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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correlation between fundamental data on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bridge girder

cross-sections, such as aerodynamic force coefficients and flutter derivatives, and their aerodynamic behaviour. The section

model tests were carried out in three stages. In the first stage, seven deck configurations were studied, namely; Six 2-edge gird-

ers and one box girder. In this stage, changes in aerodynamic force coefficients due to geometrical shape of girders, incidence

angle of flow, wind directions and turbulence intensities were studied by static section model tests. In the second stage, the

dynamic section model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lativity of static coefficients to dynamic responses. And

finally, the two-dimensional (lift-torsion) aerodynamic derivatives of three bridge deck configurations were investigated by

dynamic section model tests. The aerodynamic derivatives can be best described as a representation of the aerodynamic damp-

ing and the aerodynamic stiffness provided by the wind for a given deck geometry. The method employed here to extract these

unsteady aerodynamic properties is known as the initial displacement technique. It involves the measurement of the decay in

amplitude with time of an initial displacement of the deck in heave and torsion, for various wind speeds, in smooth flow. It is

suggested that the proposed aerodynamic force coefficients and flutter derivatives of bridge girder sections will be potentially

useful for the aeroelastic analysis and buffet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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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교량 거더 단면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자료인 공기력계수와 플러터계수가 동적응답과 어

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세 단계의 단면모형실험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총 7

개의 거더 단면 즉, 6개의 플레이트거더 단면과 1개의 박스거더 단면이 고려되었으며 거더 단면의 기하학적 형상, 영각, 바

람의 방향 그리고 기류조건이 공기력계수인 항력계수, 양력계수 그리고 모멘트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 단면모형실험을 통

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적실험을 통해 각 단면의 공기력계수와 동적응답의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2자유도하의 동적 단면모형실험을 통해 세 개의 거더 단면의 플러터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동적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주어

진 단면형상에 대한 비정상 공기력에 의해 변화되는 시스템의 감쇠와 강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플러터계수는 초기변위-자유

진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등류조건에서 풍속별로 교량단면의 수직 및 비틀림 초기변위의 시간에 따른

진폭의 감쇠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량단면의 공기력계수와 플러터계수는 공탄석해석 및 버펫팅해석을 위한 기

본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용어：단면모형실험, 공기력계수, 플러터계수, 플레이트거더 단면, 박스거더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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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에 작용하는 평균 풍하중은 정적공기력계수와 비정상

공기력(unsteady force)으로 이루어져있다. 정적공기력계수는

항력계수, 양력계수 그리고 피칭모멘트계수로 나타내어지며

비정상공기력은 플러터계수로 이루어져있다. 플러터 계수의

경우 주어진 단면형상에 대하여 비정상 공기력에 의하여 변

화되는 시스템의 감쇠와 강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어진다. 이와 같은 공기력계수와 플러터계수는 단면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공기역학적 기본 자

료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교량 거더 단면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풍동실험과 전산유체역학기법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통해 여러 다양

한 단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평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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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단면 등의 기본단면 외에 실제 교량단면에 대한 자

료의 양은 아직까지 미비하며 정적공기력계수와 플러터계수

의 두 자료가 동시에 제시된 단면은 더욱 드문 편이다. 특

히 전산유체역학기법을 통해 제시된 공기력계수와 플러터계

수는 여러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제시되고 있지만(Allan

Larsen 등, 1997; Bruno, L. 등, 2001) 여전히 정확성에

있어서 검증을 위해 풍동실험 결과와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풍동실험에 의해 구해진 실제 교량단면의 공기력

계수와 플러터계수의 확보가 보다 필요한 실정이다(Tina

Vejrum 등, 2000). 외국의 경우 캐나다의 온타리오대학교와

덴마크의 Force Technology의 실험보고서에 풍동실험에 의

한 공기력계수와 플러터계수가 종종 제시되고 있으나 확보

가 쉽지 않으며 국내의 경우는 서해대교와 거가대교 실험보

고서 등에 한정되어 실험값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King,

J.P.C. 등, 2001; 한국도로공사, 1998).

