보는 세 개의 주부재와 이를 연결하는

연결재(Spid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재의 크기와 단면

전체의 제원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일반적

으로 지보의 높이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와 관련하여 한

정된 높이만이 적용되고 있다. 삼각 격자지보는 그림 3과 같

이 지보를 이루는 모든 부재는 원형 단면을 갖는 강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 간 접합은 점용접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에 따라 시공 후 뿐만 아니라 지보의 운반 및 취급시

에도 용접부 파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a) 사각 격자지보 구성

(b) 평면도

H

10
10

H1

10
10

H1

1010

H1

1010

H1

B

(c) 단면도

그림 4. 사각 격자지보

표 2. 사각 격자지보 단면 크기 별 제원

단면 종류 크기 구분 수치 (mm)

사각지보

소형

H1 18.5

H 100

B 100

중형

H1 18.5

H 125

B 110

대형

H1 20

H 150

B 130

다음은 신형식 사각 격자지보의 형태 및 제원을 나타낸다.

그림 4와 같이 사각 격자지보는 모든 부재가 사각 단면을 갖

는 각봉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상부재와 하부재를 연결하

는 연결재(Spider)는 주부재와 면접촉되어 선용접이 가능하

다. 따라서 충분한 용접 길이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실험

을 통해 검토되었다.

표 2는 사각 격자지보의 단면 크기 별 기하학적 제원을 나

타내는데, 위와 같은 기하학적 물성치를 갖는 격자지보의 단면

물성치를 간접적으로 비교하고자 격자 구조물의 상, 하부재의

단면적을 이용한 등가 단면적 및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단면 2차 모멘트의 경우, 상, 하부재의 단면적을

통해 전체 단면의 도심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평행축 정

리를 이용하여 등가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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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지보
탄성계수

(MPa)

단위중량

(kN/㎥)

항복응력

(MPa)

삼

각

상부재

231,400 78.5

500.0

연결재 500.0

하부재 500.0

사

각

상부재

231,400 78.5

500.0

연결재 500.0

하부재 500.0

표 3. 격자지보의 등가 단면 물성치

단면
단면적(mm

2
)

단면 2차 모멘트
(×10

3
mm

4
)

삼각지보 사각지보 삼각지보 사각지보

소형 1,335.2 1,369.0 1,926.6 2,273.3

중형 1,335.2 1,369.0 3,057.5 3,881.9

대형 1,564.5 1,600.0 5,891.4 6,760.0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하부재의 단면적의 합은 사각

격자지보가 삼각격자지보 대비 약 2.5% 더 큰 것으로 계산

되나, 단면 2차 모멘트의 경우 15~27% 더 큰 값을 보인

다. 이는 연결재의 강중을 고려하지 않을 때, 사각지보의 단

면은 삼각지보와 비슷한 강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면 2차

모멘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도록 설계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결국, 동일 높이의 단면이 활용되었을 때 지보의 휨 강

도 및 아치의 좌굴 강도에서 두 지보는 상당한 강도의 차이

를 보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지보를 구성하는 강재의 재료물성은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

다. 기존 기보는 500MPa의 항복응력을 갖는 강재로 압연하

여 얻은 환봉으로 제작되고, 본 사각지보 역시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된다. 본 연구는 해석과 실험이 병행됨에 따라,

일반적인 강재의 탄성계수는 약 200,000 MPa이지만 실험체

에 사용된 강재의 재료실험 후 도출된 탄성계수를 해석연구에

적용하였다. 이 값은 일반적인 탄성계수보다 더 큰 값이므로

합리적인 강도비교를 위해 동일강종이 적용되는 기존 지보의

해석 연구에서도 동일한 탄성계수를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표 4. 격자지보의 재료 물성치

3.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성능 분석

본 장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사각 격자지보의 구조 성

능 분석을 다룬다. 본 해석을 통한 구조 성능 분석에서는 지보

의 일반적인 구조성능 평가방법인 4점 재하 휨 하중 해석 뿐

만 아니라 실제 터널에 아치 형태로 건설되고 작용 하중 역시

분포하여 작용하는 토압이기 때문에 보다 실절적인 구조 거동

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하여 아치 해석 역시 수행하였다. 아치

해석에서는 일반적인 선형-탄성 해석뿐만 아니라탄성고유치

해석을 통한 아치 좌굴해석을 통해 구조 안정성 측면에 대한

검토 역시 수행하였다. 모든 유한요소해석은 범용프로그램인

LUSAS V14.0을 통해 수행되었다.

