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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성형 형사교의 모형화

Modeling of Noncomposite Skew Plate Girder Bridges

문성권*

Seong-Kwon, Moon

ABSTRACT 

  The design of noncomposite construction for skew bridges with large skew angels has been often checked 

because composite construction may cause large stresses in the bridge deck. In this study, the analytical 

model considered dynamic behaviors for noncomposite skew bridges was proposed. Using the proposed 

analytical model, the effect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concrete deck and steel girders such as composite 

construction, and noncomposite construction o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simply supported skew 

bridges were investigated. A series of parametric studies for the total 27 skew bridges was conducted with 

respect to parameters such as girder spacing, skew angle, and deck aspect ratio. The slip at the interfaces 

between the concrete deck and steel girders may bring about longer vibration periods that result in the 

reduced total seismic base shear.

Keywords : modeling, noncomposite construction, skew plate girder bridges, skew angle, girder spacing, 

interaction

1. 서  론

  도심지내의 공간상의 제약이나 복잡한 교차로 등으로 사교(skew bridges)에 한 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장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도로 선형 변경이 힘들거나 환경  문제가 상되는 특정 지역의 경우에 사교는 

유용한 교량 형식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상 의 기하학  평면형상과 그로 인한 사변방향으로의 받침배치 때문

에 직선교보다 훨씬 복잡한 거동(behavior)을 나타낸다. 즉, 상부구조물에 휨과 비틂이 동시에 작용하여 인근 주

형들 사이에 상 인 솟음 상이 유발되고 둔각부 받침에 수직반력이 집 되는 상과 더불어 사각이 심한 

사교에서는 각부 받침에 부반력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반력의 향으로 사교 단부에 부모멘트가 발생

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 상 에 과다한 인장력이 유발될 수 있어 이들 사교들에 한 비합성형 설계가 검토되

어지곤 한다. 

  사교에 한 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직선교와 합성형 사교와의 거동 차이, 효율 인 합성형 사교의 해석모델 

개발 등에 집 되어 왔으며 비합성형 사교에 한 연구로서는 Lin et al.(1994)는 막 요소를 사용하여 상 과 

주형간의 경계면에서의 상을 모형화하기 하여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선형스 링(부재 종방향과 나란한 

강성과 종방향에 수직한 방향의 강성)을 고려하 다. 경계면에 한 경계조건으로 부재 수직방향으로는 

(contact)과 분리(separation)가 선 방향으로는 sticking과 slipping이 고려되었다. S. Zhou et al(2004)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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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solid 요소로 주형의 상부 랜지를 요소로 모형화하고 콘크리트 상  하면과 주형 상부 랜지의 공유 

에 한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비합성형 작용을 고려하 다. 이때 공유 에 한 자유도 에서 수직방향과 

횡방향(교축직각방향)에 한 자유도는 연계시키고 종방향(교축방향)에 해서는 구속을 해제시켰다.  

Dennis(2005)는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의 하 과 미끄러짐과의 계와 합성 작용하에서의 단연결재의 단

강도 등이 인발시험의 결과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는 에 착안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인발시험을 재 할 

수 있는 효과 인 수치모델을 제안하 다.  Methee(2004)는 단지연 상과 련된 기존의 유효폭 식은 상  

두께의 반에 해당되는 치에서의 단지연을 감안한 평면응력 분포를 기 으로 유도되어 상 의 깊이에 따

른 응력 변화가 고려되어 있지 않는 에 착안하여 상 의 깊이에 따른 응력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유효폭 개념

을 소개한 바 있다. 정 거동에 미치는 상 과 주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문성권, 2006)가 자에 의해 소개된 바 

있지만 수직 정 하 만이 고려되어 있어 이들 연구결과를 사교의 반 인 설계에 바로 용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비합성형 사교 해석모델은 횡력이 작용할 때 상 과 주형 경계면을 따라 강체

거동(rigid body behavior)이 발생하여 사교의 동  거동을  측할 수 없는 문제 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는 비합성형 해석모델을 제안하고 이들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비합

