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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 단일차량에 의한 도로교의 동 응답에 한 연구

AStudyontheDynamicResponseofHighwayBridges

by4-AxlesSingleTruck

정 태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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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4축 단일차량에 타이어의 지폭을 고려한 새로운 3차원 차량모델을 개발하여 도로교의 동 응답을 구할 수 있

는 수치해석방법을 개발하 다.3차원 차량모델에는 타이어의 지폭과 텐덤 스 링 차륜축의 피칭을 고려하고 4축 단일차량을 10-자유도를

갖는 차량으로 모델링하 다.차량의 운동방정식은 Lagrange방정식을 사용하여 유도하 으며 Newmark-β법을 사용하여 그 해를 계산하

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3차원 차량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수치해석 결과와 실제 교량에서 실시한 실험값을 비교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

다.수치해석으로 구한 해석값은 실험값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차량의 동 해석에서는 4축 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이 여러

가지 스텝 범 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력의 최 충격계수를 구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a research forthe dynamicwheelloads ofa 3D vehicle model,which relates to a

tire-envelopingmodel,iscarriedout.Asingletruckwithfouraxlesismodeledasa10-D.O.F.vehiclebymodelingboth

contactlengthoftiresandpitchingoftandemspringaxles.ThedynamicequationsofthevehicleareobtainedusingtheLagrange's

equation,thesolutionoftheequationsiscalculatedbyNewmark-β method.Thevalidityofthedeveloped3Dvehiclemodelis

demonstratedbycomparingresultsobtainedfromtheproposedmethodwiththosefromexperimentaldata.Themaximumimpactfactorsof

tireforceareevaluatedaccordingtothevariousstepbumpsonwhicha24-tondumptruckisrunning.

핵 심 용 어 :도로교,4축 단일차량 모델,동 해석,충격계수,타이어력

KEYWORDS:highwaybridge,Fouraxlessinglevehiclemodel,dynamicanalysis,impactfactor,tireforce

                                                                                                                               

1.서 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차륜하 은 도로 노면 도로교의

하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로교 설계 시 가장 요한 설계

인자 하나이다.도로를 법하게 운행하는 차량은 그 종류

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을 수학 으로 모델링하여 차량의 차륜하 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도로를 주행하는 많은 종류의 차량 에서 도로 노면

도로교에 큰 향을 미치는 차량은 주로 형차량이다.최

근에 이르러 자동차 공학의 발 과 물류비 등의 감을 하

여 차량이 형화 량화되는 추세에 있다.1990년

반까지만 해도 단일차량의 경우 3축 단일차량인 11톤

카고 트럭 15톤 덤 트럭이 주로 운행되었으나 2000년

1)교신 자.한라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공학박사

(Tel:033-760-1263,Fax:033-760-1261,E-mail:tjchung@halla.ac.kr)

반 이후에 4축 단일차량인 18톤 카고 트럭 24톤 덤

트럭이 개발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그 수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4축 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은 총 량이

380kN정도로 1등교 표 트럭하 인 DB-24하 의 총 량

432kN에 거의 근 하고 체 차축간의 거리도 5.9m로

DB-24하 체 차축간의 거리 8.4m보다 짧다.2)

2007년 12월 31일 기 으로 우리나라에 건설된 체 교량

은 24,923개이고 이 에 1등교가 18,070개로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지방도 군도에 주로 건설된 2등교 이하

등 의 교량이 6,853개로 약 27.5%를 차지하고 있다(국토

해양부,2008).과거에는 지방도 군도를 운행하는 형차

량의 빈도가 상 으로 낮았으나 도시 주변을 비롯한 지방

지역에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건설 장 석산 개발 등으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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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형 덤 트럭 덤 트 일러의 운행 횟수가 많

이 증가하고 있다.이들 형차량으로는 주로 4축 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이 주로 운행되고 있으며 총 량이 380kN

