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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Statical Behavior and Ultimate Capacity of

Steel Cable-stayed Bridges after Cable Failure

김 승 준1) · 최 준 호2) · 원 덕 희3) · 한 택 희4) · 강 영 종5)†

Kim, Seung Jun Choi, Jun Ho Won, Deok Hee Han, Taek Hee Kang, Young Jo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강사장교의 케이블이 단선된 후 정역학적인 구조 거동 및 극한 거동 변화에 대해 기술한다. 사장교의 케이블은

화재, 차량의 충돌, 케이블 본선 및 정착구의 피로에 의해 단선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필요시 케이블의 교체 작업 시 일시적인 단선이 나타

날 수 있다. 케이블이 구조물 본체에서 단락되면 결과적으로 케이블이 분담해야할 힘을 지지하지 못하여 이 힘은 다른 구조체로 전달되고 결과

적으로 구조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케이블의 단선은 결국 구조물의 지지력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케이블 단선 후 구조물의 내하력이

저하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엄밀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케이블 단선 후 구조물의 새로운 평형상태를 찾는 단선 해석

기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케이블이 단선된 후 활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극한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극한 해석 기법 역시 제시한다. 보다 합리적

인 해석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형상해석, 케이블 단선해석, 활하중에 대한 비선형해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총 세단계의 해석 절차

를 거친다. 본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각 케이블의 단선이 사장교의 구조 상태 및 극한 거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BSTRACT：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on the change in the statical behavior and the ultimate capacity of steel

cable-stayed bridges after cable failure. Cable failure can occur due to fire, direct vehicle clash accidents, cable or

anchorage fatigue, and so on. Moreover, the cable may be temporarily disconnected during cable replacement work. When

cable failure occurs, the load, that was supported by the broken cable is first transferred to another cable. Then the

structural state changes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irder, mast, and cables. Moreover,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ultimate capacity will decrease after cable failure, because of the loss of the support system. In this study, the

analysis method is suggested to find the new equilibrium state after cable failure based on the theory of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Moreover, the ultimate analysis method is also suggested to analyze the ultimate behavior of live loads

after cable failure. For a more rational analysis, a three-step analysis procedure is suggested and used, which consisted of

initial shape analysis, cable failure analysis, and live load analysis. Using this analysis method, an analytical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structural state and ultimate behavior of steel cable-stayed bridges.

핵 심 용 어 : 사장교, 케이블, 케이블 단선, 비선형해석, 극한거동

KEYWORDS : cable-stayed bridge, cable, cable failure, nonlinear analysis, ultimate behavior



1. 서 론

대표적인 케이블 지지교량인 사장교는 거더의 자중 및 거더

에 작용하는 주요한 수직 하중들이 거더를 1차적으로 지지하

는 케이블에 의해 주탑으로 전이된 후 지반으로 전달되는 형

식으로써, 이때의 케이블은 거더의 중간 지지점 역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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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등 하부 구조물 건설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장지간 교량

으로 매우 탁월하다.6)여기에 더하여 도심지 및 산악지 등 교

각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건설

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사장교는 뛰어난 구조적 효율성 및 수

려한 미관에 따라 현대 교량 형식 중 장지간 교량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교량 형식이다.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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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교에서 케이블의 구조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장교에 작용하는 주요한 하중들은 결과적으로

주탑을 거쳐 지반으로 전달되는데, 교량의 거더에 작용하는

하중들은 케이블을 거쳐 주탑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사장교

의 케이블은 거더 및 주탑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

더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케이블의 장력 성분은

다시 거더와 주탑에 압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즉, 케이블의 내력 변화는 결과적으로 거더 및 주

탑의 내력 변화와 함께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조물 전체의

거동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사장교 케이블의 구조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는 케이블 단선

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주행 중인 차량의 충돌에

의한 케이블 또는 케이블 정착구의 파손이나, 화재 등의 사고

에 의한 단선 현상, 피로에 의한 파손, 그리고 케이블 교체

시의 일시적인 단선 등을 들 수 있다. 케이블이 단선될 경우

단선된 케이블이 상시에 분담하던 하중은 인근의 케이블로

전이되는데, 익히 알려진 대로 사장교 케이블의 거동은 사장

교의 주요한 기하학적 비선형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구

조물의 전체 구조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케이

블 단선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 변화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사장교에 대한 연구는 초기형상해석 기법의 연구

(Wang 등, 1993; Wang 등, 1996; 윤군진 등, 2001; 김

문영 등, 2003; 송원근 등, 2005), 사장교의 좌굴 안정성 연

구(Tang 등, 2001; Shu 등, 2001; 경용수 등, 2005; 최

동호 등, 2005; Kim, 2009; 김승준 등, 2010; 김승준 등,

2011a; 김승준 등, 2011b), 사장교의 극한 거동 연구(Ren,

1999, Kim, 2009)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장교의 단

선에 대한 해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선 후 정역학적 구조거동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사장교의 단선 해석기법을 제시한다. 사장교는 케이블의

새그 효과, 주탑 및 거더의 보-기둥 효과, 세장한 구조물의

대변위 효과 등의 다양한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나타내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선 해석 기법은 기본적으로 비

선형 유한요소해석 이론을 통해 개발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단선 이후 주요한 활하중 등에 대한 극한거동의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 “사장교 단선 발생 시 구조물의 극한거동” 해석 알

고리즘을 제시한다.

