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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골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접합과 
좌굴 인데, 그 중에서 좌굴은 구조설계에서 
가장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강구조의 설계에서 좌굴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좌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건전한 구조설계를 할 수 
없다. 철골은 강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구조부재에 비하여 세장한 단면부가 되어 좌굴 
문제를 발생시킨다. 

철계 구조는 단면의 크기에 비해 얇고 
길이가 긴 부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좌굴에 의해, 그 한계 상태나 안정성이 결정 
되어진다. 이러한 좌굴에는 판 요소에 대한 
플랜지의 국부 좌굴과 웨브의 국부 좌굴이 
있으며, 단면적체의 횡방향에 대한 불안정성 
즉, 횡-비틀림 좌굴이 있다. 이러한 각각 
독립적으로 그 제한 값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 값들은 일반 구조용 강재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SS400 의 소재를 이용해서 트러스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경량화와 조립의 편리성을 
위해서 압출을 이용한 알루미늄 바를 이용해서 
트러스의 기본바를 제작하게 되다. 트러스의  
단면 형상 및 조립방법에 따른 구조적인 
안전성을 평가해보겠다. 

2. 좌굴의 연구동향 
 

좌굴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것을 분류할 
때는 축방향 압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등과 같이 단면력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지만, 부재의 차이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부재의 종류와 좌굴 형태의 주요한 것은 Fig. 
1 에 나타낸 것과 같다. 축방향으로 압축력을 
받는 부재를 기둥이라고 하고 좌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Fig. 1 (a)는 부재가 
횡방향으로 하중을 받을 때, 이 부재를 보라고 
한다. 보의 횡좌굴은 Fig. 1 (b) 이다. 전단력에 
저항하는 복부판에 좌굴이 생기는데, 전단력에 
따라 압축응력이 경사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좌굴이 발생한다.  Fig. 1 (c)는 
복합하중이 작용할때이다. Fig. 1 (d)는 판이나 
쉘이 압축을 받는 복부판의 전단 좌굴이라한다. 
Fig 1 (e)는 아치 부재도 연직하중에 의해 면내 
또는 면의 좌굴이 발생한다. 

Fig. 1 Type and Shape of Buckling 
 

3. 유한요소해석조건 
 

3.1 제품 모델링 및 재료물성치 
 

본 해석에 사용한 재료는 알루미늄으로 
밀도 2,770 [kg/mm3], 영계수 900 [Mpa], 
프아송비 0.33, 인장항복강도 28 [Mpa], 
인장극한강도 310 [Mpa]이다. 일반적인 
트러스는 길이에 비해 단면이 작은 부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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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으로 조합하여 그 
교점을 이은 구조물이다. 트러스의 구성 
부재에는 부재의 축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고 
전단력이나 휨 모멘트는 작용하지 않는다. Fig. 
2 는 제품 모델링에 대한 해석 경우의 수이다. 
본 해석에서는 사각단면에 대한 트러스의 
해석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의 (a)는 
단면의 형상이 원통인 트러스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2(b)~(d)는 단면적이 허니컴 형상의 
단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브릿지의 형상 및 각도변화에 
따른 트러스의 형상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Case 1 과 Case3 은 서로 맞물리는 
브릿지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Case 2 와 Case 
4 는 브릿지형상이 동일한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Case 1 과 Case 2 는 맞주 보는 브릿지의 
각도가 동일하지만, Case 3 과 Case 4 는 맞주 
보는 브릿지의 각도가 반대이다. 

Fig. 2 Case of FEM analysis numbers 
 

3.2 구속조건 및 하중조건 
트러스의 양쪽 끝을 완전고정으로 하며, 

트러스의 중간 부분에 집중하중[91 N]을 부여 
한다. 

4. 유한요소해석결과 
 

Fig. 3 은 트러스의 형상에 변화에 따른 
Total deformation[mm]를 나타내고 있다. Case 
1 은 5.14 [mm], Case 2 는 21.33[mm], Case 3 은 
5.3 [mm], Case 4 는 17 [mm]를 나타내고 있다.  
Case 3 이 가장 작은 변형량을 나타내며, Case 
2 가 가장 큰 변형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 3 Total deformation of FEM analysi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용접을 이용한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트러스가 아닌 조립이 쉬우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트러스 형상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압출을 이용한 허니컴 
트러스는 용접을 이용한 트러스와 비슷한 
변형량을 나타내고 있다. 브릿지의 각도에 
따른 트럿의 변형량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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