정도로 2등교와 3등교의 설계하 의 총 량을 과하고 있

는 실정이다.그리고 도로교설계기 에 규정된 2등교와 3등

교의 설계하 인 DB-18하 과 DB-13.5하 은 단일차량이

아닌 트랙터-트 일러를 기 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축

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이 2등교 이하 등 교량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의 노면 도로교에 하 으로 작용하는 차량은 도로의

노면조도,차량의 가장치 감쇠,차량의 량,길이와 속

도 등에 따라 다른 동 거동 특성을 나타낸다.이러한 향

을 고려하기 한 연구에서는 부분 차량의 수직운동과 피칭

운동만을 고려한 2차원 차량모델을 많이 사용하여 왔으나

(Blejwas등,1979;Wang등,1992;Gupta,1980;

Huang,1960;Hwang,1990;Inbanathan등,1987),

근래에 이르러 차량의 수직,피칭과 롤링 운동을 고려한 3차

원 차량모델을 사용하여 차량의 동 거동을 연구하는 추세에

있다(정태주,1993;정태주,2002;정태주 등,2006;정태

주 등,2008;Wang,1992).김철우(1997)는 텐덤 다 스

링에 두 개의 차축을 고려한 차량모델을 사용하여 도로교의

동 응답을 연구하는데 사용하 고,정태주(2006;2008)는

3축 단일차량 트랙터-트 일러에 하여 차량 타이어의

지폭을 고려하고 형차량의 후륜에 많이 사용하는 텐덤 다

스 링의 가장치에 두 개의 차축을 고려하여 지 까지 사용

한 3차원 차량모델과는 달리 좀 더 개선된 새로운 3차원 차량

모델을 사용하여 도로교의 동 응답 동 하 허용계수에

하여 연구하 다.지 까지 도로교의 동 응답을 연구하기

하여 사용한 차량모델 단일차량의 경우 2축 3축 단일

차량에 한 3차원 차량모델은 개발되었으나,4축 단일차량에

한 차량모델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최근에 개발되어 석산 개발 각 종 건설 장 등에

서 많이 운행되고 있는 4축 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이 도

로교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4축

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을 10-자유도인 3차원 차량모델로

모델링하고 차량의 타이어 지폭 텐덤 다 스 링의 가

장치에 두 개의 차축을 고려한 3차원 차량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3차원 차량모델을 사용하여 수치해

석방법으로 구한 해석값을 실험 교량에서 구한 실험값과 비교

검토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고,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이 여러 가지 스텝 범 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

력의 충격계수를 구하 다.그리고 향후 발표 정인 논문에

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3차원 차량모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도로교에 발생하는 동 응답을 연구할 계획이다.

2.차량과 교량의 운동방정식

2.1차량의 운동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4축 단일차량을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장치에 의해 받 지는 가장치 상질량(SprungMass)

과 가장치 하질량(UnsprungMass)으로 구분하여 3차원

으로 모델링하 다.여기서, 가장치 상질량은 차체이고

가장치 하질량은 차륜축이며,차륜은 차륜축에 포함시켰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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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축 차량모델

그림 1에 나타낸 차량모델에 한 운동방정식은 식 (1)을

사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차량의 체 운동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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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량 시스템 요소의 질량 수직변 의 속도 와 피칭

롤링에 한 회 속도 와 를 사용하여 계산하고,차량

의 운동방정식은 Lagrange방정식을 사용하여 유도하 다.


















  (1)

여기서, = 차량 시스템의 체 운동에 지.

 = 차량 시스템의 체 치에 지.

 = 차량 시스템의 체 분산에 지.

와
  일반화된 변 와 속도.

차량의 체 치에 지 는 가장치 타이어의

스 링 강성과 각 스 링의 상 변 를 구하여 계산하 다.

그림 1(a)에 나타낸 각각의 길이,강체의 자유도와 질량에

한 기호는 다음과 같다.

 트럭의 차축과 뒤 차축 사이의 거리.

 트럭의 차축과 후 차축 사이의 거리.

 트럭의 후 차축과 트럭 심 사이의 거리.

 트럭의 뒤 차축과 트럭 심 사이의 거리.

 후륜 가장치 심과 후륜 타이어 사이의 거리.