개발된 케이블 단선 해석기법을 통해 단선이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변형 형상 및 내력 변화의 특성을 1차적으로 분석

하였고, 주요한 활하중에 대한 극한 거동 및 내하력 변화특성

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사장교의 단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사장교의 케이블 단선 해석

본 절에서는 사장교의 케이블 단선 해석 기법에 대한 이론

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본 케이블 단선 해석연구는 완성계 사장교에서 단선이 발생

하는 경우를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기 작용하고 있는 사하중

에 대한 평형상태가 먼저 만족된 후 케이블 단선 해석이 수

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본 단선 해석 기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완성계사장교의 초기형상 해석을 통한 사하중 상태 구현

(2) 케이블 단선 후 구조물의 새로운 평형상태 도출

(3) 검토를 원하는 활하중을 재하하여 내하력 변화 분석

위와 같은 해석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케이블 단선에 의

한 구조계 변화를 해석하고 이후 활하중을 재하하여 내하력

의 변화를 분석하게 된다.

사장교는 익히 알려진 대로 다양한 비선형성을 내포하므로 모

든해석은 재료/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을통해 수행된다. 다시말

해, 본 해석 기법에서 다루는 초기형상해석, 단선 해석, 활하중

에 대한 극한 해석모두재료/기하 비선형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해석 연구를 위한 위의 세 개의 해석 모듈은 본 저자

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해석프로그램(Kim, 2009; 김승준등,

2010; 김승준등, 2011a; 김승준등, 2011b)이 사용되었다.

2.1 비선형 해석의 주요 이론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석기법의 기본 이론에

대해 기술하는데, 본 해석법에서 사용하는 유한요소 및 주요

한 수치해석 이론들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석기법에서는 인장력을 받는 케이블

구조물의 경우 비선형 등가 트러스 요소를 사용하고, 휨 및 축

력을 모두 받는 거더와 주탑은 비선형 프레임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게 된다.(Kim, 2009; 김승준 등, 2010; 김승준 등,

2011a; 김승준 등, 2011b) 강재의 재료비선형성은 개선된 소

성힌지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려되었고, 극한해석

시 구조물의 불안정 상태에서 수치적으로 안정하게 추적하기 위

해 일반화된 변위제어법(Generalized Displacement Control

Method)을 통해 증분-반복해석을 수행한다.

완성계 사장교에서 케이블이 단선된 후 구조거동 및 극한거

동변화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형상

해석, 케이블 단선 해석, 활하중 해석의 3단계 해석절차를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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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사용 요소

본 연구에서 케이블 요소를 모델링하기 위한 비선형 등가

트러스요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2절점 3자유도 트러스요소의 절점변위 및 절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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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탄성 강성행렬

  : 기하 강성행렬

많은 선행 연구에서 케이블의 새그효과를 고려한 등가의 탄

성계수를 갖는 트러스요소를 사용하여 사장교의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가 탄성 계수의 유도 과정에

서 위의 hyperbolic sine 및 cosine 함수를 직접 사용하여

도출된 등가 탄성 계수식을 적용하여 보다 정해에 가까운 해

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비선형 등가 트러스 요소를 적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등가 탄성 계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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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등 2005, Kim 2009)

따라서 비선형 등가트러스요소의 강성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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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ec or tan

다음은 비선형 프레임 요소의 절점 변위와 내력의 정의, 강

성행렬을 나타낸다.

그림 2. 2절점 6자유도 프레임요소의 절점변위 및 절점력 벡터

사장교의 거더 및 주탑을 모델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절점 6자유도 비선형 프레임 요소를 이용한다. 그림 2와 같

이 정의된 프레임요소의 절점력 및 절점 변위 벡터는 아래

식 (8),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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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일의 법칙 및 Updated Lagrangian Formulation에

의해 엄밀히 유도된 프레임 요소는 일반적인 탄성 강성 행렬

에 더하여 기하학적 강성행렬 그리고 추가적으로 야기된 모멘

트 행렬의 합으로 구성된다(Yang 등, 1994;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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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기하 강성행렬

 : 추가의 모멘트 행렬

  






  
   

 
 






  






  
   

 
 






2.1.2 재료 비선형 고려법

케이블, 거더, 주탑의 재료적 비선형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고

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선소성힌지법(Refined Plastic

Hinge Method)을 사용하여 재료소성화를 고려하였다.

내력이 증가함에 따른 재료적 비선형성을 비탄성을 프레임

요소 등의 선요소에서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성영역법

(Plastic Zone Method), 탄소성힌지법(Elastic-plastic

Hinge Method) 그리고 개선소성힌지법(Refined-plastic

Hinge Method)가 있다. 소성영역법은 기하 비선형성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매우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단점을 갖고

있고, 탄소성힌지법은 재료의 점진적인 소성화를 고려할 수

없으며 세장비가 상대적으로 작아 재료특성의 영향이 큰 경

우 강도가 크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개선소성힌지법은 요소의 단면력과 항복 축방향력, 소성모멘

트 간 비율의 함수로 재료의 점진적인 소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개선소성힌지법을 통해 각 증분-반복해석단계마다

재료의 비탄성 효과를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축방향부재의 축력에 의한 재료의 비탄성을 고려하기

위한 접선탄성계수  는 식 (12), (13)과 같이 요소에 작용

하는 축력 와 항복응력과 단면적의 곱인 항복력 의 비

를 통해 계산하게 된다.(CRC 접선계수)

   ( ≤ ) (12)

  


 


 (  ) (13)

축력과 함께 휨이 발생하는 프레임 부재의 경우는 축력과

휨모멘트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단면의 점진적인 소성화를 다

음과 같은 연화소성힌지 개념의 도입을 통해 고려할 수 있다.

