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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체해석과 국부해석 조합방법을 이용하여 국부손상 또는 균열의 영향을 반영한트러스교의 전체지 

간에서의 웅력거동을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체 구조체는 프레임요소에 의한 해석을 수행하고 국부 상세부분은 웰요소 

에 의한 해석올 수행하여 두 결과를 조합함으로써 교량의 연결부처럼 웅력분포가 복잡한 부분에서 이동하중에 따른 웅력이 

력올 손쉽게 산정하게 된다. 트러스 연결부의 실제 기하학적 형상 및 강성을 전체 프레임해석에 고려하기 위해 국부 웰모텔 

과 프레임모델의 변위 비교를 통해 프레임 모델의 단면수정계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공용중인 트러스교의 실험값과 해석 

값올 비교하여 전체해석-국부해석 조합방법을 검증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부손상의 영향이 반영된 국부 웰모델 해석결과를 

전체해석에 반영시켰다 

액심용어 트러스교， 웅력이력， 연결부， 전체-국부해석 조합， 국부결함 

ABSTRACT This study predicts the sπess history for truss bridge with local damages by using global-Iocal model combination 

method. For this end, the global structure is modeled by 3D frame elements and the selected local details are modeled by shell 

elements. Then superposition principle enable the global-Iocal model to be combined interactively. Because the frame model can

not consider the rigidity of gusset plate and the interation of structural members due to the complexity of stress distribution in 

truss connection. The section modification factors are proposed to calibrate the sti며less of global frame element. The global

local model combination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numerical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obtained from the proof loading 

test to the operating truss bridge. Furthermore, stress hisσories of the truss bridge are generated in the consideration of the rigid

iη of truss connection with local damage by using the combination method. 

KEYWORDS Truss bridge, Stress history, Connection, Global-Iocal model combination, Local damage 

1. 서 론 

교량과 같은 토목구조물의 경우에는 국부적인 응력집 

중 및 국부 손상에 의한 응력특이 현상을 전체해석에 반 

영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트러스교의 연결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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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응력집중부에서 피로수명산정이나 안전진단시 응력이 

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국부구조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연결부의 거셋플에이트에는 상현재， 사재， 하 

현재， 수직재 브레이성과 같은 여러 부재가 연결되어 응 

력분포가 복잡하여 뼈대해석에 의한 전체계 구조해석으 

로는 거셋플레 이트의 강성 (rigidity)과 볼트로 연결된 부재 

간의 상호거동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 

한 응력이력을 구하기 위한 정밀구조해석시 교량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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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she ll) 요소 또는 솔리드(s이id)요소로 모델링 하는 것은 

해석에 너무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 

서 트러스 연결부와 같이 복잡한 응력분포를 보이는 부분 

을 전체계 해석에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웰요소 등을 이용하여 국부상세해석을 수행하고 

구조물의 전체적인 거동은 프레임요소 또는 빔요소를 이 

용하여 해석한 후 각각 수행된 국부해상세해석결과를 전 

체해석과 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실효성있는 전체계 

해석을수행할수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체구조물과 구조물의 한 부 

분으로써 국부적인 부분을 모텔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형상함수를 사용하면서 경계조건이나 부분적으로 비균질 

한 영역의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국부적인 부분에 대 

해 유한요소를 수정하는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또 

는 국부해석을 위해 전체구조물 중 일부분만 세밀한 요소 

망을 구성하여 해석하고자 할 때에는 국부부분의 경계를 

전체구조물의 해석결과로부터 얻은 변위값을 구속변위값 

으로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Dong( 1983)은 전체해석 

은 Rayleigh-Riz 법을 이용하고 국부해석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이를 변분적으로 조합하여 균열이 있는 보φ않비를 

해석하였다. 에rat 등{ 19없보 정적응축기법(았때C ∞nd없sation) 

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작은 영역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Jara-almonte 및 Knight( 1988)은 전 

체영역에서의 변위값을 세밀한 국부영역에서의 경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SBD(Specified Boundary Displacement) 

법， LC(Linear Consσaint)법 등을 이용하였다. Ransom과 

Knight( 1 990)은 형상함수를 이용하여 전체영역으로부터 

국부영역의 경계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국부상세를 해석 

하였다. 

