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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id structure is parallel main girders intersected with crossgirder. It distribute the

loads to adjoining main girder through the crossgirder when a girder is subjected to a load.

grillage girder bridge has high load-carrying capacity, it can save materials and become more

economical type of bridge. In this paper, the grillage girder bridge analysis program

developed by using the transfer matrix method deals with following problems: the

comparision with Leonhardt, Szabo, FEM yang and jung in the analysis of grillage girder

bridges, quality of straight and curved bridges with skew angle, forces of straight and curved

bridges according to skew angle and bending stiffness/torsional stiffness ratio.

요 지

격자구조는 병렬하는 주거더에 횡거더로 접합된 구조를 말하며 집중하중이 재하될 때 하중이 주거더만 부

담하지 않고 횡거더를 통하여 다른 주거더로 하중이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격자형의 교량은 과다한 집중하

중을 분산시켜 내하력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사용재료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

석절차가 간단하고 이해가 쉬운 전달행렬법을 이용하여 격자교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Leonhardt, Szabo,

FEM, 양창현 및 정진환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경사각을 갖는 직선격자교와 곡선격자교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경사각과 휨강도/비틀림강도의 비에 따른 직선격자교와 곡선격자교의 단면력을 분석하였다.

Keywords : Transfer Matrix Method, Grillage Girder Bridges, Straight and Curved Bridges,

Skew Angle, Bending Stiffness/Torsional Stiffnes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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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 철도 등을

횡단하는 교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이러한 경우

에는 시공성이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상자형 교량이

빈번히 설계, 시공되고 있다. 또한, 건설되는 교량의

대부분은 사각, 대칭경사,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

설계 속도의 증가, 지형적 조건, 도로선형 유지 등의

이유로 해석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의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사교는 휨강도, 비

틀림강도, 경사각 등에 따라 역학적인 거동이 직선교

와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인다.

현재 실무에서 상자형 교량을 설계할 때 교량전체를

모델링 하므로 해석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로 한 개의 빔요소로 고려하여

주거더 사이는 가로보만으로 연결한 격자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간이계산법이 사용되고 있다.

격자거더는 다차 부정정 구조물이지만 예전부터

Timoshenko
(1)
, Hetenyi

(2)
, Melan

(3)
, Kloppel

(4)

등 연구가 진행 되었고, 격자교가 가설되어지고 나서

부터 격자거더의 해석 이론은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었

다. 격자거더의 정적 해석법은 주로 직교이방성판이론

에 의한 풀이법, 격자거더이론 등이 있는데, Guyon-

Massonnet(5), Woinowsky-Kriegr(6)등이 연구를 진

행 하였다.

한편, 격자거더이론은 격자를 골조 입체 구조물로

취급하는 것으로 미지량의 선택에 따라 응력법, 변형

법, 혼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격자이론에 관한 연

구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成岡昌夫(7), 平丼一男(7),

Szabo(8), Hendry-Jaeger(9), Hiba(10), Goldstein(11),

Basole
(12)
, Clarkson

(13)
, Lee

(14)
, Markino

(14)
,

van Langendonck(15)등의 연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격자 거더 내의 주거더 및

횡거더 모두를 개별 거더로 분해하고, 각각의 거더에

대하여 이론체계가 알기 쉽고, 계산순서가 명확하며,

응용분야가 넓은 전달행렬법(Transfer matrix method)

을 적용하였다. 이때 주거더와 횡거더의 결합점에 작

용하는 격점력을 미지량으로 계산에 도입하고 각 격점

력에 대한 주거더와 횡거더와의 변위 적합조건을

이용한 격자해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직선격자교는

Leonhardt(16), Szabo(8), FEM과 비교 하였고, 곡선

격자교는 양창현(17), 정진환(18)과 비교 한후 프로그램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직선격자교와

곡선격자교의 경사각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

고, 경사각과 휨강도와 비틀림 강도의 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였다. 또한, 교량설계 실무 시 경사각 직선