즉 프레임 요소의 경우 위의 접선탄성계수와 아래의 연화소

성파라미터를 탄성강성행렬에 함께 도입하여 강재의 재료적

비탄성화를 고려하게 된다.

   ( ≤ ) (14)

   (  ) (15)

여기서 는 모멘트 증가에 의한 연화소성화를 고려하는 파

라미터이고 는 아래와 같이 단면력과 축방향 항복강도 및

소성모멘트의 비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AISC-LRF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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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식, Orbison의 제안식등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AISC-LRFD(1994)의 규정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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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16)




 





 





일 때,

 








(17)

위의 접선탄성계수   및 연화소성파라미터 가 도입된

수정된 프레임의 탄성강성행렬은 아래와 같다(Kim 2009).

Bending in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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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in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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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만약 1)   가 1이면 절점 A, B에서는 모두 탄성구

간에 존재.

2)   가 0이면 절점 A, B모두 소성힌지화.

3)        가 1이면 절점 A는 비탄성

구간에 존재, B는 탄성상태.

2.1.3 증분-반복 해석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변위 제어 방법(Generalized

Displacement Control Method, Yang 등, 1994; Kim,

2009; 김승준 등, 2010; 김승준 등, 2011a; 김승준 등,

2011b)를 이용하여 증분-반복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

은 매 단계마다 바로 전 증분반복해석 단계에서 발생한 증분

변위벡터에 따라 고려하는 증분하중계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강성이 0에 가까운 극한 상태 및 부 강성 구간

(Negative Stiffness Zone), 강성의 부호가 바뀌는 구간등

에 대해 매우 효율적이고 수치적인 안정성을 갖고 비선형 반

응의 추적이 가능하다. i-증분 j-반복 계산단계에서의 증분하

중계수를 
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 ≥ ) (20)

여기서,

 ∆ 
 ∆

∆ 
∆ 


, 일반화된 강성 파라미터

(Generalized Stiffness Parameter)

∆
 : i증분해석 단계 중 j 번째 반복해석 수행 후

발생한 증분변위 성분

∆
 : i증분해석 단계에서 j-1 반복해석 단계 후 구

성된 구조물의 강성   
 을 이용하여 구한

총 하중백터 에 대한 변위성분

∆
 : i증분해석 단계에서 j-1 반복해석 단계 후 구

성된 구조물의 강성   
 을 이용하여 구한

j-1해석 후 발생한 불평균하중벡터   
 에

대한 변위성분

그리고 i-증분 j-반복해석단계 수행 후 발생한 증분변위벡

터와 총 하중증분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21)


    

 
 (22)

(
  

 )

2.2 케이블 단선 해석

케이블 단선 해석은 사하중에 의해 평형상태가 만족된 사장

교 해석모델에서 단선 된 케이블 요소를 해석 모델에서 제거

하고, 제거된 케이블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과 외력 벡터의 차

이를 불평형 하중 벡터로 정의하여 이 불평형 하중 벡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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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될 때까지 비선형해석을 반복하는 절차를 통해 단선 후

구조물의 내력 변화 및 변형 형상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케이블 단선 해석법의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단선해석의 순서도

이러한 해석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에서 외력에 대한 증분-

반복 해석법과 유사하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법에서는 증분

하중벡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 후 계산되는 내력 하

중 백터를 구조물의 외력 하중 벡터와 비교하여 불평형 하중

백터를 계산하고 이 값이 소거될 때까지 반복 해석을 수행한

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외력에 의해 평형 상태가 만

족된 이 후, 케이블의 단선은 구조물 내에서 특정 요소가 발

휘하던 내력의 제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소의 제거 후 계산

되는 내력 벡터는 기 재하 되고 있는 외력 벡터와 차이를 보

이게 될 것이다. 이 차이는 결국 구조물 내에서 내력의 재분

배 효과를 거쳐 결국 소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불평형 하중

벡터가 소멸될 때까지 반복 해석을 수행하여 단선 후 구조물

내력의 재평형 상태 및 이에 따른 변형 형태를 위와 같은 반

복해석 절차를 통해 추적하게 된다.

2.3 단선된 사장교의 극한 해석 절차

이상의 케이블 단선 후 구조물의 거동 변화 및 극한해석 에

대한 일련의 해석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완

성계 사장교의 초기형상해석을 통해 사하중상태에서의 구조물

의 평형상태를 구하게 된다. 이 후 케이블의 단선 후 구조물

의 새로운 평형상태를 찾기 위한 케이블 단선해석이 수행된

다. 마지막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활하중을 재하하여 구조물

의 극한 상태를 분석하게 된다. 이상의 각 해석은 본 저자의

선행연구(Kim, 2009; 김승준 등, 2010; 김승준 등,

2011a; 김승준 등, 2011b)를 통해 개발된 사장교의 초기형

상해석 프로그램/사장교의 활하중에 대한 극한 해석 프로그

램, 그리고 역방향 시공단계해석 프로그램을 응용한 단선 해

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엮어서 사용하였다.