본 연구에서는 실교량 단면의 공기력계수와 플러터계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단계로 나누어 단면모형실험을 실시하

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7개의 다른 교량 거더 단면

에 대하여 정적단면모형실험을 수행하여 각 단면의 공기력

계수를 제시하였다. 7개의 거더 단면은 플레이트거더 단면과

박스거더 단면, 완공계 단면과 가설단계 단면 그리고 기본

단면과 기본 단면에 extensionor를 부착한 단면으로 구성되

어 단면형상에 따른 공기력계수의 차이점이 비교되었으며 영

각 및 기류조건의 변화에 따른 공기력계수의 변화도 살펴보

았다. 추가적으로 비대칭 단면에 따른 풍향의 영향도 이루어

졌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적모형실험을 통하여 각 단면의

공기력계수와 진동특성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본 플레이트거더 단면, extensionor가 부착된 플레이트거더

단면 그리고 박스거더 단면의 플러터계수를 동적단면모형실

험을 통해 제시하였다. 실험은 변위-자유진동(displace and

release) 시스템을 사용하여 초기 수직 및 비틀림 변위를 일

정하게 가하였으며 단면을 일정한 변위를 갖는 위치에 두었

다가 자유진동을 하도록 허용하였고 시간에 따른 거동을 기

록하였다. 

2. 정적 공기력 및 플러터계수의 계산

2.1 정적 공기력계수의 정의

공기력 계수는 식(1)과 (2)와 같이 정의된다. 

(1)

(2)

여기서 C는 공기력계수, 는 단위 교축 방향 길이에 대한

평균공기력, 은 평균모멘트, B는 모형의 단면 폭, L은 모

형의 길이, 는 평균 풍압으로 는 공기의 밀도

(1.25 kg/m3), 는 교형높이에서의 평균풍속(m/s)이다. 첨자

x, z, l, d와 m은 그림 4와 같이 x, z방향의 힘과, 양력(Lift),

항력(Drag) 그리고 모멘트(Moment)를 각각 의미한다. 공기

력 계수의 기울기는 영각 0o에서 -2o에서 +2o까지 영각 α에
따른 공기력 계수의 변화율로부터 계산되며 영각 α는 라디

안(Radian)값으로 계산된다. 항력계수(Cd)와 양력계수(Cl)는

바람방향에 대한 전체 좌표계(Global Coordinate)에 대하여

정의되며, Cx 및 Cz는 국부 좌표계(Local Coordinate)로 정

의되어 다음의 식(3)과 (4)와 같은 관계가 있다.

(3)

(4)

2.2 플러터계수의 이론

플러터계수는 공탄성 거동에 의해 정해지는 요소들로써

Scalan에 의하여 도입된 이후 교량 구조물의 플러터 현상을

연구하는데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Scanlan, R.H., 1971).

플러터 계수는 주어진 단면 형상에 대하여 비정상 공기력에

의하여 변화되는 시스템의 감쇠와 강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교량이 사인파의 특성만을 갖는 진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이 계수들은 무차원 진동수(reduced frequency)의 함수로 표

현한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비정상 공력 하중들은 식(5)와

(6)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5)

(6)

여기서, h, α는 각각 연직 및 비틀림 방향 응답이고, L은

양력, M은 모멘트, ρ는 공기밀도, U는 풍속, B는 단면 폭,

K는 무차원 진동수로 ωB/U, ω는 진동수(rad/sec),

는 각각 연직 및 비틀림 플러터계수를 나타낸다.

버펫팅 효과를 무시할 때, 운동방정식은 다음의 식(7),(8)과

같다.

(7)

(8)

여기서, 아래첨자 h와 α를 가진 m, ζ 그리고 ω는 각각 아

래첨자 방향의 질량, 감쇠비 그리고 진동수이다. 

3. 풍동실험

3.1 실험 단면 및 조건

실험단면은 총 7개로 6개의 플레이트거더 단면과 1개의

박스거더 단면이 고려되었다. Sec1과 Sec1-G는 기하학적 상

사성을 고려하여 실교량의 1:70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폭

1.0m, 높이 0.8m의 경계층풍동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축소

율 1:50 크기로 제작된 Sec2, Sec2-ALT0, Sec2-ALT1 그

리고 Sec2-ALT2의 단면모형실험은 폭 3.4m, 높이 2.5m의

경계층풍동에서 수행되었으며 1:60 크기로 제작된 Sec3의

단면모형실험은 폭 2.6m, 높이 1.8m 크기의 경계층풍동에서

실시되었다. 각각의 단면에 대한 형상은 그림 1과 같으며

실험모형은 그림 2에 나타나있다. Sec3을 제외한 모든 플레

이트거더 단면모형에는 앵커리지가 고려되었으며 Sec1-G는

기본단면인 Sec1에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제거된 가설단

계 단면이다. Sec2-ALT0, Sec2-ALT1 그리고 Sec2-ALT2는

기본단면인 Sec2에 각기 다른 모양의 extensionor가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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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으로 Sec2-ALT0는 상부표면이 막혀있는 extensionor가

부착된 단면이고 Sec2-ALT1은 상부가 부분적으로 오픈된

extensionor가 부착된 단면이다. 