   륜과 후륜 가장치 사이의 거리.

  륜과 후륜 타이어 사이의 거리.

   트럭의 수직,롤링 피칭 변 .

   차축의 수직 롤링 변 .

   후 차축의 수직 롤링 변 .

    뒤 차축의 수직,롤링 피칭 변 .

    차체의 질량 롤링과 피칭에 한 회 성

2차모멘트

   차축, 후 차축과 뒤 차축의 질량

     차축과 후 차축의 롤링과 뒤 차축

의 롤링 피칭에 한 회 성2차모멘트.

  교량의 노면조도.

가 스 링의 상 변 는 다음 식과 같다.

  ⋅ (2)

  ⋅ (3)

  ⋅ (4)

  ⋅ (5)

   ⋅ (6)

   ⋅ (7)

타이어 스 링의 상 변 는 다음 식과 같다.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식(8)∼식(15)에서 는 상향이 양(+)이다.

그림 1(a)에 나타낸 10개의 자유도에 한 4축 단일차량의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다.




 ⋅ (16)






   (17)


⋅⋅

⋅⋅

⋅⋅  (18)


 

 ⋅ (19)




   (20)


 

 ⋅ (21)




   (22)




 ⋅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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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 식에서 g= 력가속도이고,  와 는 다

음과 같다.

 ⋅  (26)

 ⋅
 (27)

 ⋅ (28)

 ⋅
 (29)

식(26)～식(29)에서 와 는 각각 i번째 가 스 링

의 스 링계수와 감쇠계수,와 는 i번째 타이어 스

링의 스 링계수와 감쇠계수이고 는 i번째 가 스 링의

마찰력을 나타낸다.

차량의 운동방정식에서 피칭 롤링에 한 회 성2차모멘

트는 Haung(1960)이제안한 다음 식을사용하여 구하 다.

  ⋅⋅
⋅⋅ (30)

여기서, =트럭의 질량에 한 회 성2차모멘트이고,

과 는 차체의 무게 심에서부터 차축까지의 거리에

한 차축 사이의 거리에 한 비율이며,=동 지수(0.9∼

1.7)이다.

차량의 운동방정식은 차량의 가장치가 비선형 거동을 하

기 때문에 비선형 방정식이 된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운동

방정식의 해를 Newmark-β법을 사용하여 풀었다.

2.2.교량의 운동방정식

교량의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

여기서,  =교량의 체 질량 매트릭스.

  =교량의 체 감쇠 매트릭스.

  =교량의 체 강도 매트릭스.

 =교량 의 변 ,속도,가속도 벡터.

  =교량과 차량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교량

에 작용하는 하 벡터.

교량의 운동방정식은 모우드 첩법을 사용하여 풀었다.교

량의 운동방정식에 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정태

주(1993)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2.3타이어 지폭 모델(TireEnvelopingModel)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의 노면과 항상 일정한 크기의 지폭을 갖은 상태로 주

행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타이어가 도로의 노면과

항상 일정한 폭으로 지된 상태를 타이어 지폭 모델(Tire

EnvelopingModel)을 사용하여 차량의 타이어력을 구하

다.단 길이 폭의 돌기(Cleat) 를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

하는 타이어의 수직력의 압력분포는 가우스 지수함수를 일부

수정한 다음 식으로 가정하 다.

 ⋅⋅
⋅


 (32)

여기서,는 타이어의 지폭,와 는 계수로 =0.30,

=0.5를 사용하 으며 는 진폭이다.식 (32)에서 와 

의 값을 조 하여 타이어의 압력분포와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한 후,이 도형의 체 면 이 타이어의 스 링 강성과 같게

되는 을 구할 수 있다.이 때 은 단 높이의 노면조도에

상응하는 값이며,노면조도의 값이 변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값도 변하게 된다.타이어 지폭 모델에 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태주(2002)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그

리고 타이어의 지폭은 일반 으로 형차량의 타이어 지

폭이 약 25.0cm 정도인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타이

어의 지폭이 25.0cm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건설교통부

2005).

