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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시스템 좌굴해석 및 2차 탄성해석을

이용한 사장교의 개선된 좌굴설계

An Improved Stability Design of Cable-Stayed Bridges using System
Buckling and Second-Order Ela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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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ctical stability design method of main members of cable-stayed bridges is proposed and discussed through a design exam-

ple. For this purpose, initial tensions of stay cables and axial forces of main members are firstly determined using initial shap-

ing analysis of bridges under dead loads. And then the effective buckling length using system elastic/inelastic buckling analysis

and bending moments considering P-δ-∆ effect by second-order elastic analysis are calculated for main girder and pylon mem-

bers subjected to both axial forces and moments, respectively. Particularly, three load combinations of dead and live loads, in

which maximum load effects due to live loads are obtained, are taken into account and effects of live loads on effective buck-

ling lengths are investigated.

Keywords : cable-stayed bridge, initial shaping analysis, second-order elastic analysis, stability design, system buckling anal-

ysis, effective buckling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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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시스템 탄성/비탄성 좌굴 고유치해석과 2차 탄성해석을 이용한 사장교 주요부재의 개선된 좌굴설계법을 제안하고, 사장교

설계예제를 통하여 활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주형 및 주탑의 유효좌굴길이를 산정하여 이것이 좌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초기형상해석법(김 등, 2003)을 이용하여 사장교의 초기치를 결정한다. 이때 케이블 장력을 포

함하는 사장교의 주형 및 주탑의 축력에 의한 좌굴해석을 통하여 유효좌굴길이를 산정한다. 그리고 활하중효과가 최대가 되

는 하중조합에 대하여 2차 탄성해석법으로 P-Delta 효과를 고려한 휨모멘트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설계예제를 통하여 현

행안정성 검토식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된 안정성 검토식(안)을 비교, 분석한다. 

핵심용어：사장교, 초기치해석, 2차 탄성해석, 좌굴설계, 시스템 좌굴해석, 유효좌굴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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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장교와 같은 케이블 지지교량의 주탑과 주형은 축방향력

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부재의 유효좌굴길이를

이용하여 좌굴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이러

한 보-기둥부재의 안정성을 검토하는데 도로교 설계기준(대

한민국, 2005)에 근거하여 아래의 식을 적용하고 있다. 

(1)

여기서, fc=축방향력에 의한 압축응력; fcaz=약축 방향의 허용

압축응력; fbcy, fbcz=강축 및 약축 둘레에 작용하는 휨모멘트

에 의한 휨압축응력; fbagy, fbao=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은

강축(y축) 둘레의 허용휨압축응력과 허용휨응력의 상한값;

fEy, fEz=강축 및 약축 둘레의 허용 오일러 좌굴응력이다. 이

때 응력 fcaz, fEy, fEz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효좌굴

길이가 요구되며, fbcy와 1/(1-fc/fEy), 1/(1-fc/fEz)는 각각 선형

해석법에 의한 휨응력과 P-Delta 효과를 고려하는 휨응력

증폭계수들을 나타낸다. 

유효좌굴길이는 구조시스템 전체가 소성 및 좌굴거동에 의

한 붕괴 시 개별부재 내에 또는 부재 축을 가상으로 연장하

여 휨모멘트가 영이 되는 유효한 부재길이를 의미하며, 구조

시스템이 개별 부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LRFD-AISC(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commentary(2001)에서는 라멘구조를 설계할 때, 강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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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부재의 유효좌굴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위 alignment

chart를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평면프레임의 유효좌굴길이

산정을 위한 차트는 기본가정을 가지고 있어 이 가정에 어

긋난 구조물의 경우에는 유효좌굴길이의 보정이 요구된다.

더욱이 사장교의 주형은 케이블에 의하여 탄성 지지되고 있

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alignment chart를 이용하여 유효

좌굴길이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김 등(2005a, 2005b)은 alignment chart법의 대안

으로 시스템 좌굴해석을 이용한 유효좌굴길이 산정법과 2차

탄성해석법(second-order elastic analysis)을 이용한 라멘구조

의 개선된 좌굴설계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정하중을 받는

사장교 주요부재의 유효좌굴길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효과

적인 유효좌굴길이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경 등, 2005). 그

러나 사장교 주요부재의 유효좌굴길이 산정 시 활하중의 영

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식 (1)에서 고려하고 있는 P-

Delta 효과는 편심하중, 경계조건 등의 영향으로 축압축력에

의한 휨응력의 증폭효과가 근사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정하중에 의한 사장교의 초기형상해석과 시공단계