총 7가지의 단면의 원형(Prototype) 및 모형의 실제 질량,

질량관성모멘트 등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표 2에 실험의

케이스를 정리하였다. 

3.2 정적 및 동적실험

정적공기력 실험을 위해 각각의 모형을 3분력계(3-

Component balance)에 장착하여 모형에 작용하는 수평, 수

직 그리고 비틀림 방향의 하중을 측정하였다. 정적실험은 등

류와 격자생성 난류의 조건에서 수행을 하였는데, 교형을

-10o에서 1o씩 증가시켜서 +10o가 될 때까지 변화를 시켰다.

하중계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교량단면

모형이 갖는 정적하중계수에 미치는 난류의 효과를 알기위

하여 두 가지의 격자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Sec1

및 Sec1-G의 경우 난류강도 10%의 난류는 격자 폭

29 mm, 바의 중심간 간격 88 mm인 격자판을 사용하였고,

그림 1. 실험단면

그림 2. 단면 모형

표 1. 단면모형 특성

단면

원형(Prototype) 모형(Model)

질량 
(kg/m)

질량관성모멘트 
(kgm2/m)

수직
fh(Hz)

비틀림
ft(Hz)

질량 
(kg/m)

질량관성모멘트
(kgm2/m)

수직
fh(Hz)

비틀림
ft(Hz)

Sec1 26,854 1,430,000 0.334 1.003 4.654 0.05095 2.747 8.240

Sec1-G 20,888 1,154,000 - - 3.620 0.04110 - -

Sec2 29,395 1,930,000 0.232 0.600 10.823 0.28195 2.461 6.327

Sec2-ALT0 30,109 2,040,000 0.229 0.584 11.169 0.29974 2.423 6.114

Sec2-ALT1 30,109 2,040,000 0.229 0.584 11.169 0.30411 2.422 6.153

Sec2-ALT2 30,109 2,040,000 0.229 0.584 11.169 0.30411 2.422 6.130

Sec3 11,699 295,250 0.185 0.554 3.327 0.02298 1.480 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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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강도 5%의 난류는 난류강도 10% 발생 격자에 중심간

간격이 10 mm인 철망으로 제작한 격자를 추가로 사용하였

다. Sec2 및 Sec2에 extensionor가 부착된 단면의 실험에서

는 격자 폭 140 mm, 바의 중심간격 600 mm인 격자판을

사용한 경우 연직방향과 수평방향의 난류강도는 각각 7%와

9%였으며 격자의 폭이 50 mm, 바의 중심간격이 250 mm인

격자판을 사용한 경우 연직방향과 수평방향의 난류강도가 약

5%였다. 모든 계수들은 교형의 폭으로 정규화 함으로써 다

른 값들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각 교형단면의 폭은

Sec1 타입이 22m, Sec2 타입의 24m 그리고 Sec3은 16.88m

이다. Sec2와 Sec2-ALT0는 단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양

방향의 풍향을 모두 고려하였다. 풍향 및 정적 공기력에 대

한 부호규약은 그림 2와 같다. 힘과 모멘트 값의 측정 중심

은 전단중심을 고려하여 실축적을 기준으로 Sec1과 Sec1-G

의 경우 교량 중심축의 상부 바닥면에서 0.539m에 위치하도

록 하였으며, 비대칭단면인 Sec2, Sec2-ALT0, Sec2-ALT1

그리고 Sec2-ALT2는 교량 중심축의 상부 바닥면에서

0.549m, 북쪽으로 0.97m에 위치한다. Sec3의 측정중심은 교

량 중심축의 상부 바닥면에서 1.63m에 위치한다.

정적 공기력계수의 레이놀즈 수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든 단면에 대하여 풍동의 최대풍속 내에서 실험풍

속의 변화에 따른 공기력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풍향각은 0o이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실험풍속범위 내에서

모든 단면의 공기력계수들이 레이놀즈 수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함을 관측할 수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Sec2-ALT0 단면

의 등류 및 10% 난류에서의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동적실험의 경우 각각의 단면모형을 2자유도 스프링 지지

장치가 구성되어있는 동적응답지지대에 설치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Sec1의 경우 감쇠비의 조절을 위하여 수직 및 비

틀림의 감쇠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오일댐

퍼가 이용되었으며 Sec2의 경우 공기에 의해 조절이 되는

오리피스의 개폐로써 구조감쇠비에 변화를 가하였다. Sec3은

감쇠장치가 고려되지 않았다.

