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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lateral-torsional buckling(LTB) strength of HSB800 steel plate girder under uniform bending 

moment was estimated by the nonlinear analysis. Doubly symmetric sections with slender, noncompact and compact webs 

were considered and the LTB strength in the inelastic range was estimated by taking initial imperfection and residual stress 

into account. For the numerical analysis, single-panel model and three-panel model were considered and analysis of SM490 

steel plate girder was performed to judge the validity of the constructed models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AASHTO, 

AISC, Eurocode and KHBDC(LSD) codes. By using the same models, LTB strength of HSB800 girder was evaluated and it 

was acknowledged that the current codes can be applied to HSB800 girders with doubly symmetric section in the inelastic 

LTB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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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재 I-단면 이트거더의 휨강도는 압축 랜지의 국부

좌굴강도와 횡비틂좌굴(Lateral-Torsional Buckling, 이하 

LTB) 강도  작은 값에 의해 결정된다. 국부좌굴강도는 압

축 랜지의 폭-두께비에 따라 조 , 비조   세장한 으로 

구분하고 각각 좌굴 발생 없음, 비탄성좌굴  탄성좌굴에 의

해 강도가 결정된다. 한편, LTB 강도는 횡방향 비지지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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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braced length)에 따라 좌굴 발생 없음, 비탄성  탄

성 LTB에 의해 강도가 결정된다.

AASHTO LRFD(2007) 기 의 본문 6.10.8.2에서는 

비합성단면의 최  휨강도를 항복모멘트( ) 이하로 제한하

는 탄성설계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부록 A6에서는 탄성 좌

굴이 발생하지 않는 조  는 비조  복부 을 갖는 거더에 

해서는 복부  소성화계수(web plastification factor) 개

념을 용하여 휨강도의 증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AASHTO 부록 A6 규정은 랜지와 복부 의 항복강도가 

485MPa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1]

. 한편, 도로교한계

상태설계기 (2010)에서도 항복강도가 460MPa을 과하는 

고강도강 거더에 해서는 단면의 조 성  비지지길이에 

계없이 최  휨강도를 항복모멘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

. 

이러한 제한은 고강도강 이트거더의 휨강도 평가를 한 

실험  해석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Vol. 25, No. 2, pp.141-151, April, 2013
DOI http://dx.doi.org/10.7781/kjoss.2013.25.2.141
ISSN(print) 1226-363X  ISSN(online) 2287-4054



박용명․이건 ․최병호․황민오

142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5권 2호(통권 123호) 2013년 4월

HSB800과 같은 고강도강은 응력-변형률 특성이 일반강

과 달리 yield plateau가 존재하지 않고 극한강도에서의 변

형률( )이 일반강에 비해 작으며 항복비는 크다(이철호 등
[3]). 따라서 이러한 재료 특성이 휨강도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 설계기 의 고강도강에의 용성 평가를 해

서는 고강도강이 용된 거더의 휨강도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강재보  이트거더의 비탄성 LTB 강도 평가를 한 

본격 인 이론  실험 연구는 1960년  이후 많은 연구자

들(Lay 등[4], Trahair and Kitipornchai[5], Nethercot 

and Trahair
[6]

)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고강도강 거더의 

LTB 강도 평가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Earls[7]는 균일휨모멘트를 받는 HPS483W(항복강도 539 

MPa)와 HSLA552(항복강도 586MPa) 강재보의 랜지 

조 도와 비지지길이에 따른 회  성능(rotation capacity)

을 해석으로부터 평가하 으며, 고강도 강재보의 연성비에 

해서는 단면의 조 성  비지지길이에 해 새로운 기 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Earls와 Shah
[8]

는 단면의 조 성에 

따른 국부좌굴과 비지지길이에 따른 LTB 강도를 편의상 별

도로 고려하는 재 설계개념이 고강도강에서도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해 HPS483W 거더의 내부지 부 부모멘트 구간

에 해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이들은 단면의 조 성  

비지지 간격에 한 AASHTO 기 이 HPS483W 강거더의 

내부지 부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비안 측일 수 있다고 제안

하 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종민 등
[9]