3.1 4점 재하 휨 하중 해석

본 절에서는 4점 재하 휨 하중 해석 결과를 다룬다. 이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단순 지지된 구조물에 등간격의 두 점에

서 집중하중을 재하하는 휨 성능 평가 방법으로써 지점과 하

중 재하점 간의 간격은 0.5m이다. 선형-탄성해석을 수행하

였고, 이를 위한 해석 모델은 그림 6, 7과 같다. 모든 부재

는 2절점 절점 당 6자유도 보요소(BMS3)를 사용하여 모델

링 되었다.

0.500 0.500 0.500

0.5P 0.5P

2,100

그림 5. 4점 재하 휨 하중 평가법의 하중 및 지점 위치

그림 6. 삼각 격자지보 모델

그림 7. 사각 격자지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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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항복 단면을 유발하는 하중 P의 산정은 아래와 같

은 절차에 따른다.

1) 임의의 하중 P를 재하하여 각 요소 단면에 작용하는 축력

을 요소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수직응력  을 계산

2) 수직응력 중 최대값 max산정

3) 항복에 대한 여유도 n 계산

(  max ,  :항복응력)

4) 작용하중 ×으로 최초 항복 유발 하중  계산

본 해석에서는 유한 요소 단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계산

에 있어서 각 요소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성분 중 축력만을

고려하였는데, 그러한 근거는 본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트러스

구조물의 거동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개별 부재 내의 휨모멘

트에 의한 응력들은 국부적인 요인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전체적인 최초 항복 유발 하중 P의 산정에 있어서

는 각 요소 단면에 작용하는 축력에 의한 수직응력 만을 고

려하였다.

다음은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지보에는 총 200.0 N

의 수직하중이 재하 되었고, 표 5~7의 첫 번째 응력 결과는

작용하중에 대한 각 부재 별 최대 수직응력을 나타내고 이

결과를 토대로 최초 항복 휨 하중이 다음 열에 계산되었다.

표 5. 작은 단면 지보의 해석 결과

지 보 부재 종류

부재별

최대 수직응력

(max, MPa)

최초 항복

휨 하중

(n × P, N)

삼각

지보

상부 부재 -0.939 106,496.3

하부 부재 +1.057 94,607.4

Spider -1.592 62,814.1

사각

지보

상부 부재 -0.864 115,740.7

하부 부재 +0.930 107,526.9

Spider -1.326 75,414.8

표 6. 중간 단면 지보의 해석 결과

지 보 부재 종류

부재별

최대 수직응력

(max, MPa)

최초 항복

휨 하중

(n × P, N)

삼각

지보

상부 부재 -0.748 133,689.8

하부 부재 +0.840 119,047.6

Spider -1.464 68,306.0

사각

지보

상부 부재 -0.666 150,150.2

하부 부재 +0.708 141,242.9

Spider -1.120 89,285.7

표 7. 큰 단면 지보의 해석 결과

지 보 부재 종류

부재별

최대 수직응력

(max, MPa)

최초 항복

휨 하중

(n × P, N)

삼각

지보

상부 부재 -0.516 193,798.5

하부 부재 +0.545 183,486.2

Spider -1.299 76,982.3

사각

지보

상부 부재 -0.466 214,592.3

하부 부재 +0.506 197,628.5

Spider -0.972 102,880.7

(a) 삼각 지보

(b) 사각 지보

그림 8. 최대 수직응력 발생 위치(작은 단면)

