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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교량의 주부재에 교량용 고성능강을 용하여 설계해 본 후, 이러한 용이 교량의 진동

사용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 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근들어 교량상의 구조 인 결함이 없

더라도 진동에 의해 교량을 통행하는 운 자나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진동사용성이란 문제는 보다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성능강이 개발되고 이를 교량에 용하게 되면 허용응

력의 증가로 이어져 거더의 형고감소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고의 감소는 교량의 휨강성을 

하시켜 사용성의 악화를 래할 것이란 측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량-교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

생하는 진동 향의 분석을 해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 6.10을 이용해 수치해석을 수행하 고 

이때의 진동 향을 평가했다. 차량-교량 상호작용의 해석을 해 ASSHTO 기 의 HS 20-44 차량을 해석

상교량 로 주행하도록 하 다. 해석 상교량은 인장강도가 각각 600MPa와 800MPa인 교량용 고성능

강재(HSB, High-Performance Steel for Bridge)를 용하여 주거더를 설계한 강 이트 거더교를 상으

로 삼았다. 차량이 교량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교량의 경간 앙부에서 발생하는 수직진동의 시간이력을 

분석하여 진동평가의 기 으로 삼았다. 해석결과 HSB600과 HSB800으로 각각 설계된 교량은 가속도이력

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변 이력에서는 HSB800 용 교량이 진동사용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거동을 

보 다. 따라서 고성능강 용에 따른 교량의 진동사용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변 를 기 으로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변 의 진동을 제어하기 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keywords : 교량용 고성능 강재(HSB), 차량-교량 상호작용, 진동사용성, 수직진동

1. 서 론

도심지역 교량이나 차량 정체가 심한 교량에서 통행자들이 진동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 인 안 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진동으로 인한 불쾌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성능강재의 교량 

용은 단면의 슬림화를 가능  함으로써 진동 향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재 

시방서나 설계기  등에서는 이러한 진동에 한 규 이 없는 실정이며, 이에 한 안으로 인체의 향을 

평가하기 해서 Reiher-Meister 등감각곡선, Dieckmann`s K value,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진동 기  등을 용하려는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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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연구 상으로 삼고 있는 차량주행에 의한 교량진동은 차체에서의 진동이 타이어를 통해서 교

면에 달되어 교량이 강제진동하는 것이므로 진동의 크기나 특성, 노면이나 지반 상태에 따라서 향을 받

고 그 에서도 교량의 구조  특성에 따른 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해석모델을 만들고 수치해석을 통해 진동 향을 분석해보았다.   

2. 차량-교량 상호작용을 한 해석모델 선정

2.1. 차량 해석 모델

교량의 동  거동에 요한 향을 미치는 차량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국내 도로교설계기 에는 표 트

럭하 을 DB 하 을 통해 표 하 으며, ASSHTO 기 에는 3축 트럭하 을 HS 하 을 통해 표 하 는데 

이는 국내의 DB 하 과 그 조건이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ASSHTO 기 인 HS 20-44 차량을 기  모델

로 삼았으며, 해외의 연구문헌의 참고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 다. 

차량의 모델링 기법에는 그림 사용된 3축 트럭은 의 질량을 갖는 본체와 의 질량을 갖는 

트 일러와 두 개의 강체로 구성되었다. 각 바퀴에서의 자유도는 수직변 ( ′  ′)와 가로축에 

한 피칭 회   , 세로축에 한 롤링 회   으로 이루어졌다. 차량의 모델링을 하

여 그림 2와 같이 spring-dashpot 시스템을 6 개의 질량 양쪽에 연결하여 구성하 다. 11 개의 자

유도를 갖는 차량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기 하여 력(        …), 질량에 발생하

는 성력과 모멘트(
  

 
      

    …, 서스펜션에 의한 힘 ′   …
, 그리고 타이어에 의한 힘     ⋯ 을 이용하여 동  평형을 직  구성하는 가상일의 원

리를 이용하 다.

