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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간장 200-1000 m 범위에서 사장교는 경관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시공적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교량형식

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간장이 길어질수록 사장교는 

케이블 세그와 대변형 효과 등의 복잡한 비선형 거동

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 일반적으로 사장교 

시공에 사용되는 FCM (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은 

사장교의 경간의 증가와 함께 시공 중 지진하중과 풍

하중과 같은 동적 하중에 취약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

러므로 시공 중 지진하중과 풍하중에 대해 사장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용 중에도 적용 가능한 

별도의 댐퍼 설치, 타이케이블 설치, 외부 케이블 설치, 

공기동역학적으로 유리한 단면 형상의 채용 등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2-10). 

Gimsing은 완공시 사장교의 구조적 성능을 향상 시

킨 시스템으로 거더의 압축력 감소를 통해 장경간의 

사장교 건설이 가능한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11).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경간장 1000 m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12-14). Won 등15,16)은 중소지간

의 사장교에도 특별한 추가적인 시공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FCM 공법으로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이 적용 

가능함을 해석적으로 보였으며, 공용 중 풍하중과 같

은 동하중의 응답 감소에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이 

효과가 있음을 해석적으로 증명하였다.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은 거더 외부에 정착되는 

케이블이 사장교의 거동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FCM 

방법으로 시공되는 경간장 600-1000 m의 장경간 사장

교의 시공 중 동적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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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경간 810 m

의 장경간 사장교의 FCM 시공 중 취약한 시공 상태 

두 가지를 가정하여 지진하중과 풍하중에 대한 일부타

정식 케이블 시스템의 동적 안정성을 주탑 거동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2. 해석 모형

시공 중 사장교의 동적 안정성에 대한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경간 810 

m의 3경간 자정식과 일부타정식 사장교를 개념설계 

하였다(Fig. 1). 강상판 거더의 폭은 22.9 m이며, 콘크

리트 주탑의 높이는 218 m, 케이블은 2면 배치로 1면

당 100개의 MS(Multi strands) 케이블이 위치한다.

콘크리트 주탑의 압축강도는 50 MPa이며(탄성계수 

31 GPa, 단위 중량 24.5 kN/m3, 포아송비 0.167), 강상

판은 SM520 강재(탄성계수 210 GPa, 단위 중량 77 

kN/m3, 포아송비 0.3), 케이블은 강도 1770 MPa(탄성계

수 210 GPa, 단위 중량 77 kN/m3, 포아송비 0.3)가 적용

되었으며, 단면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갖는 모형의 타정되는 케이블들의 수

(a) Side view

(b) Cross-section of girder (c) Pylon

Fig. 1. Outline of considered bridge (unit: m).

Table 1. Sectional properties

Member Area (m2) Iy (m4) Iz (m4)

Girder 1.022 42.946 1.254

Pylon
United part 22.006-38.978 71.305-663.741 129.983-345.591

Separated part 12.097-30.230 65.054-544.107 102.823-395.802

Cable 0.0030-0.0150 - -

Table 2. Description of considered model cases

Model State Cable system Note

Case1-SA Longest cantilever 
state both side span 

and main span

Self anchored cable system Fig. 2(a)

Case1-PEA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Fig. 2(b)

Case2-SA
Before closing the 

main span

Self anchored cable system Fig. 3(a)

Case2-PEA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Fig. 3(b)

(a) Case 1- SA bridge model

(b) Case 1- PEA bridge model

Fig. 2. Models of case 1.

는 1면을 기준으로 볼 때, 좌측 측경간 최 외측에 6개, 

우측 측경간 최 외측에 6개이다.

시공 중 취약 단계로 가정된 해석대상 시공단계는 

측경간이 완성되기 전 캔틸레버 상태가 가장 긴 경우

(Case 1)와 측경간이 완성되고 중앙 경간부가 폐합되기 

전(Case 2)의 2가지를 가정하였다. Table 2와 Fig. 2, 

Fig. 3은 해석에 적용된 모형들을 나타낸다. 

시공단계에서 자정식과 일부타정식의 주탑부 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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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2- SA bridge model

(b) Case 2- PEA bridge model

Fig. 3. Models of case 2.