그림 4. 단선된 사장교의 극한 해석 절차

본 해석기법의 해석적 기본 이론은 선행 연구 논문들에 근거한

다. 먼저, 본 해석을 위해 사용된 유한요소의 검증 근거는

Kim(2009), 김승준 등(2010), 김승준 등(2011a), 김승준 등

(2011b) 논문에 근거하고, 개선소성힌지법의 검증 근거 역시

Kim(2009)의 논문에 근거한다. 해석 기법에 대한 검증사항은,

먼저 초기부재력법에 근거한 초기형상해석은 Kim(2009), 김승

준 등(2010), 김승준 등(2011a), 김승준 등(2011b)에 근거하

고 활하중 해석에 대한 근거 역시 Kim(2009), 김승준 등

(2010), 김승준 등(2011a), 김승준 등(2011b)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단선 효과 분석을 위한 재평형해석기법은

GS건설기술연구소(2008), Kim(2009), 김승준 등(2011b)의

연구 논문에 근거하는데, 본 해석 연구에서 이용한 케이블 단선

해석은 사실상 역해석법을 통한 시공단계해석법과 그 기본 이론

이 동일하다. 이에 대한검증은 앞서 언급한 각 연구자료에서 해

석 결과의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개별적인 검증

내용들은 생략하고, 뒤에 이어지는 케이블 단선 시 구조 거동 및

극한 상태 변화에 대한 해석 연구로써 정량적검증을 대신한다.

3. 케이블 단선 해석

본 절에서는 케이블 단선 후 강사장교의 거동 변화를 분석

한다. 해석 대상모델은 다음과 같이 전체 지간장이 900.0m

인(220.0+460.0+220.0) 2 주탑 팬 형 사장교이다. 표 1

은 본 모델의 물성치를 나타낸다.(재료적 소성화는 거더와 케

이블만 고려하였고, 거더의 소성계수는 1.006 m
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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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석 모델

GIRDER MAST CABLE

E(kN/m2) 2.1×108 2.1×108 2.1×108

A(m2) 0.750 0.792 0.0210

I(m4) 1.446 3.143 -

γ(kN/m3) 218.27 76.9 76.9

Fy(MN/m2) 380.0 탄성상태유지 1,800.0

표 1. 해석 모델의 기하 및 재료 물성치

3.1 케이블 단선 시 변형 형상 및 내력 변화

본 절에서는 케이블 단선 시 완성계 사장교의 변형 및 내력

의 변화 등 정역학적 거동변화를 분석한다. 케이블의 단선 조

건은 측경간 최외측 케이블부터 주경간의 중앙부 케이블까지

(C1 ~ C22) 하나의 케이블이 단선될 경우에 대해 고려하

였고 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3.1.1 측경간 케이블 단선시 거동 변화

그림 6은 측경간 케이블 단선시 변형 형상을 나타낸다. 먼

저, 최외측 케이블(C1)의 단선 시를 제외한 모든 케이블 단

선 조건에서는 단선된 케이블이 지지하던 거더 구간에서 국

부적인 처짐이 발생하였고, 구조물 전체적인 변형은 크게 유

발되지 않았다.

(a) C1 케이블 단선

(b) C5 케이블 단선

(c) C10 케이블 단선

그림 6. 측경간 케이블 단선시 변형 형상(Scale Factor = 20.0)

최외측 케이블인 C1 케이블의 단선 시 구조거동이 특이한

데, 케이블의 단선에 의해 오히려 왼쪽 측경간에서 상향의 변

형이 발생하였다. 이는, 가장 큰 장력을 갖던 케이블의 단선

에 의해 왼쪽 주탑의 수평 변형이 유발되고 이 수평 변형이

측경간을 들어올리는 거동이 유발된 것이다. 이 케이블의 단

선에 의한 측경간의 처짐 효과보다, 단선에 의해 야기된 주탑

에서의 수평력의 불평형에 따른 주탑의 중앙경간을 향하는

수평 변형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측경간의 들림 효과가 더 크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케이블의 단선에 의해 오히려 측경간

은 상향의 들림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왼쪽 주탑의 수

평 변형은 다시 중앙지간 중앙부의 수직 처짐을 야기하고, 이

러한 처짐에 의해 오른쪽 주탑의 수평변형 및 단선이 일어나

지 않은 오른쪽 측경간의 상향 들림을 연속적으로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최측단의 케이블의 단선에 의해 구조물 전체의

변형이 유기적으로 발생하였다.