3.3 플러터계수 실험

플레이트 거더 및 박스거더 단면의 내풍 특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Scalan이 제안한 플러터 계수(Aerodynamic

Derivatives 또는 Flutter Derivatives)를 측정하는 실험을 2

그림 3. 풍향 및 정적 공기력 부호 규약

그림 4. Sec2-ALT0의 레이놀즈수 실험결과

표 2. 실험 케이스

No. 단면
정적실험(공기력계수)

동적실험 플러터계수
등류 5%난류 10%난류 풍향

1 Sec1 ◎ - ◎ - ◎ ◎

2 Sec1-G ◎ - ◎ - - -

3 Sec2
◎ ◎ ◎ SW

◎ -
◎ - ◎ NW

4 Sec2-LOT0
◎ ◎ ◎ SW

◎ ◎
◎ - ◎ NW

5 Sec2-LOT1 - ◎ - - ◎

6 Sec2-LOT2 - ◎ - - ◎

7 Sec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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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하에서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기류조건은 등류이

며 영각은 0o이다. 실험이 수행된 단면은 플레이트거더 단면

인 Sec1과 플레이트거더 단면에 extensionor가 부착된

Sec2-LOT1 그리고 박스거더 단면인 Sec3이다. 단면모형을

유연한 스프링에 장착하고 연직방향과 비틀림방향의 자유도

만 허용하고 수평방향의 거동은 제한하였다. 스프링에 매달

린 모형은 질량을 추가함으로써 진동수비, 질량관성모멘트,

그리고 질량 등 동적인 특성을 상사하도록 하였다. 비정상

공기력으로부터 플러터 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풍

속에 대하여, 모형에 일정한 초기 변위를 주었다. 변위-자유

진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Sec1과 Sec3의 경우 초기수직변위

를 30 mm, 회전변위 3o를, Sec2-ALT0의 경우 초기수직변

위를 20 mm, 회전변위를 1.5o를 일정하게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면을 일정한 변위를 갖는 위치에 두었다가 자유진

동을 하도록 허용하였고 시간에 따른 거동을 기록하여 플러

터계수를 추정하였다. Sec1 및 Sec3의 실험은 단계별로 10

회 이상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Sec2-ALT0의 실험은 단계별

로 약 25회에서 30회 반복하였다. 구조계의 강성 및 감쇠행

렬을 추정하기 위해서 SI (System Identification)기법이 적

용되었는데 Sec1과 Sec3의 경우 MITD(Modified Ibrahim

Time Domain)방법이 이용되었고(Sarkar P.P. 등, 1992)

Sec2-ALT0의 경우 PEM (Prediction-Error Identification

Method)방법이 이용되었다(Sderstrm 등, 1989; Ljung,

1999). 풍동실험을 통해 측정된 진동 변위로부터 각 방법이

코딩된 Matlab 프로그램에 의해 플러터계수는 추출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플러터 계수의 부호는 Scalan의 부호 규

약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연직방향 진동은 아래방향을 양

(+)으로, 비틀림방향 진동은 바람을 받는 구조물이 위로 올

라갈 때를 양으로 보았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정적 공기력

Sec1, Sec1-G, Sec2 그리고 최적화된 Sec2-ALT0 단면에

대하여 등류 및 10% 난류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5%

의 난류강도를 갖는 바람이 불어올 때, Sec2 및 세 가지의

다른 extensionor를 부착한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든 계수들은 교형의 폭으로 정규화 함

