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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에서는 개구제형 트윈 거더 교량의 곡률에 따른 상부수평브레이싱 부재력 산정식의 적절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3경간 연속교를 대상으로 곡률반경을 50m에서 1,200m로 변화시켜 상부수평브레이싱의 부재력 산정식과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부

재력을 비교하였다. 그리하여 상부수평브레이싱의 공칭부재력을 계산할 수 있는 보정계수를 제안하였다. 특히 상부수평브레이싱 수직재 부재력

산정식은 3차원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로보의 유무에 따른 교축직각방향 강성의 영향이라 판단된

다. 그리고 사재와 수직재의 휨, 비틀림, 뒤틀림 및 수평분력의 영향을 곡률별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ABSTRACT： A parametric study for varying the radii of curvature is performed with a curved tub girder bridge having

three continuous spans. The bracing forces of top lateral bracings from the results of numerical equations are compared to

those of 3-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es. New modifying factors applicable in computing the nominal member forces

of top lateral bracings were suggested. The numerical equations were derived based on one girder system, and it is shown

that the numerical equations exhibit some errors compared with 3D FEA results.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lies on the number of girders. The twin girder system has an external cross-beam between inner and outer girder. It also

has larger lateral stiffness than the single girder system. Finally, the distributions by the torsion, bending, distortion,

and lateral loading of the top lateral bracing forces were presented in this paper.

핵 심 용 어 : 곡선 개구제형 거더, 상부수평브레이싱, 브레이싱 부재력식, 2차원 격자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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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곡선 교량은 직선 교량에 비해 거더 단면의 비틀림강성 증

대가 요구되며 이에 비틀림강성이 우수한 폐합 단면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상자형 단면이 주로 적용

되어 왔다. 곡선 교량은 고속도로 및 교량의 접속을 위한 인

터체인지 구간이나 산간지역이나 도심지와 같이 공간상의 제

약을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데, 국내 대부분의 곡선 교량 형식

은 강상자 거더에 콘크리트 슬래브가 합성된 강합성 상자형

거더이다. 하지만 상자형 거더가 콘크리트 슬래브와 합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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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거더의 상부플랜지가 구조적 거동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제작비의 낭비를 유발한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6)

이에 고안된 것이 ‘개구제형 거더’ 이며, ‘U형 강박스거더’

라는 명칭으로도 일컬어진다. 개구제형 거더는 상부가 열려있

는 제형단면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단면은 폐합단

면에 비해 비틀림강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판

이 타설되기 이전의 시공단계에서 비틀림모멘트에 의한 단면

의 비틀림 및 뒤틀림변형에 취약하고(Topkaya 등, 2004),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사하중에 의하여 상부플랜지가 벌어지

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상부에 슬래브가 타설될 때 까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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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단면의 형상을 유지하고, 단면의 비틀림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단면의 상부에 평면트러스의 형태로 브레이싱들이 가

설된다. 이를 ‘상부플랜지 수평브레이싱’ 또는 ‘상부수평브레이

싱’ 이라고 한다. 상부수평브레이싱은 교축방향과 수직으로 가

설된 ‘수직재’와 대각선 방향으로 가설된 ‘사재’로 분류된다.

그림 1에 개구제형의 부재별 용어들을 나타내었다.

개구제형 거더의 단면에는 국내에서 주로 적용되는 충복식

다이아프램 대신 크로스프레임 형태가 중간다이아프램으로

배치되고 있으며(Bradberry 등, 2005), 상자형 거더의 플

랜지 대신 상부수평브레이싱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교량에

비해 적은 양의 강재가 소요되어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운용 등(2003)에 의하면, 개구제형

거더가 강상자형 거더에 비해 20%정도의 공사비 및 22%이

상의 강재량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용접량과 도장면적의 경

우에는 기존에 비해 각각 51%, 42%가 감소된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

상부플랜지 수평브레이싱

중간다이아프램
사재

수직재

지점부수직브레이싱

중간수직브레이싱

지점부다이아프램
상부플랜지

그림 1. 개구제형 부재별 용어 (한국도로공사, 2002)

개구제형 거더는 상부 슬래브 합성 이후에는 구조적 거동이

기존의 강합성 거더과 동일하기 때문에, 슬래브 합성전 상태

의 상부수평브레이싱의 안전성 검토가 중요한 구조이다. 때문

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상부수평브레이싱의 부재력 산정식

이 개발되어 왔다.