성형 사교의 동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2. 주형과 상 과의 상호작용

2.1 합성작용과 비합성작용

 주형과 콘크리트 상 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체 으로 주형 경계면과 상 과의 연결 정도에 따라 좌우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합성작용(composite action)의 경우에는 상 과 주형 사이에 완 한 상호작용이 발

휘되어 주형과 상 이 외부하 에 하여 단일 부재로서 거동하게 된다. 이러한 거동하에서는 단연결재의 축

방향 강성과 휨강성 그리고 단강성이 무한 가 되어야 하지만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연결재는 실 으

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 과 주형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비합성작용(noncomposite action)의 

경우에 부재의 극한강도는 주형의 소성내력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상 과 주형사이 경계면에서의 부착과 마찰

력 때문에 사용 하 하에서는 합성으로 거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콘크리트 속에 강재가 충분히 매립되어 있지 

않는 이상 부착과 마찰은 신뢰할 수 없으며 련 시방서(AASHTO, 1983; CSA, 1989; OHBDC, 1991)에서도 이

들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2.2 합성작용과 비합성작용에 한 모형화

  상 과 주형간의 두 가지 상호작용(합성작용, 비합성작용)을 재 하기 해 자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문

성권, 2006)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MIDAS /CIVIL (2006)에서 제공하는 rigid link와 elastic link 

기능을 사용하여 상 과 주형간의 합성작용과 비합성작용을 각각 고려하 다. 당시 연구에서 언 된 비합성작

용에 한 모형화 방법은 수직하 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해석상 문제가 없지만 수평하 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의 미끄러짐에 의해 이들 경계면을 따라 강체거동이 발생하여 해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

게 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그림 1 참고).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주형과 상  경계면에

서의 미끄러짐이 존재하는 비합성형 교량의 경우 체 으로 지간의 앙부 근방에서 양쪽 지 으로 갈수록 미

끄러짐이 증가한다는 사실 즉, 지간길이를 따라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 임의 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활용

하 다. 주형과 상  경계면에서의 미끄러짐량은 상  하면과 주형 상부 랜지의 상면을 서로 연결시키는 임의 

요소의 양쪽 끝단 에서의 수평 변 차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해 상 을 요소 신에 8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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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모형화하고 elastic link 요소를 사용하여 상 과 주형 상부 랜지를 연결하 다.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 치는 외부하 의 향이 완 히 배제된 자 (self weight) 조건으로부터 구하 다. 

 그림 1. 주형과 상 과의 경계면에서의 미끄러짐 상    그림 2.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의 미끄러짐량

  그림 2는 특정 사교(사각 45°, 종횡비 1:1.5, 주형간격=3.6m)의 지간길이를 따라 주형과 상  경계면에서의 미

끄러짐량을 각 주형별로 나타낸 것으로 지간 앙부 근방에서 양쪽 지 으로 갈수록 미끄러짐량이 증가하는 

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 치는 가운데 주형의 경우에는 지간 앙부 근방, 양쪽 가장

자리 주형에서는 지간 앙부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쪽 가장자리 주형에 한 

미끄러짐량이 서로 칭을 이루지 않는 것은 이용된 사교의 경계조건이 완  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다양한 사교들에 한 해석결과로부터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 치는 각 사교별로 서로 다르게 분포

되며 이러한 분포 양상은 사교의 고유 진동주기와 모드형상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3. 수치 제 

  본 연구에서는 합성형 사교와 비합성 사교의 반 인 동 특성을 악하기 해 사교의 거동에 큰 

향을 주는 인자로서 알려진 사각(skew angle), 상  종횡비, 주형간격 등을 매개변수로 선정하 다. 사각

으로서는 사교로 간주되는 사각 30°, 45°, 60°의 세 가지를 고려하 으며 이때 사각은 교축방향과 받침선

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직선교는 사각이 90°가 된다. 상 의 일방향, 이방향 거동을 감안하

기 해 9.6m 폭원(교축직각방향)을 기 으로 지간길이를 변화시켜 세 가지 상  종횡비(1:1.5, 1:2.0, 

1:2.5)를 고려하 으며 이때 지간길이는 각각 14.4m, 19.2m, 24.0m이다. 주형간격으로는 1.8m, 2.4m, 3.6m 

세 가지를 고려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27개(× ×)의 다양한 사교들을 이용하 다. 사용된 

사교들의 캔틸  부분의 길이는 1.2m를 유지하고 상 의 두께는 24cm를 고려하 으며 주형의 높이는 지간길

이에 따라 70cm∼91.2cm를 용하 다. 

