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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place a steel box bridge for constructions of medium span bridges in Korea, the Hybrid Truss Bridge (HTB)

is being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ridge type. The core technology of HTB is the connection joint that links the concrete slabs

and steel truss pipes. Various construction companies in Japan have developed unique connection systems and applied to the real

bridge constructions after verifying their performances through the experimental evaluation. In this study, the fatigue test of a hybrid

truss girder has been performed in order to verify the newly proposed hinge type connection joint`s static and fatigue capacities.

Through this fatigue test results, it is founded that the structural detail to improve the fatigue capacity should be developed. The hinge

connection system with circular ribs has been proposed by means of structural finite element analyses. And then the fatigue test for

this connection joint has been performed and it is proved that this connection joint has enough fatigue capacity.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hinge connection system with circular ribs developed by in this study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real bridge.

Keywords : hybrid truss bridge, fatigue capacity, hinge type connection joint, structural detail, circular rib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준공된 교량을 최대 지간별로 구분하여

그 연장을 합하여 보면 Fig. 1과 같다.
1,2)

 Fig. 1을 살펴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가장 많이 건설된 교량은

최대 지간장이 40~60 m인 중지간 교량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5년간 무려 332 km가 신설되어 매년 평균

74.5 km가 새로 건설되었다. 또한 최대 지간장이 60~80 m

인 중지간 교량은 5년간 50 km가 신설되어 매년 평균

10.0 km가 새로 건설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국내

교량 건설 수요는 주로 중지간 교량에 집중되고 있기 때

문에 중지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량 구조 형식을 제

안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Fig. 2는 최대 지간장이 40~80 m인 중지간 교량

의 형식을 2004년과 2009년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한 것

이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재 박스(steel box)교

량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리스트레스 박스(PSC

box)교량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지간 교량의 형식 편중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량이 바로 복합 트러스 교

량(HTB : hybrid truss bridge)이다.

복합 트러스 교량은 Fig.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프리스

트레스 박스 교량에서 콘크리트 복부를 강관 트러스로

교체한 교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량의 장점은 우선 콘

크리트 복부를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관 트러스로 대체하

였기 때문에 교량 상부 구조의 자중이 약 20%정도 절감

되어 지간을 늘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도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복부 개방 구조로서 경관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프리스트레스 박스 교량이나 강재 박스

교량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장점을 가진 복합 트러스교의 핵심 기

술은 바로 강관 트러스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연결하는

격점 구조이다. 격점 구조는 정적 하중에 대한 저항 성

능 뿐만 아니라 반복 하중에 대한 피로 성능에 대한 검

증이 필수적이며, 그 동안 일본에서는 시공 회사별로 각

기 다른 격점 구조를 개발하여 성능 검증을 통해 적용

해 오고 있다.
3-7)

이 연구에서도 Fig. 4와 같은 힌지형 격점 구조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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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정적 하중에 대한 저항 성능을 이미 검증하였으

며,
8-11)

 피로 거동 분석을 위해서 복합 트러스 거더에 대

한 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로 실험 결과를 토

대로 격점부 피로 성능 개선을 위한 격점부 상세를 제

안하고 이에 대한 격점부 피로 실험을 수행하여 피로 성

능을 검증하였다.

2. 정적 재하 실험

2.1 실험 개요

이 연구에서 개발된 힌지형 격점 구조를 적용한 복합

트러스 거더의 정적 재하 실험을 통해서 격점 구조의 하

중 저항 성능을 검증하였다. 복합 트러스 거더 실험체는

3점 재하 휨실험(3-point bending test)으로 계획하여 Fig.

5와 같이 강관 트러스 5쌍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체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 6,350 mm,

높이 1,300 mm 그리고 폭이 500 mm로 제작되었으며,

상·하부 콘크리트 슬래브 높이는 250 mm, 헌치 높이는

150 mm이다. 또한 하부 슬래브에는 SWPC 7B 15.22 mm

텐던 2개를 배치하여 항복 강도(fpy)의 70%인 1,120 MPa

(155 kN)까지 긴장력(prestressing force)을 도입하였다. 한

편, 강관은 직경이 165 mm, 두께가 9 mm이며 기타 상세

한 재료 물성은 Table 1과 같다.