격자교와 경사각 곡선격자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합리

적이며, 경제적인 경사각 격자교의 설계에 참고 자료

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전달행렬법에 의한 격자거더이론

몇 개의 주거더를 병렬시켜 연속적으로 횡거더로 결

합된 구조물을 격자교(Grillage girder bridge)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격자교는 주거더에 집중하중이 재하

할 때 횡거더가 존재하므로 인접한 주거더에도 하중을

분담시킬수 있어 하중분배가 일어난다. 격자거더는 I

형 거더를 사용한 것과 박스형 거더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주거더가 I형 거더일 경우 비틀림 강성도가

없는 격자거더로 취급하며 박스형 거더의 경우는 비틀

림강도가 있는 격자 거더로 취급한다.

격자 거더를 주거더가 횡거더에 의해 탄성 지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격자 거더 내의 주거더와 횡거더를

개별 거더로 분해하고 각각의 거더에 대해 전달행렬법

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2.1 격간행렬

임의로 거더를 분할한 격간 k의 격간 길이 l k, 휨

강도 EI k, 비틀림강도GK k로 하였다. 직선거더의

힘의 평형방정식은 식(1)과 같고, 곡선거더의 힘의 평

형방정식은 식(2)와 같이 된다.

d 2β k

dl 2
k

=-
m k

GK k

d 4w k

dl 4k
=-

q k

EI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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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k : 단면의 회전각 , wk : 처짐

qk : 등분포하중

dMk

dφ k

+T k=Q kRDk

dT k

dφ k

=Mk

dQ k

dφ k

=0











(2)

여기서, Mk :휨모멘트, T k : 비틀림모멘트

Qk : 전단력, φk : 중심각,

RDk : 곡률반경

식(1)과 변위과 단면력의 관계(19)를 라플라스 변환

하여 미분방정식을 풀어 정리하여 격간 k의 무차원화

된 직선거더의 격간행렬을 구하면 식(3)과 같이 설정

할 수 있다.













1 0 a 1, 3
* a 1, 4

* 0 a 1, 6
* a 1, 7

*

0 1 0 0 a 2, 5
* 0 a 2, 7

*

0 0 1 a 3, 4
* 0 a 3, 6

* a *
3,7

0 0 0 1 0 a 4, 6
* a 4, 7

*

0 0 0 0 1 0 a 5, 7
*

0 0 0 0 0 1 a *
6,7

0 0 0 0 0 0 1

(3)

a *
1,3=-l/l c=-a *

4,6

a *
1,4=-(1/2)⋅( l/l c )

2⋅(I c/I)

a *
1,6=-(1/6)⋅( l/l c )

3⋅(I c/I)

a *
2,5=(l/l c )⋅(EI c/GK)

a *
3,4=(l/l c)⋅(I c/I)

a *
3,6=(1/2)⋅( l/l 2

c)⋅(I c/I)

식(2)와 변위과 단면력의 관계(2)를 라플라스 변환

하여 미분방정식을 풀어 정리하여 격간 k의 무차원화

된 곡선거더의 격간행렬을 구하면 식(4)과 같이 된다.

Fk=













1 a 1,2
* a 1,3

* a 1,4
* a 1,5

* a 1,6
* a 1,7

*

0 cosφk sinφk a 2,4
* a 2,5

* a 2,6
* a 2,7

*

0 -sinφk cosφk a 3,4
* a 3,5

* a 3,6
* a *

3,7

0 0 0 cosφk -sinφk a 4,6
* a 4,7

*

0 0 0 sinφk cosφk a 5,6
* a 5,7

*

0 0 0 0 0 1 a *
6,7

0 0 0 0 0 0 1

(4)

