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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데이터를 이용한 공용중인 강사장교의 버페팅 응답 분석

이덕근*ㆍ공민준**ㆍ유동우***

Lee, Deok Keun*, Kong, Min Joon**, You, Dong Woo***

A Study on Buffeting Responses of a In-service Steel Cable-stayed 

Bridge Using Full-scale Measurements

ABSTRACT

In order to analytically evaluate buffeting responses, the analysis of wind characteristics such as turbulence intensity, turbulence length, 

gust, roughness coefficient, etc must be a priority. Static aerodynamic force coefficients, flutter coefficients, structural damping ratios, 

aerodynamic damping ratios and natural frequencies affect the analytical responses. The bridge interested in this paper has being been 

used for 32 years. As the time passes, current terrain conditions around the bridge are different markedly from the conditions it was built 

32 years ago. Also, wind environments were considerably varied by the climate chang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turbulence intensity, length, spectrum and roughness coefficient of the bridge site from full-scale measurements using the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The evaluation results indicate that wind characteristics of bridge site is analogous to that of open terrain 

although the bridge is located on the coastal area. To calculate buffeting responses, the analysis variables such as damping ratios, static 

aerodynamic force coefficients and natural frequency were evaluated from measured data. The analysis was performed with regard to 

4 cases. The evaluated variables from measured data are applied to the first and second analysis cases. And the other analysis cases were 

performed based on Design Guidelines for Steel Cable Supported Bridges. The calculated responses of each analysis cases are 

compared with the buffeting response measured at less than 25m/s wind speed. It is verified that the responses by the numerical analysis 

applying the estimated variables based on full-scale measurements are well agreed with the measured actual buffeting responses under 

wind speed 25m/s. Also, the extreme wind speed corresponding to a recurrence interval 200 years is derived from Gumbel distribution. 

The derived wind speed for return period of 200 years is 45m/s. Therefore the buffeting responses at wind speed 45m/s is determined 

by the analysis applying the estimated variables.

Key words : Buffeting responses, Full-scale measurements, Measured actual buffeting responses, Damping ratios

초 록

공용 중인 교량의 버페팅 응답을 해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량 현장의 난류강도, 난류 스펙트럼, 조도계수, 거스트 계수 등 풍하중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고, 해석 결과는 정적 공기력 계수, 플러터계수, 구조 감쇠비, 공기역학적 감쇠비, 고유 진동수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교량은 32년째 공용 중에 있는 교량으로써 교량 주변의 지형조건은 설계 및 시공 당시에 비해 많은 변화가 발생

하였으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풍 환경 역시 큰 변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상교량에서 실측한 풍속 데이터를 분석하여 난류강도, 난류길이, 

지표조도계수, 풍속 스펙트럼 등 교량 현장의 풍하중을 평가하였다. 교량 주변의 풍환경 평가 결과, 대상 교량은 해상교량임에도 불구하고 지표

조도구분 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실측한 구조물의 가속도, 변위 응답 데이터를 통해 대상교량의 감쇠비, 정적 공기력 계수, 고유진

동수를 평가하여 계측기반 버페팅 해석 변수를 산정하였다. 계측데이터 기반의 해석 변수와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에 제시된 해석 변수를 적용

하여 총 4가지 경우에 대한 버페팅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0분 평균 풍속 25m/s이하에서 측정된 버페팅 응답과 계측 기반 해석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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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해석 응답이 가장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계측 풍속과 Gumbel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200년 재현기대 풍속인 45m/s에서의 버

페팅 응답을 제시하였다.

검색어 : 버페팅 응답, 실측, 실측 버페팅 응답, 감쇠비

Fig. 1. Longitudinal View of Bridge and Positions of Sensors

1. 서 론

일반적으로 교량 구조물의 버페팅 응답은 풍동실험, 해석적인 

방법, 계측에 의해 얻을 수 있다. 풍동실험은 교량 현장의 실제 

난류를 구현하는 것이 어렵고 모형 제작과 실험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공용 중인 교량의 버페팅 응답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다. 버페팅 해석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

이나, 교량 현장의 난류강도, 난류 스펙트럼, 조도계수, 거스트 

계수 등 풍하중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고, 해석 결과는 정적 

공기력 계수, 플러터계수, 구조 감쇠비, 공기역학적 감쇠비, 고유 

진동수, 공력어드미턴스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변수의 산정이 중요하다. 실측에 의한 버페팅 응답의 