2.2 실험 결과

정적 재하 실험은 탄성 거동(elastic behavior) 한계점을

찾기 위해 400 kN과 800 kN에서 제재하(unloading)와 재

재하(reloading)를 반복하였으며 변위 제어 방식(displacement

control)으로 최대 하중까지 가력하였다. 실험 결과 복합

트러스 거더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프리

스트레스 보와 같이 전형적인 휨 거동(flxeural behavior)

을 나타내었으며 800 kN까지는 탄성 거동을 나타내었다.

Fig. 1 Summation of the bridge lengths in Korea

Fig. 2 Bridge types of medium span bridges (40~60 m) in

Korea

Fig. 3 HTB (hybrid truss bridge)

Fig. 4 Hinge type connection system for HTB

Table 1 Material properties 

Index
Concrete

(fck)

Steel truss

(fy)

Rebar

(fy)

Tendon

(fy, fu)

Type OPC SM490 SD40 SWPC 7B

Diameter -
165 mm

(t = 9 mm)
D13, D16 15.2 mm

Strength

(MPa)
40 490 400

Yield: 1,600

Ultimate: 1,900

Fig. 5 Dimensions of a HTB girder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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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 트러스 거더 피로 성능 실험

3.1 실험 개요

이 연구에서 개발된 힌지형 격점 구조의 피로 성능을

검증해 보기 위해 Fig. 5와 동일한 복합 트러스 거더 실

험체를 한개 더 제작하여 Fig. 7과 같이 피로 실험(fatigue

test)을 수행하였다. 이 피로 실험의 재하 하중 변동폭은

정적 재하 실험 결과로 확인된 탄성한계점 800 kN의 30%

인 240 kN으로 결정하고 최소 10 kN부터 최대 250 kN까

지 3 Hz로 반복 하중을 재하하였다. 반복 하중은 200만

회까지 재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매 10만회마다 반복하

중 재하를 중지하고 250 kN까지 하중을 재하하면서 강

성의 변화와 최대 변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로 하중을 산정한 것은 모든 교량이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더 단면의 탄성 한계 내에서 설

계되고, 폭 12.125 m 왕복 4차선 DB-24 도로교 설계시

사하중 대비 활하중의 비율은 대략 7 : 3 정도가 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탄성한계 하중의 30%가 실험체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활하중으로 산정하였다.

3.2 실험 결과

Fig. 8은 복합 트러스 거더에 대한 피로 실험 결과로

재하 하중 반복 횟수와 그 때 거더 중앙과 거더 1/4지점

의 최대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반복 하중이 약 50만회 미만일 때에는 거더 중앙과

거더 1/4지점의 최대 변위 차이가 약 1.5 mm 정도 되었

으며 3지점에서 측정된 최대 변위가 모두 5 mm 미만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 하중이 약 50만회 이상 가해

진 이후에 최대 변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거더 중앙과

거더 1/4지점의 최대 변위 차이도 약 5 mm 이상 발생하

여 복합 트러스교 거더 전체가 한 개의 부재로 거동하

는 것이 아니라 슬래브와 트러스 부재가 각각 거동하기

시작했다. 

한편 도로교 설계기준에 제시된 콘크리트 교량의 처짐

한계는 지간의 1/800로 이 실험체에 이를 적용해 보면

처짐 한계는 약 7.2 mm가 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반복

하중이 약 60만회 이상 가해진 이후에는 처짐 한계를 초

과하여 이미 사용성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복 하중이 약 100만회 이상 가해진 이후에는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점부 콘크리트의 심한 균

열 및 탈락 현상과 함께 슬래브 콘크리트와 강관의 이

격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로 파괴가

일어난 이후에도 최종적인 파괴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만회까지 하중을 계속 재하하였으며 200만회 하중 재

Fig. 6 Static test results (load-displacement)

Fig. 7 Tesing set-up for the hybrid truss girder

Fig. 8 Fatigue test results (N-∆max)