각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연결재

(Spider)에서 모두 최대 수직응력이 발생하였고 그림 8에

표시된 것처럼 이는 지점부에 가까운 연결재에서 발생하였다

(모든 단면 동일). 상부 부재와 하부 부재 간 최대 응력의 절

대값의 미소한 차이는 지점이 단면의 도심에 위치하지 않은

점과, 작용 하중 역시 상부에 작용하는 점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구조물이 이와 같은 휨거동이 지배적인 구조물이라면,

이상적인 구조 성능 발현을 위해서는 상부 부재 또는 하부

부재가 항복하기 전에 부부재인 연결부재의 항복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삼각 격자지보 및 사각 격자지보

모두 연결부재의 단면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구조물은

결과적으로 아치구조물로 시공됨을 감안한다면, 아치구조의

구조해석을 통한 최대응력의 분포를 통해 연결부재 단면 증

대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해석결과를 근거로 한 4점 재하 휨 해석에 대한 최초

항복 유발 휨 하중 P는 연결재에 발생한 최대 응력을 기준으

로 하여 계산되었고, 해석 후 모든 지보의 최초 항복 휨 하중

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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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초 항복 휨 하중 비교

지보
최초 항복 휨 하중(kN)

작은 단면 중간 단면 큰 단면

삼각 지보 62.8 68.3 77

사각 지보 75.4 89.3 102.9

지보 간 휨

하중비율(%)
120.1 130.7 133.6

(* 지보 간 휨 하중 비율은 삼각지보 대비 사각지보의 휨 하중을 백분

율로 계산.)

위 표와 같이 비교한 모든 지보에서 사각 지보의 최초 항

복 휨 하중이 크게 나타났고, 이는 20.1∼33.6% 더 큰 값

을 보였다. 본 4점 재하 휨 하중 평가는 기본적으로 동일 길

이를 갖는 두 구조물의 휨 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최초 항

복 휨 하중 값은 두 지보의 재료적 물성치가 같다면 결국 지

보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값의 차이가 결국 휨 하중 값의

차이를 결정한다. 본 해석 결과는 결국 동일 단면 높이의 사

각 지보가 삼각 지보보다 더 큰 휨 강도 및 강성을 갖는 다

는 것을 의미한다.

3.2 아치 해석

이번 절에서는 아치 해석을 통해 지보의 최초 항복 하중

및 좌굴 하중을 검토 하였다. 아치 모델링은 경부 고속철도의

임의의 구간의 실제 터널 단면을 참고하여 지보 아치 모델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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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터널 단면도(경부 고속철도 00-0 공구)

그림 10. 아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

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4점 재하 휨 하중 해석에서와 같이

2절점 절점당 6자유도 보요소이고 아치의 양 단은 핀 지지

조건으로 하였으며 지점은 구조물의 양 끝단의 단면의 도심

에 정의하였는데, 도심은 끝단부의 상/하부재로부터 무한강성

을 갖는 선요소를 연결하여 절점을 정의하였다. 지보가 받는

토압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 원형 아치의 중심방향을 향하는

등분포 하중을 주요 외력으로 고려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4점 재하 휨 하중 해석과 같이 부재 단면에

최초 항복을 유발하는 최초 항복 유발 등분포 하중을 선형-

탄성 해석으로 먼저 계산하였는데, 이는 작용하중에 대해 가

장 큰 수직응력을 산정하고 이를 재료의 항복응력에 대한 여

유도 n(=max)을 구하여 이를 재하하중과 곱하여 산정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아치 구조물은 압축력을 지배적으로

받기 때문에 좌굴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고유치 해

석을 통해 좌굴 하중 역시 계산하였다. 지보는 터널의 길이방

향을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고 인근한 각각의 지보는

서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면외 방향으로의 좌굴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보의 면내 좌

굴 거동에 대해서만 검토하였고, 이를 위해 고유치 해석시에

는 지보의 상/하부재에 대해 면외방향의 변위를 구속하여 면

내방향 좌굴 거동을 유도하였다.