a 1,2
* =

RDk

R c

(1- cosφ k)= a 5,6
*

a 1,3
* =-

RDk

R c

sinφ k=- a 4,6
*

a 1,4
* =

gk

2α c

(
RDk

R c

) 2{ (1+α k)φ ksinφ k

+2 cosφ k-2}=- a 3,6
*

a 1,5
* =

1+α c

2α c

gk(
RDk

R c

) 2

․(φ kcosφ k-sin k)= a 2,6
*

a 1,6
* =

gk

2α c

(
RDk

R c

) 3{ (α k-1)sinφ k

-(α k+1)φ kcosφ k}

a 2,4
* =-

1+α c

2α c

gk(
RDk

R c

)φ ksinφ k=- a 3,5
*

a 2,5
* =

1
2α c

gk(
RDk

R c

){ (α k-1) sinφ k

-(α k+1)φ kcosφ k }

a 3,4
* =

1
2α c

gk(
RDk

R c

){ ( 1-α k) sinφ k

-(α k+1)φ kcosφ k }

여기서, 식(3)과 식(4)에서 제7렬째 f *
i 7( i= 1～6)

는 하중항(19)이다. 직선거더와 곡선거더의 임의의 k격

간의 좌단의 상태 벡터량을 y*
0k, 우단의 상태 벡터

량을 y*
lk로 하면 식(5)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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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격자교의 모델

Fig. 2 격자교의 단면력

y0k
* = { ω 0k

* , β 0k
* ρ 0k

*, M0k
*, T 0k

*, Q 0k
*1}

y lk
* = { ω lk

*, β lk
* ρ lk

*, Mlk
*, T lk

*, Q lk
* 1}

}(5)

식 (5)를 정리하면 식 (6)과 같이 된다.

y lk= F k
* y0k

* (6)

여기서, F k
* :격간행렬

직선거더와 곡선거더의 격점 k의 우단과 k+1 격

점의 좌단의 상태 벡터량은 각각 식 (3)와 식 (4)로부

터 격간행렬 F k
*와 Pk

*를 식 (7)와 같이 순차적으

로 곱하여 구할 수 있다.

y lk+ 1=PkFkPk- 1F k-1Pk- 2․․․F 2P1F 1yL,1

(7)

여기서, Pk
* : 격점에 작용하는 하중의행렬

2.2 격자교의 해석

 
격자교의 대표적인 사항은 Fig. 3과 같은 2박스거

더교이며, 이와 같은 구조물은 2상자 거더의 단면전체

(전단중심D)에 대한 비틀림 정수비가 30이하 일경우

휨 비틀림이론에 의한 엄밀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Fig.

1과 같이 격자교로 치환하여 해석하였다. 각 주거더

G1및 G2의 전단중심은 D 1, D 2이고, 주거더는 휨강

성도 EI 1,EI 2및 비틀림강성도 GK 1,GK 2를 갖게

되고, 횡거더의 휨강성도EI Q(=EI *
Q(a

*/a) 3,I *
Q :

횡거더의 단면2차모멘트, a * : 주거더 간격, a : 횡거

더 간격)의 횡거더로 연결되어 있는 휨과 비틀림이 작

용하는 격자교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2상자 거더 단면에 작용하는 하중은 각 주거

더 G 1및 G 2에 휨모멘트 M 1,M 2및 비틀림 모멘트

T 1,T 2와 전단력S 1,S 2로 분배되어 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석하여 얻어진 각 주거더의 부재력 중에

는 구조물 전체에 생기는 휨 모멘트, 비틀림의 영향이

분담되어 구해져 있으므로 구조물전체를 하나의 보요

소로 해석한 결과와 격자교로 해석한 결과는 결국 같

게 된다.

격자교의 해석순서는 각각의 주거더 G 1,G 2를 2.1

에서 언급한 전달행렬법으로 해석을 하였고, 주거더와

횡거더의 결합점 i또는 j에는 Fig. 2와 같이 격점력

T s
i, S s

i 또는 T s
j, S

s
j가 생긴다. 여기서 주거더의 격

점 k가 점 i에서 횡거더와 결합하게 되어 P Rk는 식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S
i SS

i

PRk=











.....0 0.....

.....0 0.....

.....0 0.....

.....0 0.....

.....1 0.....

.....0 1.....

