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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사각골조의 풍력 계수 산정에 한 실험 연구

AnExperimentalStudyontheEstimateofWindForceCoefficient

ofTransmissionTowerRectangular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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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골조로 구성된 철탑의 풍력계수는 구성부재의 단면형상,충실율 등에 의해 변하며 풍향각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탑골조에 하여 충실율과 풍향각을 변화시키면서 풍동실험을 수행하여 철탑골조에 작용하는 풍력특성을 평가한다.실험

은 먼 철탑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의 특성을 악하기 한 기본형상 부재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그리고 철탑 사각골조는 2D와 3D형태로

기본형에 철탑부재를 추가하는 방법과,부재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충실율을 변화시킨 모형을 제작하 으며,2D형상은 풍향각을 0도에서

90도까지,3D형상은 풍향각을 0도에서 45도까지 변화시키면서 풍동실험을 수행하 다.본 연구의 결과인 철탑 사각골조의 풍력계수 특성은 향

후 철탑 풍하 설계의 기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ABSTRACT：Thewindforcecoefficientofatransmissiontowerframeshowsseveralcharacteristicswhenthesectionshape,

solidityratio,andwinddirectionanglearechanged.Inthisstudy,thewindforcecharacteristicsofatransmissiontower

framewithabasicstructurewereevaluatedusingdifferentsolidityratiosandwinddirectionanglesinawindtunneltest.

Accordingtothesolidityratio,thesizeofthestructureandtherectangular-framemodelofthetransmissiontowerwere

changedbyaddingatwo-dimensional(2D)orthree-dimensional(3D)structure.Thetransmissiontower'srectangularframe

wastestedbychangingthewinddirectionangleofthe2D-typestructurefrom 0to90◦ andbychangingthewinddirection

angleofthe3D-typestructurefrom 0to45◦ Basedontheresultsthatwereobtained,itcanbeconcludedthatthewind

forcecoefficientofatransmissiontowerframecanbeusedaspreliminarydataindecidingthetransmissiontower'swindload.

핵 심 용 어 :철탑,풍력계수,충실율,풍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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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건설되어진 철탑 구조물의 경

우 부분사각골조를기본으로입체트러스형상으로되어있

다. 한최근에는이러한사각골조를기본으로한입체트러스

형태가 용된 구조물이 철탑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여러

구조물에 많이 건설되고 있다.이러한 입체 트러스 형상을 가

지고 있는 사각골조의 풍력특성은 구성부재의 단면형상,충실

율,탑체의입면형상 풍향각등에따라변화하며매우복잡

한양상이나타난다.(Pagon,1958)이 게다양한양상을나

타내는 사각골조의 풍력계수는 철탑설계시 풍압하 을 결정하

는 요소로서 한국 력공사 2008설계기 (DS-1111)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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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어 있으며,건축구조기 에도 규정되어 있다.(한국 력공

사,2008; 한건축학회,2009)그러나국내에서는송 철탑

의 풍응답에 한 연구(민경원 등,2006;조 표 등,2003)

는 일부 진행하 으나 사각골조의 풍력계수 산정에 한 실험

연구는미비한실정이다.5)

일반 으로 산형강으로 구성된 사각골조의 풍력계수는 주로

충실율과 계되어변화하고 이놀즈수에 해서는거의일정

한 값이 된다.한편,강 으로 구성된 사각골조의 풍력계수는

충실율 외의 골조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이놀즈수에 따라서

도변화한다.

철탑의 풍력계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먼 철탑을 구성

하고 있는 기본형상 부재에 한 실험을 2차원 풍동에서 수행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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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성을 정리하 다.철탑 사각골조 실험은 2D와 3D형

태로 철탑부재를 추가하는 방법과,부재크기를 증가시키는 방

법으로 충실율을 변화시킨 모형을 제작하 으며,2D형상은

풍향각을 0도에서 90도까지,3D 형상은 풍향각을 0도에서

45도까지 변화시키면서 풍동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리

하 다.본연구에서철탑사각골조에 한실험은 이놀즈수

에 계없는형강부재만을그 상으로한정하 다.