3.차량의 동 해석

3.1차량모델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차량모델이 실제 덤 트럭의 동 거동과

유사하게 거동하는지를 검토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

치해석방법으로 구한 해석값과 실험값을 서로 비교 검토하 다.

상교량은 국도 34호선 상에 치한 1등교인 임동교로 모두

16지간(2@50+3@50+3@50+3@50+3@50+2@50=

800m)으로 구성된 교량이며,시 부에 치한 2연속 강 형교

를비교 상교량으로 선정하 다.

상교량은 2연속 강 형교(2@50=100m)로서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량 폭은 10.5m,철근콘크리트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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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20cm이고 5개의 주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5m 간

격으로 수직 이싱과 15m 간격으로 가로보가 설치되어

있다. 상교량에 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박 석(1995)과

정수형(2005)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한편,실험차량은 총

량이 431.6kN인 4축 덤 트럭을 사용하고 그림 1에 나타

낸 차량으로 모델링하 으며 그 제원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의 구분 란에서 우측이라 표기한 값은 좌측과 동일한 값

을 갖는다.그리고 표 1의 값은 각 종 차량제조회사의 차량

카탈로그를 참조하 으며,그 값이 차량제조회사마다 약간씩

다르나 가장 일반 인 경우의 값을 사용하 다.

실험교량의 노면조도는 IntelligentTotalStation을 사용

하여 교량 시 50m 에서부터 교량 종 후 6m까지

156m를 20cm 간격으로 좌우측 2라인을 측정하 다.측정

한 노면조도를 F.F.T.해석을 통하여 교량의 P.S.D를 계산

한 결과, 실험교량의 노면조도계수는 우측 라인이

68.0x10-6m3/cycle이고 좌측 라인이 35.0x10-6m3/cycle

로 Dodds와 Robson(1973)이 제안한 도로 분류표와 비교하

면 “보통의 도로”에 상응한다.그림 3에는 측정한 실험교량의

노면조도를 나타내었다(박 석,1995).

상교량의 모델링 시 주형과 가로보는 보요소를 사용하고

바닥 은 쉘요소를 사용하 으며 바닥 과 주형 사이는

RigidLink를 사용하여 연결시켰다.이 때 주형은 40개 구

간으로 분할하고 바닥 은 종방향으로 40개 구간,횡방향으

로 10개 구간으로 분할하 다.이 게 상교량을 3차원으로

그림 2. 상교량의 횡단면도

그림 3.측정한 실험교량의 노면조도

차 량

구 분
실험차량

24톤

덤 트럭

정 축하

(kN)

(우측)

축 52.0 45.0

후축 52.0 45.0

후 축 55.9 49.5

후후축 55.9 49.5

길이(m)

L1 5.2750 5.2250

L2 1.7000 1.6300

L3 1.4007 1.4503

L4 2.1743 2.1447

Lta 0.6750 0.6750

D1,D2 2.1000 2.1000

D3,D5 1.9000 1.8500

S1,S2 0.8900 0.8900

S3 1.0000 0.9800

질 량

(kg)

mt 39,160.0 32,900.0

ma1 1,000.0 1,000.0

ma2 1,000.0 1,000.0

ma3 2,900.0 2,900.0

성모멘트

(kg∙m2)

Itx 33,450.0 32,900.0

Itz 249,128.0 207,793.0

Iax1 542.0 542.0

Iax2 542.0 542.0

Iax3 1,570.0 1570.0

Iaz3 735.2 735.2

스 링계수

(kN/m)

가

Ks1,Ks2 125.0 125.0

Ks3,Ks4 175.0 175.0

Ks5,Ks6 2,600.0 2,600.0

타

이

어

Kt1,Kt2 1,700.0 1,700.0

Kt3,Kt4 1,700.0 1,700.0

Kt5-Kt8 2,200.0 2,200.0

감쇠계수

(kN∙s/m)