3.2.1 최초 항복 등분포 하중 검토

아치 구조물로서의 지보의 최초 항복하중을 비교하기 위해

20.0 kN/m의 등분포하중을 재하하였고 이 하중에 대한 최

대수직응력을 산정하여 최초 항복 등분포 하중을 결정하였다.

표 9~11은 각 지보 별 선형-탄성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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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작은 단면 지보의 선형-탄성해석 결과

지보 부재 종류
최대수직응력

(MPa)

최초 항복

등분포하중(kN/m)

삼각

지보

상부 부재 -117.7 85.0

하부 부재 -118.4 84.5

Spider -29.54 338.5

사각

지보

상부 부재 -109.3 91.5

하부 부재 -111.0 90.1

Spider -74.0 135.1

표 10. 중간 단면 지보의 선형-탄성해석 결과

지보 부재 종류
최대수직응력

(MPa)

최초 항복

등분포하중(kN/m)

삼각

지보

상부 부재 -117.1 85.4

하부 부재 -117.1 85.4

Spider -21.5 465.1

사각

지보

상부 부재 -110.5 90.5

하부 부재 -111.0 90.1

Spider -66.8 149.7

표 11. 큰 단면 지보의 선형-탄성해석 결과

지보 부재 종류
최대수직응력

(MPa)

최초 항복

등분포하중(kN/m)

삼각

지보

상부 부재 -99.7 100.3

하부 부재 -99.4 100.6

Spider -16.0 625.0

사각

지보

상부 부재 -95.3 104.9

하부 부재 -95.8 104.4

Spider -44.5 224.7

해석 결과 모든 부재에서 압축 응력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압축력이 주요 내력으로 나타나는 아치 구조물의 거동 특성

에 따른 것이다. 최대 응력은 상부 또는 하부부재에서 발생하

였고, 상/하부 부재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거의 같은 값을

보였으며 각 부재 별 최대 응력은 모두 지점부에서 발생하였

다. 삼각 지보와 사각 지보 모두 작은 단면과 중간 단면에서

는 동일한 크기의 단면적을 갖는 상/하부 부재가 적용되므로

해석 결과 역시 거의 같게 나타났다. 표 12는 다음은 본 해

석을 통해 도출된 아치의 최초 항복 등분포하중을 비교한다.

표 12. 최초 항복 등분포 하중 비교

지보
최초 항복 등분포 하중(kN/m)

작은 단면 중간 단면 큰 단면

삼각 지보 84.5 85.4 100.3

사각 지보 90.1 90.1 104.4

지보 간 등분포하중

비율(%)
106.6 105.5 104.1

(*지보 간 등분포하중 비율은 삼각지보 대비 사각지보의 하중)

위 표와 같이 모든 지보에서 사각 지보가 삼각 지보보다

더 큰 항복 하중을 보였다. 비율로 보면 사각 지보는 약 4∼

7%의 더 큰 하중을 보였는데, 이는 아치의 항복 하중은 지

보의 단면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각 지보의 단면 구성

은 삼각 지보와 거의 같은 단면적을 갖지만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더 크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앞선 휨 하중 평가에서는

약 20∼33 %의 큰 항복 휨 하중을 보인 반면 아치의 항복

하중에 대해서는 약 4∼7% 내외의 큰 값을 보였다.

3.2.2 좌굴 하중 평가

본 절에서는 아치 구조물로 건설된 지보의 좌굴 강도 평가

및 비교를 기술한다. 하중의 형태 및 경계조건은 앞선 3.2절

서두에 기술한 바와 같고, 최소 임계 하중을 보이는 모드로부

터 6번째 좌굴 모드까지의 좌굴 강도를 비교하였다. 다음은

해석 결과 도출된 좌굴 하중을 나타낸다.