Fig. 9 Failure of concrete at the connection joint due to the

cyclic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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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실험이 종료된 이후 격점부 콘크리트를 파쇄한 뒤

연결판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 10과 같이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파괴로 연결판이 완전히 절단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 트러스 거더 피로 실험 결과로 힌지형 격점 구조

는 연결판 및 강관의 단부가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되어

갑작스러운 취성 파괴(brittle failure)는 발생하지 않았지

만 반복 하중에 피로 파괴의 위험성이 높으며 연결판에

매우 큰 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피로 성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격점부 상세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4. 격점 구조 상세 개선

4.1 상세 개선 제안

힌지형 격점 구조의 피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

관의 매입 깊이를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강관에 발생

하는 인장력을 콘크리트 슬래브 및 헌치에 골고루 분산

시켜 연결판에 집중되는 응력을 분산시켜 주기 위한 상

세 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해서 Fig. 11(a)과 같이 연결판을 확장하고 다

수의 구멍을 만들어 Perfobond 형태로 콘크리트와의 합

성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Fig. 11(b)와 같이 콘크리트에

삽입되는 강관 주변에 원형 돌기(circular rib)를 두어 강

관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콘크리트 슬래브로 보다 잘 전

달되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4.2 응력 전달 메커니즘 분석

Fig. 11에서 제안된 두 가지 상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응력 전달 메커니즘과 응력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

용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12)
을 이용하여 3차원

선형 탄성(linear elastic) 유한 요소 해석을 실시하였다.

이 구조 해석은 동일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 격점부 상세별로 콘크리트 안에 삽입된 강재의 응력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

에, 강재와 콘크리트 모두 선형 재료(elastic material)로

가정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와 강재는 모두 3차원 연속체 요소(solid

element)사용하여 모델링(modeling)하였으며, 경계면 요소

(interface element)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와 강관 경계면사

이의 부착 강도와 슬립(slip)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델링이 매우 난해하고 이 해석이

상세한 유한 요소 해석이 목적이 아니라 콘크리트에 삽입

된 강재의 응력 분포가 초점이기 때문에 경계면 요소는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슬래브와 삽입된 강관이 분리되

어 응력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해석에서는 두 개의 트러스 끝단에서 변위

와 회전을 완전히 고정시켰으며, 강재의 응력 분포가 잘

나타나는 하중을 찾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에 수평 방

향으로 하중을 50 kN씩 증가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12는 유한 요소 해석 결과로 250 kN이 콘크리

트 슬래브에 수평 하중으로 작용하였을 때의 응력 분포

나타낸 것이고 Table 2는 기존 격점 구조와 두 가지 격

점부 상세 개선 방법의 최대 응력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Fig. 12와 Table 2를 종합해 보면 Fig. 11(b)과 같이 원

형 리브를 사용하는 것이 Fig. 11(a)과 같이 perforbond를

사용하는 것 보다 연결판 강재의 응력 집중 현상을 완

화하는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제 거

동은 강관과 콘크리트의 부착과 슬립을 고려한다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원형 리브를 사용하는 것이 격점부 강

재 물량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구조 상

세 개선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Fig. 10 Failure of connection plates due to the cyclic loading

Fig. 11 Newly proposed details for the hinge type conn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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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격점 구조 피로 실험

5.1 실험 개요

Fig. 11(b)과 같은 원형 리브를 갖는 복합 트러스 격점

구조의 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13과 같이 복합

트러스 거더 실험체에서 1개의 격점부를 떼어내어 동일

한 제원과 강종으로 격점부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다만

강관에 설치한 리브가 충분히 매입되도록 콘크리트 헌치

의 높이를 150 mm에서 200 mm로 증가시켰으며, Fig.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관 둘레에 두께 10 mm, 폭 10 mm

인 리브 두 개를 순간격 60 mm로 설치하였다. 또한 강

관과 연결판이 결합되는 부분은 보다 곡선화하여 피로로

인한 응력 집중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작된 격점부 실험체를 Fig. 1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실험체를 바닥에 견고히 고정한 뒤 수평