구조물 전체거동이 반영된 국부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전체(Global)와 국부ιocaJ)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결 

정해야 한다. G/L 경계면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 

야 하는 사항은 구조물의 응답값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변 

하는 범위 바깥에 GIL경계면을놓아야한다는 점이다.즉 

G/L 경계를 따라 점진적인 변화를 갖거나 구조물의 응답 

을 나타내는 값들이 안정적인 영역에 놓여야 한다 G/L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들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은 등고선도에 의한 방법이다. 이는 응력이니- 변형률 또 

는 변위와 같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구조물의 응답값에 대 

한 등고선도를 작성하여 그 등고선도를 바탕으로 해석자 

가 국부해석에 포함되어야할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적용의 편리성 및 직관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 

된다. 두 번째 방법은 Zie따iewicz-Zhu( 1987)의 오차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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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해석자에 의해 규정된 값보다 

큰 오차를 갖는 부분은 좀 더 세분화하고 오차가 무시할 

만한 곳은 통합시켜서 전체 해석영역에서 오차가 균등하 

도록 요소를 분할하는 방법 이다. 마지막으로 Srinivasan 

등( 1 996)은 OSM(O비ective Search Method)를 이 용하여 해 

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국부해 

석대상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Kiss 및 Dunai(2000)은 프레임요소를 이용하는 전 

체해석과 웰요소를 이용하는 국부해석을 연계하기 위해 

변위영향선을 이용하였으며， Kiss 및 Dunai(2000)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트러스교의 연결부와 같이 구조물 특성으로 인해 연결 

부에 부재간의 복잡한 거동과 응력분포가 존재하고 기하 

학적인 형상으로 인해 응력이 집중되어 국부적 손상이 발 

생할 경우 전체해석과 국부해석을 조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응력이력을 펑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단면수정계수를 도입하여 실제 연결부의 형 

상에 따른 강성으로 프레임요소의 강성을 수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체해석에서 국부 손상의 영향을 반영하고자 

한다. 

2. 전체해석모델과 국부해석모델의 조합 

본 연구에서는 트러스교의 전체해석은 프레임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며 연결부의 국부해석은 웰요소를 이 

용하여 모댈링한다. 즉 연결부의 거셋 플레이트에 대한 

실제 강성반영， 구조 부재간의 상호거동， 응력집중 영향 

등을 전체 프레임해석에 반영하도록 모댈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프레임 해석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연결부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영향 및 국부손상을 반영할 수 있 

으며， 이동하중에 따라 국부모텔의 경계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재해석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체해석 

국부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단위하중을 국부 프레 임 모댈과 국부 웰 모댈에 재 

하하여 발생한 변위비교를 통해 국부 프레임 모텔의 단면 

계수를 수정하고 이를 전체 프레임모댈에 적용한다. 

(2) 단위하중을 전체 프레 임 모텔에 재하하여 각 연결 

점에서의 모든 자유도에 대하여 변위영향선을 작성한다. 

(3) 단위변위를 국부 웰모댈에 적용하여 응력값을 산정한다. 

(4) 전체 프레임모댈에 작용시킨 단위하중에 의한 변위 

영향선과 국부 웰모텔에 적용시킨 단위변위에 의한 응력 

값을 중첩 개념에 의해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응력영향선을 

산정한다 이렇게 단위하중에 의한응력이 산정되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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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국부해석이 조합된다. 