으로써 다른 값들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세 가지 유동

조건에서의 각 단면에 대한 영각 0o에서의 정적 공기력 계

그림 5. 플러터계수 실험의 규호부약

표 3. 영각 0
o 에서의 공기력계수 값

Model
등류 5% 난류 10% 난류

Cd Cl Cm Cd Cl Cm Cd Cl Cm

Sec1 0.177 -0.362 -0.013 - - - 0.213 -0.181 -0.046

Sec1-G 0.143 -0.303 -0.007 - - - 0.176 -0.126 -0.061

Sec2 SW 0.186 -0.296 -0.009 0.173 -0.224 -0.014 0.180 -0.090 -0.024

Sec2 NW 0.188 -0.315 -0.010 - - - 0.180 -0.111 -0.025

Sec2-ALT0 SW 0.164 -0.299 -0.002 0.150 -0.204 -0.006 0.157 -0.129 -0.011

Sec2-ALT0 NW 0.162 -0.287 -0.006 - - - 0.157 -0.105 -0.105

Sec2-ALT1 - - - 0.171 -0.103 -0.026 - - -

Sec2-ALT2 - - - 0.184 -0.241 -0.014 - - -

Sec3 0.131 -0.142 0.030 - - - - - -

표 4. 영각 0
o에서의 Cdl /dα와 dCm/dα 값

Model
Cdl/dα dCm/dα

등류 5% 난류 10% 난류 등류 5% 난류 10% 난류

Sec1 4.93 - 7.92 0.41 - 0.32

Sec1-G 7.10 - 10.36 1.08 - 1.30

Sec2 SW 7.86 7.23 9.00 0.13 0.10 0.34

Sec2 NW 7.39 - 8.92 0.21 - 0.37

Sec2-ALT0 SW 6.66 6.52 7.05 0.82 0.82 0.83

Sec2-ALT0 NW 6.66 - 7.28 0.87 - 0.88

Sec2-ALT1 - 9.64 - - 0.40 -

Sec2-ALT2 - 6.96 - - 0.57 -

Sec3 3.90 -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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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항력계수, 양력계수 그리고 모멘트계수)값을 표 3에 나타

내었고 영각 0o부위에서의 양력계수의 기울기(dCl/dα)와 모

멘트계수의 기울기(dCm/dα)값을 표 4에 나타내었다. 

그림 6과 7은 각각 등류와 10%의 난류강도를 갖는 유동

에서의 단면의 공기력계수이다. 국부좌표계 기준으로 본 항

력계수(Cx)의 경우 Sec1은 Sec1-G보다 기류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영각에서 약 20% 내외로 일정하게 큰 값을 나타내었

다. 이는 구조물 축을 기준으로 Sec1과 같은 플레이트거더

단면 전체가 받는 항력 중에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가 차

지하는 항력이 약 20%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무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값이기 때문에 단면의 항력 계산 시

반드시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전체좌표계 기준으로 본 항력계수(Cd)의 경우는 고

영각으로 갈수록 이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다. Sec2에 비하

여 Sec2-ALT0는 항력계수가 영각 0o를 기준으로 약 12%

감소하였고 고 영각으로 갈 수 그 차이는 커졌다.

extensionor의 부착으로 인하여 단면 주위의 공기흐름이 바

뀌어 단면이 항력을 보다 적게 받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내풍성이 우수한 박스거더 단면인 Sec3의 항력계수는 영

각 0o시 0.131로 플레이트거더 단면에 비해 약 30% 작은

값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같은 형상의 단면의 경우 변장비

(단면폭/단면높이)가 커질수록 단면이 받는 항력은 변장비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Sec3의 변장비가

5.6(=16.88/3.014)으로 변장비가 8이상인 플레이트거더 단면

에 비하여 값이 작은 것을 고려한다면 박스거더 단면이 플

레이트거더 단면에 비하여 항력을 훨씬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Sec2와 Sec2-ALT0 단면의 비대칭성에 따른 풍향의

항력에 대한 영향은 미소하였다. 공기역학적으로 어느 정도

최적화된 플레이트거더 단면인 Sec2-ALT0(조재영 등, 2006)

는 등류와 난류에 상관없이, 연직방향의 하중과 비틀림 방향

의 하중이 영각이 6o까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박스거더 단면인 Sec3은 등류에서 -10o~+10o까지 모

든 구간에서 영각에 대한 연직방향의 하중과 비틀림 방향의

하중이 선형을 나타났다. 이는 풍향각의 증가에 따라 하중도

그에 따라 증가함을 나타내며 공기역학적 스톨(Stall)현상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거동은 공기역학적으로 플

러터가 발생하지 않을 충분조건이 된다. 공기역학적으로 안

정화된 단면일수록 모멘트계수의 기울기가 직선화되며 커졌

으며 난류의 영향에 의해 모멘트계수의 기울기가 다소 커지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력계수 또한 모멘트계수와

마찬가지로 내풍성이 좋은 단면일수록 직선화되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 난류에 의해 기울기가 커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림 6. 등류조건에서의 단면별 공기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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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계수의 기울기 값과 내풍성과의 관계는 일관된 경향을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기류변동으로 인한 난류 중 공기력계

수의 RMS를 Sec1과 Sec1-G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음(−)

의 영각에서 두 단면의 RMS 공기력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하지만 영각 3o 이상에서 Sec1-G의 RMS 모멘