평가는 Humber Bridge (Brownjohn et al., 1994), Akashi-Kaikyo 

Bridge (Miyata et al., 2002), Second Servern Bridge (Macdonald, 

2003), Tsing Ma Suspension Bridge (Xu and Zhu, 2005) 그리고 

Runyang Suspension Bridge (Wang et al., 2009)에 대하여 이루

어진 바 있다. 기존에 국외에서 수행된 실측에 의한 버페팅 응답의 

평가 결과는 설계시 예측한 버페팅 응답과 비교 연구하였으며, 

설계 풍속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풍속에 대한 실측 

응답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용중인 교량의 설계 

풍속에서의 버페팅 응답을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실측 

데이터를 적용한 해석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용중인 강사장교에 측정한 풍속을 이용하여 

교량 현장의 200년 재현 기대 풍속, 난류강도, 난류길이, 조도계수 

등 교량 현장의 풍 환경과 교량의 가속도, 변위를 분석하여 감쇠비, 

공기력계수, 고유 진동수를 평가하였다. 또한 실측한 풍하중과 

감쇠비, 정적 공기력계수, 고유진동수를 적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의 버페팅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측 응답과 비교하여 

200년 재현 기대 풍속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강사장교의 버페팅 응답을 제시하였다.

2. 교량 현장 바람 특성 분석

2.1 계측센서 위치

본 연구의 대상교량은 Fig. 1과 같은 총 연장 450m, 교폭 

11.834m인 강바닥판 사장교로써 현재 보강거더 및 주탑에 풍향․풍

속계, 처짐계, 가속도계가 설치되어 있다. 풍향·풍속, 가속도, 처짐 

데이터는 초당 100개로 샘플링되며, 주탑 상단의 풍향·풍속계 고도

는 91m, 보강거더의 풍향·풍속계 고도는 29m이다.

2.2 설계 풍속

교량의 설계풍속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4개월간 측정한 월 최대 10분 평균 풍속을 이용하였으며 

Gumbel의 극치분포 모형(Cho et al., 1989)에 적용하여 200년 

재현 빈도의 풍속을 산정하였다. Gumbel확률분포 함수는 Eq. 

(1)과 같이 2중 지수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계측풍속과 Gumbel

분포의 적합도는 PPCC (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 

test (Vogel, 1986)를 통해 검정하였다. Eq. (1)에서 와 는 

각각 위치 및 척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로써 모멘트법, 최우도법,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Eq. (2)는 누가확률밀도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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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Pylon (b) At Deck

Fig. 2. MCP Correction of Wind Velocity

Table 1. Estimated Wind Velocity for Recurrence Interval of 200-years

Method
Wind Velocity (m/s)

PPCC
MCP Correction (m/s)

M.O.M L.S.M M.L.E Velocity Reference (Y.G. Bae, 2008)

Pylon 44 40 44 0.972 46 49

Deck 35 31 34 0.966 38 45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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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1)과 Eq. (2)를 적용한 설계 풍속 추정치는 비교적 단기간의 

풍속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므로 교량 인근의 기상대로부터 측정된 

장기 풍속에 MCP(Measure-Correlate-Predict)분석 방법을 적용

하여 Gumbel 분포모형으로부터 추정한 설계 풍속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MCP분석은 측정 지점의 단기간 풍속자료와 기준 

지점의 풍속자료에 상관성을 분석하여 측정지점에서의 결측 자료 

또는 장기간의 풍속을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Eq.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 (3)에서  는 기상대에서 관측된 10분 평균 

풍속,  는 교량현장에서 계측된 10분 평균 풍속이며,  와 

 는 각각 고려하는 기간 동안 기상대와 현장에서 계측된 평균 

풍속이다. 




와 




는 각각 기상대와 현장에서 계측된 풍속 

자료의 표준 편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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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Eq. (3)을 이용하여 산정한 MCP보정식을 나타낸 

것으로써 주탑과 교면에서의 MCP보정식은 각각 

와 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계측 풍속과 Gumbel 

분포를 이용한 설계풍속과 MCP보정을 통한 설계풍속을 나타낸 

것이며, 200년 재현 빈도의 기상대 풍속은 기존 연구(Bae et al., 

2008)결과를 고도 보정하여 적용하였다. Gumbel분포와 MCP분

석을 통한 200년 재현 빈도의 최대 풍속은 각각 44m/s와 46m/s이

며, 버페팅 응답 평가를 위한 설계 풍속으로 45m/s를 적용하였다.