받침 조건은 모두 고정단이다. 또한, Case1-PEA의 경

우, Case1-SA의 모형에 추가적으로 한 쌍의 케이블이 

미리 타정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대상 모형들의 유

한요소해석은 시공단계 해석의 구현이 가능한 RM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거더와 주탑은 보요소로, 케이

블은 축력만 저항하는 케이블 요소로, 받침부와 지점

부는 스프링 요소로 모형화되었다.

3. 지진하중과 풍하중

고유치해석을 위해 적용된 질량은 정확한 값을 반영

하기 위해 단면적에 할증계수가 적용되었다. 할증 계

수는 단면적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연결부, 2차 부재 

등을 고려한 것이며 거더 1.30, 주탑 1.0, 케이블 1.18을 

적용하였다. 

지진하중은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 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탄성지진응답계수는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정의

한 값을 적용하였다. 가속도 계수(A)는 0.154, 지반계수

(S)는 1.2가 적용되었으며, 해석에 적용된 주기에 따른 

탄성지진응답계수는 Fig. 4와 같다.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에 참여된 진동모드 수는 120개이다.

동적 풍하중의 영향은 장경간 교량의 풍하중 거동 

분석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다중모드 버펫팅 해석 방

법을 통해 분석하였다17,18). 동적 풍하중은 지진하중과 

달리 저차모드의 응답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30

개의 진동모드가 버펫팅 해석에 적용되었다.

변동 풍속에 대한 기본 물성치인 설계기준풍속과 풍

속의 변동 물성치, 버펫팅 해석에 필요한 스펙트럴 밀

Fig. 4. Seismic response coefficient (normalized with respect 
to acceleration coefficient).

(a) Normal to bridge axis

(b) Along bridge axis

Fig. 5. Example of applied wind spectrum (z =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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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수, 그리고 공기동역항적 계수(항력계수, 양력계

수, 모멘트계수)는 국내 사장교 설계에서 적용되었던 

사례의 값을 작용하였다19). 스펙트럴 밀도함수로 적용

한 Kaimal spectrum은 식 (1)과 같으며, 높이 25 m에서

의 교축 직각방향과 교축 방향 스펙트럼의 예는 Fig. 5

와 같다.





 





   







  

(1)

4. 해석 결과

4.1 고유진동수 분석

타정 케이블은 주탑과 거더 외부에 연결됨으로 자정

식 케이블만을 갖는 시스템보다 주탑의 거동에 직접적

(a) 1st Mode shape (f=0.0908 Hz)

(b) 2nd Mode shape (f=0.0952 Hz)

(c) 3rd Mode shape (f=0.1783 Hz)

Fig. 6. Mode shape of self anchored cable system model- 
case 1 (Case1-SA).

인 영향을 많이 주므로 교축방향으로 시공 중 사장교

의 동적 거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Case 1을 대상으로 

자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갖는 경우(Case1-SA)의 모드 

형상과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갖는 경우

(Case1-PEA)의 모드 형상을 분석하여 각각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다. 자정식의 경우, 연직방향으로의 

첫 번째 진동 모드는 1차 모드에서 발생했으나, 일부 

타정식의 경우는 2차 모드에서 발생하였으며, 고유 진

동수가 크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횡방향 

첫 번째 진동모드와 주탑의 횡방향 연직모드는 같은 

고유진동수를 나타냈다. 또한, Case 1의 자정식 모형과 

일부타정식 모형의 주요 고유 진동수를 비교한 결과

(Table 3), 연직방향 첫 번째 진동수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ase 1과 같이 캔틸레

버 상태가 좌우 대칭으로 된 경우, 타정 케이블은 연직

방향의 동적 거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a) 1st Mode shape (f=0.0952 Hz)

(b) 2nd Mode shape (f=0.1572 Hz)

(c) 3rd Mode shape (f=0.1783 Hz)

Fig. 7. Mode shape of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model-case 1 (Case1-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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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Case 1 (Hz)

Mode shape Model
Mode Number

1 2 3

Vertical
Case1-SA 0.0908 0.5522 0.5729

Case1-PEA 0.1572 0.5537 0.5731

Transverse
Case1-SA 0.0952 0.1783 0.8467

Case1-PEA 0.0952 0.1783 0.8467

Pylon
Longitudinal

Case1-SA 0.3690

Case1-PEA 0.3684

(a) 1st Mode shape (f=0.0760 Hz)

(b) 2nd Mode shape (f=0.2611 Hz)

(c) 3rd Mode shape (f=0.3541 Hz)

Fig. 8. Mode shape of self anchored cable system model- 
case 2 (Case2-SA).