(5) 응력영향선에 차량이동하중을 재하시켜 응력이력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전체해석을 고려한 국부해석법에서는 전체 

해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국부해석을 위한 경계값으로 적 

용시키기 위해서 차량하중이 이동하는 매 순간마다 새로 

운 경계조건을 국부모델에 구속시켜야 하므로 전체해석 

시간에 상당한 계산비용을 요구한다. 반면에 상기에 기술 

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보다 편리하게 전체해석 -국부해 

석 조합이 가능해 진다 제시된 절차에 대한 순차적 계산 

처리는 MATL뼈을 이용하여 프로그램하였으며， 전체 프 

레임모댈의 구조해석은 SAP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국부 웰모델에 의한 구조해석은 아-JSYS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상기의 전체해석 -국부해석 조합방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초기안전점검 계측자료 

가 제시되어 있는 트러스교를 대상으로 전체 프레임해석 

및 국부 젤해석을 수행하였다. 

2.1 전체해석모델 

초기안전점검 계측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트러스교로서 

본 연구의 적용대상은 성수대교이다(서울특별시， 1997). 

성수대교의 제원을 살펴보면 폭원은 19.4 m이며 주형의 

열수는 8111간격으로 3열이다. 높이는 교각부는 11 111 , 중 

앙부는 5111이며 크로스빔의 간격을 4.8 m이다. 총길이는 

768111로써 그림 l에 도시된 바와 같이 5개의 지간이 120111 

의 통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석수행시 재하시험 

이 이루어진 지간만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해석하였다. 

전체 프레임 모벨에서 크로스빔과 링크부븐은 회전에 

대한 자유도를 풀어주었으며 횡방향빔과 상현재， 하현재， 

수직재， 사재는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는 프레임요소로 모 

댈링하였다. 이는 거셋플레이트에 볼트로 연결된 부재의 

거동이 회전에 대한 자유도를 풀어준 트러스모댈보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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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상교량의 3차원 프레임 해석모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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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프레임모델의 단위하중 적용과 연결점의 모덜링 

전에 대한 자유도를 구속한 프레임요소에 의한 거동에 실 

제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 트러스요소에 의한 

해석과 프레임요소에 의한 해석결과 차이가 미소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도로교설계기준， 2005). 모든 부재는 도심 

을 일치시켜 설계되므로 2차모멘트를 최소화시킴으로써 

트러스요소와 유사한 해석결과를 얻게 된다 낙교방지턱 

에서 상현재와 하현재는 서로 분리되어 탄성받침에 의해 

받쳐져 있다. 이를 모텔링하기 위해 떨어져 있는 두 절점 

은 모든 자유도에 대해 constramt 처리하였다. 이는 20 해 

석일 경우 트러스구조 형식상 constramt를 처리한 것과 안한 

것과의 변위 차이가 미미하지만， 30해석에서는 constramt 

처 리를 하지 않는다면 트러스 구조형식상 횡방향에 대해 

지지하지 못하므로 두 절점의 횡방향 변위가 크게 발생되 

기 때문이다. 

그림 2과 같은 모델링으로부터 전체구조해석이 수행된 

다. 차선을 따라 단위하중을 가하면 연결점에서 변위에 

대한 영향선이 산출된다. 이 때 각 연결점은 6개의 자유 

도를 가지므로 연결점이 n개라면 6xn개의 영향선을 산정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간 중앙부분은 연결점이 4개 

이므로 총 24개의 영향선이 산정되며 지점부분은 연결점 

이 5개이므로 총 307H의 영향선이 산정된다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한 시험값은 영점조정상태에서 측정되었으므로 

해석시 구조물의 사하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2.2 국부해석모델 

국부해석을 위한 모댈링은 지간중앙부(그림 3) 및 지점 

부(그림 4)의 두 부분을 모댈링하였다 이는 지간 중앙부 

는 가장 큰 휩모멘트를 받는 부분이고 지점부분은 가장 

큰 전단력을 받는 부분으로써 피로에 가장 취약한 연결부 

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부의 형상은 4개의 부재가 연결 

된 부분과 5개의 부재가 연결된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있다. 