2.3 난류강도 및 지표 조도

바람의 난류특성은 현장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측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류강도는 자연 상태의 

바람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써 10분간 계측된 풍속의 표준편

차를 평균풍속으로 나누어 Eq. (4)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06)

에서는 Eq.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Eq. (4)에서 는 평균풍속, 

는 기류방향의 난류강도이며, Eq. (5)에서 는 조도길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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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91m Height (b) At 29m Height (c) Directional Turbulence Intensity

Fig. 3. Turbulence Intensity

Table 2. Turbulence Intensity, Roughness Coefficient and Length

Classification
Turbulence  Intensity









Roughness

Coefficient

Roughness

LengthPylon Deck

Perpendicular 0.176 0.173 1.184 0.148 0.090

Longitudinal 0.243 0.295 1.557 0.387 0.965

최소높이, 는 고려하는 풍속의 고도, 는 조도계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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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주탑과 교면에서 계측된 10분 평균 풍속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난류강도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Figs. 3(a) and 3(b)

는 각각 주탑과 교면에서 교축직각방향의 풍속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난류강도이다. Fig. 3(c)는 풍향별 난류강도를 도시한 것이

며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지형 특성에 따른 난류강도의 변화가 

잘 나타나있다. Table 2는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의 바람에 대한 

난류강도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써 교축직각방향의 평균난류강

도(주탑:0.176, 교면:0.173)가 교축방향의 평균난류강도(주탑:0.243, 

교면:0.295)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버페팅해석에 적용

하기 위하여 교축직각방향의 난류강도 최댓값을 풍속별로 추출하

여 지수함수로 적합함수를 구성하였다.

평균 풍속의 연직분포는 Eq. (6)과 같은 지수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지표조도계수를 산정하였다. Eq. (6)에서 은 

주탑의 평균풍속, 는 교면의 평균풍속, 은 주탑의 풍속계 

고도(91m), 는 교면에서의 풍속계 고도(29m)이며, 는 지표조

도계수를 의미한다. 교축직각방향의 바람이 지배적인 풍향조건에

서 지표조도계수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균 0.148로써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KSCE, 2006)의 지표조도구분 Ⅱ의 지표조

도계수인 0.16보다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축방향의 

조도지수는 지표조도구분 Ⅳ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도

길이는 교축직각방향과 교축방향에 대하여 각각 0.09와 0.965로써 

지표조도구분 Ⅱ와 Ⅳ의 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상교량이 위치한 지역에서 교축직각방향의 바람 특성은 지표조

도구분 Ⅱ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log

log


(6)

2.4 난류길이 및 난류 스펙트럼 

Fig. 4는 대상교량에서 계측된 풍속 데이터를 이용하여 난류길이

를 산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설계풍속에서의 스펙트럼 산정에 

이용하기 위하여 풍속 구간별 평균값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지수함수로 적합함수를 구성하였다. 난류길이는 Eq. (7)에 나타낸 

자기공분산함수를 적분하여 시간 스케일을 산정하고 난류가 관측

점을 통과할 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테일러의 난류동결에 

관한 가설을 적용하여 시간 스케일에 평균 풍속을 곱함으로써 

Eq. (8)과 같이 계산하였다. Eq. (7)에서 는 자기공분산함수, 

는 시간스케일, 는 난류길이, 는 평균풍속이며, 는 기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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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Pylon (b) At Deck

Fig. 4. Turbulence Length

(a) Reduced Turbulence Spectrum (b) Average Reduced Turbulence Spectrum

Fig. 5. Comparison with Proposed Spectrum by Other Researchers

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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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8)

난류 스펙트럼은 기존에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하였으며, Fig. 

5에 교량 현장에서 계측된 난류스펙트럼과 von Karman, Kaimal, 

Davenport 가 제시한 난류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5(a)는 10분 평균 풍속 20.3m/s 일 때의 난류 스펙트럼을 Eqs. 