먼저 Kollbrunner 등(1969)의 연구에서는 EPM(Equivalent

Plate Method) 이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개구된 면의

브레이싱의 배치간격과 배치형상, 브레이싱의 단면적 등을 이

용하여 계에 저장된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한 후 이를 통해

브레이싱이 설치된 부분을 임의의 균일 두께를 갖는 가상의

플레이트로 치환하는 방법이다. 즉, 단면을 준폐합 단면으로

고려함으로써 단면의 비틀림 상수 산정이 가능하고, 거더의

비틀림모멘트 분포를 계산할 수 있으며, 단면의 전단 흐름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틀림에 의한 상부수평브레이싱 사

재의 부재력이 계산되어 지며, Fan and Helwig(1999)에

의해 그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Fan 등(1999)의 연구에서는 개구제형 거더의 휨모멘트

및 경사진 복부판 상단의 수직하중에 의해 횡방향 수평분력

이 작용하는 경우의 사재 및 수직재의 부재력 산정식을 제안

하였다. 다만, 거더 비틀림에 의해서 사재에만 축력이 발생하

지만 수직재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Fan

등(2002)에서는 곡선 교량에서 무시할 수 없는 뒤틀림 특성

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크로스프레임 형태로 가설된 중

간다이아프램의 부재력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Fan 등(1999, 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Kim and

Yoo(2006a)의 연구에서는 기존 부재력 산정식들이 수정되

거나, 새롭게 제안되었다. 우선 거더의 비틀림에 의해서도 수

직재에 축력이 발생함을 보였으며, 횡방향 수평분력에 의한

부재력 산정식이 상부플랜지와 상부수평브레이싱의 상호작용

을 고려한 형태로 수정되었다. 또한 뒤틀림에 의한 사재 및

수직재의 부재력 산정식까지 제시되었다.

상기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상부수평브레이싱의 부재력 산

정식은 크게 비틀림에 의한 축력, 휨에 의한 축력, 횡방향 수

평분력으로 인한 축력, 그리고 뒤틀림에 의한 축력 등 총 4

가지 성분으로 나뉘어지며, 2장의 표 1에 식 (1)~(8)에 나

타내었다. 하지만 이들 산정식은 기본적으로 단일 거더의 거

동을 기반으로 유도되었기에, 가로보가 설치된 멀티 거더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구제형 거더를 설계하고자 할 때, 일일이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여 상부수평브레이싱의 부재력을 산정하는 것

은 번거롭고 비능률적인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의 부재력 산정식과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

교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 연구에서 고

려하지 못했던 멀티 거더의 부재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

고 곡선 교량으로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거더 곡률 변화

에 따른 상부수평브레이싱 부재력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들을

비틀림, 휨, 횡방향, 뒤틀림 등 4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나

타내어, 곡선 교량으로의 적용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개구제형 강거더 설계지침 (한국도로공사,

2002)'에서 상부수평브레이싱의 부재력 산정식이 제시되었

고 심낙훈 외(2004a, 2004b, 2006)에 의해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직선 개구제형 거더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Topkaya 등.2004)에서 곡선 개구제형의 시공

중 거동이 연구되었으나 거더 곡률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

으며, Kim 등(2006b, 2006c, 2009)에 의해 시공중 가로

보의 영향, 중간다이아프램과 상부수평브레이싱의 상호작용,

X프레임 형태의 중간다이아프램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김경식(2011)에 의해서 뒤틀림 거동에 의한 중간다이아프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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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곡선 개구제형 멀티 거더의 곡률 변화에 따른 상부수평

