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용 사장교의 케이블 정착구조에 관한 연구

공병승*

서론.１

철도의 역할은 세기 이후 항공기와 자동차에게 여객 및 물류수송의 일부분을 잠식당했으나20 ,.

세기에 들어 고속철도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대규모의 인력과 화물수송이 가능하여 철도혁명의21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 여년의 역사에는 하천 계곡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많은. 200 , ,

철도교량의 역사도 포함되며 그 중 장대레일을 이용한 교량의 경관 및 재료적 측면을 고려할 때,

최적의 교량 형식중의 하나인 철도용 사장교가 도표 의 예와 같이 가설되었거나 가설이 증가하1. ,

*책임저자 동서대학교 교수 정회원: .



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사장교는 케이블을 이용한 탄성지점의 구성으로 교량에 재하된 고정하중.

을 케이블을 통해 주탑에 전달시킴으로서 보강형 단면에서 고정하중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한 효율적인 구조계를 형성 고정하중 이외의 하중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저항할 수 있게 구성되,

어 교량의 장대화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구조계에서는 보강형단면에 작용하는 하중흐름을 갖게.

되며 이런 하중흐름의 과정에서 케이블 정착점에 응력집중을 유발하게 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

구된다.

도표 세계의 철도용 사장교 현황1.

교 량 명 (Bridge name) 용도 재료 지간장 완 성 국 명

흡수문교 (Kapshuimun) 병용 복합 430m 1997 중국

(Iwakurojima)岩黑島橋 병용 합성 420m 1988 일본

(Hitsuishijima)櫃石島橋 병용 합성 420m 1988 일본

Parana de las Palmas Bridge
(Zarate-Brzo Lange)

병용 강 330m 1978 아르헨티나

Parana Guazu Bridge 병용 강 330m 1978 아르헨티나

Erasmus Bridge 병용 강 284m 1996 네덜란드

Oberkassel Bridge 병용 강 258m 1973 독일

Sava River Bridge 철도 강 254m 1980 유고

Sky Train Bridge 철도 PC 340m 1988 캐나다

Oeresund Bridge 병용 490m 2000 스웨덴 덴마크/

Uljanovsk (Volga River) 병용 강 407m 1993 러시아

교小本川 철도 PC 1978 일본

제 타마가와교1 철도 PC 188 1996 일본

제 치쿠마가와교2 철도 PC 133.9m 1997 일본

횡단교PO River 철도 PC 400m 준공예정2006( ) 이탈리아

Laibin Bridge 철도 PC 398m 1981 중국

본 연구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용 사장교가 가설되지 않았지만 향후 가설될 미래지향,

적인 사장교의 경우에는 도표 의 사장교 케이블 정착부의 여러 형식 중 강바닥판교의 파이프형, 2.

케이블 정착부에 대한 국부 상세해석을 통하여 케이블 정착부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정착부,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케이블

크 기

대단면의 케이블 소단면의 케이블

다수 스트랜드

케이블
단일 또는 소수 스트랜드 케이블 단일 스트랜드 케이블

정착부

형 식

스프레이새들

+

앵커 거더형식

앵커 거더 형식 브라켓트 형식 파이프 앵커 형식
가세트

형식(Gusset)

정착부

형상

도표 케이블 정착부 형식별 특징2.



형 케이블 정착구의 특징 및 문제점. Pipe２

형 케이블 정착구의 특징2.1 Pipe

본 연구목표로 설정한 케이블 정착구의 형식은 으로 그 구조는 그림 과Pipe Anchor System 1.

같이 주형 또는 종형의 복부판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여기에 케이블을 정착한다 케이블 정착방향.

이 복부판에 대해 각기 각도를 가진 경우 제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힘의 전달경로는 정착강Bearing Plate →

관 하부플랜지 복부판 다이아프램 지, ,→ →

압판 이며 특징으로는Deck Plate→ 복부판과

강관의 일체화로 인해 보강구조가 간단하고 경

제적이며 노출부 최소화로 측면에서의 미관이,

비교적 양호 하지만 주거더 와 강관 접합시Web

정밀 제작과 용접구조물의 피로강도 개선을 위

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림 평면도1.