이 HSB800 거더의 비탄성 

구간 LTB 강도를 해석 으로 평가하 는데, 잔류응력을 고

려한 경우 AISC LRFD의 휨강도 기 에 조  못미치는 결

과를 얻었다. 조은 과 신동구
[10]

는 세장한 복부 을 갖는 

HSB600, HSB800 균질단면 강거더와 하이 리드 거더에 

해 잔류응력과 기처짐을 고려하여 LTB 강도를 해석 으

로 평가하 으며, 고강도강 거더에서도 AASHTO LRFD 기

의 휨강도가 얻어졌다고 제시하 다. 한편, 이철호 등
[11]

은 

HSB800 조립 H-형 보에서 랜지 세장비가 휨강도  회

성능에 미치는 향을 실험으로 평가하 으며, 일반강 비 

휨강도는 만족스러우나 회 능력은 부족하 다고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일반강에 비해 강도  재료 특성이 다

른 고강도강에 해서 재의 기 을 확장하여 용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해 세장, 비조   조 단

면의 HSB800 강재 이트거더에 해 비지지길이에 따른 

휨강도 평가를 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균일모멘트 

상태의 이축 칭 단면을 상으로 하 으며, 횡방향 비지지길

이는 비탄성 구간을 상으로 하 다. 한, 단일패 모델과 

3-패 모델에 해 각각 비탄성 LTB 강도를 해석 으로 평

가하고 각국 기 과 비교 분석하 다.

2. 횡비틂좌굴강도 설계기준

2.1 AASHTO LRFD 기준[1]

2.1.1 AASHTO LRFD 본문 기

비합성단면의 휨강도는 본문 6.10.8항에 제시된 압축 랜

지의 국부좌굴강도와 LTB 강도  작은 값으로 최종 결정한

다. 비지지길이()에 따른 압축 랜지의 LTB 강도 는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1a)

 ≤  인 경우 :

 






 

 




 ≤ (1b)

여기서,  : 복부 의 휨강도감소계수 

 : 하이 리드계수 

 : 모멘트경사계수 

 : 압축 랜지의 항복강도

 : 잔류응력 향을 포함한 항복강도

 : 조 한계      

 : 비조 한계   

  : 강재의 탄성계수 

 : 압축 랜지와 압축복부  높이의 1/3단면의 

복부  축에 한 단면회 반경

2.1.2 AASHTO LRFD 부록 A6 기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조  는 비조  복부 을 갖는 

단면은 부록 A6 규정을 용할 수 있다.

 ≤ 




   




   (2)




≥   

여기서,  : 강재의 항복강도

 : 탄성범 에서 압축측 복부 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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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부 의 세장비 

 : 복부 의 비조  한계세장비

 : 압축 랜지의 복부  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 인장 랜지의 복부  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비지지길이에 따른 이트거더의 LTB 휨강도 는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3a)

 ≤  인 경우 : 

 





 
 

 




 ≤ (3b)

여기서,  : 압축 랜지가 항복강도에 도달할 때의 휨모

멘트

 : 압축 랜지의 단면계수

 : 본문규정과 동일

 : 
 



 










 (4)

 : 비틂상수

 : 랜지 심간 거리

 : 복부  소성화계수

여기서, 복부  소성화계수 는 다음과 같다.




≤   (조 복부 ) : 


       (5a)




≤ 




(비조 복부 ) : 








 

  






≤


 (5b)

여기서,  : 소성단면에서 압축측 복부 의 높이

 : 소성모멘트

  : 조 복부  한계세장비

                ≤ 

2.2 AISC LRFD 기준[12]

조   비조  복부 을 갖는 이트거더의 휨강도는 

AISC LRFD(2010) Sec. F4에, 세장 복부 을 갖는 거더

의 휨강도는 Sec. F5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비탄성구간

 ≤   의 LTB 강도는 다음과 같다.

조   비조 복부  :





   

 




≤   (6a)

세장 복부  : 

    



   

 




≤   (6b)

여기서,  : 잔류응력의 향을 고려한 항복강도.

단면의 형상에 따라 0.5～0.7

 : 

 : 조  는 비조  복부 의 경우 AASHTO 

LRFD 부록 A6 규정과 같고, 세장복부 의 

경우 AASHTO LRFD 본문 규정과 같다.