.....0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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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180=900

5x180=900 view of point

6x400=2,400

Fig. 3 직선거더 격자교의 해석모델

주거더
1 2 3 4 5 6

횡거더

1 0.947 0.788 0.548 0.234 -0.103 -0.434

2 2.049 1.584 0.973 0.356 -0.211 -0.751

3 3.579 2.094 1.086 0.367 -0.260 -0.865

4 2.049 1.584 0.973 0.356 -0.211 -0.751

5 0.969 0.788 0.548 0.234 -0.103 -0.434

Table 1 휨모멘트의 영향선(Szabo)(8)

주거더
1 2 3 4 5 6

횡거더

1 1.034 0.767 0.485 0.201 -0.925 -0.392

2 2.032 1.54 1.005 0.418 -1.915 -0.808

3 3.277 2.248 1.315 0.483 -0.289 -1.035

4 2.033 1.544 1.005 0.418 -1.915 -0.808

5 1.040 0.761 0.484 0.200 -0.925 -0.392

Table 2 휨모멘트의 영향선(FEM)

횡거더는 직선 휨부재가 되고, 주거더와의 결합점에

서 각각 M s
i, S s

i 또는 Ms
j
, S s

j의 부정정력이 생기

며, 횡거더의 격점k가 점 i에서 주거더와 결합한다면

식 (9)와 같이 P Rk'는 나타내게 된다.

MS
i SS

i

PRk=











.....0 0.....

.....0 0.....

.....0 0.....

...-1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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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개 주거더와 횡거더와의 결합점에서 생기는 8개의

미지 부정정력에 대해 우선 격점 i및 j에서 주거더와

횡거더와의 부정정력의 관계를 구하면 식 (10)과 같이

된다.

TS
i =MS

i'

SS
i =SS

i'

TS
j =MS

j

SS
j =SS

j'











(10)

또한, 각각 격점에 대한 변위의 적합 조건식에서 식

(11)과 같은 관계식이 된다.

wli=wli'

β li =-φ li'

wlj=wlj'

β li=β li'

} (11)

주거더와 횡거더의 결합점에서 제각기 식 (10) 및

식(11)을 만족할 수 있게 하면 격자교의 전체를 해석

하는 것이 된다.

3.프로그램의 검증

3.1 직선거더 격자교

Fig. 3과 같이 직선거더 격자교의 스팬길이 24m , 주

형 6개, 횡거더 5개로 이루어진 단순지지 격자 거더에 대

해서 전달행렬법으로 영향선을 계산하여 Leonhardt,

Szabo, FEM등과 비교, 분석 하였다.

․횡거더의 제원

m =5, I x=0.000781395m 4, a x=4m,

E =2.1 ×10 7t/m 2

․ 주거더의 제원

m =6, Ix=0.00195348m 4, a x=1.8m,

E = 2.1 ×10 7t/m 2



164 한국구조물진단학회 제9권 제1호(2005. 1)

주거더
1 2 3 4 5 6

횡거더

1 1.034 0.767 0.485 0.201 -0.925 -0.392

2 2.033 1.544 1.005 0.4183 -1.915 -0.808

3 3.277 2.248 1.315 0.483 -0.289 -1.035

4 2.033 1.544 1.005 0.418 -1.915 -0.808

5 1.040 0.761 0.484 0.201 -0.925 -0.392

Table 3 휨모멘트의 영향선(TMM)

주거더
1 2 3 4 5 6

횡거더

3 3.330 2.250 1.292 0.453 -0.296 -1.002

Table 4 휨모멘트의 영향선(Leonhardt)

Fig. 5 주거더의 반력 및 여항력

Fig. 4 경간 격자교의해석모델

1 2 3 4 5 6

Szabo 9.20 6.80 17.44 24.55 10.00 16.45

FEM 0.003 0.003 - - 0.003 0.003

Leonhardt 1.62 0.11 1.73 6.18 2.28 3.18

Table 5 횡거더 3지점의 결과비교(％)

Leonhardt의 이론으로 계산된 횡거더 3의 휨모멘

트의 종거를 계산에서 중앙 횡거더의 등가 단면2차 모

멘트 I ' , 가상 격자 거더의 휨 격자 강도 Z '는 각각

식 (12), 식 (13)로 구해진다.