케이블 정착강관 제원 및 정착부 위치도2.2

케이블 정착부 검토를 위해서 가장 큰 인장

력을 받는 그림 의 부분을 국부 상세해석2. C1

하였다.

그림 케이블 정착부 위치도2.

도표 케이블 정착강관 제원3.

번호 길이[m] 내경[m] 두께[mm] 내경두께/ 비고 번호 길이[m] 내경[m] 두께[mm] 내경두께/ 비고

C1 7.395 323.9 32.0 5.06 C17 7.395 323.9 32.0 5.06

C2 6.735 323.9 32.0 5.06 C18 6.735 323.9 32.0 5.06

C3 6.066 323.9 32.0 5.06 C19 6.066 323.9 32.0 5.06

C4 5.190 323.9 32.0 5.06 C20 5.190 323.9 32.0 5.06

C5 4.534 323.9 32.0 5.06 C21 4.534 323.9 32.0 5.06

C6 3.899 323.9 32.0 5.06 C22 3.899 323.9 32.0 5.06

C7 3.338 244.5 32.0 3.82 N.G. C23 3.338 244.5 32.0 3.82 N.G.

C8 2.921 244.5 32.0 3.82 N.G. C24 2.921 244.5 32.0 3.82 N.G.

C9 3.024 244.5 32.0 3.82 N.G. C25 3.024 244.5 32.0 3.82 N.G.

C10 3.439 244.5 32.0 3.82 N.G. C26 3.440 244.5 32.0 3.82 N.G.

C11 3.996 273.0 32.0 4.27 N.G. C27 3.996 273.0 32.0 4.27 N.G.

C12 4.611 323.9 32.0 5.06 C28 4.618 323.9 32.0 5.06

C13 5.247 323.9 32.0 5.06 C29 5.267 323.9 32.0 5.06

C14 5.880 323.9 32.0 5.06 C30 5.943 323.9 32.0 5.06

C15 6.317 355.6 32.0 5.56 C31 6.393 355.6 32.0 5.56

C16 6.275 368.0 32.0 5.75 C32 6.352 368.0 32.0 5.75



정착 강관재에 대한 문제점2.3

평판을 이용하여 강관을 제작하게 되면 곡률도입시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도표 의 일본. 4.

도로교시방서 에서는 이러한 잔류응력에 의한 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해 관의 내측반경이 관두께의Ⅱ

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표 비교란에 나타나는 는 이러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5 . 3. N.G.

하여 보강방안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도표 일본 도로교 시방서 번역내용4. 1 .6 H14.3( )Ⅱ

주요부재에 있어서 냉간굽힘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내측반경은 판두께의 배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강재3) , 15 . ,

규격에서 충격시험이 규정되어 있는 강종으로 에 규정하는 샤류피 충격시험의 결과가 표 해 에 나타내는JIS Z2242 - 1.6.2

조건을 만족하고 또한 화학성분중의 전질소량이 를 넘지 않는 재료에 관해서는 내측반경을 판두께의 배이상 및, 0.006% , 7

배 이상으로 하여도 좋다5 .

표 해 샤루피 흡수에너지에 대한 냉간굽힘가공반경의 허용치- 1.6.2

샤루피흡수 에너지 냉간굽힘가공의 내측 반경 부기 기호

이상150 판두께의 배이상7 -7L, -7C

이상200 판두께의 배이상5 -5L, -5C

주 번째의 숫자 최소굽힘반경의 판두께의 배율)1 :

번째의 기호 굽힘가공방향 최종압연 방향과 동일 방향 최종압연방향과 직각방향2 : (L : , C : )

강관정착구의 제작방법은 평판을 구부려 곡률을 도입하여 제작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철강 제조업체의 예를 보면 이와 같이 내경이 작은 강관의 제조 가능 일반적으로 이용되, (

고 있는 기성 강관 한 판두께는 이하이며 제조가 가능하더라도 용접의 신뢰성과 피로 강) 19mm ,

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원형관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곡률도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외 방향의 물리적 힘이 도입되,

게 되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강관형식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피로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보강형 케이블 정착구의 해석3. FEM

해석개요3.1

케이블 정착부 검토를 위해서 사장교 전체계를 모델링하는 것은 전체모델링 해석시 많은 노력

과 시간이 필요하며 해석결과의 분석 또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만을 국, .