트계수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RMS 양력계수는 영각

1o 이상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림 8에는 기류조건에 따라 단면별 공기력 계수를 비교

하였다. Sec1과 Sec1-G의 경우 등류와 난류강도 10%인 유

동에 대해서 공기력계수를 비교하였으며 Sec2와 Sec2-ALT0

에 대해서는 등류 및 난류강도 5%와 10%인 유동에 대해서

공기력계수를 비교하였다. Sec1 및 Sec2와는 달리 Sec2-

ALT0의 경우 수직 및 비틀림방향의 하중계수가 각기 다른

바람, 즉 등류와 두 가지의 난류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차

이점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단지 바람이 단면모형에 접근하

는 각도가 큰 경우, 비틀림 방향 하중계수의 크기와 풍속에

대한 기울기에 작은 차이가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등류의

바람에서, 바람이 단면모형에 접근하는 각도가 클 경우 수평

방향의 하중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후류의 조건이 난류와

등류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

형단면이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경우, 난류가 정적하중계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단면의

정적하중계수는 난류의 영향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Sec2-ALT0가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플레이트거더 단

면임을 공기력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항력계수의 경우 Sec1과 Sec1-G는 영각 0o를 기준으로

10% 난류 시 등류 때보다 약 20%가 증가되었고 이 크기

는 영각의 증가에 따라 줄어들었다. 하지만 Sec2와 Sec2-

ALT0의 경우 10% 난류 시 등류 때보다 3~4% 감소되었으

며 영각의 증가에 따라 그 차이는 더 커졌다. 양력계수는 등

류 때에 비하여 10% 난류 시 선형화구간이 고 영각부분으로

확장되었으며 기울기 또한 커졌다. 모멘트계수 또한 Sec1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형화구간이 넓어졌으며 기울기가 커졌다.

Sec1의 경우 난류 시 등류 때보다 모멘트계수의 기울기가 작

아졌지만 등류 때 영각 3o부터 음의 기울기를 나타냈던 모멘

트계수의 기울기가 난류 때 보다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Sec1-G의 경우 모멘트계수의 선형화 구간이 난류의 영향에

의해 영각 3o에서 영각 5o까지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Sec2와 Sec2-ALT0는 5%의 난류강도를 갖는 유동에서

등류의 경우보다 양력계수 및 모멘트계수의 기울기가 보다 작

아지는 결과도 보였다. 기류에 따른 공기력계수의 일관되지

않은 변화는 실험에 사용된 난류강도 이외의 스펙트럼

(Spectrum) 등과 같은 난류특성의 차이로 판단되며 단면의 형

상에 따른 공기력계수와 난류와의 관계정립은 보다 자세한 난

그림 7. 난류(난류강도 10%)조건에서의 단면별 공기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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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특성이 고려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에서는 5%의 난류강도를 갖는 바람이 남쪽에서부터

불어올 경우, 각기 다른 형상을 갖는 교형(기본단면인 Sec2

와 extensionor를 부착된 Sec2-ALT0, Sec2-ALT1 그리고

Sec2-ALT2)의 정적 공기력계수들을 비교하였다. 이들 단면

에 대한 유동흐름 방향과 비틀림 방향의 공기력계수들이 갖

는 유형과 크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c2

및 Sec2에 extensionor를 부착한 단면의 Cx값을 비교한 결

과 Sec2-ALT0가 모든 영각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어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항력을 적게 받는 단면으로 나타났다.

Sec2-ALT0의 Cx값은 영각 0o 부근에서 기본단면의 값에 비

하여 약 11% 감소하였으며 영각의 증가에 따라 최대 40%

까지 감소하였다. 비틀림 계수의 기울기 dCm/dα는 Sec2가

0.10, Sec2-ALT0가 0.82, Sec2-ALT1이 0.40 그리고 Sec2-

그림 8. 기류조건에 따른 단면별 공기력 계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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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2가 0.57로 Sec2-ALT0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기존