해석 등의 경우에 기하학적 비선형해석, 활하중 해석 시는

2차 탄성해석이 통상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

어 볼 때 2차 탄성해석에 의하여 얻어진 휨응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 (1)의 수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축방향력 및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사장

교 주요부재의 유효좌굴길이를 효과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좌굴 고유치해석법과 2차 탄성해석법을 간략히 요약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여 활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사장교 주형, 주탑의 실용적인 좌굴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이

설계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동

시에 받는 사장교 예제를 제시하고 활하중이 유효좌굴길이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장교 주요부재의 유효좌굴길이는 “시스템 탄성/비탄성

좌굴해석으로 구한 두 개의 좌굴길이 중에서 작은 값”을 취

한다는 설계기준(안)을 새로이 제안한다.

2. 고정하중만을 고려한 경우와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 주형과 주탑의 유효좌굴길이 특성과 두 경우

결과 값의 변화를 조사한다.

3. 고정하중에 의한 휨모멘트는 초기치해석으로 구하고 활

하중에 의한 휨모멘트는 2차 탄성해석법과 축력에 의한 증

폭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각각 구하고 두 가지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fEy 산정 시 유효좌굴길이 적용의 문

제점을 지적한다.

4. 최종적으로 활하중을 고려한 경우에 식 (1)의 압축응력

성분과 휨응력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한다.

2. 초기치해석법을 이용한 사장교의 초기장력 및 축

방향력 결정

사장교 설계 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대상교량

의 고정하중에 의한 교량의 초기형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

기서, 초기형상의 결정이라 함은 완성된 구조계에서 고정하

중에 의해 케이블지지교량의 주형 및 주탑에 발생하는 휨모

멘트와 변위가 최소화되면서 고정하중과 평형을 이룰 수 있

는 케이블 장력과 무응력길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까지의 거론되어온 여러 초기형상 결정방법이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재력법(김과 장, 1999)과 TCUD 해석

법의 장점을 취하여 케이블 지지교량의 초기형상을 결정하

는 초기형상해석법(김 등, 2003)을 적용한다. 

3. 사장교 시스템의 탄성/비탄성 좌굴해석 및 2차

탄성해석법

초기치해석을 통하여 고정하중을 받는 사장교의 케이블장

력과 주요부재의 축방향력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사장교

의 시스템 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2)

여기서, Kg= 이고, Ke, Kg=각각 시스템의

탄성 및 기하강성행렬; λ=좌굴파라미터; kgi=i번째 부재의 기

하강성행렬; ∆Pi= 활하중에 의한 축방향력 변화; U=절점변

위벡터이다. Kg는 고정하중과 평형을 이루는 케이블 장력과

주형, 주탑의 축력을 사용하여 산정하므로, 고정하중에 좌굴

파라미터의 임계값 λcr을 곱한 하중이 전체 시스템의 좌굴을

일으키는 하중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활하중을 고려

하는 경우는 이를 고려한 축방향력에 근거하여 기하강성행렬

을 산정한다. 

식 (2)의 첫 번째 좌굴하중을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주

요부재의 유효좌굴길이를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탄성좌굴

해석법은 유효좌굴길이 산정 시 소성거동의 영향이 고려되

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기둥부재들은 중간주

또는 단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조전체가 선형탄성 거동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구조물의 붕괴 시 변형

형상은 좌굴모우드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이는 탄소성거

동이 유효좌굴길이 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시스템 좌굴고유치해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

여 개별부재에 대한 기둥의 기준 내하력곡선에서 접선탄성

계수 Et와 유효좌굴길이를 산출하는 비탄성 좌굴고유치 해석

법과 2차 탄성해석법을 간략히 제시한다. 

3.1 탄성좌굴 고유치해석에 기초한 유효좌굴길이 산정

먼저 사장교 정착부 구간 부재의 유효좌굴길이 개념을 생

각해 보자. 이를 위하여 고정하중 하의 2차원 사장교(그림

1)를 생각한다. 그림 1은 사장교 주형의 i번째 케이블 정착

부 구간의 좌굴모드와 이를 가상으로 연장시켜 변곡점이 나

올 때까지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목

하고 있는 케이블의 지지점간 길이가 Li이고, 초기 평형상태

에 이를 때의 케이블 지지점 사이에 주형의 축압축력은 각

각의 케이블 지지점 사이에서 일정하지만 그 크기는 각 구

간마다 다르다. 이때 케이블지지교량의 좌굴해석으로 얻어지

는 좌굴모드는 사인함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주목하고 있는

주형의 i번째 케이블 정착부 구간(실선)과 사인함수의 연장

선(점선)의 변곡점 사이의 거리가 유효좌굴길이가 됨을 알

KeU λKgU=

 k
gi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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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좌굴해석을 위하여 케이블교량을 유한요소로 모델링하고,