부 상세해석하여 구조적 거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케이블 정착부 국부해석에서 어.

려운 점은 케이블 정착부가 여러 보강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와 가능한한 근접하도록 모델

링을 하고 전체 구조물의 거동을 국부 상세모델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경계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국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한. MIDAS/CIVIL



모델을 먼저 해석하여 각종 하중 및 설계제원을 결정하고 동일한 모델을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

인 을 이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여 해석의 타탕성을 검토하고 정착부의 안LUSAS Ver. 13.6 FEM

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상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강형 케이블 정착부 국부 해석 결과3.2

응력 분포도3.2.1

발생한 응력은 을 적용한“Maximum Distorional Energy Density Criterion" Von-Mises

유효응력 로 평가한다 는 다음식과 같다Stress( ) . Von-Mises Stress .

       (1)․․․․․․․
여기서, , 는 주축 방향의 주응력이다1,2 .

그림 보강형 케이블 정착부 전체 유효응력3. 그림 최대유효응력4. MIDAS/CIVIL

에서는 유효응력이 로 표현되며 그림 의 결과와 같이 전체적으로 유효응LUSAS Ver. 13.6 SE 3.

력은 케이블 정착부 웨브플랜지 케이블 정착 파이프 파이프보강재에서 큰 유효응력이 발생하는, ,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유효응력은 케이블 정착부의 정착 파이프 보강재부분에 발생되며. ,

   
 크기의 유효응력이 발생하였다 이는 케이블 장력의 수평성분의 영향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림 의 구조계산서상의 최대유효응력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4.

있다 내부 다아아프램의 유효응력은 케이블 정착 파이프와 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며 유효. ,

응력의 크기는    
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이아프램부의 부근에도 유효. Man Hole

응력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상하플랜지의 우력에 의한 비틀림으로 발생한 응력인 것

으로 사료된다 횡리브 역시 다아이프램과 비슷한 응력흐름을 알 수 있다 비틀림으로 인한 횡리. .

브 내부에 응력집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케이블 정착 파이프와 연결부분에서도 응력집중을 발견,

할 수 있다.

과 해석 결과 비교3.2.2 MIDAS/CIVIL LUSAS

보강형 케이블 정착부를 를 이용하여 수치해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용재료에 따른 허LUSAS

용응력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링을 검토했을 때 케이블 정착판의 면. MIDAS/CIVIL



이 파이프와 직교하지 않아서 수정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결과 값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보강형 케이블 정착부의 발생 유효응력5.

위치
MIDAS

유효응력()

LUSAS

유효응력()

비고

유효응력비율( %)

허용응력

()

다이아 프램 7920.4 12493.8 132.5 19200

횡리브 18413.0 18815.3 102.2 19200

정착부Pipe 17344.3 19627.5 113.2 28800

정착부 20687.9 21085.7 101.9 28800

최대 유효응력은 의 경우는LUSAS  으로 파이프보강재와 외측웹의 접점부분

에 발생하였고 의 경우는MIDAS/CIVIL   
로 파이프보강재 내부에 발생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정착판의 면과 파이프가 직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4.

에 의한 구조해석을 로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발생한 유효응력이 의 그MIDAS LUSAS , MIDAS

것보다 다소 높은 값이지만 모두 허용응력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유효응력은 케이블 정.

착 파이프 보강재부분에서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히 케이블 장력의 수평성분에 의해 발.

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파이프 보강재의 단면형상변화를 통해서 집중응력발생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 케이블 정착 파이프 보강재의 상세설계가 미비하여 케이블 정착부의 정확.

한 해석 모델을 모사할 수 없지만 우선적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곡률을 가진 곡선형으로 처FEM

리한 경우 응력흐름에 유리하여 피로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블 정착판의.

면과 보강재가 거의 직선적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i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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