2.풍동실험

2.1실험모형

철탑부재에작용하는풍력계수의특성을 악하기 하여먼

철탑부재를구성하고있는부재의모형을제작하여2차원풍동

에서실험을 수행하 으며2D,3D형상의철탑사각골조 모형

을제작하여풍력계수산정실험을3차원풍동에서수행하 다.

1)기본형상부재 모형

기본형상부재실험모형은선행연구를바탕으로하여실제철

탑을구성하고있는형상인원형,사각형,산형,L형의형태로

모형을제작하 다.모형의크기는가로850mm,폭100mm

로하 으며그형상은표1과같다.

표 1.기본형상부재 모형형상

구분 형상단면

원형

사각형

산형

L형

2)철탑 사각골조 모형

철탑사각골조의실험모형은실제형강철탑을기 으로하여

하나의 경간을 선정하 으며,모형스 일은 1/30로 축소시켜

제작하 다.모형의 크기는 기본형이 변 29.4cm,윗변

24.8cm,높이 20.1cm로 되어 있으며,2D Type과 3D

Type으로 제작하 다.여기서 2DType의 모형은 부재를 추

가시켜 충실율을 변화시킨 TypeⅠ,Ⅱ,Ⅲ의 3가지 Type이

며,3DType의 모형은 2DType과 같이 기본형에서 부재를

추가시켜 충실율을 변화시킨 TypeⅠ,Ⅱ,Ⅲ와 TypeⅢ에

부재 크기를 증가시켜 충실율을 변화시킨 TypeⅣ,Ⅴ까지 5

가지 Type으로 모형을 제작하 다.모형의 재질은 발사로 하

으며실험모형의형상은표2 그림1과같다.

구분

(충실율)
특징 입면형태

TypeⅠ

(0.117)
기본형

TypeⅡ

(0.130)

기본형에

부재1개 추가

TypeⅢ

(0.140)

기본형에

부재2개 추가

TypeⅣ

(0.267)

TypeⅢ의 부재

size2배

TypeⅤ

(0.378)

TypeⅢ의 부재

size3배

표 2.철탑 사각골조 모형형상

(a)2D형상 (b)3D형상

그림 1.사각골조 3D형상 TypeⅣ

2.2풍동기류 Data측정

기본형상부재 풍력실험은 건설 기술품질 개발원 2차원

풍동에서수행하 다.2차원풍동의제원으로풍동실험실측정

부의길이는6m이고,측정부의단면은폭1m×높이1.5m이다.

2차원 풍동에서의 실험풍속은 이놀즈수에 향을 받는 원

형단면의경우2.0m/s에서15m/s까지1m/s간격으로측정

하 고, 이놀즈수에 향이 없는 사각형,산형은 5m/s,

8m/s2개풍속에 하여풍향각을 0도에서45도까지 5도간

격으로변화시켜10개각도에 하여측정하 다. 한L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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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s,8m/s2개풍속에 하여풍향각을0도에서 ±45도까

지10도간격으로변화시켜11개각도에 하여정방향과

(a)원형부재

(b)사각형부재

(c)산형부재

(d)L형부재

그림 2.기본형상부재 실험 경

역방향에 하여 측정하 다.여기서 풍향각 0도는 표 1에 나

타난 풍향이며,풍속데이터는 360Hz로 sampling하여 60

간 측정하 다.그림 2는 2차원 풍동의 기본형상부재의 풍동

실험 경이다.

철탑사각골조풍력실험은동기 의 형경계층풍동에서수행

하 다.풍동의제원으로서풍동실험실측정부의길이는25m이

고,측정부의단면은폭4.5m×높이2.5m이다.실험은일정한풍

속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풍동내에 스 이어와 조도블럭

을사용하지않고실험을수행하 으며그기류특성은 그림 3,

4와 같이 지표면조도 D와 유사하 다. 한 스 이어와 조도

블럭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풍동자체 경계층을

제거하기 하여 bottom split이용하여 바닥에서 20cm 이

격시켜실험을수행하 다.