하중을 반복적으로 작용시켜서 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하 하중의 결정은 2차원 해석을 통해서 복합 트러스

거더 피로 실험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최소 25 kN에서 최대 125 kN까지로 4 Hz로 반복 하중을

재하하여 복합 트러스 거더 피로 실험과 동일한 하중 변

Fig. 12 FE analysis results

Table 2 Maximum stress of connection plates 

Index
Conventional

 type

Perfobond

 type

Circular rib

type

Max. stress (MPa) 104.6 37.9 16.3

Reduction ratio of

max. stress (%)
- 63.8 84.4

Fig. 14 Shape of the connection joint

Fig. 13 Dimensions of the connection joint specimen (unit: mm)

Fig. 15 Testing set-up for the connection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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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폭으로 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힌지형 격점 구조는 콘크리트 슬

래브에 매입되어 완전한 힌지 구조도 아니고, 용접 연결

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고정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2차

원 해석을 토대로 사재에 전달되는 축력을 산정하였다.

Fig. 16은 거더 중앙에 60 kN의 수직 하중이 작용할 때

격점 구조를 완전한 힌지 구조로 가정하여 축력만 작용

하는 트러스 해석(truss analysis)과 격점 구조를 완전히

고정 구조로 가정하여 축력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뼈대 해석(frame analysis)에 의한 사재의 축력을 비교한

것이다. 트러스 해석에 의한 최대 축력은 28.8 kN으로 수

직 하중의 약 48% 였으며, 뼈대 해석에 의한 최대 축력

은 30.6 kN으로 수직 하중의 약 51%였다. 

이와 같은 해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힌

지형 격점 구조가 완전한 고정 구조도 완전한 힌지 구

조도 아니기 때문에 수직 하중의 약 50%가 강관 트러스

에 최대 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복합 트러스 거더 피로 실험에

서 최대 가력하중이 250 kN이었으므로 2차 트러스 격점

부 피로 실험에서는 트러스에 작용하는 축력을 125 kN

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5.2 실험 결과

반복 하중은 200만회까지 재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매

10만회마다 반복 하중 재하를 중지하고 125 kN까지 하

중을 재하하면서 최대 수평 변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수평 변위는 그 차이가 약 0.15 mm이하로 200만회 재하

시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또한 200만회 재하 후 콘크

리트 슬래브 하면에는 Fig. 17과 같이 전혀 균열이 발생

하지 않았다.

한편 200만회의 반복 하중을 재하한 후에도 아무런 파

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극한 파괴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재하 하중을 2배로 높여 최소 50 kN에서 최대 250 kN까

지로 3 Hz로 반복 하중을 10만회씩 추가로 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20만회 추가 재하 후 격점부가

아니라 Fig.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관과 하부 거세트

판 연결부에서 강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격점 구조가

극한 파괴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와 같은 실험

결과로 강관 리브를 도입한 격점 구조는 충분한 피로 성

능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이 격점부 피로 실험에는 격점부 연결판에 변형

률 게이지를 매설하여 피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연결

판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Fig. 19는 Fig. 14에서 보는

Fig. 16 2D analysis results for the hybrid truss girder

Fig. 17 No crack in the concrete hunch after the 200,000 cycle

fatigue test

Fig. 18 Failure of steel truss pipe after the additional 20,000

cycle fatigue test

Fig. 19 Stress variation of the connection plate during the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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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연결판에 부착된 변형률 게이지(strain gauge)