(9)~(11)에 나타낸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난류 스펙트럼과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다. Eq. (9)는 von Karman (1948), Eqs. (10)은 

Kaimal (1973), Eq. (11)은 Davenport (1961)가 제안한 스펙트럼

이다. 여기서, 은 주파수, 는 난류길이, 
은 풍속의 변동 

성분에 대한 분산, 는 고도,  은 파워스펙트럼이다. Fig. 

5(b)는 풍속이 20m/s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측정한 난류 스펙

트럼을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며 von Karman 스펙트럼과 가장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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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d Bending Frequencies and Estimated Structural Damping Ratios

Mode Frequency (Hz) 1/4 Point of Mid-span 1/2 Point of Mid-span 3/4 Point of Mid-span Average

1 0.537 0.746% 0.695% 0.708% 0.716%

2 0.805 0.878% - 0.856% 0.867%

3 1.245 0.966% 0.965% 0.989% 0.973%

4 1.659 1.922% 2.031% 1.827% 1.927%

5 1.879 1.670% - 1.477% 1.573%

6 2.196 0.593% 0.590% 0.594% 0.592%

7 2.367 1.093% 1.046% 1.118% 1.086%

8 3.002 1.633% - 1.571% 1.602%

9 3.563 1.347% 1.368% 1.713% 1.476%

10 3.953 1.117% 1.076% 0.998% 1.064%

(a) Structural Damping Ratios of Vertical Bending Modes (b) Aerodynamic Damping Ratios of 1st Vertical Mode

Fig. 6. Estimated Damping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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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량의 동적 특성

3.1 감쇠비

구조 감쇠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풍속이 3.0m/s 이하에서 계측된 

10분 길이의 상시 진동 데이터 샘플 262개와 Random Decrement 

Technique (Tamura et al., 1993)을 적용하였다. RDT는 상시 

진동 또는 풍하중에 의한 무작위 진동으로부터 감쇠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자유진동과 강제 진동에 의한 해의 기대치 합으로 

Eq. (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에 의한 해이다.

  (12)

임의의 외력을 받는 구조물의 동적 운동 방정식에서 외력의 

기대치가 0인 추계학적 과정에 있는 경우, 강제 진동의 해 역시 

0이 된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의 피크값을 일치시켜 기댓값을 

취하면 강제 진동 응답이 0에 가까워지므로 자유 진동해만 남게 

된다. RDT를 적용하여 대상교량의 구조 감쇠비 추정 결과는 Table 

3과 Fig. 6(a)에 나타내었다.

풍하중 작용시 구조물에 작용하는 감쇠는 구조 감쇠와 공기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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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Comparison of Estimated Values

적 감쇠로 나눌 수 있다(Macdonald, 2003). 공기역학적 감쇠비는 

측정된 시계열 데이터에 RDT를 적용하여 풍속별 전체 감쇠비를 

추정한 후, 풍속 3m/s이하에서 추정된 구조 감쇠비를 빼줌으로써 

추정하였다. 추정한 공기역학적 감쇠비는 풍속별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선형으로 적합시킨 직선과 유사정적 이론(Kareem and Gurley, 

1996)을 적용한 Eq. (13)의 해를 비교하여 Fig. 6(b)에 도시하였다. 

Eq. (13)에서 는 공기밀도(), 는 거더폭(), 는 평균 

풍속(), 는 영각(), 은 단위 길이당 질량, 은 고유진동

수,

은 양력계수, 


는 양력계수의 영각에 대한 도함수를 

나타낸다. 

 


 













(13)

Fig. 6(b)에서 점선은 대상교량과 유사한 단면 형상의 풍동실험

결과를 적용한 것이고 일점쇄선은 CFD해석(Kim, 2013)에 의한 

양력계수의 도함수를 적용한 것이다.

3.2 정적공기력 계수

본 연구에서는 단위 하중에 의한 수평변위와 연직변위를 해석적

으로 산정한 후, 실 교량에 풍하중 작용시 계측된 수평 변위 및 

연직 변위를 이용하여 Eqs. (14) and (15)와 같이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를 추정하였다. Eqs. (14) and (15)의 
은 계측 수평 

변위, 
는 단위 하중에 의한 해석 수평 변위, 

은 계측 연직 

변위, 
는 단위 하중에 의한 해석 연직 변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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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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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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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에는 항력계수와 양력계수 추정값을 유사한 단면의 풍동실