가

Cs1,Cs2 6.0 6.0

Cs3,Cs4 6.0 6.0

Cs5,Cs6 17.0 17.0

타

이

어

Ct1,Ct2 6.0 6.0

Ct3,Ct4 6.0 6.0

Ct5-Ct8 10.0 10.0

가장치

마찰력

(kN0

Fy1,Fy2 2.00 2.00

Fy3,Fy4 2.00 2.00

Fy5,Fy6 15.00 15.00

표 1.실험 차량 24톤 덤 트럭의 제원과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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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하 을 때 총자유도 수는 3,414개이다.하 조건은 교

량의 우측 연석에서 100cm 떨어진 곳에 우측바퀴가 통과하

도록 하 다.변 의 측정 치는 교 에서 22.4m 떨어진 곳

에 변 계를 설치하여 정 동 변 를 측정하 다.

동 해석 시 교량의 노면조도는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은

측정한 노면조도를 사용하 으며,차량은 교량의 시 부50m

에서부터 교량을 완 히 빠져나갈 때까지 해석하 다.모우

드 첩법을 사용하여 동 해석을 실시할 때 150개의 모우드

를 사용하 으며 감쇠비는 실험으로부터 구한 임계 감쇠비의

1.14%를 사용하 다.그리고 시간간격 Δt=0.002 를 사용

하 다.

그림 4.정 처짐의 실험값과 해석값의 비교

그림 5.각 주형별 정 처짐의 해석값

그림 6.주행속도별 충격계수의 실험값과 해석값 비교

본 논문에서는 식 (33)을 사용하여 충격계수를 구하 다.




× (33)

여기서,  = 충격계수(ImpactFactor)

 = 최 동 처짐

 = 최 정 처짐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교량의 정 처

짐은 처짐이 가장 큰 G5거더의 경우 실험값과 수치해석 값

이 각각 8.73mm와 10.0mm로 처짐의 차이가 1.27mm 발

생하 으나 체 인 경향은 매우 유사하다.그리고 교량의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해석방법으로

구한 값이 2.34Hz이고 실험값이 2.25Hz로 약 4.0%의 오

차가 있다.

그림 6에는 실험차량의 주행속도별 충격계수의 실험값과 해

석값을 나타내었다.충격계수는 G5주형에 하여 식 (33)를

사용하여 구하 으며, 차량의 주행속도는 5km/hr에서

100km/hr까지 5km/hr간격으로 해석하 다.그림 6에 나

타낸 바와 같이 G5주형의 충격계수는 주행속도가 40km/hr,

60km/hr 78km/hr일 때 실험값과 해석값이 각각 8.1%,

와 10%,6.0%와 2.0% 13.4%와 9.8%로 그 경향이 매

우 유사하다.그리고 수치해석에 의한 G5주형의 충격계수는

주행속도가 30km/hr까지 3%에서 11% 정도의 값을 나타내

다 증가하여 50km/hr에서 20%의 값을 나타내고 다시

감소하여 60km/hr에서 2%의 값을 나타낸다.그리고 이후의

주행속도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로 20%에서 27%의 값을

나타내고 100km/hr에서 40%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이

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해석방법으로 구한 해

석값은 실험값과 경향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개발한 4축 단일차량의 3차원 차량모델을 교량의

동 응답을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2차량의 동 해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4축 차량모델의 동 거동을 검토하기

하여 차량이 스텝 범 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최 충격계

수를 구하 다.4축 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에 한 제원

은 표 1에 나타내었다.24톤 덤 트럭이 스텝 범 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력의 최 충격계수를 구하 다.스텝 범

는 폭이 45.0cm이고 높이가 각각 1.5cm,2.0cm와

2.5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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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4톤 덤 트럭의 스탶 범 (H=1.5cm)통과 시

타이어력의 최 충격계수

그림 8.24톤 덤 트럭의 스탶 범 (H=2.0cm)통과 시

타이어력의 최 충격계수

그림 9.24톤 덤 트럭의 스탶 범 (H=2.5cm)통과 시

뒷축 타이어력의 최 충격계수

그림 7에는 24톤 덤 트럭이 높이가 1.5cm인 스텝 범 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각 차축 타이어력의 최 충격계수를 주