표 13. 작은 단면의 아치 좌굴 하중

지보
모드 별 좌굴 하중(kN/m)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삼각 격자지보 1.3 5.4 9.5 14.7 20.6 27.3

사각 격자지보 1.7 6.8 11.9 18.5 26.1 34.9

지보 간 좌굴

하중 비율(%)
131 126 125 126 127 128

표 14. 중간 단면의 아치 좌굴 하중

지보
모드 별 좌굴 하중(kN/m)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삼각 격자지보 2.1 8.5 14.7 22.4 31.0 40.4

사각 격자지보 2.8 11.5 19.9 30.7 42.8 56.4

지보 간 좌굴

하중 비율(%)
133 135 135 137 138 140

표 15. 큰 단면의 아치 좌굴 하중

지보
모드 별 좌굴 하중(kN/m)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삼각 격자지보 4.0 16.1 27.3 41.0 55.5 70.6

사각 격자지보 5.0 20.1 34.5 52.7 72.5 94.0

지보 간 좌굴

하중 비율(%)
125 125 126 129 131 133

위 표와 같이 모든 지보에 대해 동일 좌굴 모드 상에서 사

각 지보의 좌굴 하중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하중의 비율은

앞선 4점 재하 휨 하중 비교 시 도출된 비율과 비슷한 양상

을 보였다. 이는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탄성 좌굴하중은 부재

의 휨 강성에 비례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써, 비슷한

단면적을 갖지만 휨 강성이 더 큰 사각 지보의 좌굴 하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11은 작은 단면의 사각 격자지보의 각 좌굴 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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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근하는 지보들은 별도의 연결재

로 서로 엮어있기 때문에 면외 방향 좌굴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간주하여 면외 방향의 자유도를 구속함으로 면내좌굴

만 발생하도록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모든 지보는 각

모드별로 정확히 일치하는 좌굴 형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각

모드별 좌굴 하중을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

[Eigen Mode 1] [Eigen Mode 2]

[Eigen Mode 3] [Eigen Mode 4]

[Eigen Mode 5] [Eigen Mode 6]

그림 11. 사각 격자지보의 면내 좌굴 모드

물론, 본 좌굴 해석은 터널 배면에 의한 경계조건이 고려

되지 않은 고유치해석으로써 수행되었다. 다시 말해, 본 해석

에서 도출된 좌굴 하중이 실제 터널에 시공된 지보의 좌굴하

중과는 다르다. 보다 명확한 좌굴하중을 정량적으로 얻고자

한다면 아치의 접선의 수직방향에 대한 1방향 비성형 스프링

등을 이용하여 추가의 경계조건을 정의하고, 기하비선형 해석

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본 해석결과 도출된 1차모

드의 좌굴하중은 선형해석결과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이다. 이

는 터널 배면에 의한 경계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해석결과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서는 기존 지보와의 강도 비

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경계조건을 갖을 때

좌굴 하중 및 강도는 결국 휨 성능에 의해 좌우되므로 두 지

보 형식 간 좌굴 강도의 정성적 비교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어쨌든 본 해석 결과, 터널의 안정성 측면에 가

장 영향성이 큰 좌굴 하중의 비교 역시 사각 지보가 기존 지

보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역시 동일 강

중이 사용되었으나 단면 2차 모멘트가 더 큰 것에 따른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유한 요소해석을 통해 사각 격자지보의 주요

한 구조 성능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대응되는 삼각 격자지

보에 비해 검토한 모든 구조 거동에 대해서 더 큰 강도를 나

타냈다. 사각격자지보는 일반적인 하중 평가방법인 4점 재하

휨 하중 평가에서는 약 20.1∼33.6% 더 큰 하중을 보였고,

아치의 최초 항복 유발 등분포 하중 평가에서는 4∼7%, 그

리고 아치의 좌굴 하중 평가에서는 25∼40% 더 큰 값을 보

였다. 이 해석 결과는 결국 비슷한 강중을 갖는 두 지보는 휨

강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하중 재하 실험을 통한 구조 성능 분석

본 장에서는 하중 재하 실험을 통한 구조 성능 평가 결과를

기술한다. 실험을 통해 사각 격자지보의 극한 하중을 도출하고

실제 하중 작용 시 부재 간 접합부에서의 파손 여부를 검토하

여 부재 간 연결성을 검토하였다. 실험은 4점 재하 휨 하중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는 그림 5와 같은 하중 및 지점 조건을