               

3.1 해석모델의 검증

 사교의 복잡한 거동을 재 하기 해 유한요소법을 용하 으며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MIDAS 

/CIVIL을 사용하여 3차원 유한요소모델들을 작성한 후 해석을 수행하 다. 교 와 탄성받침의 각 방향별 강성

은 각 방향별 탄성스 링으로 모형화될 수 있으며 이때 교 와 탄성받침은 서로 직렬(series) 연결 상태로서 이

들 스 링들에 한 등가 스 링(equivalent spring)은 결국 교 에 비해 강성이 훨씬 작은 탄성받침의 강성으로 

표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량의 하부구조물인 교 의 강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

의 미끄러짐에 의해 이들 경계면을 따라 발생하는 강체거동을 방지하기 해 앞서 언 된 상 과 주형 경계면

에서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 치를 악한 후, 그 치에 해서만 미끄러짐이 허용되지 않도록 상 과 

주형 상부 랜지를 서로 연결시킨다. 즉,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 각각의 주형에 하여 한 곳에서만 미끄러짐

507



- 4 -

이 허용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미끄러짐이 허용되도록 상 과 주형을 연결시킨다. 이때 수

평방향의 미끄러짐에 한 허용 여부는 elastic link 요소의 해당 방향의 단스 링 강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

며 특히 횡력이 작용할 때 미끄러짐이 발생되는 수평면의 치가 구조물의 거동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

과 주형 경계면에 정확히 단스 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형화된 비합성형 해석모델에 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교축방향과 받침선 방향에서의 

상 의 상면과 하면에 발생하는 응력들을 서로 비교하 다. 그림 3.a는 사각 45°, 주형간격 1.8m, 지간 14.4m(종

횡비 1:1.5)의 사교에 한 해석결과  내부  외부 주형과 연결된 상 의 상면과 하면에 작용하는 교축방향 

응력을, 그림 3.b는 양쪽지  치에서의 가장자리 상 의 상면과 하면에 작용하는 교축방향 응력을 나타낸다. 

이들 그림들로부터 상 의 상면과 하면에 걸리는 응력이 거의 동일한 값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 과 주형 경

계면에서의 미끄러짐이 제 로 구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상 의 상면과 하면에서 인장응력과 압축응

력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는 상 사교의 경우 자 에 의한 처짐 형태가 말의 안장 모양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a) 교축방향                                (b) 받침선 방향  

그림 3. 상 의 상면과 하면에 걸리는 교축방향 응력(하 조건=자 ) 

3.2 동  특성

  본 연구에서는 주형과 상 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사교의 동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해서 고유 진동주기

(natural vibration period)와 모드형상(mode shape)을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진동모드들 에서 

가장 기본 인 각 방향별(교축직각방향, 교축방향, 력방향) 첫 번째 진동모드만을 언 하 다. 약간의 외가 

있지만 반 으로 교축직각방향의 병진 진동, 주형단면의 강축방향의 휨 진동, 교축방향의 병진 진동 순으로 

진동모드들이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주형간격=3.6m, 지간길이=24m, 사각=60°인 사교를 상

으로 상 과 주형간의 상호작용(합성작용, 비합성작용)에 따른 모드형상이, 그림 4∼6에는 표 1과 련된 고유 

진동주기값들이 서로 비교되어 있다.  