브레이싱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상부수평브레이싱 부재력 산정식 및 검증

표 1의 식(1)~(8)에 상부수평브레이싱 사재와 수직재의

각 성분별 부재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아래첨자 tor,

bend, lat, dist는 각각 비틀림, 휨, 횡방향 수평분력, 뒤틀

림에 의한 축력을 의미하며, D 와 S는 각각 사재 및 수직재

를 의미한다. 1장에서 언급한대로 식(1)은 Kollbrunner 등

(1969)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며 식(3)~(4)는 Fan 등

(1999), 식(2) 및 (5)~(8)은 Kim 등(2006)의 연구에 의

해 제안된 식이다. 이들 계산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상부수

평브레이싱 사재의 축력은 ′′와 같이

식(1), (3), (5), (7)의 합으로 표현되며, 수직재의 축력, S는

′′ , 즉, 식(2), (4), (6), (8)의 합으로 계

산되어 진다.

표 1. 상부수평브레이싱 부재력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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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식(3)과 (7)에 각각 적용된 K1 및 KH는 식(9)

및 (10) 으로 계산되어지며, 식(1)~(10)에 표현된 기호들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 거더 하부플랜지 폭

Ad : 사재의 단면적

As : 수직재의 단면적

b : 상부플랜지 중심간 거리

bf : 상부플랜지의 폭

d : 사재의 길이

DH : 두 인접한 사재의 축력의 벡터합

e : 편심거리

fxTOP : 상부플랜지 중심에서의 종방향 응력

If : 수직중립축에대한한개의상부플랜지의단면2차모멘트

M : 거더에 작용하는 종방향 휨모멘트

q : 전단흐름 

 비틀림모멘트  준폐합단면적

R : 거더의 곡률반경

s : 수직재 간의 간격

tf : 상부플랜지의 두께

w : 연직하중

wlat : 웹의 기울기로 인한 연직하중의 수평분력

 : 상부플랜지와 사재의 예각(radian)

표 1의 부재력 산정식들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일

곡선 거더에 대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부재력

들과 산정식들을 통해 계산된 부재력들을 비교해 보았다. 부

재력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 1에 표현된 것처럼 거더의

기하학적 물성치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추가적으로

거더에 발생하는 종방향 휨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트의 값들

이 식에 대입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더의 휨 모멘트

와 비틀림 모멘트 값을 보요소를 사용한 2차원 격자해석을

통해 산정하여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1장에서 언급된 EPM

방법(Kollbrunner 등, 1969)을 통해 보요소의 비틀림 상수

를 산정하여 물성치를 입력하였다. EPM을 통한 가상의 플

레이트 두께는 식(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 r=
E
G

sb
d 3/A d+2s 3/3A f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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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가상 플레이트의 두께

 : 강재의 탄성계수

 : 강재의 전단탄성계수

 : 상부플랜지의 단면적

부재력 산정식을 검증하기 위한 대상 교량은 3경간 교량으

로써 Kim 등(2006)의 그림 17과 동일한 교량을 선택하였

다(그림 2). 대상 교량의 상부수평브레이싱 중에서 좌측경간

에 위치한 수직재와 사재의 부재력을 그림 3과 4에 나타내었

으며, 여기서 그래프의 가로축은 교량 지점부로 부터 부재가

놓인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과

비교한 결과 1% 내외의 미세한 오차만이 발생하였기에 단일

곡선 거더의 경우에는 표 1에 제시된 부재력 산정식을 적용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2차원 및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방법은 4장에 명시하였다.

그림 2. 부재력 검증 대상 교량 및 제원 (Kim and Yoo, 2006)

그림 3. 부재력 산정식 검증 - 사재

그림 4. 부재력 산정식 검증 - 수직재

3. 곡률별 거동평가를 위한 구조물 상세

3.1 거더, 가로보 및 다이아프램

본 연구는 35m+45m+35m의 지간장을 갖는 3경간 개구

제형 트윈 거더 교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원은 표 2에 나

타내었다. 거더의 곡률반경은 직선 거더에 가까운 1200m부터

50m까지 총 6단계를 고려하였는데, 표 3에 지간장-곡률반경

의 비(L/R)와 곡률중심각(Subtended angle)을 표시하였으

며, 이 때 L/R의 L은 3개의 경간 중에서 가장 긴 지간을 갖

는 45m로 계산하였고, 곡률중심각은 곡률의 중심에서 곡선의

양 끝단을 직선으로 이은 두 변이 이루는 각을 일컫는다.