갖는 실험체를 1:1의 상사율로 제작하여 하중재하 실험을 수

행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재료/기하 비선형해석을 통해 먼저

극한 하중을 검토하였는데, 비선형해석은 LUSAS V14.0을

통해 수행되었고 모든 부재를 8절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재료 물성은 표 3의 것을 그

대로 차용하였고 완전 탄-소성 상태를 가정하였으며 증분-반

복해석은 호장법(Arc-length method)를 사용하였다.

(a) 유한요소모델(8절점 솔리드 요소 사용)

(b). 해석 후 변형형상(Scale factor : 1.0)

그림 12. 사각 격자지보의 비선형해석



사각 격자지보의 구조 성능 평가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3호(통권 118호) 2012년 6월 275

(a) 가력부 (b) 지점부

(c) 실험 후 변형형상 1

(d) 실험 후 변형형상 2

그림 13. 실험 관련 사진

그림 13과 같이 가력부 및 지점부를 제작하였고, 하중점

및 지점의 경우 롤러가 지보와 접촉하게 하여 점하중 재하

상태를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각 실험체의 주요한 변형은

A. 집중하중 재하에 의한 가력부에서의 국부적인 변형, B.

지점부 근처의 연결재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앞선 선형해석결

과에서 4점 재하 휨 하중 해석 시 최대 수직응력은 지점근처

의 연결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d)에 도

출된 연결재의 변형은 최대 수직응력이 작용함에 따른 변형

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실험 후 각 부재의 용접부를 검토하

였는데, 모든 실험 시편의 모든 용접부에서 어떠한 파손도 발

견되지 않았다.

그림 14. 실험 후 하중-변위 곡선

그림 14는 실험을 통한 하중-변위곡선을 나타낸다. 각 단

면 별로 3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위 하중

-변위곡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균일한 실험 결과를 얻었다.

휨 강성이 단면의 높이 및 주부재의 단면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큰 단면으로 갈수록 강성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극한

하중 역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이상적인 실험 결과를 얻었

다고 판단된다.

그림 15는 실험 및 비선형 해석 후 얻은 하중-변위곡선을

직접 비교하고 있다. 비교 결과 극한하중에 달할 때까지의 기

울기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A. 가력

점에서의 국부적인 변형, B. 용접부에서의 잔류응력의 영향,

C. 제작오차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극한하중의 비교에서

는 두 방법에 의한 값이 거의 같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는

데, 이것은 사각 지보는 계획된 설계 강도를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작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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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간 단면

(c) 큰 단면

그림 15. 실험 및 비선형 해석에 의한 하중-변위 곡선 비교

그림 16. 사각 격자지보의 4점 재하 휨 하중 비교

(선형해석 vs 비선형해석 vs 하중재하실험)

그림 16은 4점 재하 휨 하중 평가방식에 따른 하중값을

도식화하고 있다. 선형 해석 결과는 최초 항복이 발생한 시점

의 하중값이기 때문에 극한 상태에서 하중값을 도출한 비선

형해석 결과와 약 9.1∼14.9%의 차이를 보인다. 실험 결과

와 비선형 해석 결과는 그림에서 나타난 대로 매우 근접한

값을 보이고 있는데, 단면별로 3.6∼6.5% 의 차이를 보였

다. 이 차이는 앞서 언급한 가력부에서의 국부적인 변형, 용

접부에서의 잔류응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용접부에서

의 잔류응력의 경우, 실제 제작 시에도 나타나는 영향이므로

위와 같이 비선형 해석에 의한 결과보다 다소 낮은 극한 강

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방법에 의한 하중값의 비교 결과가 갖는 의

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사각 격자지보의

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 및 실험 방법 및 결과값의 신

뢰도를 입증한다. 둘째로는 기존의 격자지보에서 크게 문제되

었던 부재 간 연결부의 용접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만약 연결부가 기존의 격자지보처럼 파손되었다면 연결