의 동적실험 결과(조재영 등, 2006)로 미루어 비틀림방향의 내

풍성이 좋은 단면일수록 영각의 변화에 따라 비틀림계수의 기

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커지며 직선을 유지함을 알 수 있

다. 기본형상인 Sec2와 Sec2-ALT1의 공기력계수의 결과는 상

당히 비슷한데, 이는 폐쇠된 extensionor과 오픈된 extensionor

를 교차로 부착하는 것과 완전히 폐쇠된 extensionor를 부착

한 경우가 확연히 다른 결과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며 상류

측 모서리와 extensionor의 상부표면의 개폐여부가 교량의

공기역학적 거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동적응답

Sec2, Sec2-ALT0, Sec2-ALT1 그리고 Sec2-ALT2의 등

류와 5%의 난류에서의 연직방향 및 비틀림 방향의 동적응

답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응답값은 RMS값으로

연직방향의 값은 단면의 폭 B에 대한 무차원 값이며 비틀림

방향의 값은 각도 값이다. Sec2의 경우 등류시 무차원풍속

그림 9. 기본단면 및 extensionor 부착단면의 공기력계수 비교

그림 10. 기본단면 및 extensionor 부착단면의 동적응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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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서 연직와류진동이 시작되어 2정도에 최대치를 나타내

었으나 extensionor가 부착된 단면들의 경우 연직와류진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등류시 무차원풍속 1과 1.5 사이에서 발생

한 비틀림 와류진동은 Sec2의 경우 최대 0.5o, Sec2-ALT1

의 경우 최대 0.33o 그리고 Sec2-ALT0는 최대 0.15o 였다.

Sec2-ALT2는 비틀림 와류진동이 관측되지 않았다. 비틀림

진동 1o가 발생되는 시점은 Sec2의 경우 3.5, Sec2-ALT1의

경우 4.9 그리고 Sec2-ALT2는 약 5.8이었다. Sec2-ALT0는

무차원풍속 7까지 비틀림방향의 진동이 미소하였다. Sec2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extensionor를 Sec2에 설치하였

그림 11. Sec1 단면의 플러터계수

그림 12. Sec2-ALT0 단면의 플러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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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가 보다 나은 내풍성을 나타내었으며 Sec2-ALT0, Sec2-

ALT2, Sec2-ALT1 순으로 내풍안정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Sec2-ALT1은 Sec2-ALT0과 매우 다른 동적거동

을 나타내었으며 Sec2와 비슷한 동적거동을 보여주었다. 4.1절

의 비틀림계수의 기울기에 따른 단면의 내풍성의 차이 및

extensionor의 상부표면의 계폐여부에 따른 공기역학적 거동의

차이를 동적실험의 결과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4.3 플러터계수

Sec1, Sec2-ALT0 그리고 Sec3의 플러터계수를 각각 그

림 11, 그림 12 그리고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플러터계수

들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대한 등가구조감쇠비(Equivalent

Viscous Damping)를 구할 수 있는데, 연직방향으로

, 비틀림 방향으로 의

관계식을 사용한다(King, J.P.C. 등, 2000). 이들  또는

 플러터계수들이 양수일 때에는 공기력에 의한 감쇠가 0

보다 작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플러터계수에 대한 결과 세

개의 모든 단면의 연직방향의 거동에서는 등가구조감쇠비가 항

상 0보다 큰 값이었고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 또한 증가

하였다. 이는 실험이 수행된 최대풍속까지는 플러터에 의한 발

산진동이 연직방향으로는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14~16은 각 단면의 무차원풍속에 대한 등가구조감쇠

비와 동적응답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플러터계수를

통해 계산된 등가구조감쇠비가 동적실험 결과를 잘 반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c1의 경우 그림 14와 같이 

플러터계수로부터 계산된 비틀림 방향의 등가구조감쇠비는

Strouhal 수 (fhH/U) 0.13에 해당하는 무차원풍속 1.2 부근

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며 이는 무차원풍속 1과 1.4사이

구간에서 관측된 비틀림 와류진동과 대응된다. 등가구조감쇠

비는 무차원풍속 약 2.6 부근에서 다시 음의 값을 나타내며

최대값인 4.3 부근에서 약 -0.6%의 값을 나타내었다. 플러

터 발생 시점을 2o로 가정할 때 동적실험에 의한 Sec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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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ec3 단면의 플러터계수

 그림 14. Sec1 단면의 등가구조감쇠비와 동적응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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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터 발생풍속은 감쇠율 0.3%의 경우 3.37, 감쇠율 0.5%

의 경우 3.85 그리고 감쇠율 1.0%의 경우는 4.1 이상이었

다. 등가구조감쇠비가 -0.5%가 되는 무차원풍속이 3.8인 것

을 고려해볼 때 플러터계수의 결과가 Sec1의 동적응답특성

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c2-ALT0의 경우 그림 15와 같이 비틀림방향의 등가구

조감쇠비는 무차원풍속 1~1.4, 2.3~5.2 그리고 6.7이상에서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이 범위에서 등가구조감쇠비는 최대