I ' =2.0IQ=2.0×0.000195348m 4

=0.000390696m 4
(12)

Z ' =
I '

I
(

l
2a

)
3

=iZ

=
0.000390696
0.000781395

× (
24

2×1.8
)
3

=148.148

(13)

횡분포 계수는 qki를 Leonhardt(16)표에 따라 계산하

여 휨 모멘트의 종거를 구하여 정리하면 Table 4와 같

이 된다.

횡거더 3의 휨모멘트의 종거를 전달행렬법에 의한

방법과 3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과의 차이를 Table 5

에 나타내었다.

 
전달행렬법에 의한 결과와 다른 방법에 의한 횡거

더 3의 휨모멘트 종거와 비교한 결과 Szabo에 의

한 방법이 9.20～24.55% 차이가 발생 하였고,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달행렬법과 FEM의 방법은 거의 일치하였고,

0.003%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전달

행렬법의 순차적인 곱에 의한 차이라 판단된다. 또

한, Leonhardt 의한 방법은 1.63～6.18%의 차이

를 보였고 특히, 4주형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

다. 따라서, Szabo의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전달행렬법에 대

한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곡선거더 격자교

Fig. 4와 같이 양창현
(17)

과 정진환
(18)

이 해석한 2경

간 연속 곡선 격자교를 선택하여 해석을 하였다. 주거

더 사이의 간격은 2.5'(0.762m)이고, 곡률반경은

각각 R 1=32.6',R 2=30.1' , R 3=2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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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재하

Yang Jung
T.M.M

(Difference(％))

T a -0.5276 -0.5250
0.5122

(3.0066/2.4990)

Va 0.5871 0.5869
0.5631

(4.2621/4.2266)

R 3 6.7275 6.7287
6.7409

(0.1988/0.1810)

P1 -0.2400 -0.2405
-0.2415

(0.6211/0.4140)

P2 -0.4392 -0.4396
-0.4411

(0.4307/0.3401)

P3 -0.3297 -0.3301
-0.3456

(4.6007/4.4850)

P4 0.6955 0.6959
0.7057

(1.4454/1.3887)

P5 0.8947 0.8962
0.9082

(1.4865/1.3213)

Table 9 주거더(G3)의 반력 및 여항력의 결과

하중재하

Yang Jung
T.M.M

(Difference(％))

T a -1.1906 -1.1818
-1.1869

(0.3117/0.4297)

Va 1.2983 1.2988
1.3625

(4.7119/4.6752)

R 3 6.9183 6.9178
6.9158

(0.0406/0.0289)

P1 0.1945 0.1942
0.1951

(0.3075/0.4613)

P2 0.4270 0.4272
0.4299

(0.6746/0.6280)

P3 0.4478 0.4481
0.4702

(4.76391/4.7001)

P4 -0.5845 -0.5844
-0.5945

(1.6820/1.6989

P5 -0.8174 -0.8172
-0.8291

(1.4111/1.4353)

Table 7 주거더(G1)의 반력 및 여항력의 결과

Kx(in4) I x(in4) Iw(in6) Remarks

주거더 0.241 36.7 28.8 E= 29000 ksi

횡거더 0.073 6.08 2.62 G= 11200 ksi

Table 6 단면의제원

하중재하

Yang Jung
T.M.M

(Difference(％))

T a -0.8776 -0.8751
-0.8557

(2.5593/2.2671)

Va 0.9603 1.0128
0.9856

(2.5670/2.7500)

R 3 7.1492 7.1507
7.1656

(0.2288/0.2078)

P1 0.0460 0.0463
0.0464

(0.8621/0.2155)

P2 0.0122 0.0124
0.0112

(2.5210/4.2016)

P3 -0.1181 -0.1181
-0.1246

(3.0541/3.0541)

P4 -0.1111 -0.1115
-0.1112

(0.0899/0.2697)

P5 -0.0773 -0.0789
-0.0791

(2.2756/2.2528)

Table 8 주거더(G2)의 반력 및 여항력의 결과

전체의 중심각은 θ=38.4°이고, 횡거더는 θ=6.4°

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거더( S7×15.3)과 횡

거더( S4×7.7)의 단면계수들은 Table 6과 같다. 하중상

태는a,b,c 지점에 각각 10kips을 작용하였다.