(a) 주탑 최상단 수평 변위

(b) 중앙경간 중앙부 수직 변위

그림. 7 측경간 케이블 단선 후 변위

그림 7은 측경간 케이블 단선 후 주탑 및 거더에서의 변위

를 나타낸다. 케이블의 장력이 큰 외측 케이블 단선은 1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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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왼쪽 주탑의 큰 수평 변위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중앙

지간의 수직 변위 및 단선이 발생하지 않은 오른쪽 주탑의

수평 변위를 유발한다. 이는, 외측 케이블의 단선은 전체 구

조계 변화를 상대적으로 크게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최외측 케이블(C1) 단선 시 케이블 장력 변화

(b) C5 단선 시 케이블 장력 변화

(c) C10 단선 시 케이블 장력 변화

그림 8. 측경간 케이블 단선시 타 케이블 장력 변화

그림 8은 측경간을 지지하는 케이블의 단선 후 타 케이블의

장력 변화를 나타낸다. 즉, 그래프의 y축은 케이블 단선 후 각

케이블의 장력 변화율을 나타내고(  ×,

 : 단선 전 장력,  : 단선 후 장력), 단선 케이블의 장

력은 모두 소실되므로 –100.0%의 변화율로 표현하였다. 케

이블의 단선은 1차적으로 인근 케이블 장력의 증가를 야기하

는데, 이는 단선된 케이블이 지지하던 하중이 인근 케이블로

전이됨에 따른 것이다. 이 후 구조물이 다시 평형 상태를 잡아

가는 과정에서 구조물의 변형이 유발되고 이에 따라 타 케이

블의 장력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유발한다. 그림 8에서 나타난

대로 C1을 제외한 타 케이블의 단선은 인근의 소수의 케이블

의 장력 변화가 두드러지고 중앙경간 및 타 측경간의 케이블

장력의 변화는 미미한데 반해, C1의 단선은 비교적 많은 케

이블의 장력 변화를 유도한다. 이는 C1의 장력이 가장 크고

수평 배치 각도도 가장 낮으며 주탑의 최상단에 거치되었기

떄문에, 케이블의 단선 시 주탑의 수평변형을 크게 야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체 구조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효과는 그림 8(a)와 같이 단선이 발

생하지 않은 중앙경간 및 오른쪽 측경간 상의 케이블의 장력

의 상대적으로 큰 변화까지 유발하고 있다.

구조물의 전체적인 거동 변화는 결과적으로 주탑의 상대적

으로 큰 수평 변형에서 비롯된다. 초기 사하중에 대해 목표형

상을 만족하고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의

단선은 1차적으로 거더의 국부적인 처짐을 유발할 것이고,

주탑에서는 거치된 케이블의 장력의 수평성분간의 합력이 변

화할 것이다. 이 변화된 수평력이 주탑의 횡변형을 유발할 것

인데, A. 장력이 크고 수평 배치각도가 낮은 케이블의 단선,

B. 주탑에 거치된 위치가 높은 케이블의 단선은 상대적으로

큰 수평력에 대한 합력의 큰 변화 및 이에 따른 큰 휨모멘트

를 야기하므로 주탑의 큰 횡변형을 유발한다. 즉, 외측 케이

블의 단선은 주탑의 횡변형을 크게 야기하여 전체 구조시스

템의 변화를 유발하는 반면, 내측 케이블은 국부적인 변화 이

외에 전체 구조 시스템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게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림 9는 측경간 케이블 단선 시 거더의 휨모멘트 분포의

변화를 도식화하고 있다. C1을 제외한 케이블의 단선에 따라

단선된 케이블이 지지하던 거더 구간에서 국부적인 수직 처

짐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단선 구간에서는 정모멘트의 큰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인근 케이블의 장력 상승에 따라 상대

적으로 인근 케이블로 지지되던 거더에서 부모멘트의 국부적

인 상승 현상 역시 나타났다. 그림 9(b)의 C5 단선 시 단선

케이블이 지지하던 거더 구간에서의 최대 발생 정모멘트는

39,584 kN·m 이고 이는 단선 전 발생한 최대 정모멘트 대

비 240.7%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림 9(c)의 C10 단선의

경우 단선된 케이블이 지지하던 구간에서 42,020 kN·m, 주

탑과 교차하는 구간에서 –63,534 kN·m 의 모멘트가 발생

하고 이 값은 단선 전 최대 정/부모멘트 대비 171.4%,

255.6%에 해당하는 값이다. 특히 주탑에 가장 가까운 케이

블의 단선은 거더의 처짐에 의한 정모멘트의 국부적인 상승

뿐만 아니라, 주탑과 교차하는 구간에서의 큰 부모멘트 상승

률을 유발하였다.



케이블 단선 후 강사장교의 구조 및 극한 거동 변화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6호(통권 115호) 2011년 12월 755

(a) 최외측 케이블(C1) 단선 시 휨모멘트 분포 변화

(b) C5 단선 시 휨모멘트 분포 변화

(c) C10 단선 시 휨모멘트 분포 변화

그림 9. 측경간 케이블 단선 시 거더 휨모멘트 분포 변화

최외측 케이블인 C1의 단선시에는 앞선 두 단선 후의 거동

변화와 달리 거더의 전 구간에 영향을 미쳤는데, 단선이 발생

한 왼쪽 측경간에서만 거더의 휨모멘트 분포의 변화가 나타

난 앞선 두 단선 경우와 달리, C1 단선의 경우 왼쪽 측경간

뿐만 아니라 중앙경간 및 오른쪽 측경간의 거더에서도 비교

적 큰 휨모멘트 분포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검토한

구조물의 변형 형태 및 케이블 장력 변화 분석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탑의 수평 변형을 크게 야기함에 따라 구조물