풍동내부의 실험풍속은 풍동높이 40cm에서 5.0m/s로 하

고,풍속은열선풍속계에의해측정하 으며,그값은피토 의

그림 3.실험풍속의 연직분포 난류강도분포

그림 4.실험풍속의 워스펙트럼 도

수치를 토 로 보정하 다.풍속데이터는 200Hz로 sampling

하여60 간측정하 다.실험풍향은철탑사각골조정면을풍

향각 0도로 하여 2DType은0도에서90도까지10도 간격으

로11개각도(45도포함),3DType은0도에서45도까지10개

각도에 하여측정하 다.그림6은 형풍동의2D와3D의철

탑사각골조의풍동실험 경이다.

2.3실험결과의해석방법

Data해석 시 용하는 충실율은 골조의 간사이를 유하

는수풍부재면 과 간면 의비로써식(1)과같다.

 


(1)

여기서, = 충실율

 = 각 간내의 수풍부재 면

 = 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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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골조의 충실율

본실험에서풍력계수를산정하기 한계산식은식(2)와같

다(한국풍공학회,1998;大熊武司등,1996).

 


(2)

여기서, = 풍력계수

 = 공기력

 = 설계속도압(=

 )

A = 표면 (풍향 0도에서의 수평투 면 )

(a)2D철탑 사각골조

(b)3D철탑 사각골조

그림 6.철탑 사각골조 풍동실험 경

3.실험결과 고찰

3.1기본형상부재풍력계수

그림7(a)는원형기본형상부재에 한풍력계수를풍속을변

화시키면서측정한그래 이다.그림에서실선은풍력계수의기

값(일본 기학회,1979)이며 검은 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실험값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속 4m/s이후에는 기

값과실험값이1.2정도에서거의유사한값을나타내고있다.

그림 7(b)는 사각형 기본형상부재에 한 풍력계수를 풍향

각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그래 이다.그림에서 실선은 풍향

각 0도에서의, 선은 풍향각 45에서의 풍력계수의 기 값이

며,원형의 은 본연구에서측정한실험값이다.그림에서보

면 풍향각 0도에서 실험값이 기 값보다 조 크게 나타났다.

한풍향각45도에서의실험값도이론값보다는조 크게나

타났다.그 외 다른 풍향각에서는 실험값이 기 값보다 작게

나타났으며,이는 기 값이 풍향각 0도에 한 값이기 때문에

나타나는특성으로 단된다.

풍속 (m/s)

0 2 4 6 8 10 12 14 16

풍
력

계
수

0.0

0.5

1.0

1.5

2.0

Experiment

Theory

(a)원형

풍향 각( o )

0 10 20 30 40 50

풍
력

계
수

0.0

0.5

1.0

1.5

2.0

2.5

3.0

풍동풍속  5m/s

풍동풍속  8m/s

Theory 0도

Theory 45도

(b)사각형

그림 7.(계속)기본형상부재 풍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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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 각( o )

0 10 20 30 40 50

풍
력

계
수

0.0

0.5

1.0

1.5

2.0

2.5

3.0

풍동풍속  2m/s

풍동풍속  4m/s

풍동풍속  6m/s

풍동풍속  8m/s

풍동풍속  10m/s

풍동풍속  12m/s

풍동풍속  14m/s

(c)산형

풍향 각( o )

-60 -40 -20 0 20 40 60

풍
력

계
수

0.0

0.5

1.0

1.5

2.0

2.5

3.0

풍동풍속  5m/s

풍동풍속  8m/s

Theory

(d)L형 [wind→ L]

풍향 각( o )

-60 -40 -20 0 20 40 60

풍
력

계
수

0.0

0.5

1.0

1.5

2.0

2.5

3.0

풍동풍속  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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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형 [L← wind]