 : 복부  소성화계수(AISC LRFD Sec. F4)

 : AASHTO LRFD의 휨강도감소계수 와 

같다.

2.3 Eurocode 3[13]

균일휨모멘트를 받는 이트거더의 LTB 강도()

는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 단면의 세장비 등 (class)에 따른 단면계수

 : 좌굴안정성에 한 부분안 계수

 : LTB 강도감소계수

EN 1993-1-1(2003) 6.3.2에서는 LTB 강도에 해 일

반 경우(6.3.2.2항)와 압연형강 는 등가용 단면에 한 

경우(6.3.2.3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6.3.2.3항에서 는 

다음과 같다.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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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panel model

Poi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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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LF
Line-Wy

z
x

P
P

(b) 3-panel model

Fig. 1 Configuration of numerical model

Table 1. Boundary conditions

Location Dx Dy Dz

Point A Fix Fix Fix

Point B Fix Fix -

Line-W Fix - -

Line-LF - Fix -

여기서,  =

=   

 


   

 : 거더의 높이와 폭의 비()로 최소값은 0.75

 (최 값)

 : 기처짐계수로서 Eurocode3-curve c를 

사용하는 경우=0.49, Eurocode3-curve 

d를 사용하는 경우=0.76

 : 단일패 의 탄성 LTB 강도(Timoshenko 

and Gere
[14]

)로서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 복부  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 단탄성계수

 : 뒴비틂상수

2.4 도로교한계상태설계기준[2]

도로교한계상태설계기 (2012)에서는 복부 의 조 도에 

따라 비합성단면의 LTB강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인 경우 :    

 

 







 ≤  (10a)

그 외의 경우 : ≤  








일 때,

 










 ≤   (10b)

여기서, =(≤  인 단면)

=(  인 단면)

 : 복부  높이

  : 강재단면의 높이

= 로서 AASHTO LRFD 기

보다 다소 크게 설정되어 있음

3. 해석 모델 및 해석 방법

3.1 단일패널 및 3-패널모델

앞의 식 (9)의 탄성 LTB 강도는 다음 Fig. 1(a)와 같은 

단일패 에 한 이론  강도이다(Timoshenko and Gere 
[14]

). 그러나 부분의 거더는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이싱

이나 크로스빔으로 지지되어 있어 LTB 발생 구간의 압축

랜지 변형을 인  패 이 구속하는 효과, 즉 warping 변형

을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단일패  모델의 LTB 강

도는 실제 상황에 비해 안 측의 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차이에 따른 LTB 강도를 비교하기 해 Fig. 1(a)

의 단일패 모델과 Fig. 1(b)의 3-패 모델을 각각 고려하

다.

단일패 모델에서는 Fig. 1(a)와 같이 상부 랜지 양단에

는 압축하 을, 하부 랜지 양단에는 인장하 을 재하하여 균

일휨모멘트 상태로 고려하 으며, 3-패 모델에서는 Fig. 

1(b)와 같이 단순보의 1/3  2/3 지 에 연직하 을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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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0.001L  / Do b

Δ=0.001Lb

D

Fig. 2 Initial imperfection model

D

0.075D

0.6Fy
-0.15Fy

0.125bf

0.125D

-0.15Fy

0.6Fy
bf

0.075bf

Fig. 3 Residual stress model(ECCS)

Fig. 4 Idealized stress-strain curves

Table 2. Material properties used in the analysis

SM490 HSB800
비고

Stress(MPa) Strain Stress(MPa) Strain

315 0.00154 690 0.00337 

332.5 0.0190 780 0.020

490 0.06046 800 0.050 

- - 780 0.080

- - 650 0.150

Fig. 5 Partial view of 3-panel finite element model

하여 앙패  구간이 순수휨 상태가 되도록 고려하 다. 즉, 

3-패 모델은 휨실험에서 용하는 4 재하 휨실험모델에 해

당된다. 각 모델에서 지 부  하 재하 에서는 국부변형을 

방지하기 해 복부  두께의 수직보강재를 부착하 다. 모델

들의 지지조건은 Table 1과 같고 Dx, Dy, Dz는 각각 x, 

y, z축 이동변 이다. 