초기형상해석법에 근거한 기하학적 비선형해석을 통해 고정

하중에 대한 케이블 장력, 주형 및 주탑의 축방향력을 산정

한다. 이때의 탄성강성 행렬(Kc) 및 기하강성 행렬(Kg)을 이

용하여 식 (2)의 고유치 해석을 수행한다. 고유치 해석을 통

해 얻은 고유치 λcr를 부재에 작용하는 축력에 곱하여 식

(3)과 같이 i번째 부재의 좌굴하중(Pcr, i)을 얻는다. 

(3)

여기서 Pi는 고정하중에 대응하는 i번째 부재의 축방향력이다.

최종적으로 부재의 유효좌굴길이 Lc,i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4)

여기서 Ki는 i번째 부재의 유효좌굴계수이다. 활하중 효과를

고려한 좌굴해석의 경우는 Pi대신에 Pi+∆Pi를 적용한다.

3.2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기법을 이용한 유효좌굴길이 산정법

일반적으로 라멘구조의 기둥 부재는 대부분 중간주의 세장

비를 갖는다. 사장교 주요부재의 경우에도 중간주로 거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탄성 좌굴거동을 고려한 시스템좌

굴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Iwasaki(2001)과 경 등(2005)

의 문헌을 참조하여 사장교의 비탄성 좌굴해석법에 대한 구

체적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계 1: 케이블지지교량의 고정하중에 대한 초기형상 해석

을 통한 케이블 장력, 주형 및 주탑의 축방향력을 산정한다.

단계 2: 이때의 탄성강도행렬 Ke 및 기하강도 행렬 Kg을

이용하여 고유치 해석을 수행한다. 고유치해석에서 최소고유

치 λ=λcr을 구해 각 부재의 좌굴하중 Pcr,i=λcr(Pi+∆Pi), 좌

P
cr i, λ

cr
P

i
=

L
e i, K

i
L
i

E
i
I
i

P
cr i,

----------π= =

그림 1. 사장교 주요부재의 유효좌굴길이 개념도

그림 2. 비탄성 시스템 좌굴해석법을 이용한 유효좌굴길이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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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응력 fcr,i를 계산한다.

(5) 

단계 3: 각 부재의 유효좌굴길이 에

의해 산출하고 대응하는 극한강도 fu,i를 기둥의 도로교 설계

기준 내하력곡선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6a-c)

여기서, 이다.

단계 4: 전 단계의 를 이용해 에 의해

Et,i를 구한다. 이때 수렴조건 

수렴하지 않은 단계 2로 되돌아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계산

한다.

3.3 2차 탄성해석

고정하중에 대한 사장교의 초기치해석의 경우는 기하학적

비선형해석을 적용하기 때문에 P-Delta 효과를 정확히 고려

한 휨모멘트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활하중에 대한

응답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식 (1)의 휨모

멘트 증폭계수를 이용하거나 이 절에서 제시되는 2차 탄성

해석법을 적용한다. 활하중을 받는 사장교의 2차 탄성해석은

다음 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7) 

여기서 ∆U, ∆Flive=각각 절점증분변위, 등가 활하중벡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증폭계수 1/(1-fc/fEy)를 사용하는 경우에 fEy산

정 시 유효좌굴길이는 시스템좌굴해석의 결과를 사용하기 마

련이다. 그러나 이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좌굴

길이가 주형의 케이블 정착구간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 P-Delta 효과보다 과장되게 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그림 3의 사장교 주형의 i번째

케이블 정착부 구간에 대하여 P-Delta 효과를 생각한다. 이

구간의 실제길이는 Li이지만 유효좌굴길이는 KLi이고, 고정

하중에 의한 축방향력은 Pi로 나타낸다. 이때 Pi에 의한 휨

모멘트의 실제 증폭크기는 그림 3에서 분명히 Piδ이지만 식

(1)의 증폭계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i∆로 과대하게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활하중에 의한 사장교의 응답을 제시

하는 5.4절에서 구체적인 예제를 통하여 휨모멘트 결과 값을

비교, 검토한다. 