그림 7.기본형상부재 풍력계수

그림7(c)는산형기본형상부재에 한풍력계수를풍향각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그래 이다.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체 으로 1.2에서 1.6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풍향각 0도에서

1.6으로가장큰값을보이며풍향각30도로갈수록 차감소

하다가풍향각45도에서는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림 7(d)와 (e)는 L형 기본형상부재에 한 풍력계수를

5m/s,8m/s2개풍속에 하여풍향각을0도에서 ±45도까지

10도간격으로변화시켜11개각도에 하여정방향과역방향에

서측정한그래 이다.그림에서정방향의경우기 값인풍력계

수 2.0을 기 으로 실험값이 모두 작게 나타났다.그러나 그림

7(e)의L형역방향의풍력계수값은풍향각이+45도방향으로

커지면서 기 값인 풍력계수 1.8을 상회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풍향각이+45도방향으로커지면서풍력계수산정시의기

표면 (풍향0도의투 면 )보다바람을받는투 면 이

커지면서공기력도커져나타나는특성으로 단된다.

3.22D철탑사각골조풍력계수

그림 8은 2D철탑 사각골조 풍력계수의 특성을 풍향각 변화

에따라나타낸그래 이다.먼 그림8에서풍향각변화에따

른풍력계수특성을보면2DTypeⅠ,Ⅱ,Ⅲ모두 체 으로

풍향각이 커질수록 풍력계수 값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특

히 2DTypeⅠ,Ⅱ,Ⅲ 모두 풍향각 10도에서 풍력계수 값이

가장크게나타났으며풍향각이 차증가함에따라풍력계수값

이 차 감소하다가풍향각80도에서 최소값을나타내고있다.

이 게풍향각이0도에서90도로증가할수록풍력계수값이

차감소하는것은풍향각이증가할수록바람을받는투 면 이

풍력계수 산정시의 기 표면 (풍향 0도의 투 면 )보다

작아지면서공기력도작아져나타나는특성으로 단된다.

충실율 변화에 따른 풍력계수 특성을 보면 기본형에서 부재

를 추가하여 충실율을 증가시킨 2DTypeⅠ,Ⅱ,Ⅲ는 충실

율이 각각 0.117,0.130,0.140로 충실율의 변화 폭이 매우

작아 충실율이 증가에 따른 풍력계수는 특별한 경향을 나타나

지 않고 있다.표 3은 2D철탑 사각골조 풍력계수의 값을 나

타낸표이다.

풍향각
2DTypeⅠ 2DTypeⅡ 2DTypeⅢ

5m/s 8m/s 5m/s 8m/s 5m/s 8m/s

0 1.77 1.73 1.59 1.71 1.69 1.79

10 1.79 1.74 1.65 1.72 1.80 1.81

20 1.70 1.65 1.60 1.63 1.69 1.70

30 1.46 1.48 1.44 1.50 1.48 1.53

40 1.32 1.33 1.30 1.37 1.34 1.39

45 1.21 1.21 1.18 1.23 1.22 1.27

50 1.11 1.11 1.05 1.12 1.09 1.13

60 0.74 0.73 0.79 0.78 0.78 0.79

70 0.14 0.20 0.28 0.27 0.26 0.30

80 0.28 0.24 0.11 0.11 0.10 0.08

90 0.26 0.25 0.19 0.19 0.17 0.18

표 3.2D철탑 사각골조 풍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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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DTypeⅠ

(b)2DTypeⅡ

(c)2DTypeⅢ

그림 8.2D사각골조 풍향각 변화에 따른 풍력계수

3.33D철탑사각골조풍력계수

그림9는3D사각골조풍력계수특성을풍향각변화에따라

나타낸 그래 이다.그림 9(a)에서 3DTypeⅠ 풍력계수 특

성을보면풍향각0도와45도에서풍력계수값이작게나타났

으며 풍향각이 증가함에 따라 풍력계수도 차 증가하다가 풍

향각 25도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그러나 체 인

풍력계수값의차이는크게나타나지않았다.