3.2 초기처짐 및 잔류응력

기처짐의 크기는 LTB 강도에 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

에서는 Yura 등[15]이 제시한 Fig. 2의 기처짐 형상을 고

려하 다. 즉, 패  앙 을 기 으로 복부 의 상단은 

의 횡방향 기처짐을, 압축 랜지의 양단은 ± 

 의 연직방향 기처짐을 고려하 다. 

한편, 용 제작에 따른 잔류응력도 LTB 강도에 향을 미

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Kang 등
[16]

이 제시한 HSB800 

용  거더의 잔류응력 측정 결과에 근거한 Fig. 3의 잔류응

력 분포를 고려하 다. Fig. 3의 잔류응력 분포는 ECCS
[17]

의 잔류응력 분포 형상과 같고, 잔류응력의 크기는 ECCS 

잔류응력의 60%에 해당한다.

3.3 재료모델 및 비선형해석 

SM490  HSB800 강재의 재료모델은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Multi-linear 모델로 고려하 다. 재료모델의 상

세한 정보는 Table 2에 보인 바와 같다. 강재의 탄성계수는 

=205 GPa을, 항복기 은 Von Mises 기 을 용하

으며 변형률경화구간에서는 isotropic strain hardening 모

델을 사용하 다. 

비선형해석은 ABAQUS/Standard
[18]

를 사용하 으며, 

모든 부재는 S4R 쉘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Fig. 3

의 잔류응력분포를 히 고려하기 해 주거더의 랜지는 

편측당 6열의 요소를 사용하 고, 복부 은 높이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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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numerical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by lay et al.[4]

Specimen Section  (mm)   (kN-m)   Pr
HT-36

H-254×146×6.4×10.9
2404 45.0

186
180 192 173.2

HT-41 1335 25.0 187 199 185.2

(a) HT-36 (b) HT-41

Fig. 6 Comparison of test and numerical analysis results

Table 4. Dimension of girders considered in this study

Steel Sec. ID
Compression and 
Tension Flange

Web
Eurocode3 Class

(mm) (mm)  (mm)
Web Flg. Sec.

SM490

NFSW 250×11 1000×6.7 4 3 4 48.5 1,553 5,830

NFNW 250×11 1000×9 4 3 4 44.5 1,481 5,674

CFNW 250×18 1000×9 4 1 4 51.1 1,594 6,203

CFCW 250×18 1000×12 3 1 2 47.3 1,532 5,998

HSB800

NFSW 250×18 1000×9 4 3 4 51.1 1,077 4,045

NFNW 250×18 1000×12 4 3 4 47.3 1,035 3,963

CFNW 250×25 1000×12 4 1 4 51.6 1,083 4,190

CFCW 250×25 1000×18 3 1 2 46.4 1,023 3,992

35열의 요소로 분할하 다. Fig. 5는 유한요소망의 형상(3-

패 모델의 1/3지  부분)이다.

3.4 적용 모델의 검증해석

본해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링 방법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해 기존 실험 연구 에 하여 해석을 수행

하기로 한다. 상 거더는 Lay 등
[4]

의 실험  2개의 거더

를 상으로 하 으며 제원은 Table 3에 보인 바와 같다. 

재료모델은 Earls[7]의 논문에 제시된 모델을 고려하 는데 

 354.4MPa,   1.49,   72.4,   

9.66이다. 2개의 거더에 해 Fig. 2의 기처짐을 각각 

   으로 고려하고 Fig. 3의 잔류응력을 고

려하여 3-패 모델의 해석으로부터 구한 결과를 Fig. 6에 제

시하 다. 

Fig. 6에서 Earls[7]의 해석결과는 3-패 모델에 의한 결

과로서 앙패 에 비해 인 패 의 강성을 매우 크게 고려

하 으며, 잔류응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처짐은 압축 랜지

의 처짐만을 고려하 다. 본 해석의 두가지 기처짐에 따른 

극한휨강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Table 3에서 

본 연구의 3-패 모델 결과는 기처짐을 로 고려

하고 잔류응력을 고려한 결과이며, Lay 등[4]의 실험값과 비

교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 LTB강도 평가 해석

4.1 해석 대상 거더의 제원

HSB800 강거더의 휨강도 평가 해석에 앞서 SM49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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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panel Model (b) 3-panel Model