4. 사장교 주요부재의 개선된 좌굴안정성 검토법
 

초기형상해석법을 이용하여 케이블 장력과 주요부재의 부

재력(축방향력)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3절의 케이블교

량의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면 시스템 좌굴하중을 산정하고,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케이블교량 주요부재의 유효좌굴길이

산정법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다.

사장교과 같은 케이블 지지교량의 주형과 주탑은 축방향력

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보-기둥부재의

안정성 검토식을 나타내는 식 (1) 대신에 아래의 식 (8)을

적용하여 좌굴안정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8)

여기서 : 시스템 탄성 및 비탄성 좌굴해석을 수행하여

산정한 두 유효좌굴길이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하여 구한 허

용압축응력이다. , : 각각 강축(y축) 및 약축(z축) 둘

레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에 의한 휨압축응력(kgf/cm2)이며, 축

방향력에 대한 부가적인 휨모멘트의 증폭효과를 정확히 고려

할 수 있는 2차 탄성해석법(second-order elastic analysis)으

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축력만을 고려한 시스템 좌굴해석법을 적용하

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강성이 작거나 압축력이 크게 작용하

는 부재일수록 유효좌굴길이가 작아져서 허용압축응력은 증

가하고, 반면에 강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작은 압축력을 받는

부재는 좌굴길이가 커져서 허용응력이 감소하는 좌굴거동특

성을 보인다. 특히 탄성좌굴해석에 비하여 비탄성좌굴해석을

적용하면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편 LRFD-AISC(2001)에서는 소성축력(=Afy)의 1/3 이상

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기둥에 대해서는 비탄성효과를 고려

하여 소위 강도감소계수를 도입하여 강성을 저하시켜서 유

효좌굴길이를 산정하는 설계규정을 삽입하였다. 이는 결과적

으로 압축력이 크게 작용하는 기둥의 유효좌굴길이를 감소

시켜 허용압축응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원칙적

으로 시스템 탄성좌굴해석으로 유효좌굴길이를 구하지만 비

탄성좌굴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두 유효좌굴길이 중에 작

은 값을 사용하는 설계규정(안)을 제안하였다. 

5. 사장교 수치예제

본 장에서는 본론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적용하여 고정하중

과 활하중을 받는 사장교의 수치예제를 제시한다. 이때 하중

은 고정하중만 작용하는 경우와 고정하중과 3가지 활하중이

detKe Et i,( ) λKg Pi ∆Pi+( )+ 0=

Le i, KiLi

Et i, Ii
Pc r i,( )
--------------π= =

f
fu i,
fy

------- 1.0= =        λ 0.2≤

1.109 0.545λ–= 0.2 λ 1.0≤<

1.0 0.773 λ+( )⁄= λ 1.0>

λ λ
λ

0

-----
1

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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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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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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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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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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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장교 주형에 발생하는 휨모멘트 증폭효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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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작용하는 경우로 총 4가지 하중조합을 생각한다. 여기

서 활하중은 주형에 최대정모멘트가 발생하도록 DL하중을

재하한 경우(활하중1), 주형에 최대부모멘트가 발생하도록

DL하중을 재하한 경우(활하중2), 그리고 주탑에 최대휨모멘

트가 발생하도록 DL하중을 재하한 경우(활하중3)를 각각 고

려한다. 

먼저 1) 고정하중 만 작용하는 경우에 사장교 초기치해석을

수행하고 휨모멘트를 구한다. 이때 함께 얻어지는 케이블장력

과 축방향력을 사용하여 2)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

법을 수행하고 유효좌굴길이를 산정한다. 그리고 3) 활하중에

대한 포락선 및 3가지 활하중 재하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영

향선을 얻는다. 이제 4) 3가지 DL 하중에 대하여 선형탄성

해석 및 2차 탄성해석을 실시하고 활하중에 대한 축방향력과

휨모멘트를 계산한다. 5) 유효좌굴길이에 미치는 활하중의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대한 축방향력을

사용하여 시스템 좌굴해석을 행한다. 또한 6) 3가지 DL 하

중에 대하여 선형탄성해석에 의한 휨모멘트 값과 증폭계수를

곱한 값 그리고 2차 탄성해석에 의한 휨모멘트 결과를 제시

하고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7) 사장교 주형, 주탑의 주

요부재에 대하여 기존의 검토식과 개선된 좌굴안정성 검토

(안)식을 적용하고 종합적인 비교,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5.1 고정하중을 받는 사장교의 초기치해석