“bα끼'é!/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wι Vol. 3, No. 1 



36 김효진·박상일·배기훈·이상호 

; 、 A\ ~ / : 
뺏‘ Jtil á1YCØNI:ãl : ..l 

i 해쏘kκ해“짜M값I ~ .. 
"Y\、ι~、\ι---ri! ~

그림 3 지간중앙부분의 국부해석모댐 

輔懶
: →뾰雖앓빼 : 

그림 4. 지점부분의 국부해석모델 

국부해석 모댈링시 용접무와 볼트이음용 전단판은 해 

석모댈에서 제외시켰다. 하현재의 웨브와 거셋플레이트 

와 수직재， 사재의 플랜지는 하나의 판으로 구성하였으며 

하현재와 거셋플레이트의 두께는 통일하며 수직재， 사재 

의 플랜지 두께는 각각 다르다. 수직재와 사재의 웨브는 

하현재와 이격되어 있고 수직재와 사재의 플랜지와 거셋 

플레이트는 연결된다. 수직재와 하현재의 단면형상은 박 

스형이며， 사재의 단변형상은 I형이다. 

해석수행시 국부해석에 사용한 요소수는 지간 중앙부 

분의 모댈에서는 총 50407ß, 지점부분의 모댈에서는 총 

54337ß의 웰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간 중앙부 모댈은 

반경 1.5 m로 하현재， 상현재 및 사재가 각각 같은 길이를 

가지며 지점부분 모델은 반경 2.3 m로 각 부재가 각각 같 

은 길이를 가진다. 부재는 단면수정계수의 비교를 우해 

같은 길이를 가지도록 모델링 해야 한다. 

해석시 사용된 웰요소는 8-node quadrilateral shell 요소 

로서 요소의 각 절점은 각각 6개의 자유도를 가진다 적 

분점은 spurious energy mode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차적분을 수행하였다. 모든 요소는 aspect rat lO, 

parallel deviation, maximum angle, jacobian ratio 등 요소 

형상검토를 통과하였다. 

Ê.I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짙 제3권 제1호 

Unit Load 

[] 

[김 떠 

Equivalent Load 

그림 5 단연수정계수 산정율 위한 국부 프레임모댐 및 국부 웰모델 

국부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프레임모댈과의 

연결점에서 모든 자유도에 대해 각각 단위변위를 부여하 

므로써 국부 웰 모댈의 응력값을 산정한다 즉 전체 프레 

임 모댈과의 연결점인 국부 웰모텔의 경계절점 (end point) 

에 6개의 자유도에 따라 각각의 단위변위를 부여하고 응 

력값을 산정한다. 응력값은 전체해석에서 산정된 영향선과 

조합하기 위해서 연결점이 n개라면 6xn번 해석해야 하며 

지간 중앙부에서는 24번 해석하고 지점부에서는 30번 해 

석한다. 경계조건은 단위변형을 가지는 자유도를 제외하 

고 모든 연결점의 절점들을 구속한다. 

2.3 단면수정계수 산정 

웰모댈과 프레임모텔의 변위를 비교하여 실제 형상에 

가까운 단면계수를 구할 수 있다 단면수정계수는 국부 

프레임모댈과 국부 웰모텔에 단위하중을 가하여 산정한 

다(그림 5). 각 절점은 6개의 자유도가 있으므로 축력， 전 

단력，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등을 재하하여 프레임모델 

의 경계점에서의 변위와 웰모텔의 도심에 해당하는 절점 

에서의 변위를 비교한다. 

단면수정계수는 변위비교를 통해 식 (I)로부터 산정한다. 

Section property modificaition factor = 
Deformation of Beam 

Deformation of Shell 

n ” / 
l , 
、

전체해석과 국부해석의 조합은 전체 프레임 해석에서 

산정된 단위하중에 대한 변위영향선과 국부 웰 해석에서 

산정된 단위변위에 대한 응력값들을 조합하여 전체시스 

댐에서 단위하중에 대한 응력영향선을 산정하게 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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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2 ton 11.3 1 ton 8.74ton 9 .27 ton 

4축 3축 2축 1 축 

l .4m 2.9m 1.7m 

그림 6. 차량하중 재하 개념도 

력영향선은 선형탄성 영역하에 중첩원리를 변위영향선에 

적용하여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첩원리는 식 

(2)에 제시되어 있다. 탄성영역하에서 응력과 변형은 선형 

적으로 비례하므로 단위변형의 선형조합에 의한 국부 웰 

모댈의 응력값들은 각각의 단위변형에 의한 응력분포값 

들을 선형적으로 중첩한 것과 같다. 즉 단위하중에 대한 

변위영향선을 구하고 단위변위에 대한 응력을 구하여 이 

를 조합하면 변위영향선은 계수역할을 하게 되며 단위하 

중에 대한 전체구조에서 응력영향선이 산출되게 된다. 