Fig. 7 Von mises stress contour at ultimate moment : SM490, CFNW-section,   3,898mm

(a) NFSW section (b) NFNW section

(c) CFNW section (D) CFCW section

Fig. 8 Evaluated flexural resistance of SM490 girders

반강 거더에 해서 그림 1의 단일패 모델과 3-패 모델로 

휨강도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각 기 과 비교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강종별 단면은 표 4와 같다. 본 표에서 단

면의 세장비를 AASHTO LRFD 기 에 따라 구분하고 비조

  조  랜지를 ‘NF’, ‘CF’로, 세장, 비조 , 조  복부

을 ‘SW’, ‘NW’, ‘CW’로 표기하 으며, 한 Eurocode 3

에 의한 복부 , 랜지  단면의 등 을 제시하 다.

한편, Table 4에 제시한    은 AASHTO 부록 

A6의 조   세장 비지지길이 한계이며, 세장복부 을 갖는 

단면의 경우 은 AASHTO 본문 규정의 비지지길이이다. 

해석에서 고려한 비지지길이는 각 단면에 해  , 을 기

으로      ,       ,  

 의 총 5개이다. 

4.2 SM490 거더 해석 결과

SM490 강재 거더에 해 잔류응력을 고려한 단일패 모

델  3-패 모델의 극한휨모멘트에서의 변형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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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panel Model (b) 3-panel Model

Fig. 9 Von mises stress contour at ultimate moment : HSB800, CFNW-section,   2,636mm

(a) NFSW section (b) NFNW section

(c) CFNW section (D) CFCW section

Fig. 10 Evaluated flexural resistance of HSB800 girders

응력선도의 를 Fig. 7에 제시하 으며, 각 단면별 비지지

길이 세장비()에 따른 휨강도는 Fig. 8과 같다. Fig. 

8에서 각 LTB 강도곡선은 랜지좌굴강도가 지배 인 경우 

해당 기 의 랜지 좌굴강도를 고려한 것이다. Fig. 8으로

부터 모든 단면에서 단일패 모델에 의한 휨강도는 비지지길

이가 짧은 경우에는 Eurocode 3의 buckling curve d

( )를 용한 경우에 가깝고, 비지지길이가 증가

함에 따라 buckling curve c(  )를 용한 경우

에 가까운 강도를 보 다.

한편, 3-패 모델의 결과는 세장복부 을 갖는 단면은 

AASHTO LRFD 본문 규정의 강도에, 조   비조 복부

을 갖는 단면들은 AASHTO LRFD 부록 A6  AISC 

LRFD 규정의 휨강도에 체로 부합한 결과를 보 다. 이는 

상한 바와 같이 단일패 모델의 결과가 3-패 모델에 비해 

작은 LTB 강도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Eurocode 

3 기 은 식 (9)의 단일패 의 LTB 강도를, AASHTO  

AISC 기 은 Fig. 1(b)와 같은 4 재하 휨실험 결과에 주

로 근거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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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 8(b)～(d)로부터 ～  구간에서 LTB 강

도는 도로교한계상태기 의 비조   조 복부 에 한 식

(10a)의 LTB 강도에 비해 작게 평가되었다. 비조   조

복부 에 한 LTB 강도 기 으로 제시된 식 (10a)는 

2002년 AASHTO LRFD 기 이었으나 이후 식 (1b)으로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식 (10a)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M490 강거더에 한 해석 결과를 요약하면 단일패 모

델은 Eurocode 3에 부합하는 휨강도를, 3-패 모델은 세장

복부 을 갖는 단면은 AASHTO LRFD의 본문 규정에, 비

조   조 복부 을 갖는 단면은 AASHTO 부록 A6에 부

합하는 휨강도를 보 다.

4.3 HSB800 거더 해석 결과

이축 칭단면 HSB800 강재 거더에 해 잔류응력을 고

려한 비탄성 LTB 구간의 휨강도 해석 역시 단일패 모델  

3-패 모델을 각각 고려하 으며, 극한휨모멘트에서의 변형 

 von Mises 응력선도의 를 Fig. 9에 제시하 다. LTB 

강도의 비교는 Fig. 10에 제시하 으며, SM490 강재와 동

일하게 각 LTB 강도곡선은 랜지좌굴강도가 지배 인 경우 

해당 기 의 랜지 좌굴강도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술한 

바와 같이 도로교한계상태기 은 비조   조 복부 에 

해서는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에서 제외하 다.