그림 4는 팬(fan)형식의 2차원 사장교 구조해석 모델이며,

주탑의 높이는 184 m이고 중앙지간과 양 측지간은 각각

560 m와 240 m로 이루어진 3경간 연속 사장교이다. 본 예제

에 사용된 사장교의 부재번호, 주형의 단면형상, 그리고 단면

상수 및 물성값은 각각 표 1, 그림 5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3과 그림 6은 각각 개선된 초기형상해석법(김문영 등,

2003)을 사용하여 산출된 사장교의 케이블 장력값과 모멘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에서 보이는 고정하중에 의한

주형의 휨모멘트는 P-Delta효과가 고려된 값이며, 측경간

단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형구간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차도하중(활하중)의 크기 및 재하방법 

여기서, L: 지간길이(m), 다만, 중앙길이가 200 m 이상인

교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지간길이를 취한다.

차도부분에는 교축방향으로 차로당 1대의 DB하중 또는 1

차로분의 DL하중 가운데 설계부재에 불리한 응력을 주는 것

을 재하한다. 다만 지간길이가 20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DL 하중의 등분포 차로하중을 지간길이에 따라 감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DL 하중의 감소방안은 표 4와 같다(IV. 케

이블 강교량 설계지침 작성 연구, 대한토목학회).

그림 7은 표 4의 차도하중재하원칙에 따라 활하중을 재하

하였을 때의 활하중에 의한 모멘트 포락선을 나타내며, 이를

그림 4. 2차원 사장교의 모델링

표 1. 사장교 구조해석 모델의 부재번호

케이블부재 측경간 중앙경간 주탑

부재번호
143-168;
 169-194

1-24; 79-102 25-78
103-122; 
123-142

그림 5. 사장교 주형의 단면형상

표 2. 2차원 사장교 모델의 단면상수 및 물성값

Member E(MPa) A(m2) I(m4) w(KN/m) 부가하중
(KN/m)

Cable 2.0×105 0.01 - 0.78 -

Deck 2.1×105 0.53 1.50 127.2 40

Tower 2.1×105 2.42 2.60 145.2 -

여기서 w는 단위길이당 고정하중의 크기를 나타낸다.

표 3. 2차원 사장교 모델의 초기장력 (KN)

Cable No. 개선된 초기형상
 해석법

Cable No. 개선된 초기형상
 해석법

143 7798.79 156 3438.14 

144 5610.64 157 3571.73 

145 7252.16 158 3774.43 

146 5842.35 159 4029.83 

147 5745.98 160 4323.63 

148 5320.87 161 4644.41 

149 4986.88 162 4983.48 

150 4643.56 163 5334.38 

151 4323.85 164 5692.41 

152 4029.77 165 6054.15 

153 3774.44 166 6417.09 

154 3571.73 167 6779.50 

155 3438.14 168 71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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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주형 및 주탑에 불리한 응력을 발생하도록 DL 하

중을 재하하였다. 즉, 주형의 경우에는 측경간 절점 5에서

최대 정모멘트와 최대 부모멘트, 주탑의 경우에는 주탑 하단

부 절점 104에서 최대모멘트가 각각 발생하여 이 3가지 경

우에 영향선을 구하고 DL 하중을 재하하여 응답을 구한다.

5.3 사장교 주요부재의 유효좌굴길이

본 절에서는 사장교 고정하중에 의한 유효좌굴길이와 이동

활하중이 추가로 작용하는 경우에 유효좌굴길이의 변화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a) 고정하중만 작용하는 경

우, (b) 고정하중 + 활하중1, (c) 고정하중 + 활하중2, (d) 고

정하중 + 활하중3의 총 4가지의 하중조합을 고려한다. 이러

한 4가지 하중조합에 대하여 그림 8은 고정하중만을 고려한

경우에 탄성 및 비탄성 좌굴고유치해석에 의한 유효좌굴길

이와 이중 작은 값을 유효좌굴길이를 선택한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활하중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

탄성 및 비탄성 좌굴고유치해석을 수행하고 그림 9과 10에

각각 주형 및 주탑의 유효좌굴길이 산정결과를 그래프 및

수치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고정하중 만의 결과를 따로 표시한 그림 8의 경우에 축압