펼l(q el)] = 휠 [αl 이e) ] (2) 

여기서 ， ei는 국부 웰모텔에서 i번째 단위변위， αI는 중첩 

계수로서 연결점의 변위를 의미하며 ， a(e)는 국부 웰모댈 

에서 단위변위에 의한 응력분포값을 나타내며 ， n은 연결 

점의 개수를의미한다. 

위와 같은 개념으로 얻어진 단위하중에 대한 응력영향 

선에 그림 6과 같은 차량하중을 재하함으로써 이동하중 

에 대한 응력이력이 산출된다. 전체해석과 국부해석을 조 

합하고 이동하중을 입력하는 자동계산처리는 MATLAB 

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하였다. 차량하중에 대한 응력 영향 

선 종거는 단위하중에 대한 응력영향선의 종거에 차량하 

중을 재하하여 계산하였고 이를 교량 지간길이에 따라 계 

산하면 응력이력이 산출된다. 

3. 전체해석과 국부해석의 조합방법 검증 

3.1 지간 중앙 연결부에서의 응력비교 

성수대교 복구공사 완료 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 

본부가 추진한 성수대교 초기안전점검 보고서 ( 1 997)에서 

는 교통을 통과시키기 전에 사전계측을 실시하여 유지관 

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5krr바1 서행에 의한 의사정적시험에 의한 계측결과와 해 

석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지간 중앙부분의 하현재에서 교축방향에 대한 실험값 

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성수대교의 게이지 부착위치는 그림 7과 같으며 해석시 

z 

확x 

그림 7. 지간 중앙부의 게이지부착위치 

~x 

그림 8. 교촉방향 강제변위에 의한 응력분표 

4E-005 
---- This study 
----- Experiment 

3E-005 

2E -005 

-;( 

EQj 1E405 

m믿 

o 

-1E -005 

-2E -005 

0 40 80 120 
Distance(m) 

그림 9 지잔중앙부에서의 응력이력 

산정된 응력분포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이는 x방향 즉 

교축방향으로 변위를 가했을 때의 응력분포이며 24번의 

해석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절점의 응력값이 산정된다 

이를 전체해석에서 산정된 변위영향선과 조합하여 응력 

영향선을 얻고 차량하중을 재하하여 응력이력이 산정되 

었다. 산정된 응력은 변형률로 변환하여 실험값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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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교촉방향 강제변위에 의한 응력분표 

건설기술연구원， 2002). 불연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러한 부대시설을 고려하지 못한 해석모넬의 강성이 실제 

교량의 강성보다 작으므로 구조해석에 의한 해석값이 실 

험에 의한 실측값보다 크게 산정된다. 

그림 10 지점 연결부의 게이지 부착위치 

표 1.AIl!풍앙부에서의 최대 , 최소응력값 및 응력범위 

1. 114 

3.2 J\ I접 연결부에서의 응력비교 

지점부분의 상현재에서 교축방향에 대한 실험값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에 따른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게이지 부착위치는 상현재의 플랜지와 웨브 두 부분이다 

(그림 10) 해석시 ~출된 응력분포는 그림 11과 같다. 그 

림 1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간 중앙부와 마찬가지로 해 

석과 실험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점부 해석을 

위해서 전체해석시 지점부를 공유하는 양쪽의 두 지간을 

해석하였으므로 두 개의 정점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3.3 단면수정계수 적용에 따른 수정된 응력이력 

본 연구에 사용된 강재의 탄성계수는 E =2. 1xlá' kglcm2이 

였다(그림 10). 