그림 1 AASHTO LRFD의 트럭하 (AASHTO, 2002) 그림 2 3축을 갖는 차량 모델(Li, 2005)

2.2. 교량 해석 모델

고성능강의 용 교량을 해 그림 3과 같은 경간 54m의 단경간 강 이트 거더교를 상 교량으로 삼

아 HSB600 강종과 HSB800 강종으로 표 1과 같이 도로교설계기 에서 제시된 허용응력에 맞게 거더를 설계

하여 그 향을 분석하 다. 교량의 설계는 1등교를 기 으로 삼았으며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하 부터 

활하 까지 고려하여 설계를 하 다. HSB600과 HSB800 용 교량에서 거더의 형태는 형고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원은 같게 설계하 다. 상부 지의 폭은 508mm, 두께 29mm, 하부 지의 폭은 610mm, 두께 

29mm로 설계하 다. 복부 의 경우 두께는 29mm로 하고, 높이의 경우 HSB600 용 교량은 2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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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800 용 교량은 1700mm로 설계하 다. 허용응력의 증가에 따라 400mm의 형고 감 효과가 있었으며, 

거더의 량의 약 10%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등  : 1등교 (DB-24 는 DL-24)

교폭 : 15m (거더간격 3m)

경간 : 54m

설계 차선수 : 4차선

교량형식 : 강 이트 거더교, 단순교

그림 3 해석 상 교량 제원

강 종

강재 두께(mm)
HSB600 HSB800

80 이하
270MPa

380MPa

80 과 100 이하 -

표 1  허용휨압축응력(도로교설계기 , 2010)

한 Dodds와 Roboson(1973)이 제안한 노면계수를 사용하여 보통인 상태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이들이 제안한 노면조도의 생성 방식은  지수스펙트럴 도함수(PSD, power spectral density)를 사용하여 평

균값이 0인 정상확률분포로 가정하여 노면조도를 생성한 것이며, 본 연구에 이를 인용하 다.

3. 결과 분석

수치해석을 해 상용유한요소 로그램인 Abaqus 6.10을 이용해 해석을 수행하 다. 동 향을 분석하

기 해 우선 모드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1차모드는 휨변형 양상으로 나타났다. 형고 감과 량 감

소에 따른 향으로 HSB600 용 교량은 1.635Hz의 고유진동수를 나타냈으나, HSB800 용 교량은 

1.334Hz의 고유진동수를 보 다.

교량 모델 1차모드 고유진동수(Hz)

HSB600 용 교량 1.635

HSB800 용 교량 1.334

표 2 교량 모델별 고유진동수

3.1. 시간이력결과 분석

경간 앙부에서의 수직진동의 향을 분석하기 해 차량 모델을 교량 앙차선을 따라 80km/h의 속력

으로 주행시키고 그 때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변 이력을 살펴보면 HSB600 용 교량에서는 차량하

이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최 처짐의 크기가 12mm 으나 HSB800 용 교량의 경우 이 값의 크기가 22mm

로 증가하 다. 한 잔류 진폭의 크기는 2mm에서 11mm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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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이력의 경우 두 강종의 용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최 가속도의 크기는 오히려 HSB600에서 더 

크게 찰 다. 이에 따라 고성능강 용에 따른 형고의 변화는 가속도이력에 큰 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변 이력에는 상당히 안좋은 향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사용성평가

해석 상교량을 주 수에 따른 최 값으로 진동 향을 평가하는 Reiher-Meister 등감각곡선을 이용해 사

용성을 평가해본 결과 HSB600 용 교량은 C등 이었으나, HSB800 교량은 이보다 안좋은 B등 에 치하

게 되었다.

그림 4 경간 앙부에서의 

변 이력

그림 5 경간 앙부에서의 

가속도이력

그림 6 Reiher-Meister 기 을 

이용한 진동사용성평가

4. 결론

본 연구는 차량-교량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수치해석 모델을 통해 교량의 진동 향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고성능강의 교량 용 설계시 변 에 의한 진동사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설계기  립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성능강의 수요 확 를 해 진동 감방안의 마련이 

시 하며 이 부분에 있어 지속 인 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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