교축직각방향 병진 진동모드 주형단면의 강축방향 휨 진동모드 교축방향의 병진 진동모드

합성형 비합성형 합성형 비합성형 합성형 비합성형

진동주기:0.274sec 진동주기:3.313sec 진동주기:0.376sec 진동주기:0.603sec 진동주기:0.100sec 진동주기:0.160sec

표 1. 상판과 주형 경계면에서의 상호작용에 따른 모드형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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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축직각방향의 병진 진동모드와 련된 모드형상의 경우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의 미끄러짐이 구속된 합성

형에서는 각 주형마다 지간길이를 따라 주형의 수평 이동량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미끄러짐이 허용된 비합

성형에서는 수평 이동량이 양쪽 지 에서 지간 앙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주형단면의 강축

방향 휨 진동모드와 련된 모드형상의 경우에는 반 으로 합성형, 비합성형의 모드형상이 유사하게 나타난

다. 교축방향의 병진 진동모드와 련된 모드형상의 경우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 미끄러짐이 구속된 합성형에

서는 주형이 교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동보다는 주형이 휘는 거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미끄러짐이 허

용된 비합성형에서는 주형이 교축방향으로 이동하는 상을 볼 수 있다.    

  그림 4∼6으로부터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의 미끄러짐이 허용되는 비합성 사교의 고유진동주기가 미끄러짐

이 구속된 합성형 사교의 고유진동주기보다 반 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형단면

의 강축방향 휨과 련된 진동모드와 교축직각방향의 병진운동과 련된 진동모드에서 교량형식(합성형, 비합

성형)에 따른 고유 진동주기값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주형단면의 강축방향 휨 진동모드의 경우 합성형일 

때에는 상 과 주형이 일체로 거동을 하게 되어 비합성형보다 휨강성이 상 으로 크게 작용함으로서 결과

으로 다소 짧은 고유진동 주기값이 나타난다. 표 1의 교축방향 병진 진동모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의 미끄러짐이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는 진동모드에서 고유 진동주기값들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그 에서도 주형간격과 상  종횡비가 크면서 사각이 심하지 않은 사교에서 더욱 한 차이가 나타난다(그

림 4 참고). 

         (a) 주형간격 1.8m                 (b) 주형간격 2.4m                  (c) 주형간격 3.6m

그림 4. 교축직각방향의 병진 진동모드와 련된 고유 진동주기의 비교

          (a) 주형간격 1.8m                 (b) 주형간격 2.4m                  (c) 주형간격 3.6m

그림 5. 주형단면의 강축방향 휨 진동모드와 련된 고유 진동주기의 비교

          (a) 주형간격 1.8m                 (b) 주형간격 2.4m                  (c) 주형간격 3.6m 

그림 6. 교축방향의 병진 진동모드와 련된 고유 진동주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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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사각이 심한 사교들을 합성형으로 설계할 경우 큰 상 응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종종 이들 사교들에 

한 비합성형 설계가 거론되곤 하지만 재까지 비합성형 사교의 동 거동을 재 할 수 있는 해석모델이 개발되

어 있지 않아 사각, 주형간격, 상  종횡비 등의 변화에 따른 비합성형 사교와 합성형 사교의 거동 차이를 제

로 분석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 해석이 가능한 비합성형 사교의 새로운 해석모델을 제안하고 이들 해

석모델들을 이용하여 상 과 주형간의 상호작용(합성작용, 비합성작용)이 사교들의 동 특성(고유진동주기, 모

드형상)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사교들(27개)에 한 동 해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 자  조건하에서 주형과 연결된 상 의 상면과 하면에 작용하는 교축방향 응력의 비교로부터 상 의 상면과 

하면에 작용하는 응력이 서로 동일하여 비합성형 사교의 동 거동을 재 하기 해 제안된 모형화 방법은 신

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사교의 동 해석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의 미끄러짐이 허용된 비합성형 사교로부터 구한 고유 진동주기값이 합성형 사교에

서 구한 고유 진동주기값보다 큰 값을 보이며 특히 사각이 심하지 않으면서 주형간격과 상  종횡비가 큰 경

우에 더욱 하며 이러한 상은 교축직각방향에 작용하는 체 면 단력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상 과 주형 경계면에서의 미끄러짐 허용에 따른 모드형상의 변화와 강성분포 변화로 인하여 사교의 거동  

일부분은 합성형보다 비합성형에서 오히려 큰 값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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