그림 9(b)의 3DTypeⅡ 풍력계수 특성을 보면 3DType

Ⅰ의경우와같이풍향각0도와45도에서풍력계수값이작게

나타났으며풍향각이증가함에따라풍력계수도 차증가하다

가 풍향각 25도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9(c)～

(e)에서의3DTypeⅢ,Ⅳ,Ⅴ모두충실율이증가함에따라

풍력계수 값의 크기는 작아졌다.그러나 풍향각 변화에 따

른 체 인풍력계수의특성은3DTypeⅠ과같이풍향각이

(a)3DTypeⅠ

(b)3DTypeⅡ

(c)3DTypeⅢ

그림 9.(계속)3D사각골조 풍향각 변화에 따른 풍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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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더라도차이가없는특성을나타내고있다.

즉 풍향각 변화에 따라서는 풍속 5m/s에서 부재 크기가 작

은 3D TypeⅠ(충실율 0.117)과,3D TypeⅡ(충실율

0.130)의 풍향각 5도,10도 에서 약간 증가하는 값이나타났

으나, 체 으로는 풍향각이 증가함에 따라 풍력계수도 차

증가하다가풍향각 25도 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러

나 제 인풍력계수값의변화는크지않았다.

(d)3DTypeⅣ

(e)3DTypeⅤ

그림 9.3D사각골조 풍향각 변화에 따른 풍력계수

그림10은각풍향각에 한충실율변화에따른3D사각골

조풍력계수특성을나타낸그래 이다.본연구에서는 표

으로 풍향각 0도,25도,45도 3가지 풍향각에 해서만 나타

내었다.

그림 10(a)의 풍향각 0도에 한 풍력계수 특성을 보면 충

실율이 0.117에서 0.378로 증가하면서 계수 값이 차 감소

하는특성이나타났다.특히기본형에서부재를추가하여충실

율을 증가시킨 충실율 0.117,0.130,0.140의 값은 충실율

의 변화 값이 작으므로 그 감소폭이 미비하 으며,부재의 크

기를 변화시켜 충실율을 증가시킨 충실율 0.267,0.378에서

는 충실율의 변화값이 커지면서 풍력계수 감소폭 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특성은 5m/s,8m/s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림10(b),(c)의풍향각25와풍향각45도의충실

율 변화에 따른 풍력계수 특성 한 풍향각 0도에서의 특성과

같이 충실율이 증가하면 풍력계수 값이 자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냈다.이러한특성은모든풍향각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a)풍향각 0도

(b)풍향각 25도

(c)풍향각 45도

그림 10.3D사각골조 충실율에 따른 풍력계수 변화

표 4는 3D사각골조 5가지 Type의 풍력계수 값을 나타낸

것이다.표 4에서 풍력계수 값은 안정 인 값을 보이는 8m/s

의값을비교하 다.먼 3DTypeⅠ의최 값은풍향각25

도에서 3.08을,최소값은 풍향각 45도에서 2.48을 나타냈다.

3DTypeⅡ의 최 값은 풍향각 10도와 25도에서 2.96을,

최소값은 풍향각 45도에서 2.47을 나타냈다.3DType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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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각
3DTypeⅠ 3DTypeⅡ 3DTypeⅢ 3DTypeⅣ 3DTypeⅤ

5m/s 8m/s 5m/s 8m/s 5m/s 8m/s 5m/s 8m/s 5m/s 8m/s

0 3.02 2.82 2.84 2.69 2.73 2.66 2.08 2.13 1.98 1.90

5 3.27 2.93 3.16 2.81 2.88 2.79 2.24 2.22 2.15 1.99

10 3.38 3.06 3.39 2.96 3.11 2.90 2.39 2.35 2.34 2.13

15 3.09 2.87 3.03 2.87 2.75 2.82 2.34 2.37 2.16 2.17

20 3.06 3.06 3.03 2.89 2.84 2.89 2.48 2.44 2.30 2.24

25 3.14 3.08 3.14 2.96 3.06 3.00 2.48 2.49 2.35 2.28

30 3.05 2.91 3.06 2.86 2.85 2.91 2.43 2.46 2.19 2.24

35 2.96 2.88 2.91 2.86 2.80 2.83 2.35 2.35 2.16 2.14

40 2.81 2.71 2.78 2.67 2.67 2.65 2.17 2.15 1.98 1.97

45 2.60 2.48 2.58 2.47 2.41 2.42 1.98 1.95 1.81 1.80

표 4.3D철탑 사각골조 풍력계수

최 값은 풍향각 25도에서 3.00을,최소값은 풍향각 45도에

서2.42를나타냈다.