차량이 지간에 들어섰을 때 지간 중앙부 하현재에서는 

압축이 작용하게 되는데 실험에 의한 응력이력과 본 연구 

결과에 의한 응력이력은 이를 반영하여 그림 1 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의 응력값을 보이고 있다. 표 l 에 해석결과 

및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최대치와 최소치， 최대치 및 

최소치 사이의 응력범위 역시 유사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결과에서 발생된 차이는 실제교량을 모댈링 

하는데서 발생되는 오차이다. 수직하중에 대해 강상판의 

거동이 해석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강상판이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과 같이 모댈링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 오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 

--- This 5 tudy 

-••- Experiment 

4E-006 

3E-006 

2E-006 

1E-006 

( x 
@ 
) 
F 
i 

• 

m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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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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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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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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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게이지 B점에서의 응력 이력 

그림 12 지점 연결부에서의 응력이력 

2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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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립 13. 연결부 부재의 번호부여 및 2번 방향으로 단위하중 재하시 응력분포도 

며， 포아송비 v=O.3이다. 단면수정계수는 국부 프레임모델과 

국부 웰모델의 경계점에 축력， 2축 전단력， 3축 전단력， 비 

툴림 모멘트， 2축 모멘트， 3축 모멘트를 재하하여 발생된 

변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프렘임 모벨에서 발생된 

변위가 웰 모벨에서 발생된 변위보다 작다면 프레임의 강 

성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l보다 작 

은 수정계수를 이용하여 프레임의 강성을 줄이게 된다. 

단면수정계수를 산정한 결과， 거셋플레이트의 rigidity 

의 영향을 받는 크기는 사재가 가장 크며， 수직재 및 하현 

재 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결부의 기하학적 형 

상에 의한 것으로 거셋플레이트의 rigidity를 반영하지 못 

하는 프레임 모댈의 변위가 크게 산출되어 단면수정계수 

값이 크게 산정되게 된다. 그림 1 3은 2번 연결점에 U2방향 
으로 힘을 가하였을 경우의 응력분포이며 특히 2번 연결 

점에 해당하는 사재의 경우 U2 및 r) 방향의 변형은 거셋플 

레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4). 이 

로부터 프레임의 강성은 거셋플레이트의 rigidity를 고려 

하지 못하므로 강성이 작게 평가되어 실제보다 큰 변형률 

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셋플레이트 부분에서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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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간 중앙부에서의 단연수정계수 

검토는 단면수정계수를 적용해야 거셋플레이트의 강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5에는 지간 중앙부 및 지점부에서 단면수정계수 

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실험치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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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5 단면수정계수가 적용된 경우의 응력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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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시하였다 그림 15를 통해서 단면수정계수를 적용함 

으로써 실험값과 유사한 웅력이력의 크기와 변동양상을 

나타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면수정계수를 적용한 

경우에 압축부분의 음의 응력까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 

는 연결부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른 강성효과를 프레임 

강성에 적절히 반영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국부결함이 있는 연결부를 고려한 전체지간 

응력이력 산정 

그림 17. 응력값 산정 지접 

6절점 삼각형 특이요소를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요소망 

는 균열선단주위에 원을 그리며 세분화 되었다. 균열선단 

은 하현재의 웨브와 플랜지의 두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모텔링하였다(그림 16). 응력값은 균열 선단에서 10 mm 

떨어진 절점에서 산정하였다(그림 17). 