그리고 지점부에는 I형 플레이트 거더 형식의 가로보를 적

용하였고, 지간부에는 트러스 형식 가로보를 적용하였다. 지

점부 가로보 4개, 지간부 가로부를 35m 측경간에 2개씩,

45m 중앙경간에 3개를 배치하여 총 11개의 가로보가 설치

되었으며 설치된 위치는 이후 설명될 다이아프램이 설치된

곳과 동일하다. 대상 교량의 가로보가 설치된 지점부 및 지간

부 단면형상은 그림 5와 같다.

(a) 지점부

(b) 지간부

그림 5. 대상교량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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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점부에는 충복식 다이아프램, 중간다이아프램으로는

K형 크로스프레임이 반영되었다. 크로스프레임의 배치간격은

인접하는 두 크로스프레임 사이에 4개의 패널이 배치되도록

설정하였는데, 이는 Kim 등(2006c)의 연구에서 사재가 와

렌트러스 형식으로 배치되는 경우 크로스프레임이 짝수 간격

패널로 배치될 때, Kim 등(2006a)에서 제시된 상부수평브

레이싱 축력식과 잘 부합된다는 연구결과에 근간을 둔 것이

다. 여기서 패널이란 이웃하는 두 수직재 사이의 공간을 지칭

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고려된 교량의 경우 총 46개의 패

널을 갖는다(그림 6).

표 2. 거더 및 상부수평브레이싱의 제원

거더

상부플랜지 중심간 간격

(교축직각방향)
2.2m

상부플랜지 폭 / 두께 0.4m / 0.014m

하부플랜지 폭 / 두께 1.5m / 0.020m

거더 높이 1.6m

복부판 두께 0.012m

상부수평

브레이싱

사재의 단면적 0.0019m2

사재의 길이 3.3302m

수직재 단면적 0.0019m
2

수직재 길이 2.2m

수직재 배치간격

(교축방향)
2.5m

공통 강재 탄성계수/포아송비 205GPa / 0.3

표 3. 곡률반경에 따른 L/R 및 곡률중심각

지간장(L) 곡률반경(R) L/R 곡률중심각

45m

50m 0.90 51.6〫〫〫

100m 0.45 25.8〫

150m 0.30 17.2〫

300m 0.15 8.6〫

600m 0.08 4.3〫

1,200m 0.04 2.1〫

3.2 상부수평브레이싱

상부수평브레이싱 수직재와 사재는 모두 ㄱ형강 100×100×10

부재로 선택하였으며, 제원은 표 2와 같다. 교축방향으로 수

직재는 2.5m의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수직재와 수직재 사

이에는 사재를 와렌트러스 형식으로 배치하였다.

그림 6과 같이 사재는 D1부터 D46까지 총 46개 부재가

사용되었으며, 수직재는 지점부를 제외한 총 43개(S1~S43)

부재가 사용되었다.

그림 6. 수직재 및 사재 배치도 및 번호

4. 유한요소해석

4.1 하중 및 경계조건

1장에서 개구제형 거더는 슬래브가 타설된 후에는 일반 강

합성거더와 동일한 거동양상을 보이므로 시공중 가설하중의

검토가 중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다. 이에 상부슬래브 콘크리

트의 중량을 각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재하시켰다. 콘크리트

및 강재의 자중을 고려할 때, 해석모델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29.913kN/m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교량의 받침부는 그림 7과 같이 거더 접선방향으로는

롤러-힌지-롤러-롤러 조건, 거더 곡률중심 방향으로는 단순보

조건으로 모사하였다. 또한 거더의 연직방향으로는 8개 받침부

모두 구속시켰으며, 회전변위는 8개 모두 구속시키지 않았다.