먼  Fig. 10(a)～(d)로부터 단일패 모델에 의한 휨강도

는 SM490 거더의 결과와 유사하게 비지지길이가 짧은 경우

에 Eurocode 3의 curve d를 용한 경우에 가깝고, 비지지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curve c를 용한 경우에 가까운 강도

를 보 다. 한편, Fig. 10(a)의 세장복부 을 갖는 NFSW 

단면은 AASHTO LRFD 본문 강도(식 (1b))  AISC의 

강도(식 (6b))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Fig. 

10(b)와 (c)로부터 비조 복부 을 갖는 NFNW  CFNW 

단면 모두 AASHTO LRFD의 부록 A6  AISC 규정의 

휨강도가 얻어졌다. 한, Fig. 10(d)로부터 조 복부 을 

갖는 CFCW 단면 역시 AASHTO LRFD 부록 A6  

AISC 규정의 휨강도가 얻어졌다.

HSB800 강거더에 한 LTB 강도 해석 결과를 요약하면 

SM490 강거더와 마찬가지로 단일패 모델은 Eurocode 3

에 부합하는 휨강도를, 3-패 모델은 세장복부 을 갖는 단

면의 경우 AASHTO LRFD의 본문 규정에, 비조   조

복부 을 갖는 단면은 AASHTO 부록 A6 규정에 부합하는 

휨강도를 보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강에 비해 재료 특성이 다른 고강도강

에 해서 재의 휨강도 기 을 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   비조  복부 을 갖는 단면에 해 복부  소성화계

수 개념에 의한 휨강도의 증가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해 HSB800 고강도강 용 이트 거더의 횡

비틂좌굴강도를 비선형해석을 통해 평가하 다. 이축 칭단면

을 상으로 하 으며, 단일패 모델과 3-패 모델을 사용하

여 단면의 조 도에 따른 해석  평가를 수행하고 각국 기

과 비교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SM490 강재에 한 해석으로부터 세장비에 따른 4가

지 단면 모두 단일패 모델은 Eurocode 3의 LTB 강도

를, 3-패 모델은 AASHTO 본문(세장복부 단면)  

AASHTO 부록 A6(비조   조 복부 단면)의 휨강도

를 만족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석모델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2) SM490 강재에 한 해석으로부터 국내 기
[2]

은 비조

  조 복부 을 갖는 단면의 LTB 강도를 일부 비

지지구간에서 비안 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8(b)～(d)), 이에 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

로 단된다.

(3) HSB800 강재에 한 해석 결과 SM490 강재와 유사

하게 세장비에 따른 4가지 단면 모두 단일패 모델은 

Eurocode 3의 LTB 강도를, 3-패 모델은 AASHTO 

본문(세장복부 단면)  AASHTO 부록 A6(비조   

조 복부 단면)의 휨강도를 만족하 다. 

(4) 이상으로부터 비탄성 역에 해 세장복부 을 갖는 이

축 칭단면은 AASHTO 본문 규정을, 조   비조 복

부 을 갖는 단면은 AASHTO 부록 A6 규정을 

HSB800 강재 이트 거더의 LTB 강도 규정으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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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균일휨모멘트를 받는 HSB800 강재 이트거더의 횡비틀림좌굴(LTB) 강도를 비선형해석으로 평가하 다. 

세장, 비조   조  복부 을 갖는 이축 칭단면들을 상으로 하 으며, 기처짐과 잔류응력의 향을 고려하여 비탄성좌굴 역의 LTB 

강도를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패 모델과 3-패 모델을 각각 고려하 으며, 이들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SM490 강재 거더

에 해 해석을 수행하고 AASHTO, AISC, Eurocode  국내 도로교한계상태기 과 비교하 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HSB800 강재거더

에 해 LTB 강도 평가 해석을 수행하 으며, 비탄성 역의 LTB 강도에 한 재 기 이 이축 칭 HSB800 강재 거더에서도 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 심 용 어： HBS800 강재, 이트거더, 비탄성 LTB, 이축 칭단면, 단일패 모델, 3-패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