축력이 큰 주탑 부근의 주형부재는 탄성좌굴해석의 결과가 비

탄성좌굴해석의 결과보다 큰 유효좌굴길이를 나타내며, 상대

표 4. 지간길이에 따른 DL 하중

지간길이(m) 적 용 하 중 비 고

L≤200
집중하중

Pm = 108 kN
Ps = 156 kN 도로교 설계기준

등분포 차로하중 W = 12.7 kN/m

L>200

집중하중
Pm = 108 kN
Ps = 156 kN

도로교설계기준의 등분포 차로하중에 지간길
이에 따른 감소계수 적용

등분포 차로하중 W =  kN/m12.7 0.57
300

500 L+
-----------------+⎝ ⎠

⎛ ⎞×

그림 6. 초기형상해석에 의한 사장교의 모멘트분포

그림 8. 고정하중에 대한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이용한 유효좌굴길이

그림 7. 활하중에 의한 주형 및 주탑의 휨모멘트 포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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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축압축력이 작은 교량 중앙지간의 중앙이나 교량의 진

입부 주형부재는 유효좌굴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압축력이 큰 주탑하부는 유효좌굴길이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축압축력이 작은 주탑상부의 부재는 비탄

성좌굴해석의 유효좌굴길이가 길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아울

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효좌굴길이는 두 좌굴길이 중에서

작은 값은 취하는 것이며 이것을 그림 8에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각각 활하중을 고려한 주형과 주탑의

유효좌굴길이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활하중 조합을 고

려한 경우(그림 9, 10)에도 그림 8의 전반적인 유효좌굴길이

의 변화 특성은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형

의 경우(그림 9)에 유효좌굴길이가 큰 중앙경간의 중앙부와

측경간의 양쪽 지점부에서 활하중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활하중에 의한 측

경간의 양쪽 지점부의 유효좌굴길이 변화는 해당부재의 좌

굴 안정성검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부재의 좌굴설계 시 활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유효좌굴길이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주탑의 유효좌굴길

이(그림 10)는 활하중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5.4 활하중에 대한 사장교의 2차 탄성해석

그림 11a-13a는 각각 주형부재 중에서 최대 정모멘트 및

부모멘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절점 5의 휨모멘트 영향선 그

리고 주탑의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주탑 하단부 절점

104의 휨모멘트 영향선을 나타내고, 아울러 최대 하중효과가

발생하는 DL 하중재하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11b-13b와

11c-13c는 3가지 DL 하중재하 방법에 따라 하중을 재하하

고 주형 및 주탑에 발생하는 1차(선형) 탄성해석 및 2차 탄

성해석에 의한 휨모멘트 분포 그리고 1차탄성해석에 증폭계

수를 곱한 휨모멘트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1차

탄성해석과 2차 탄성해석 결과의 차이는 매우 작은 반면에

1차 탄성해석결과에 증폭계수를 곱한 값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3.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1)에서 P-Delta

효과를 나타내는 증폭계수는 안전측의 결과를 주지만 케이

블에 의하여 탄성지지되는 사장교 주형, 주탑의 경우에 지나

치게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 2차 탄

성해석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5.5 활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사장교 주요부재의 안정성

평가

본 절에서는 5.3, 5.4절에서 제시한 유효좌굴길이와 활하중

에 의한 휨모멘트 결과를 토대로 3가지 활하중조합에 대하

여 현행 좌굴안정성 검토식과 개선된 좌굴안정성 검토(안)식

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고정하중에 의해 구한 유효좌굴

길이와 5.3절에서 구한 활하중1, 활하중2, 활하중3을 각각

그림 9.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이용한 주형의 유효좌굴길이

그림 10.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이용한 주탑의 유효좌굴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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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했을 경우의 유효좌굴길이를 적용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림 14a, b는 각각 고정하중과 고정하중+활하중1을 재하하

여 유효좌굴길이를 산정한 후, 이를 주형 및 주탑의 현행 및

개선된 좌굴안정성 검토식에 의해 검토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

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설계기준(2005)에 있는 현행

안정성 검토식의 경우, 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이용하여 구한

유효좌굴길이를 사용하였고, 개선된 좌굴안정성 검토(안)식은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이용하여 구한 유효좌굴

길이 중 작은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현행 안정성 검토식

에서는 고정하중을 이용한 유효좌굴길이와 고정하중+활하중

1식에서 그래프를 살펴보면, 현행 안정성 검토식보다 개선된

안정성 검토(안)이 안정측으로 나옴을 알 수 있다. 이는 크

게 두가지 측면으로 고려된다. 