그림 7. 지점 위치 및 반력 방향

4.2 모델링 방법

범용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 ABAQUS를 이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2장에서 언급한 대로, 2차원 격자해석과 3차

원 유한요소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우선 2차원 격자해석의 경우 거더와 가로보를 2절점 보요

소(B31)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거더의 비틀림상수는

1, 2장에서 언급된 EPM 방법(Kollbrunner 등, 1969)을

통해 산정하였다. 또한 지간부 가로보(그림 5(b))는 크로스

프레임 부재들을 등가 단면적 및 휨강성으로 환산하여 반영

하였다. 곡률반경 100m에 대한 2차원 격자해석 모델링 형상

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2차원 격자해석 모델링 형상 (R=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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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할 때는 상․하부 플랜지, 복부

판, 지점부 다이아프램 및 지점부 가로보는 4절점 쉘요소

(S4R), 상부수평브레이싱 수직재, 중간다이아프램 및 지간부

가로보는 2절점 보요소(B31), 그리고 사재는 2절점 트러스

요소(T3D2)를 적용하였다. 3차원 해석의 곡률별 전체 모델

링 형상은 그림 9와 같다. 또한 확대된 상세 모델링 형상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a) R=50m (b) R=100m

(c) R=150m (d) R=300m

(e) R=600m (f) R=1200m

그림 9.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형상 (전체)

(a) 교대측 지점부 (b) 내부 지점부

(c) K형 크로스프레임

(중간다이아프램)

(d) 지간부 가로보

그림 10. 3차원 유한요소해석 상세 모델링 형상 (R=100m)

5. 상부수평브레이싱 부재력 비교

본 장에서는 식(1)~(8)을 통해 계산된 상부수평브레이싱

의 부재력과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고찰하였다.

식(1)~(8)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2차원 격자해석을 통

해 거더의 휨모멘트 및 비틀림모멘트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

들 산정값들을 곡률 변화에 따라 각각 그림 11(a), (b)에 나

타내었으며, 내측거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휨과 비틀림이

발생하는 외측거더의 값을 도식화 하였다.

그림 11(a)의 거더 휨모멘트 분포를 살펴보면 휨모멘트는

곡률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지만, 그

림 11(b)의 비틀림모멘트는 곡률이 심해질수록 그 크기도 커

짐을 알 수 있다. 곡률반경 1,200m를 기준으로 곡률반경

50m에서는 휨모멘트는 최대 67%, 비틀림모멘트는 최대

3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 휨모멘트

(b) 비틀림모멘트

그림 11. 곡률에 따른 거더의 모멘트 분포

5.1 상부수평브레이싱 사재

상부수평브레이싱 사재의 부재력을 곡률별로 전구간에 걸쳐

비교하여 그림 12~17에 나타내었다. 본 그래프에서 점으로

표현된 ‘2D Grid + Equation’는 2차원 격자해석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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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을 통해 계산된 값이며,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3D FEM’으로 표기하여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2. 전경간 사재 부재력 비교 - R=1200m (=2.1)

그림 13. 전경간 사재 부재력 비교 - R=600m (=4.3)

그림 14. 전경간 사재 부재력 비교 - R=300m (=8.6)

그림 15. 전경간 사재 부재력 비교 - R=150m (=17.2)

그림 16. 전경간 사재 부재력 비교 - R=100m (=25.8)

그림 17. 전경간 사재 부재력 비교 - R=50m (=51.6)

부재력 산정식과 3차원 유한요소해석결과를 비교해보면, 곡

률중심각이 10도 이하인 곡률반경 1,200m, 600m, 300m

에서는 서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다가(그림12~14) 그 이

상 구간에서는 조금씩 어긋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5~17). 특히 지점부와 경간의 중심부근에서 그 차이가 두

드러지는데, 이는 두 개의 박스를 연결하는 가로보의 영향으

로 인해 발생한 오차라고 판단된다.