행속도별로 나타내었다.1축과 2축의 충격계수는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며,그 값은 주행속도가 60km/hr일 때까지

증가하여 50%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이 후의 주행속도에

서는 53% 정도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3축의 충격계

수는 1축과 2축의 값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다만

그 값이 주행속도가 60km/hr일 때까지 증가하여 55%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이 후의 주행속도에서는 63% 정도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그러나 4축의 충격계수는 차량속

도가 40km/hr일 때 60%로 최 값을 나타내며 70km/hr일

때 38%로 감소하 다가 이후의 차량속도에서는 차 증가하

여 100km/hr일 때 56%로 1축,2축 3축의 충격계수와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8에는 24톤 덤 트럭이 높이 2.0cm의 스텝 범 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각 차축 타이어력의 최 충격계수를 주

행속도별로 나타내었다.1축과 2축의 충격계수는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며,그 값은 주행속도가 70km/hr일 때까지

증가하여 68%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이 후의 주행속도

에서는 70% 정도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3축의 충격

계수는 1축과 2축의 값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다만

그 값이 주행속도가 70km/hr일 때까지 증가하여 80%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이 후의 주행속도에서는 82% 정도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그러나 4축의 충격계수는 차량속

도가 40km/hr일 때 79%로 최 값을 나타내며 70km/hr일

때 50%로 약간 감소하다가 이후의 차량속도에서는 차 증

가하여 100km/hr일 때 75%로 간축의 충격계수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9에는 24톤 덤 트럭이 높이 2.5cm의 스텝 범 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각 차축 타이어력의 최 충격계수를 차

량속도별로 나타내었다.1축과 2축의 충격계수는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며,그 값은 주행속도가 80km/hr일 때까지

증가하여 87%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이 후의 주행속도에

서는 89% 정도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3축의 충격계

수는 1축과 2축의 값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다만

그 값이 주행속도가 80km/hr일 때까지 증가하여

100%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이 후의 주행속도에서는 105%

정도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그러나 4축의 충격계수는

차량속도가 40km/hr일 때 99%로 최 값을 나타내며

70km/hr일 때 62%로 약간 감소하다가 이후의 차량속도에

서는 차 증가하여 주행속도가 100km/hr일 때 93%의 값

을 나타낸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4축 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을 10-자유도

3차원 차량모델로 모델링하고 차량의 타이어 지폭 텐덤

다 스 링의 가장치에 두 개의 차축을 고려한 3차원 차량

모델을 개발하 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3차원 차량모델을 사

용하여 수치해석방법으로 구한 해석값을 실제 교량에서 구한

실험값과 비교 검토한 결과 그 경향이 매우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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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4톤 덤 트럭이 스텝 범 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력의 충격계수를 구하 다.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본 연구에서 개발한 텐덤 다 스 링의 가장치와 타이

어 지폭을 고려한 3차원 차량모델을 사용하여 수치해

석으로 구한 해석값을 실험값과 비교 검토한 결과,충격

계수는 주행속도가 40km/hr,60km/hr 78km/hr

일 때 실험값과 해석값이 각각 8.1%와 10%,6.0%와

2.0% 13.4%와 9.8%로 그 경향이 매우 유사하

다.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4축 단일차량의 3

차원차량모델의타당성을입증하 다.

(2)4축 단일차량인 24톤 덤 트럭이 높이가 1.5cm,

2.0cm 2.5cm인 스텝 범 를 각각 통과할 때 1축과

2축의충격계수는주행속도60km/hr일때까지 증

가하여각각50%에서80%의값을나타내고이후의주

행속도에서는 56%에서 87%의 값을 나타낸다.그러나

후륜인 4축의 충격계수는 1축 2축과 서로 다른 경향

을 나타내며 그 값도 주행속도가 100km/hr일 때보다

40km/hr일 때 60%에서 100%로 최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4축 단일차량의 륜축과 후륜축의 동 거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3차원 4축 차량모델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구한 해석값과 실험값을 비교하여

그 타당성만을 입증하 으나 향후 여러 가지 형식의 도로교에

한 동 응답에 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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