험(MOCT, 2006)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qs. (14) and 

(15)를 적용하여 추정한 항력계수는 영각에 따라 0.543~0.358의 

범위에 있으며, 양력계수는 -0.345~0.219의 범위에 있다. 또한, 

측정한 변위 응답으로부터 추정한 항력계수는 풍동실험(MOCT, 

2006)에 의한 값보다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양력계수는 

최대 최소 범위가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4. 버페팅 응답

4.1 버페팅 해석 입력 변수

단일모드 주파수영역 해석이론(Simiu and Scanlan, 1996; Kim 

et al., 2006)을 적용한 모듈과 시간이력해석 모듈을 탑재하여 

개발된 프로그램(Kong, 2008; Kim, 2011; Kim and Yhim, 2013)

을 사용하여 해석적으로 버페팅 응답을 평가하였고, 이를 교량에서 

실측한 응답과 비교하였다. 

해석에 의한 응답과 실측 버페팅 응답을 비교하기 위하여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석 조건에 따라 4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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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Cases

Case Analysis Conditions

Case-I
Measured structural damping, drag, lift force coefficients

von Karman spectrum applying measured 


 and turbulence length

Case-II
Measured aerodynamic damping, drag, lift force coefficients

von Karman spectrum applying measured 


 and turbulence length

Case-III
Structural damping (0.4%) proposed by design code

von Karman spectrum applying 


 of design code (ground roughness I)

Case-IV
Structural damping (0.4%) proposed by design code

von Karman spectrum applying 


 of design code (ground roughness II)

Table 5. Static Force Coefficients from Measured Data

Coefficient Drag Lift Moment



 0.444 0.145 -0.043



 0.395 1.996 -0.344

Table 6. Parameters for Buffeting Analysis

Coefficient Case-I Case-II Case-III Case-IV

Turbulence intensity
 : 




≧ : 

×  ×

0.125 0.157

Structural damping ratio

1st mode   : 0.716%

2nd mode  : 0.867%

3rd mode  : 0.973%

4th mode~ : ×

0.400% 0.400%

Aerodynamic damping ratio - × - -

Turbulence length  ×
 200m 200m

Tables 5 and 6에는 해석에 사용된 정적 공기력 계수와 난류강도, 

구조 감쇠비, 공기역학적 감쇠비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Case-I은 

교량 현장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구조감쇠비, 항력계수, 

양력계수, 현장에서 측정한 풍환경 특성을 고려한 von Karman 

스펙트럼을 적용한 것이다. Case-II는 Case-I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기역학적 감쇠비를 고려한 것이다. Case-III과 Case-IV는 케이

블강교량설계지침(KSCE, 2006)에서 제시한 구조감쇠비와 지표

조도구분 I과 II의 풍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von Karman 스펙트럼

을 적용한 것이다. 기타 버페팅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공력어드미턴

스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플러터계수는 기존 연구(Kim, 2013)의 

CFD해석 결과를 적용하였다. 공력어드미턴스의 경우, Sears함수 

또는 풍동실험, 실측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나 Sears 함수를 적용하

는 경우 버페팅 응답을 실제 응답보다 작게 평가하는 결과(Kim, 

2011)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풍동실험과 풍압을 직접 측정하

지 않았기 때문에 공력어드미턴스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석 

Case-II의 경우, 풍하중 작용시 공력어드미턴스가 고려되어 발생한 

실측 응답만으로 풍속 변화에 따른 공기역학적 감쇠비를 추정한 

것이므로 공력어드미턴스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4.2 버페팅 해석 결과

풍하중, 항력계수, 양력계수, 감쇠비를 현장 계측 자료를 기반으

로 평가하였고, Tables 4~6에 따라 버페팅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s. 9 and 10는 풍속에 대한 실측 변위의 최댓값과 RMS값을 

버페팅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써 Figs. 9(a) and 

10(a)는 중앙경간 1/2지점, Figs. 9(b) and 10(b)는 중앙경간 1/4지

점에 대한 것이다. Figs. 9 and 10과 같이 연직 최대 변위는 케이블강

교량설계지침(KSCE, 2006)에 제시된 구조 감쇠비 0.4%와 지표조

도구분Ⅱ의 난류강도를 적용한 해석 조건(Case-IV)에서 계측 변위

의 상한값에 근접한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계측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공기역학적 감쇠비를 적용한 해석 조건(Case-II)의 경우에