전체의 거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먼저 케이블 단선

후 오히려 측경간 거더의 역곡률을 보이는 상향의 휨변형을

유발함에 따라 측경간의 대부분의 범위에서 부모멘트가 분포

하였고 중앙경간에서 중앙부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구간

에서 각각 부모멘트/정모멘트가 교차하며 분포하였으며 오른

쪽 측경간에서도 상향의 휨변형에 의하여 부모멘트가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였다. C1의 단선에 의해 측경간에 유발되는

부모멘트는 -59,303.0 kN·m, 중앙경간의 중앙부에서 발생

한 정모멘트는 35,086.0 kN·m 였다. 이 값은 케이블의 단

선이 발생하기 전 발생한 최대 부모멘트 및 정모멘트 대비

160.0%, 213.3% 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상과 같이, 측경간을 지지하는 케이블 중에서 수평 배치

각도가 가장 낮고 주탑의 최상단에 거치된 케이블의 단선은

거더의 전 구간에서의 휨모멘트 분포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내측 케이블의 단선은 국부적인 처짐 및 인근하는 구간에서

의 휨모멘트 분포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3.1.2 중앙 경간 케이블 단선시 거동 변화

(a) C16 단선 시

(b) C20 단선 시

(c) C22 단선 시

그림 10. 중앙경간 케이블 단선시 변형 형상

(Scale Factor = 20.0)

그림 10은 중앙 경간을 지지하는 케이블의 단선 시 변형

형상을 나타낸다. 앞선 측경간 지지 케이블의 단선과 마찬가

지로 케이블의 단선에 의해 단선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던 구

간에서 국부적인 수직 처짐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앙경간의

중앙부를 지지하는 케이블로 갈수록 케이블의 단선은 지지점

의 국부적인 처짐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전체적인 변형을 유

발한다. 이는 앞선 측경간 케이블의 단선 후 거동과 마찬가지

로, 수평 배치각도가 낮고 주탑의 상단에 놓인 케이블의 단선

은 1차적으로 주탑의 수평 변형을 유발한다. 이 수평 변형에

의해 왼쪽 주탑에 가까운 중앙경간 거더구간은 상향의 변형

이, 그리고 왼쪽 측경간은 하향 처짐이 발생한다. 또한, 지지

력의 상실로 인해 중앙경간 중앙부의 큰 하향 처짐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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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주탑의 수평 변형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오른쪽 측경

간에는 상향의 들림이 발생하게 되는 유기적인 변형이 전체

적으로 나타난다.

(a) 주탑 최상단 수평 변위

(b) 중앙경간 중앙부 수직 변위

그림. 11 측경간 케이블 단선 후 변위

그림 11은 중앙지간의 케이블 단선 후 주탑 및 거더에서의

변위를 나타낸다. 앞선 측경간 케이블 단선 시와 비슷하게 주

탑/거더 교차점에서 먼 지점을 지지하는 케이블의 단선은 주

탑의 수평 변형을 크게 야기하여 케이블이 단선되지 않은 주

탑의 수평변형 및 거더의 수직 변형도 크게 유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측경간에서의 단선과 같이, 케이블의 장력이

크고 수평배치각도가 낮으며 주탑의 상단에 거치된 케이블의

단선은 결국 구조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케이블 단선 시 타 케이블의 장력 변화를 나타

낸다. 케이블의 단선은 1차적으로 인근 케이블의 장력 상승

을 유발한다. C16 단선시 C15에 33.3%, C20 단선시 C19

에 25.8%, C22 단선시 C21에 28.1%의 장력 상승을 유도

하였다. 단선된 케이블이 중앙경간의 중앙부에 가까운 케이블

일수록 케이블 장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케이블 수가 많아짐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전체 구조물의 변형을 야기함에

서 비롯된다. 해석 결과, 실제로 C22의 단선은 왼쪽 측경간

의 케이블에서 최대 18.5%(감소), 오른쪽 측경간의 케이블

에서 최대 10.1%(증가)의 케이블 장력 변화를 야기하였다.

(a) C16 단선 시 케이블 장력 변화

(b) C20 단선 시 케이블 장력 변화

(c) C22 단선 시 케이블 장력 변화

그림 12. 중앙경간 케이블 단선시 타 케이블 장력 변화

그림 13은 중앙경간 케이블 단선 시 거더의 휨모멘트 분포

의 변화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케이블의 단선에 의해 지지

되던 구간에 국부적인 수직 처짐이 발생함으로 이에 따라 큰

정모멘트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를 지지하는 케이블의

단선 조건일수록 정모멘트와 함께 부모멘트의 큰 증가현상이

나타났고 거더의 전구간에서 모멘트분포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검토한 변형형상 및 케이블 장력 변화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써 이를 정리하면 수평배치각도가 낮고

주탑 상부에 연결된 케이블의 단선은 변형형태/케이블 장력

변화/거더의 휨모멘트 분포 변화 등 검토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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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16 단선 시 휨모멘트 분포 변화

(b) C20 단선 시 휨모멘트 분포 변화

(c) C22 단선 시 휨모멘트 분포 변화

그림 13. 중앙경간 케이블 단선 시 거더 휨모멘트 분포 변화

3.2 케이블 단선 시 활하중에 대한 극한 거동 및 내하력 변화

본 절에서는 케이블 단선 후 활하중에 대한 극한 거동의 변

화를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활하중은

차선당 하중인 DL-24하중을 이용하여 구성하였고, 그림 14

와 같이 전 지간에 작용하는 등분포하중을 LC1, 중앙지간에

만 작용하는 등분포하중을 LC2라 하였다.