-0.27%였고 최대 무차원풍속인 7에서의 등가구조감쇠비는

-0.14%이었다. 무차원풍속 2.3~5.2의 구간은 등가구조감쇠비

가 음(−)의 값을 갖지만 이의 값이 최대 -0.27%정도이므로

0.3% 감쇠율을 갖는 단면의 동적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와류진동의 발생구간으로 볼 수 있다. 동적실험결과, 무

차원 풍속 1.1~1.2 부근에서 폭 0.11o의 미소한 비틀림 와

류진동이 관측되었으며 무차원풍속 7까지 비틀림 응답값은

0.1o를 넘지 않아 비틀림 방향의 플러터로 인한 발산은 발생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스거더 단면인 Sec3의 경우

그림 16과 같이 비틀림 방향의 등가구조감쇠비는 항상 0보

다 큰 값을 나타내었고 무차원풍속 10.4까지 계속 증가하였

다. 무차원풍속 10.4~12.1에서 일정한 값을 보이다가 이후

등가구조감쇠비의 값은 감소하였다. 동적응답의 경우 무차원

풍속 12.1이후 비틀림진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단면모형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공기력계수 실험 결과 Sec1과 같은 완공계의 플레이트거더

단면이 받는 항력(Cx)중에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가 차

지하는 항력의 비율은 -10o에서 +10o의 모든 영각에서 약

20%로 나타났다. 이는 교량단면의 항력 계산 시 가드레일

과 중앙분리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단면의 항력이 약

20%가 과소평가되어 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동

실험이나 CFD해석을 통해 실제 거더 단면의 항력을 계산

할 때는 반드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고려해야 한다.

2. 단면의 형상과 관계없이 공기역학적으로 안정한 단면일수

록 영각과 비틀림 계수의 선형성(Linearity)은 커졌으며 비

틀림계수의 기울기(dCm/dα)는 큰 값을 가진다. 양력계수

또한 공기역학적으로 안정할수록 선형성을 나타낸다. 그러

나 양력계수의 기울기(dCl/dα)의 크기와 내풍안정성의 관계

는 특별한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영각과 공기력계수의

선형성은 풍향각의 증가에 따라 하중도 그에 따라 증가함

을 나타내므로 공기역학적 스톨(Stall)현상이 없는 것을 보

여준다. 이는 공기역학적으로 플러터가 발생하지 않을 충

분조건이 된다. 교량단면의 양력계수와 비틀림계수의 영각

에 대한 선형성여부 및 비틀림계수의 기울기 값은 장대교

량의 단면선정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Sec2와 같은 플레이트거더 단면에서 extensionor의 부착

으로 항력이 영각 0o를 기준으로 약 12% 감소하였다.

extensionor의 부착으로 인하여 단면 주위의 공기흐름이

바뀌어 단면이 항력을 보다 적게 받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Sec3과 같은 박스거더 단면은 변장비가 플레이트거

더 단면에 비해 40%이상 작음에도 불구하고 항력이 30%

정도 작은 값을 나타냈다. 박스거더 단면이 플레이트거더

그림 15. Sec2 단면의 등가구조감쇠비와 동적응답 비교

그림 16. Sec3 단면의 등가구조감쇠비와 동적응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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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에 비하여 항력을 훨씬 적게 받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4. 플레이트 거더교의 양단에 부착된 extensionor의 상부표면

의 개폐여부에 따라 교량의 공기역학적 거동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부가 폐쇠된 extensionor

는 플레이트거더교의 내풍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공기

역학적 보조부재라 판단된다.

5. 플레이트거더 기본단면인 Sec2에 extensionor를 부착하여

내풍성을 확보한 Sec2-ALT0의 경우 연직방향과 비틀림방

향의 공기력계수들이 등류와 난류에 대하여 특별히 큰 차

이점이 없었다. 교형단면이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경우,

난류가 정적 공기력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난류가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은 일반

적인 단면의 공기력계수에 주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등류와 난류의 기류조건에 따른 공기력계수의 일관된 변화

를 찾을 수 없었으며 난류의 영향에 따른 공기력계수의 경

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난류강도 이외의 변동풍속 스펙트

럼, 난류길이 등과 같은 난류특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

단된다.

6. 풍동실험을 통해 플레이트거더 단면, ALT0 형태의

extensionor를 부착한 플레이트거더 단면 그리고 박스거더

단면에 대한 공기력 계수 및 플러터 계수를 제시하였다.

이는 추후 버펫팅해석 및 공탄성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량단면의 공기력계수와

플러터계수는 형상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값이며 수치해석

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많은 자료의 구

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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