는 계측 변위의 하한값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중앙경간 1/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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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tical Vertical Responses at the Center of Mid-Span (Unit : mm)

Wind Velocity
Measured Case-I Case-II Case-III Case-IV

Max RMS Max RMS Max RMS Max RMS Max RMS

5m/s 3.9 0.6 1.6 0.4 1.5 0.4 1.6 0.5 2.0 0.6

15m/s 24.7 5.8 19.1 5.4 15.4 4.4 21.7 6.1 27.2 7.6

25m/s 66.5 16.1 62.3 17.5 44.0 12.5 75.1 21.1 94.2 26.4

35m/s - - 155.1 43.6 97.9 27.8 174.9 49.0 219.2 61.5

45m/s - -
312.3

(0.92)

87.8

(0.93)

178.4

(0.53)

50.6

(0.53)

338.3

(1.00)

94.9

(1.00)

424.1

(1.25)

118.9

(1.25)

(a) Case-I (b) Case-II

(c) Case-III (d) Case-IV

Fig. 8. Analytical Buffeting Responses at Deck

점의 계측 변위에 대한 적합곡선은 구조감쇠비를 적용한 해석 

조건(Case-I)과 가장 잘 일치하며 공기역학적 감쇠비를 적용한 

해석 조건(Case-II)의 결과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계측 

변위에 차량하중에 의한 연직 변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제 순수한 버페팅 응답은 공기역학적 감쇠비를 적용한 해석조건

(Case-II)의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시 버페팅 해석은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KSCE, 2006)에 

제시된 구조 감쇠비, 지표조도구분I의 난류강도, 기타 풍동실험 

결과에 의한 해석 변수를 적용한 해석조건(Case-III)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Table 7과 같이 설계 풍속 45m/s에서 다른 해석조건 

결과와 비교하면 Case-IV의 경우 Case-III보다 25% 큰 응답을 나타

내었으며 Case-II의 경우 약 47%, Case-I의 경우는 약 8% 정도 

Case-III에 비해 작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풍환경 및 감쇠비

에 대한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Case-III의 변수를 적용한 해석은 

실제 버페팅 응답(Case-II)보다 최대 1.9배 정도의 크게 평가되며 

이는 설계시 안전율을 고려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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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ponses at the Center of Mid-Span (b) Responses at the Quarter Point of Mid-Span

Fig. 9. Maximum Buffeting Responses

(a) Responses at the Center of Mid-Span (b) Responses at the Quarter Point of Mid-Span

Fig. 10. RMS Buffeting Responses

5. 결 론

본 연구는 공용중인 교량에서 실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난류강

도, 난류길이, 지표조도계수, 풍속 스펙트럼 등 교량 현장의 풍하중

을 평가하였다. 또한 구조물의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쇠비, 

정적 공기력 계수, 고유진동수를 추정하여 이를 적용한 버페팅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측한 버페팅 응답과 비교·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교량 주변의 풍 환경은 일반적인 해상교량에 대한 지표조

도구분 I에서의 난류강도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면에

서의 난류강도는 지표조도구분 II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교축

직각방향의 지표조도계수의 평균값은 0.168로 지표조도구분II

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고도별 풍속 보정시 조도

계수는 지표조도구분II의 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풍속 스펙트럼은 현장 계측 난류강도와 난류길이를 고려한 

von Karman의 스펙트럼식이 가장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측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정적 공기력 계수는 풍동실험 

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실측 구조 감쇠비는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KSCE, 2006)에서 제시하는 구조 감쇠

비보다 약 1.8배 크게 산정되었다.

(4) 설계시 적용 가능한 해석 변수만을 고려한 해석조건(Case-III)

의 결과와 실측 데이터 기반의 해석 변수를 적용한 해석조건

(Case-I, II)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풍속 45m/s에서 Case-III에 

대한 Case-I, II의 해석 응답 비율은 각각 약93%, 약53%로 

나타났다. 즉, 실측 구조감쇠비와 풍환경을 적용한 해석조건

(Case-I)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기역학적 감쇠비

를 추가로 고려한 해석조건(Case-II)보다 약 1.9배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설계시 적용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는 버페팅 해석은 안전율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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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측 기반의 해석 변수를 고려한 

해석 응답은 공용중인 장대교량의 유지관리 및 구조 건전도 모니터

링을 위한 관리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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