측경간이 연결되고 중앙 경간이 폐합 전인 캔틸레버 

상태를 나타내는 Case 2의 주요 진동 모드를 비교한 

결과(Fig. 8, Fig. 9), 1~3차 모드 형상은 동일하게 나타

났으나 두 번째 모드인 연직방향에서 고유 진동수 차

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자정식 모형과 일부타정

식 모형의 주요 고유 진동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연

직방향 고유 진동수들에서만 차이가 발생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Table 4). 따라서 Case 2의 경우도 타정된 

Table 4.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Case 2 (Hz)

Mode shape Model
Mode Number

1 2 3

Vertical
Case2-SA 0.2611 0.4719 0.5750

Case2-PEA 0.2894 0.4926 0.5791

Transverse
Case2-SA 0.0760 0.4831 0.6875

Case2-PEA 0.0760 0.4827 0.6836

Pylon
Longitudinal

Case2-SA 0.3541

Case2-PEA 0.3545

(a) 1st Mode shape (f=0.0760 Hz)

(b) 2nd Mode shape (f=0.2894 Hz)

(c) 3rd Mode shape (f=0.3454 Hz)

Fig. 9. Mode shape of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model-case 2 (Case2-PEA).

케이블들은 연직방향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2 주탑 응답 분석

고유진동수 변화 결과로부터 일부타정 케이블 시스

템은 사장교의 교축직각방향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

므로 주탑 하단의 교축방향 최대 모멘트를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지진하중의 경우, 일부 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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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ximum longitudinal pylon moment (unit: kNm)

Load
type Case

Model with self 
anchored cable system 

(A)

Model with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B)

Ratio
(B/A)

Seismic 
load

Case 1 1,355,832 (Case1-SA) 1,246,291 (Case1-PEA) 0.92

Case 2 1,170,743 (Case2-SA) 1,166,765 (Case1-PEA) 0.99

Wind 
load

Case 1 9,069,193 (Case1-SA) 4,617,905 (Case1-PEA) 0.51

Case 2 4,557,920 (Case2-SA) 3,452,082 (Case1-PEA) 0.76

모형과 자정식 모형에서 발생한 최대 휨모멘트의 비가 

Case 1에서는 0.92, Case 2에서는 0.99로 주경간과 측경

간 모두 캔틸레버 상태인 경우에서만 일부타정식 케이

블 시스템이 약간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대상교량의 경우 지진하중에 대한 시공 중 

안전성 확보 대책으로 타정 케이블과 같은 외부 케이

블의 사용하는 것은 시공 중 안전성 향상에 크게 도움

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정식의 

경우, 풍하중에 의해 발생한 주탑 휨모멘트는 Case 1에

서 지진하중의 6.7배, Case 2에서 3.9배이므로 시공 중 

동적 안전성은 풍하중에 의해 지배됨을 알 수 있다. 자

정식 케이블 시스템 모에서 발생된 최대 휨 모멘트 값

과 비교하여,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

써 Case 1에서는 풍하중에 의한 영향이 49%, Case 2에

서는 24%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시공 

중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풍하중에 대해 일

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은 사장교의 시공 중 풍하중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경간 사장교의 시공 중 동적 안전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의 

효과를 지진하중과 풍하중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중

앙경간 810 m의 3경간 사장교의 시공 중 취약한 단계

를 설정하여 지진하중에 대한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

과 풍하중에 대한 다중모드 버펫팅 해석을 수행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CM 공법으로 시공되는 장경간 사장교의 시공 

중 안전성은 풍하중에 지배를 받으며, 측경간이 완성

되기 전인 측경간과 중앙경간 모두 캔틸레버 상태

(Case 1)에서는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의 적용으로 

풍하중에 의한 영향이 4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경간이 완성되고 중앙경간 캔틸레버 길이가 

가장 긴 폐합 전 상태(Case 2)에서도 풍하중에 의한 영

향이 24% 감소되므로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의 적

용은 사장교의 시공 중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다고 판단된다.

2) 시공 중 지진하중에 대해서는 일부타정식 모형에

서 발생한 주탑의 최대 휨모멘트가 자정식의 0.92(Case 

1)와 0.99(Case 2)로 나타나므로 타정 케이블과 같은 외

부 케이블의 사용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시공 중 지

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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