(a) LC1

(b) LC2

그림 14. 고려 활하중 경우

3.2.1 미단선 모델의 극한거동

본 절에서는 먼저 미단선 시 극한 거동을 약술한다.

그림 15는 초기형상해석 후 각 활하중에 대한 극한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중앙지간 거더 중앙부에서의 하중-변위 곡선

을 나타내고 있고, 본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극한하중

계수는 각 활하중에 대해 각각 9.26, 2.81이다.

(a) LC1에 대한 반응

(b) LC2에 대한 반응

그림 15. 미단선시 각 활하중에 대한 하중-변위곡선(중앙지간 거더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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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중 경우 LC1에 대해서는 먼저 주탑과 교차하는 구간

의 거더에서 최초 소성힌지가 발생한 후, 외력이 증가함에 따

라 이 점을 중심으로 소성구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 후 측경

간 및 중앙경간을 지지하는 케이블이 항복하며 구조물은 극

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a) LC1에 대한 변형형상

-극한하중계수 : 8.67(하중 감소구간)

(b) LC2에 대한 변형형상

-극한하중계수 : 2.68(하중 감소구간)

그림 16. 미단선 모델의 극한 상태 시 변형형상

(점선 : 소성화구간, 변형형상계수 : 3.0)

LC2에 대해서는 먼저 양 주탑의 중앙지간 중앙부를 향하

는 수평 변형에 의해 양 측경간 거더에 상향의 변형이 발생

하고, 이 휨변형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케이블 장력에 따른

압축력에 의해 보-기둥 효과가 증폭되게 된다. 과도한 부모멘

트 및 압축력에 의해 C3, C4, C21, C22 케이블로 지지된

구간에서 최초의 소성힌지가 발생한 후 구조물은 극한 상태

에 이르게 된다. LC1 및 LC2에 대해 결과적으로 재료의 소

성화가 극한 거동에 대한 가장 큰 영향 인자로 나타났다.

3.2.2 단선 모델의 극한거동

본 절에서는 하나의 케이블이 단선되었을 때 각 활하중에

대한 극한거동 및 극한 하중계수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17은 왼쪽 측경간의 최외측 케이블인 C1 케이블이 단

선되었을 때 각 활하중 경우에 대한 하중-변위곡선(중앙거더

중앙부)을 나타낸다.

LC2에 대한 반응보다 LC1에 대한 반응이 미단선 모델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데, 거더 주요 단면 및 케이

블의 소성화에 따라 극한상태에 도달한 후 비교적 점진적으

로 하중이 저하되는 데 반해, C1 케이블 단선 후 LC1에 대

한 반응에서는 첫 번째 소성힌지 발생 후 급격한 하중 저하

를 보였다. 각 활하중에 대한 극한하중계수는 4.60, 2.03으

로 이는 미단선 모델에 비해 각각 50.3%, 27.8% 저하된

값이다.

(a) LC1에 대한 반응

(b) LC2에 대한 반응

그림 17. C1 케이블 단선시 각 활하중에 대한 하중-변위곡선

(중앙지간 거더 중앙부)

그림 18은 C1 케이블 단선 후 각 활하중에 대한 극한 상

태 변형 형상이다. 먼저, LC2에 대해서는 미단선 모델과 큰

차이 없이 변형형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LC1에 대해서는 미

단선 모델과 확연히 다른 변형형상을 보였는데, 본 해석 결과

에서는 거더의 수평 방향 변형 및 주탑의 휨변형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a) LC1에 대한 변형형상

-극한하중계수 : 4.39(하중 감소구간)

(b) LC2에 대한 변형형상

-극한하중계수 : 1.87(하중 감소구간)

그림 18. 단선 모델의 극한 상태 시 변형형상
(점선 : 소성화구간, 변형형상계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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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간에 균등하게 작용하는 수직하중인 LC1에 대해서

위와 같은 수평방향 변형이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케이블

의 단선이 만들어낸 구조물의 비대칭화 및 케이블 장력의 수

평성분의 힘의 합력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거동

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력이 작용함

에 따라 이 외력에 저항하기 위해 필요한 케이블 장력이 증

가하게 되는데, 주경간 및 측경간의 길이 차이에 의해 중앙경

간을 지지하는 케이블 장력의 수직 성분이 더 크게 발휘되고

이에 따라 장력 역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양 주탑은 중앙

지간의 중앙부를 향하는 수평 변형 및 휨변형이 1차적으로

야기되고, 이러한 수평력은 구조물이 대칭 형태를 갖게 되면

서로 상쇄되어 거더 역시 수평 방향의 변형은 유발되지 않는

다. 그런데, 케이블이 단선됨에 따라 외력에 저항하기 위해

요구되는 케이블 장력의 수직성분의 합은 동일하나 이 수직

성분의 발휘를 위해 케이블에 나타나는 장력의 분포는 달라

지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 주탑에 작용하는 수평력

은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양 주탑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거더의 수평 방향 변위를 만들게 되고, 외