에 의해 측정된 연결판의 변형률을 응력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판

의 응력은 3단계의 변화를 보였다. 1단계는 반복 하중이

약 135만회 가력할 때까지로 연결판의 응력은 약 20 MPa

부터 약 50 MPa까지 변화하였다. 2단계는 반복 하중이

약 135만회부터 200만회 가력할 때 까지로 이때 연결판의

응력은 약 35 MPa부터 약 65 MPa까지 변화하였다. 1단계

와 비교할 때 2단계에서는 약 15 MPa 응력이 증가하였

지만 응력 변동폭은 1단계와 유사한 약 30 MPa 정도로

나타였다. 또한 3단계는 반복 하중이 200만회부터 실험

체 지점부 강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실험이 중단되었던

약 220만회 가력시 까지로 이때 연결판의 응력은 약 47 MPa

부터 약 80 MPa까지 변화하였다. 3단계에는 최대 하중

125 kN의 반복 하중을 200만회 재하시까지 아무런 실험체

에 아무런 피로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하 하

중을 250 kN까지 증가시킨 단계로 최대 응력이 약 80 MPa

로 약 15 MPa 증가하였으나 응력 변동폭은 약 33 MPa

정도로 1단계, 2단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단계에서 누적되었던 피로 하중이

2단계에서 약 15 MPa의 응력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반복 하중을 재하한다면 단계적인 응

력 증가를 보이다가 피로 파괴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3단계에서 최대 하중을 크게 높였는데도 응

력 변동폭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격점 구

조는 매우 안정적인 피로 성능을 갖는 것을 입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한 격점 구조는 도로교설계기준
13)

‘3.3 허용 응력’에 제시된 ‘그림 3.3.4 범주의 분류 예’에서

‘21’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상세 범주 ‘B’에 해당될 수 있

다. 200만회 하중재하시 상세 범주 ‘B’에 대한 허용 피로

응력 범위는 112 MPa이며, Fig.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로 실험 동안 연결판의 실제 응력 범위는 약 30 MPa로

충분히 피로 성능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복합 트러스교의 격점 구조로 새롭게

제안한 힌지형 격점 구조에 대한 피로 성능을 평가하고

그 구조 상세를 개선하고 검증하였다.

1) 복합 트러스 거더에 대한 피로 실험을 통하여 제안

된 힌지형 격점 구조의 극한 피로 파괴 거동을 분

석하였다.

2) 피로 실험 결과 정적인 구조 성능이 입증된 격점

구조라고 하더라도 매입된 연결판이 충분히 피로

파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지 하기위한

격점부 상세 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3) 힌지형 격점 구조의 피로 성능 개선을 위한 상세

개선 방안으로 perfobond 강재를 사용하는 방법과

강관에 리브를 부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응력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관에 리브를 부착하는 방법이 격점 구조 강재 물

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피로 성능 개선

에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4) 강관에 원형 리브를 부착하는 격점 구조에 대하여

추가적인 피로 실험을 통해 200만회 반복 하중에

대해 충분히 안전한 피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입

증하였다.

5)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힌지형 격점 구조는 리

브를 부착하고 충분한 매입 깊이를 확보해 준다면

정적 구조 성능 뿐만 아니라 피로 성능도 확보되어

실제 복합 트러스 교량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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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합 트러스교는 강재 박스 교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중지간 교량의 형식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조 형식이다. 이러한 복합 트러스교의 핵심 기술은 강관과 콘크리트 슬래브를 연결하는 격점 구조이며 일본 등에서

는 시공 회사별로 고유의 격점 구조를 개발하여 실험적 검증을 통해서 실교량에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힌

지형 격점 구조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정적인 구조 성능을 이미 검증한바 있으며 피로 실험을 통해 구조 상세를 개선

하고 피로 성능을 검증하였다. 복합 트러스 거더에 대한 피로 실험 결과 정적인 구조 성능이 입증된 격점 구조라고 하

더라도 매입된 연결판이 충분히 피로 파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지 하기 위한 구조 상세 개선 방안으로

perfobond 강재를 사용하는 방법과 강관에 원형 리브를 부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석적 방법을 통해 강관

에 원형 리브를 부착하는 방법이 격점부 강재 물량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피로 성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

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인 격점 구조 피로 실험을 통해 피로 성능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힌지형 격

점 구조는 원형 리브를 부착하고 충분한 매입 깊이를 확보해 준다면 정적 구조 성능 뿐만 아니라 피로 성능도 확보되

어 실제 복합 트러스 교량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복합 트러스교, 피로 성능, 힌지형 격점 구조, 구조 상세, 원형 리브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