개구제형 거더와 같이 경사진 복부판을 갖는 경우, 상부플랜

지 연직 하중에 의해 복부판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상

부수평브레이싱도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수평방향 분

력을 통해 유도된 식 (5)~(6)은 상부수평브레이싱의 횡변위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부재력 산정식으로 유도된 식들이다. 하지

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단일 거더 교량형식을 가정하여 유도된

식이며, 본 연구에서 고려한 트윈 거더 교량의 경우 내측거더

와 외측거더를 잇는 가로보로 인해 교축직각방향 강성이 단일

거더 교량과는 다를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그림 15~17에

서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모두 가로보가 설치된 곳이다.

그리고 곡률중심각 10도까지는 부모멘트 구간인 내부 지점

에서 가장 큰 사재의 부재력을 보인반면 10도보다 커지면서

부재력이 크게 발생하는 위치가 각 지간의 중앙부로 옮겨진다.

또한 부재력 분포 양상이 점차 그림 11(a)의 휨모멘트 분포도

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다가 곡률이 심해질수록 그림 11(b)의

비틀림모멘트 분포도와 유사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종민․한택희․최준호․최병호․강영종

182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2호(통권 117호) 2012년 4월

상부수평브레이싱 사재는 곡률중심각 10도 까지는 휨의 영향

을 지배적으로 받으며, 그 이후에는 비틀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해 좀더 엄

밀히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문 6장에서는 상부수평브레이싱에

기여하는 곡률에 따른 지배성분을 평가하여 나타내었다.

5.2 상부수평브레이싱 수직재

앞 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부수평브레이싱 수직재의 부재

력을 그림 18~23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가로보가

위치한 지점의 부재력 차이가 사재의 경우 보다 더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 절에서 설명했듯

이 가로보의 영향으로 인한 오차로 판단되는데, 가로보는 거

더의 교축직각방향 강성에 연관성이 있으며, 교축직각방향 강

성의 영향은 상부수평브레이싱 배치 형태를 보았을 때 수직

재가 사재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재의 최대 인장력이 발생하는 위치는 곡률이 작은 경우

각 지간의 중앙부에 형성되었지만, 곡률이 점차 커지면서 중

앙경간(Span 2)의 수직재 인장력은 감소하고, 측경간(Span

1,3)의 수직재 인장력은 최대발생 위치가 교대측으로 옮겨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곡률이 심해질수록 휨에 의한

영향에서 비틀림에 의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 절의 사재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6장에 수

직재 부재력 기여 성분들을 곡률별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8. 전경간 수직재 부재력 비교 - R=1,200m (=2.1)

그림 19. 전경간 수직재 부재력 비교 - R=600m (=4.3)

그림 20. 전경간 수직재 부재력 비교 - R=300m (=8.6)

그림 21. 전경간 수직재 부재력 비교 - R=150m (=17.2)

그림 22. 전경간 수직재 부재력 비교 - R=100m (=25.8)

그림 23. 전경간 수직재 부재력 비교 - R=50m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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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재와 수직재의 최대 부재력 비교

설계자의 입장에서 교량에 설치되어있는 상부수평브레이싱

사재와 수직재의 부재력을 위치별로 모두 계산하여 각각의

허용응력을 만족하는 브레이싱의 제원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도 있지만, 최대 부재력 값을 이용하여 제원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24~25는 사재에 발생하는 최대 압축력

및 인장력을 곡률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그림

26~27은 수직재 최대 압축력 및 인장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4. 곡률중심각에 따른 사재 최대 압축력 비교

그림 25. 곡률중심각에 따른 사재 최대 인장력 비교

그림 26. 곡률중심각에 따른 수직재 최대 압축력 비교

그림 27. 곡률중심각에 따른 수직재 최대 인장력 비교

표 3. 곡률중심각에 따른 사재의 최대 부재력 차이

곡률

중심각

사재 수직재

최대

압축력

최대

인장력

최대

압축력

최대

인장력

2.1〫 2% -28% 60% 67%

4.3〫 4% -23% 30% 88%

8.6〫 -6% -16% 59% 113%

17.2〫 -13% -29% 73% 89%

25.8〫 -15% -31% 73% 83%

51.6〫〫〫 -17% -26% 53% 58%

그림 24~27에 나타난 두 결과값의 차이(산정식에서 3차

원 결과를 뺀 값)를 3차원 해석결과 값에 대한 비율로 산정

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이를 살펴보면 사재의 최대압축력

은 곡률이 심해질수록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지

만 최대인장력은 곡률에 상관없이 -16%에서 -31% 정도로

일관된 오차가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대 인

장력과 압축력 모두 산정식을 통한 값이 3차원 값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불안전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수직재의 경우에는 산정식을 통한 값이 3차원