곡선교 격자구성은 54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5개는 세 개의 주거더 곡선교에 대한 적분 상

수의 값이며, 나머지는 Table 7～Table 8에 나타내

었다. Table 7에서 주거더(G1)의 반력(Va )은 양창현과

정진환의 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4.7119%, 4.6752% 차

이가 있었다. 주거더(G1)에서 여항력( P3)은 양창현과

정진환의 결과와 비교하면 4.76391%, 4.7001% 차이가

있었다.

또한. Table 8에서 주거더(G2)의 반력( T a )은 양창

현과 정진환의 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2.5593%,

2.2671% 차이가 있었다. 주거더(G2)에서 여항력( P3)

은 양창현과 정진환의 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3.0541%,

3.0541% 차이가 있었다.

Table 9에서 주거더(G3)의 반력(Va )은 양창현과

정진환의 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4.2621%, 4.2266% 차

이가 있었다. 주거더(G3)에서 여항력( P3)은 양창현과

정진환의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각각 4.6007%,

4.4850%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전달행렬법과 양창현의 변위법과 정진환

의 응력법은 2%이내의 차이를 보였고, 지점부의 차이

는 다른 절점부에 비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달

행렵법으로 곡선격자교 내의 주거더 및 횡거더 모두를

개별형으로 분해하고, 주거더와 횡거더의 결합점에 작

용하는 격점력을 미지량으로 계산에 도입하여 각 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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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action

(tf)

Bending moment

( tf․m )

St. Ven. torsion

( tf․m )

G1 G2 G1 G2 G1 G2

Curved

bridges

Fig(b-1) -0.80 1.80 13.71 15.11 3.67 3.40

Fig(b-2) -0.35 1.35 10.95 12.43 2.38 2.43

Fig(b-3) -1.23 2.28 10.51 11.69 6.12 5.54

Linear

bridges

Fig(b-4) 0.50 0.50 12.50 12.50 0.00 0.00

Fig(b-5) 0.50 0.50 12.49 12.51 0.22 0.30

Fig(b-6) -0.07 1.07 10.88 10.88 1.79 1.78

Table 11 단위하중 재하의 단면력

Type

Reaction

(tf)

Bending moment

( tf․m )

St. Ven. torsion

( tf․m )

G1 G2 G1 G2 G1 G2

Curved

bridges

Fig(b-1) -20.42 73.22 369.94 408.61 127.20 117.94

Fig(b-2) -2.03 55.46 279.85 321.87 74.99 80.89

Fig(b-3) -34.56 89.63 278.31 278.06 213.17 193.86

Linear

bridges

Fig(b-4) 25.00 25.00 312.5 312.5 0.00 0.00

Fig(b-5) 27.82 22.17 316.00 316.99 10.95 14.82

Fig(b-6) -7.03 42.98 258.72 250.22 63.51 63.39

Table 10 단위등분포하중 재하의 단면력

력에 대한 주거더과 횡거더의 변위 적합조건을 만족하

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

4. 수치해석 및 결과분석

4.1 경사각 격자교의 해석

최근 곡선 도로교는 도로의 선형이나 입지조건상 경

사각을 갖는 교량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

우 하중이 편심 재하를 받지 않을 경우 각 교좌장치에

발생하는 지점반력이 각각 다르므로, 부재는 항상 비틀

림 작용을 받는다. Fig. 6에서 직선 격자교와 곡선 격자

교에 각각 사면의 45°가 되는 교량을 서로 비교하였다.

하중은 전 부재에 등분포하중 1 tf/m를 작용 시켰고, 단

위하중은 지간의 중앙부에 1tf을 작용 시켰다.