그림 1 8에 x는 (교축방향)방향으로 단위변위를 가하였 

을 때， 균열선단 주변에서의 응력분포를 나타내었다. 균 

열이 없을 경우 같은 하현재 웨브상에 있더라도 위치에 

따라 응력분포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일 

할 수 있었으며 균열이 있을 경우 최대 응력값이 85 kgl 

cm2에서 420 kglcm2까지 상승하였다. 하현재의 플랜지 상 

에 균열이 있을 경우도 웨브와 마찬가지로 최대 응력값이 

82 kglcm2에서 357 kglcm2까지 상승하였다. 이로부터 국부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력변동범위가 넓어져 피로문 

4.1 균열이 있는 연결부 웨브 및 플랜지의 응력이력 

토목구조물에서 국부적 결함을 전체 구조물과 연계하 

여 해석하는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 

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치와 비교를 통해 검증된 전 

체해석 -국부해석 연계방법을 국부결함을 지닌 문제에 확 

장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결함이 있는 연결부의 응력이력 

을 수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균열을 지닌 트러스 연결 

부를 해석하였다. 균열선단 주위의 응력은 균열선단 부분 

은 mid-point가 균열선단에서 114지점으로 이동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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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Traln wlth 8 cars (damaged structure) 
-----f농- Traln wlth 8 cars (normal structure) 

0.0004 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이 얻어진 국부결함이 반영된 국부해석결과를 구조물 

전체거통과 연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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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8량 열차이동하중에 따른 응력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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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부결함이 반영된 전체지간의 응력이력 

열차이동하중을 재하하기 위해 가상으로 모벨링한 트 

러스교는 총 7지간으로 이루어졌으며 5지간은 120 m 간 

격으로 동일한 길이를 갖는다. 본 절에서는 이동하중에 

대하여 5번째 지간의 내측 트러스 중앙부에서의 응력이 

력을 산정하였다. 먼저 DB24-트럭 이동하중을 재하하였 

을 때 전체교량에서의 응력이력을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 

다. 전체지간에 대한 해석결과도 부재에 균열이 있을 경 

우 응력이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동하 

중이 각 지간을 이동할 때 응력이력이 요철모양을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열차"Õ}중과 같은 다수의 하중군이 작용하는 경우에 응 

력이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새마을호를 열차하중으로 모 

댈링하였다. 새마을호의 l편성은 8량 또는 8량 편성을 2 

개 연결한 16량을 I편성으로 구성하여 운행하므로 본 절 

에서는 8량편성 재하와 16량 편성재하의 두 조건으로 나 

누어 응력을 검토하였다. 8량 편성인 경우 동력차가 맨 

앞 뒤에 위치하며 중간에 6량의 객차가 위치하고 16량 편 

성인 경우도 동력차가 앞뒤로 위치하며 중간에 14량의 객 

차가 위치한다. 열차의 제원은 표 2와 같다. 

600 

-0 .0001 

400 

Distance(m) 

그림 21 . 16량 얼차이동에 따른 응력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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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및 21에 8량 및 1 6량 열차이동하중에 따른 응 

력이력을 전체지간에 대해서 도시하였다. 두 그림 모두에 

서 동력차가 앞과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점이 두 부 

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균열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약 5 

배의 응력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해 

석에서 국부결함에 의한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트럭하중 및 열차하중에 대해서 

국부손상이 반영된 응력이력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고， 도로교나 철도교의 재하시험에서 측정값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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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상정도 등을 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피로수 

명 평가시 해석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5. 결 료르 
‘-

본 연구에서는 전체해석 및 국부해석 조합방법을 이용 

하여 트러스교 연결부의 국부손상이 반영된 응력이력을 산 

정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해석 및 국부해석 조합방법을 응력분포가 복 

잡한 트러스 연결부에 적용하여 실제 실험치와 비교하여 

적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로부터 차량하중이 이동함에 

따라 국부모댈의 경계값을 변화시켜가면서 해석을 반복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다. 

둘째， 연결부의 실제 기하학적인 형상 및 그로부터 발 

생되는 강성의 변화를 전체 프레임모댈에 반영하기 위해 

단면수정계수를 제시하였으며 트러스 연결부에 적용한 

결과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응력을 

산정하였다 

셋째， 국부손상을 고려한 국부해석을 통해서 균열선단 

주위에서의 응력이력을 산정하였고， 이를 전체해석과 연 

계하여 국부손상의 영향이 반영된 지간전체에서의 응력 

이력을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도로교나 철도교의 재하 

시험에서 측정값과 비교하여 손상정도 등을 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피로수명 평가시 해석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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