해석결과 값에 비해 크게 나타나 과다설계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최대 부재력값으로 상부수평브레이싱을 설계하고자

할 때 사재와 수직재 모두 적절한 보정계수 도입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이에 그림 24~27을 근간으로 표 5에 각 부재

의 곡률별 보정계수를 명시하였으며, 안전율이 고려되지 않았

기 때문에 사재와 수직재의 산정식으로 계산된 최대 부재력

에 표 5의 수치를 곱하게 되면 각 부재의 설계력이 아닌 공

칭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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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부수평브레이싱 공칭부재력 보정계수

곡률

중심각

사재 수직재

최대

압축력

최대

인장력

최대

압축력

최대

인장력

2.1〫 0.98 1.39 0.63 0.60

4.3〫 0.96 1.30 0.77 0.53

8.6〫 1.06 1.20 0.63 0.47

17.2〫 1.15 1.41 0.58 0.53

25.8〫 1.18 1.46 0.58 0.55

51.6〫〫〫 1.20 1.35 0.65 0.63

6. 곡률에따른상부수평브레이싱부재력성분분석

본 장에서는 5.1 및 5.2절에 언급한대로 곡률별로 상부수

평브레이싱 사재 및 수직재의 비틀림, 휨, 뒤틀림 그리고 횡

방향 수평분력에 의한 부재력 성분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사재는 내부지점부에 위치한 D13과 측경간에 위치한 D36

부재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수직재는 측경간 교대부의 S3과

중앙경간 중앙부의 S22 부재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재와 수

직재 번호에 따른 위치는 그림 6과 같다.

6.1 상부수평브레이싱 사재

그림 28. 곡률중심각에 따른 사재 D13의 부재력 성분별 크기

그림 29. 곡률중심각에 따른 사재 D36의 부재력 성분별 크기

그림 28, 29의 사재 D13, D36의 부재력을 성분별로 분

석해보면 곡률이 증가함에 따라 휨, 수평분력, 뒤틀림에 의한

부재력의 증가량은 미미하며, 비틀림에 의한 부재력 성분만이

뚜렷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의

D13의 경우에는 곡률중심각 10도 이내에서 휨에 의한 부재

력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다가 10도보다 커지면서 비틀림에

의한 부재력 성분이 지배적이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개구제형 단면은 개구단면이 아닌 준폐합단면(Quasi-Closed

Section)으로 거동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5.1

절에서 언급된 곡률중심각 10도까지는 부모멘트 구간인 내부

지점에서 가장 큰 사재의 부재력을 보이다가 곡률이 심해짐

에 따라 최대 부재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지간의 중심 부분으

로 옮겨지는 이유도 위의 두 그래프의 거동양상을 통해 충분

히 입증된다고 판단한다.

수평분력과 뒤틀림에 의한 부재력성분은 전체 부재력의 크

기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설계 편의상 비틀림과

휨에 의한 성분만을 고려하여 사재의 부재력을 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성분만 고려한 부재력값을 전체 부재력

값과 비교하여 그림 30~35에 나타내었다.