3DTypeⅣ의 최 값은 풍향각 25도에서 2.49를,최소값

은풍향각45도에서1.95를나타냈다.3DTypeⅤ의최 값

은풍향각25도에서2.35를,최소값은풍향각45도에서1.80

을나타냈다.

이 게 5가지 Type의 풍력계수 값의 범 를 보면 3D

TypeⅠ은0.6,3DTypeⅡ는0.49,3DTypeⅢ는0.58,

3DTypeⅣ는0.54,3DTypeⅤ는0.55의편차가나타났

다.그러나 풍향각 변화에 따른 풍력계수의 제 인 경향은

풍향각이변하더라도큰변화는나타나지않았다.

3.4국내기 과풍동실험결과비교

본 연구에서는 철탑사각골조의 풍력계수 실험을 형강부재로

한정하여수행하 다.이에본연구의실험결과를비교하기

하여 다음에 정의한 한국 력공사 설계기 (DS-1111)과 건

축구조기 의충실율에의한풍력계수산정식도형강부재에

한식이다. 재국내에서충실율을이용하여격자형4각철탑,

철주 등의 탑체 풍력계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한국 력공사

설계기 (DS-1111)의식(3)을이용한다.

     (3)

한 건축구조기 의 트러스타워의 사각형 평면의 충실율에

따른풍력계수산정식은식(4)와같다.

  
    (4)

그림 11은 국내 건축구조기 과 한국 력공사 설계기

(DS-1111)의 충실율에 따른 풍력계수 변화와 풍동실험 결과

를비교한그래 이다.

그림11에서국내건축구조기 의트러스타워의풍력계수산

정식과 한국 력공사 설계기 (DS-1111)의 철탑골조의 풍력

계수 산정식에 의한 값과 본 연구의 풍동실험에서 측정한 풍력

계수값을비교하여보면충실율이증가할수록풍력계수가감소

하는 체 인 경향은 기 값과 실험값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체 으로 한국 력공사 설계기 (DS-1111)과 건축

구조기 의 풍력계수 값이 본 연구의 실험값보다 다소 크게 나

타났다.이는 철탑설계-1111과 건축구조기 과 같은 기 값이

실험값보다는다소안 측으로산정된것으로 단된다.

그림 11.국내기 과 풍동실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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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철탑사각골조에작용하는풍력계수특성을평가하기 하여

철탑의기본형사부재와충실율을변화시킨3개의2DType과,

5개의 3DType의 모형을 제작하여 풍향각을 변화시켜 수행

한풍동실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철탑 기본형상부재의 풍력계수 값은 이론값과 실험값이

유사하게나타났다.

(2)풍향각 변화에 따라서는 풍향각이 0도에서 25도까지는

차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러

나 체 인 풍력계수 값의 크기는 0.5내외로 크게 변

화하지않는다.

(3) 재의 한국 력공사 설계기 (DS-1111)과 건축구조

기 에 의한 풍력계수 산정 값은 실험결과보다 평균

10.7% 크게 나타났다.이는 구조물의 안 을 고려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모형은 2D와 3D사각골조 부재형태를 형

강으로 한정하 으며,충실율도 5개 Type으로 다소 부족하

다.그러나 철탑과 트러스타워 등의 구조물은 강 과 같은 다

른형상의부재로도많이건설되어지기때문에후속연구로다

양한 부재형상과 충실율에 한 연구가 계속하여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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