첫째, 고정하중과 고정하중+활하중1을 재하할때의 시스템

좌굴 고유치해석에 의한 유효좌굴길이의 차이이다. 압축부의

경우, 측면부에서는 효좌굴길이의 선택중 탄성좌굴 고유치해

석 결과에 의해 발생한 유효좌굴길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현행 안정성 검토식과 개선된 안정성 검토(안)의 압축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탑부 최대 축압축력이 발생하

는 부분에서의 유효좌굴길이는 현행식의 경우 탄성좌굴 고

유치해석결과인 102.76 m를 사용하였고, 개선식의 경우 비탄

성좌굴 고유치해석 결과인 23.57 m사용함으로써, fcag의 값의

그림 11. 측경간 절점 5에 최대 정모멘트가 발생하는 DL 하중재하(활하중1) 및 활하중1에 의한 휨모멘트 분포

그림 12. 측경간 절점 5에 최대 부모멘트가 발생하는 DL 하중재하(활하중2) 및 활하중2에 의한 휨모멘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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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활하중1에 의해 발생하는 2차해석의 정확한 모멘트

의 계산이다. 휨부의 경우, 측면부에서는 모멘트가 집중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현행식에서 모멘트 증폭계수 1/(1-fc/fEy)가

과다값을 갖게 되므로 인해 휨부의 큰값을 유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주탑의 경우에는 고정하중과 고정하중+활하중1

에 의한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결과의 유효좌굴길

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탄성결과에 의한 고유치해석결과

가 더 작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행식에서의 모멘

트 증폭계수 1/(1-fc/fEy)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행식의 휨부분

이 과다한 값을 갖게 되고, 2차해석에 의해 구한 개선식의

경우가 좀더 안정측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주탑 하단부 절점 104에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DL 하중재하(활하중3) 및 활하중3에 의한 휨모멘트 분포

그림 14. 활하중1에 의한 주형 및 주탑의 안정성 평가

표 5. 활하중1에 의한 주형 및 주탑의 안정성 평가

구분
현행안정식 제안식

비고
압축 휨 ∑ 압축 휨 ∑

주형

측면부 최대
0.40

(0.36)
0.40

(0.38)
0.80

(0.74)
0.40

(0.35)
0.29

(0.29)
0.69

(0.65)
OK

주탑부 주위
(주형의 최대 압축부)

0.64

(0.63)
0.13

(0.13)
0.77

(0.76)
0.42

(0.42)
0.09

(0.09)
0.51

(0.51)
OK

주탑

주탑 하부
0.57

(0.57)
0.14

(0.14)
0.71

(0.71)
0.57

(0.57)
0.08

(0.08)
0.65

(0.65)
OK

주탑 상부
0.56

(0.56)
0.15

(0.15)
0.71

(0.71)
0.56

(0.55)
0.09

(0.09)
0.65

(0.6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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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 14a, b를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된 좌굴안정

성 검토(안)식의 경우가 현행 좌굴안정성 검토식의 결과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효좌굴길이를

결정할 때,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이용하여 구한

유효좌굴길이 중 작은 값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설

계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주형에 활하중2를 재하시켰을 경우, 앞서의 활하중1을 재

하시켰을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갖는다. 각각의 고정하중과

고정하중+활하중2를 추가하여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

석을 이용하여 유효좌굴길이를 구한 결과는 그림 9, 10에

나타나 있다. 시스템좌굴 좌굴고유치해석에 의한 유효좌굴결

과는 활하중2를 추가했을 경우에 측면부에서는 고정하중만

의 유효좌굴길이가 더 커짐을 보이나, 활하중2가 재하된 중

앙부에서는 유효좌굴길이가 대체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주형의 경우, 측면부에서는 압축에 의한 결과는 유효좌굴

길이가 같으므로, 현행식과 제안식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휨

부에서는 각각 0.51과 0.35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검토하는 요소에서에서 현행식의 모멘트 증폭계수의 과

다계산으로 인하여 2차탄성해석과 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주

탑부 주위의 경우 유효좌굴길이의 산정에서 탄성좌굴 고유

치해석의 결과가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결과보다 크므로 압

축에 대한 계산에서 각각 0.74와 0.49의 차이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휨부에서는 모멘트값이 작게 발생함

으로 인해 현행식의 경우 모멘트 증폭계수를 곱하더라도 계

산결과는 0.09와 0.06에 대한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주탑의 경우, 전체적으로 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의 결과가 비

탄성 좌굴 고유치해석의 결과보다 작은 유효좌굴길이가 산

정된다. 따라서, 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이용하여 구한 유효

좌굴길이를 전체적으로 사용했으며, 현행식의 경우에는 모멘

트 증폭계수를 사용하였고, 개선된 좌굴안정식의 경우는 2차

탄성해석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두방법 모두 탄성좌굴 고유

치해석에 의한 유효좌굴길이를 사용함으로 인해 압축부에서

는 별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휨부에서는 현행식의 모멘

트증폭계수의 사용과 개선식의 2차 탄성해석의 결과로 인해

각각 주탑하부에서는 0.20과 0.11, 그리고 주탑상부에서는

0.17과 0.09의 차이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하중3을 추가한 하중을 재하시켰을 경우, 앞