그림 30. 비틀림, 휨에 의한 사재 부재력 - R=1200m (=2.1)

그림 31. 비틀림, 휨에 의한 사재 부재력 - R=600m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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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틀림, 휨에 의한 사재 부재력 - R=300m (=8.6)

그림 33. 비틀림, 휨에 의한 사재 부재력 - R=150m (=17.2)

그림 34. 비틀림, 휨에 의한 사재 부재력 - R=100m (=25.8)

그림 35. 비틀림, 휨에 의한 사재 부재력 - R=50m (=51.6)

그림 30~34에서는 이 둘의 값이 거의 일치하지만 그림 35

의 곡률반경 50m일 때에는 지점부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되

는데 이는 뒤틀림에 의한 부재력 성분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림 35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재인 D4의 부재력 성분을 그림 36에 도식화한 결

과, 곡률이 증가할수록 뒤틀림의 의한 부재력 성분이 비틀림에

의한 성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곡률반경 50도에 가까운 심한 곡률 곡선 교량에서는

뒤틀림에 의한 성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림 36. 곡률중심각에 따른 사재 D4의 부재력 성분별 크기

6.2 상부수평브레이싱 수직재

그림 37과 38은 수직재 S3, S22의 부재력성분을 곡률에

따라 도식해본 것이다. 6.1절과 마찬가지로 곡률이 증가하면

서 비틀림에 의한 성분이 지배적이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재와는 달리 수평분력에 의한 성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평분력에 의한 부재력은 기울어진 웹으로 인

해 양쪽 상부플랜지가 서로 벌어지려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

는 것으로 대부분이 수직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림 28, 29, 36, 37, 38을 통해 수평분력에 의한

부재력 산정식은 다른 세 가지 성분과 달리 곡률에 의한 영

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곡률중심각에 따른 수직재 S3의 부재력 성분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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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곡률중심각에 따른 수직재 S22의 부재력 성분별 크기

그림 39~44에는 수직재의 전체 부재력과 비틀림, 휨, 횡

방향 수평분력을 고려한 부재력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5% 이내의 오차만을 보여 수직재의 부재력을 계산할

때 편의상 뒤틀림에 의한 성분을 무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 비틀림, 휨, 수평분력에의한수직재부재력 - R=1,200m(=2.1)

그림 40. 비틀림, 휨, 수평분력에의한수직재부재력 - R=600m(=4.3)

그림 41. 비틀림, 휨, 수평분력에의한수직재부재력 - R=300m(=8.6)

그림 42. 비틀림, 휨, 수평분력에의한수직재부재력 - R=150m(=17.2)

그림 43. 비틀림, 휨, 수평분력에의한수직재부재력 - R=100m(=25.8)

그림 44. 비틀림, 휨, 수평분력에의한수직재부재력 - R=50m(=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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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트윈 거더를 갖는 3경간 곡선 개구제형 교

량의 곡률별 상부수평브레이싱의 부재력을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들에 의해 제시된 상부수평브레이싱 부재력 산정식

과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트

윈 거더의 부재력 산정식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실

무 설계 반영을 위한 부재력 산정식 보정계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1) 상부수평브레이싱 사재와 수직재 부재력 산정식은 거더

곡률중심각 10도 이하에서는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으

나, 곡률중심각 10도 이상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거더에 기반한 산정식과 본 연

구에서 고려한 트윈 거더의 가로보 존재 유무에 따른 영

향이라 판단된다.

(2) 가로보가 설치된 지점의 수직재는 산정식의 양상이 3차

원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재에 비해

가로보의 강성의 영향에 대하여 더욱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거더 곡률별 상부수평브레이싱 최대 부재력 보정계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들을 이용해 상부수평브레이싱의 공칭

부재력을 계산할 수 있다.

(4) 사재의 부재력은 곡률이 심해질수록 휨에 의한 성분이

지배하다가 곡률중심각 10도를 기준으로 비틀림에 의한

성분이 지배적이 된다.

(5) 계산상 편의상 사재의 부재력은 비틀림과 휨에 의한 성

분만을 고려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지만, 곡률중심각

30도 이상에서는 뒤틀림에 의한 성분이 추가로 고려되

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6) 수직재의 부재력을 계산할 때에는 뒤틀림에 의한 성분을

무시하여도 전체 부재력에 비해 5% 이내의 오차만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평분력의 성분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수평분력에 의한 부재력은 나머지 비틀림, 휨, 뒤틀림에

의한 부재력과 달리 곡률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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