Table 10～Table 11에서 반력은 내측보(G1)보다

서 크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곡선교의 외

측보(G2)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곡선교의 Fig. 6(b-1)와 Fig. 6(b-3)를 비교하면

G1은 35～41%정도 부반력이 증가하였고, G2는 1

8～2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b-1)와

Fig. 6(b-3)에서 직선교는 G1에서 40～81%정도 변

화하였고, G2에서 41～53%정도가 되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곡선교의 반력은 직선교에 비해 G2는 크게되고 G1

에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G1에 부의 반력

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곡률반경이 작아질

경우일 때 부의 반력이 더욱 생기기 쉬운 것으로 판단

된다. 휨모멘트는 대체로 G1보다 G2에서 크게 발생

하는 경향을 보였다.

곡선교의 Fig. 6(b-1)와 Fig. 6(b-3)를 비교하면

G1은 30～33%정도 감소하였고, G2는 30～4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선교의 Fig. 6.(b-4)와

Fig. 6.(b-6)를 비교하면 G1는 15～21%정도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고, G2에서 15～25%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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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경간 상자거더교의 평면

Fig. 6 2경간 상자거더의 해석모델

(a) 2경간 상자거더교의 단면

Fig. 7 경사각과 휨 비틀림강도의비에 따른 직선 및 곡선

격자교

비틀림은 대체로 외측보(G2)보다 내측보(G1)에

Fig. 6(b-1)와 Fig. 6(b-3)에서 비교하면 G1은 40%

정도 증가 하였고, G2는 38～39%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직선교에서는 G1은 1.79～63.51%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G2에서 1.78～63.39%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직선교에서 Fig. 6

(b-4)와 같이 사면의 경사각이 없을 경우에는 비틀림

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

곡선 격자교는 응력이 직선교와는 달리 G2에 가중

되고, 큰 응력이 작용하므로 G2의 강성도를 크게 하

면 더욱 응력도 커져 주거더 단면은 조화를 잃을 수도

있다. 이때는 내부의 강성도를 늘려서 G2의 응력이 경감

되도록 설계 하는 것이 전체의 자중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곡선교에 연직하중이 작용하면

곡률 때문에 휨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가 연속적으로 발

생하고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응력분포가 균등하지

않고, G2에 많이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비틀림에 의한

영향이므로 교량 전체로서 비틀림 강도를 크게하는 것이

응력 분포의 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경사각 격자교의 특성에 관한 해석

일반적으로 경사각이 큰 사교(Skew bridge)로 도

로 폭이 좁을 경우에는 비틀림 강성도가 큰 단일 상자

거더를 사용하나 폭이 넓을 경우에는 격자 상자거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자 거더를 사용하는 경

우 휨 비틀림의 영향이 작다는 것은 잘알려져 있기 때

문에 무시하고 단순비틀림을 받는 사항으로 취급하였다.

경사각 격자교(Skew girder bridge)의 정역학적

특성은 휨과 비틀림이 동시에 작용하며, 경사각(θ), 휨

강도와 비틀림강도의 비 등의 함수로서 주어지므로 경

사각 직선 격자교와 경사각 곡선 격자교를 대상으로

하여 매개변수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7에서와 같이 지점부와 종점부의 경사각과 경

사각 교량의 휨강도와 비틀림강도의 비에 변화를 주었

고, 하중은 단위등분포하중을 G1, G2 전 구간에 걸

쳐서 재하 하였으며, 단위집중하중은 G1, G2의 경간

의 중앙부에 재하 하였다.