예제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통해 구한 각각의 유효좌굴길이가 고정하중만

을 재하시켰을 경우와 비교해서 측면부에서는 고정하중만을

작용시킨 경우가 약간 큰 유효좌굴길이를 나타내고, 실질적

으로 활하중3이 재하된 중앙부에서는 고정하중+활하중3을 작

용시킨 경우가 좀더 큰 유효좌굴길이를 나타낸다. 이는 측면

부의 경우에는 모멘트증폭계수와 2차탄성해석의 결과에 의

해 현행식과 제안식이 각각 0.45와 0.3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탑부 주위의 경우에는 유효좌굴길이의 차이에 의

해 각각 0.73과 0.49의 차이점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주탑의 경우에는 모두 탄성좌굴 고유치해석결과에 의해 발

생한 유효좌굴길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압축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휨부에서 모멘트증폭계수와 2차 탄

성해석의 결과가 각각 주탑하부에서는 0.20과 0.11, 주탑상

부에서는 0.18과 0.10으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5. 활하중2에 의한 주형 및 주탑의 안정성 평가

표 6. 활하중2에 의한 주형 및 주탑의 안정성 평가

구분
현행안정식 제안식

비고
압축 휨 Σ 압축 휨 Σ

주형

측면부 최대
0.55

(0.59)
0.51

(0.55)
1.06

(1.14)
0.55

(0.58)
0.35

(0.35)
0.90

(0.94)
OK

주탑부 주위
(주형의 최대 압축부)

0.74

(0.74)
0.09

(0.09)
0.83

(0.83)
0.49

(0.49)
0.06

(0.06)
0.55

(0.55)
OK

주탑

주탑 하부
0.63

(0.63)
0.20

(0.20)
0.83

(0.83)
0.63

(0.63)
0.11

(0.11)
0.74

(0.74)
OK

주탑 상부
0.62

(0.61)
0.17

(0.17)
0.79

(0.78)
0.62

(0.61)
0.09

(0.09)
0.71

(0.70)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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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현재 사장교의 안정성 평가는 도로교 설계기준(대한민국,

2005)에 나와 있는 안정성 평가식에 근거하여 설계하고 있다.

기존의 도로교 설계기준에 사용되는 안정성평가에 관한 식에

서 1(1-fc/fEy)부분은 임의적으로 P-Delta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

이다. 이 효과를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이용한 최

적화된 유효좌굴길이와 2차탄성해석을 설계에 반영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적인 부재안정성 검토을 행할 수 있다.

또한 P-Delta 효과를 포함하는 식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

게 고려하여 안정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고정하중과 고정하중+활하중을 재하시켰을 경우, 유효좌

굴길이의 변화에서 활하중이 직접적으로 재하된 부분에서

는 유효좌굴길이가 커짐을 보이나, 활하중이 재하된 부분

과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고정하중에 의한 유효좌굴길

이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2. 유효좌굴길이의 변화에서 주탑부위같은 축력이 크게 발생

하는 부분에서는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에 의해 구한 유

효좌굴길이가 탄성좌굴고유치해석에 의해 구한 유효좌굴

길이보다 작아지지만, 측면부와 주형의 중앙부와 같이 축

압축력이 작아지는 부분에서는 탄성좌굴 고유치해석에 의

해 구한 유효좌굴길이가 더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3. 탄성 및 비탄성좌굴 고유치해석을 통하여 주형 및 주탑에

대한 유효좌굴길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하면 주요부재의 유효좌굴길이가 작아져, 좀

더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주탑부위 같은 축압축력이 큰 부부분에서는 유효좌굴길이

의 차이에 의해 좌굴 안정성해석식에서의 압축부차이가 발

생한다.

5. 휨모멘트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현행식의 경우 주

형 및 주탑의 활하중에 의해 증폭계수를 이용하며 개선식

의 경우에는 증폭된 모멘트를 이용한 2차해석의 결과를

이용하므로 인하여 좌굴 안정성해석식의 휨부에서의 개선

식이 더 작게 발생한다. 

6. 특히 주형 및 주탑의 활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 증

폭에 있어서 개선된 좌굴해석식의 경우, 2차 탄성해석의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개선된 좌굴해석식이 합리적인 설계

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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