력이 증가함에 따라 양 주탑은 케이블의 장력에 의한 압축력

과 수평 변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보-기둥효과)가 나타나고,

거더 역시 케이블 장력에 의한 압축력 및 휨변형간의 상호작

용, 그리고 수평 방향 변형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림 18(a)와

같은 변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하학적 비선형성

이 단선 모델에서는 극한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인자로 발휘된

다. 실제 해석 결과에서 보듯이, 단선 모델에서의 최초의 소

성힌지의 발생 위치나 발생 시 하중 계수는 미단선 모델과

거의 동일하나, 주탑과 거더의 증폭된 보-기둥효과 및 구조물

전체의 수평 방향 변형에 의해 급격히 하중계수가 저하되는

구조 불안정특성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단 하나의 케이블 단

선이 구조물의 극한 거동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a) 왼쪽 주탑 최상단 (b) 오른쪽 주탑 최상단

(c) 거더의 왼쯕 최측단

그림 19. C1 단선 후 LC1에 대한 수평 변위에 대한 하중-변위곡선

LC2에 대해서는 미단선 모델과 비슷한 극한 거동을 보였

다. 그러나, 극한 하중계수는 약 27.8% 저하되는 보습을 보

였는데, 이는, LC2에 대한 극한 거동 자체가 양 측경간의

측단에 가까운 케이블로 지지된 구간에서의 과도한 부모멘트

에 의한 거더의 소성화였는데, C1 케이블 단선시 이 구간에

서 큰 상향으로의 휨변형 및 부모멘트를 야기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케이블 단선 시 극한하중계수 변화

그림 20은 각 케이블 단선 시 나타나는 극한 하중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LC1에 대해서는 대부

분의 케이블 단선 후 비슷한 범위의 극한하중계수 저하를 보

인 가운데, 측경간 최측단의 케이블인 C1 및 중앙지간 중앙

부를 지지하는 케이블인 C21, C22의 단선이 비교적 큰 극

한 하중계수 감소를 보였고, LC2에 대해서는 단선 시 측경

간의 큰 상향 휨변형 및 부모멘트 증가를 유발하는 C1 케이

블 단선 시 큰 극한 하중계수 감소를 보였다. LC1에 대해서

는 모든 케이블 단선 조건에 대해 큰 극한 하중계수 감소

(47.2~53.9%)를 보였는데, 이는 각 케이블의 단선은 구조

물 전체에서 볼 때 케이블 단선으로 인한 수평 방향력의 점

진적인 증가가 기하학적 구조 불안정화를 촉진함에 따라 극

한 모드가 변화한 것에 의한 것이다. 반면, LC2에 대한 반

응에서는 측경간의 최측단 케이블의 단선을 제외하고는 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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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더에서 큰 부모멘트 증가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큰

극한 하중계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케이블 단선 시 활하중에 대한 극한 거동 및

극한 하중계수의 변화를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작

용하는 하중의 형태에 따라 극한 모드가 변화할 수 있고, 극

한 모드가 변화한 경우 매우 큰 내하력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본 해석 연구에서 나타났다.

4. 결 론

이 연구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사장

교의 케이블 단선 후 정역학적 거동 변화 해석 기법을 제시

하고, 예제 해석을 통해 각 케이블 단선 시 나타나는 구조 거

동 변화 및 극한 거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

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 단선 후 정역학적 구조상태 변화

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초기형상해석 후 사하중

에 대한 평형 상태를만족한 구조모델에서 단선 케이블

요소를 제거한 후 계산되는외력벡터와내력벡터간의

차를불평균힘의 벡터로 정의하고, 이를 소거하기 위한

반복해석을 수행하는 해석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이용하

였다.

(2) 케이블 단선 후 구조물의 정역학적 거동 변화를 합리적

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해석연구에서는 총 세 단계로 이

루어진해석 절차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다음과같다.

Step 1. 초기형상해석

Step 2. 케이블 단선 해석

Step 3. 외력에 대한 극한 해석

(3) 각 케이블 단선 후 나타나는 구조 상태 변화를 해석적으

로 분석하였다. 케이블의 수평 각도가 작아서큰 케이블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케이블의 단선은 전체 구조물의

변형을 초래하는데, 이는 주탑의 수평 방향 변형에서부

터 출발한다. 단선해석 결과, 측경간의 최측단 케이블

및 중앙지간 중앙부를 지지하는 케이블의 단선은 1차적

으로 주탑의 수평방향 변형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거더

의 상향 들림 및 하향 처짐이 유발되어, 이에 따른 부/

정모멘트의 상승을 야기하였다.

(4) 내측 케이블의 단선은 케이블 단선에 따른 지지시스템

상실로 국부적인 거더의 처짐이 유발되었고, 전체 구조

물의 내력 변화는 미미하였다.

(5) 작용하는 활하중의 형태에 따라 극한 거동의 변화가 확

연히 나타났는데, 전지간에 걸쳐 작용하는 활하중 형태

에 대해서는 주요 부재들의 소성화에 의해 나타나는 극

한 거동에서 주요 부재의 보-기둥효과 및 전체 구조물에

서 나타나는 수평 방향 변형(대변위효과)에 의한 구조

불안정화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극한 모드의 변화에 의

해 극한 하중 계수도 급격히 저하되었는데, 각 케이블

단선 경우에 대해약 47.2~53.9%의 극한 하중계수감

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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