Fig. 8～Fig. 9에서 경사각 직선교의 휨모멘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사각이 적어짐에 따라 최대 휨모

멘트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휨강도와 비틀림강

도의 비가 커짐에 따라서 최대모멘트도 증가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90°와 75°의 경사각 변화에서는 휨모멘

트(G1,G2)의 차이가 3～7%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각도의 영향이 부재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75°이하에서 급격히 휨모멘트의 값이 감

소하는 양상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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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경사각과 강도비에 따른 비틀림와 관계(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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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경사각과 강도비에 따른 비틀림와 관계(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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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경사각과 강도비에 따른 모멘트와 관계(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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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경사각과 강도비에 따른 모멘트와 관계(G2)

Angle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M

0.75

0.80

0.85

0.90

0.95

1.00

1.05

Uniform load
Concentrate load

R =1

r =1

R =2
r=2

r =3
R =3 r =4

r =5
R =4
R =5

Fig. 9 경사각과 강도비에 따른 모멘트와 관계(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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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경사각과 강도비에 따른 비틀림와 관계(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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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경사각과 강도비에 따른 비틀림와 관계(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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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경사각과 강도비에 따른 모멘트와 관계(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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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Fig. 11에서 경사각 직선교의 비틀림를 나

타내고 있으며, 휨강도와 비틀림강도의 비에서는 r =2

(단위하중), R=2(등분포하중)이하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45°에서 모든 휨강도와 비틀림강도의 비가 최대로 감

소하는 양상을 나타났다.

Fig. 12～Fig. 13에서 경사각 곡선교의 휨모멘트

를 나타내고 있으며, G1에서 경사각이 적어짐에 따라

휨모멘트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G2에서는

65°까지 휨모멘트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이는 곡률반경이 G1 보다 G2가 작아짐으

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사각 곡선교에서의

곡률반경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휨강도와 비틀림강도의 비가 커짐에 따른 휨모멘트

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G1에서 r=3, R=3

이상에서 일 경우 비틀림은 경사각이 적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경사각 직선교와는 달리 커졌다가 다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G2는 커지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G2에서는 직선교와는 달리 사면 각도 변화가 60°

이하에서 급격히 휨모멘트의 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

타났다. 또한, G1,G2의 휨강도와 비틀림강도의 비에

서는 r=3(단위하중), R=3(등분포하중)일 때 급격히

감소하여 45°에서 모든 휨강도와 비틀림강도의 비가

최대로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Fig. 14～Fig. 15에서 경사각 곡선교의 비틀림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틀림은 G1에서는 직선교와는 달

리 60°～65°까지 최대로 나타났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G2에서는 r=1, R=1은 60°～

65°까지 최대로 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나, r=2～r=5, R=2～R=5에서는 45°에서 최대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선교와 곡선교의 평형 방정식으로

부터 구한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여 격간행렬

과 절점의 연속 조건식을 고려한 격점행렬을 이용한

전달행렬법을 사용하여 경사각 격자교에 대하여 해석

하였다. 프로그램에 따른 해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전달행렬법에 의한 격자교 의

프로그램은 Leonhardt, Szabo, FEM, 양창현 및 정

진환과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5% 이내의 차이가 나타

났고, 이는 전달행렬법의 특성인 순차적인 행렬의 곱

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검

증되었다. 특히, 다른 방법에 비해 이론체계가 알기쉬

워 구조해석법으로 범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곡선 격자교는 직선 격자교와는 달리 외측보에 큰

응력의 작용이 가중되므로 강성도를 크게 하면 응력도

커져 주거더 단면의 조화를 잃을 수 있다. 이를 경우

내측부의 강성도를 늘려서 외측보의 응력이 경감되도

록 설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응력의 부조화를 박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사각 직선교에서는 경사각이 작아질수록 내측보와

외측보의 모멘트는 작아지고, 45°일 때 최소 값을 보

였다. 비틀림은 모멘트와 상반관계를 보였고, 45°일

때 최대 값을 보였다. 또한, 경사각 곡선교에서는 내

측보와 외측보의 모멘트는 경사각 직선교와 같이 45°

일 때 최소 값을 보였으나, 비틀림은 내측보에서 60°～

65°에서 최대 값을 보였다.

즉, 경사각 곡선교는 휨과 비틀림의 작용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사각 직

선교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

량설계 실무자는 경사각 직선교와 경사각 곡선교의 특

성을 잘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진행

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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