부 파손 등의 국부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모든 검토 방식

에 대한 결과가 비슷하게 도출된다는 것은 결국 구조물이 한

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연결부에서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

고 설계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7. 삼각 격자지보 실험 결과와의 비교

(*삼각 격자지보 실험 결과:김동규 등(2008) 연구결과 인용)

그림 17은 삼각 격자지보의 기존의 실험 결과와 사각 격

자지보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기존 지보의 단면 크기

와 휨 하중값의 변화추이를 보면, 단면이 커질수록 휨 강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구조물 전체 거동 이외

에 국부적인 영향이 구조물의 휨 강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인용한 논문의 원문에서는 지보

의 단면 높이가 커지는 만큼 단면의 폭 역시 증가하여 상/하

부재 간의 간격이 커짐에 따라 안정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단면을 이루는 상/하부재의 수직,

수평 방향 간격이 늘어날 때, 각 부재의 연결성이 충분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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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지 못할 경우 실험 시 하중의 편재하 및 경계조건의 불

균등, 실험체 제작 오차 등에 따라 편심이 작용하여 비틂 및

뒤틂 거동이 부수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역설

적으로 분석해보면 결과적으로 삼각지보를 구성하는 연결재

의 간격 및 직경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

하여 기존 지보의 각 부재는 점접촉으로 용접되었기 때문에

각 연결부에서의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국부적 파손이

결과적으로 구조물의 강도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기존 지보의 이러한 실험 결과는 결과적으로 구조물의 설

계 휨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사각 지보의 실험 결과의 경우, 단면의 크기가 커짐에 따

라 휨 강도 역시 증가하는 이상적인 거동을 보인다. 즉, 연결

재 역시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구조물의

설계 강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숏크리트 타설성과 구조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형식 사각 격자 지보의 구조 성능을 분석한 연구로

서 유한요소해석 및 하중 재하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4점 재하 휨 하중 해석 결과 사각 격자지보는 삼각 격자

지보보다 20.1∼33.6% 더 큰 하중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두지보의 등가 단면적은 비슷할 지라도등가 단

면 2차모멘트에서차이를 보이는 데서 비롯되었다.

(2) 등분포하중을받는 아치 구조물의 선형-탄성 해석을 통

해최초 항복 등분포하중을 검토한 결과 삼각 지보보다

약 4∼7% 더 큰 하중을 보였다. 이는 작용하는 외력에

대해 단면 내에서 발생하는 압축력으로 저항하는 아치

구조물의 구조 거동 특성에 따른 것으로, 지보의 등가

단면적이 거의 비슷한 두 지보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른

해석 결과이다.

(3) 터널의 안정성에큰영향을미칠수 있는 아치 구조물의

좌굴 하중 평가에서는 사각 지보가 모든 검토 단면 및

고려한 좌굴 모드에 대해 25∼40% 더 큰 좌굴 하중을

보였다. 좌굴 강도는 일반적으로 부재의 단면 2차 모멘

트 등의 휨 강성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슷한 강중이 적용되었으나 단면의 휨 강성이 더 큰

사각지보에서 위와 같이 더 큰 좌굴 하중을 보였다. 이

는 결국 터널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 기존

의 삼각 지보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4) 하중 재하실험을 통해 사각 지보의 휨 강도를 검토하였

는데, 실험 결과는 선행된 선형 및 비선형 4점 재하 휨

하중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실험의 신뢰도를 입증

하였다. 실험 후 각 부재 연결부의 국부적 파손을 검토

한 결과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선형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거의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각 격자지보의 부재 간 연결부의 파손은 기존 지보와

달리 거의 나타나지않을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근거

가 되고 결과적으로 사각 격자지보는 설계 강도를 충분

히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5) 본 실험결과를 기존의 삼각 격자지보의 실험 결과와 비

교하였는데, 기존 지보와달리 사각 격자지보는 단면 크

기에 따라 극한 하중 및 강성이함께증가하는 이상적인

거동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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