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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2D simple analyses were performed in order to predict the large torsional oscillations in a suspension bridge based 

on Makenna and Tuama model(2001). The existing model(Makenna and Tuama, 2001) has shown unrealistic results as the wind 

speed increases and frequency decreases. Furthermore, resonance could not be simulated by the existing model. Therefore, in this 

study, new model was proposed with a consideration of the torsional resistance. The vertical and rotational behaviors of the deck in 

the suspension bridge were analyzed.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t first vertical oscillations were observed and it was gradually 

transformed to the rotation oscillation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torsional resistance, it was shown that vertical behavior were 

stabilized as time passed. However, the rotational behavior was not stabilized and was kept until the end of analysis. Beat periods 

decreased while the wind speed increased. The resonance of the rotational mode was dependent to the rotational resistance. Obtained 

results could be applied for the design of the suspension bridge under the win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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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교는 장  교량에 합한 형식으로 국내에서도 1968

년 5월 남해 교를 착공하여 1973년 5월에 공하 으며, 

최근 2013년 2월 주경간장 1,545m인 이순신 교를 개통하

고, 재 주경간장 1,150m의 울산 교를 포함한 수교의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수교의 경우 경간장이 길어

질수록 풍하 에 한 항력이 약해져 풍하 의 진동을 반

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는 풍동실험과 컴퓨터 시

뮬 이션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풍동실험과 컴퓨

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므로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이를 측할 수 있는 방법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과거 미

국의 Tacoma Narrows Bridge의 붕괴 이후 이에 한 요

구는 속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교의 해석이론은 보강트러스를 탄성체로 취 하여 

수교의 거동을 해석하는 탄성이론이후 처짐이론(Deflection 

Theory), 선형처짐이론(Linearized Deflection Theory) 

등으로 발 되어 왔다. Kim과 Noh(1997)의 연구에서는 

Abdel-Ghaffar(1980)의 이론에 근거하여 단변형  회

성효과를 고려하는 수교의 수직 자유진동을 해석하

다. 하지만, 이는 수교의 경간수에 따라서 모델이 다르고,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여 간단 해석을 용하기에는 많은 노

력을 필요로 한다.

수교의 단면에 한 풍진동 해석은 McKenna(1999)의 

Tacoma Narrows Bridge에 한 수치해석 모델을 기본으

로 발 되어 왔다. Tacoma Narrows Bridge의 경우 붕괴 

당일 약 2m의 수직모드 진동이 나타났으며, 략 분당 38회 

정도의 진동수(=0.633)가 측되었다. 이후 이러한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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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Suspension Bridge

모드는 비틀림모드로 이되었으며, 약 ±1.0rad.의 비틀림 

진폭을 분당 14회(=0.233)(이후 12회(=0.2))의 진동

수로 측되었다. 이를 묘사하기 해 수교 단면을 강체로 

가정하고 양쪽을 이블을 묘사하여 풍진동에 의한 수직 진

동을 상미분 방정식(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

으로 유도하여 수치해석  방법으로 교량의 거동을 묘사하

다. Doole과 Hogan(2000)은 Mckenna의 수교 모델에서 

양단 이블의 복원력의 차이로 인한 바닥 의 비틀림 상

을 발견하 고, Mckenna과 Tuama(2001)은 재의 수

교 풍진동에 한 수치 인 모델의 기 를 이루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모두 수교 바닥 의 비틀림 강성을 

무시하고 행어 이블의 진동에 의한 공진 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 모델을 사용한 풍진동 해석은 풍하 이 증가할수록 

비정상 인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시 

바닥 의 비틀림 강성에 따른 비틀림모드의 공진을 일으키는 

풍속과 진동수를 조사하여 수교 설계시 간단한 방법으로 

풍진동에 한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2. 모델링  해석방법

이 장에서는 수교의 단면에 한 풍진동 모델링 방법과 

해석방법을 소개한다. 2D 간단해석을 하여 Fig. 1과 같이 

수교의 단면은 바닥 과 양단의 이블로 구성된 단순화된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2.1 수교의 진동에 한 운동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수교의 단면을 강체인 바

닥 과 양단의 행어 이블로 단순화시켜 모델링하 다. 본 

모델에 한 자유도는 바닥 의 수직변  와 바닥 의 수평

에 한 비틀림 기울기를 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바닥

은 양단의 행어 이블로 연결되었고, 행어 이블을 선형탄

성으로 가정한다면 이 바닥 의 수직변 와 비틀림변 에 

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1)

″ ′
 






 


 




 (2)

여기서, 는 핑계수(damping coefficient)이고, 는 행

어 이블의 탄성복원력, 은 바닥 의 질량, 2은 바닥

의 폭을 나타낸다. 식 (1)과 (2) 나타나 있듯이 수직모드와 

비틀림모드는 연 상호작용 시스템(Coupled System)으로 

연립상미분방정식(Systems of ODEs)으로 나타난다. 만약, 

수직모드와 비틀림모드가 아주 작다면, sin=이고, cos 

=1이므로 식 (1)과 (2)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3)

″ ′

 (4)

식 (3)과 (4)는 수직모드와 비틀림모드의 변화가 각각 독립

임을 나타내며, 수직모드의 경우 고유 진동수 이 





에 

근 하지 않다면, 공진 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

제 수교의 행어 이블의 경우 Fig. 2에 나타나 있듯이 인

장 변 의 크기가 커질수록 복원력의 크기가 증가하고, 반

로 압축력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

이다. 따라서, 행어 이블의 복원력을 지수함수의 비선형 모

델을 사용하여 다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행어 이블의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계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0.2를 사용하 다. 식 (5)를 식 (1)과 (2)의 

행어 이블의 선형탄성 복원력항( ) 신 입하

면 다음의 식 (6)과 (7)의 항으로 개선할 수 있다.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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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onential Hooke's Law Curve

Fig. 3 Runge-Kutta of Order 4

″ ′



    (7)

여기서, 풍속 와 풍하 의 진동수 에 의한 수직모드 진동

자극(forcing function)을 라고 하고 식 (6)에 입

하면 다음과 같이 수교 바닥 의 풍진동에 한 운동방정

식을 얻을 수 있다.

″ ′
    

(8)

여기서, 비틀림에 한 풍하 의 자극은 고려하지 않고, 식 

(8)과 같이 수직진동에만 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 다. 

만약, 기 비틀림 값 =0이면, 식 (8)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 ′
   (9)

식 (3)과 같이 기 비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행어 이블

의 비선형성에 계없이 수직모드에 한 단일 상미분 방정

식을 얻게 된다. 만약, 식 (3)과 (4)와 유사하게 수직모드와 

비틀림모드가 아주 작다면, sin=이고, cos=1이므로

″ ′
     (10)

″ ′



    (11)

식 (10)과 (11)에서는 식 (3)과 (4)와 달리 수직모드와 비

틀림모드의 상 계가 행어 이블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여

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식 (11)은 여 히 비틀

림모드에 한 강성이 이블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된다. 하

지만, 수교의 상부구조에 의한 비틀림강성은 실제 존재하

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 ′



   




(12)

여기서, 는 비틀림 항 는 비틀림강성(Torsional Resi-

stance)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8)과 (12)의 연립상미분방

정식을 구하면 풍하 에 한 수교 바닥 의 수직거동과 비

틀림 거동을 묘사할 수 있게 된다.

2.2 해석방법: 4차 Runge-Kutta

식 (1)과 (2)에서 나타나있는 연립상미분방정식을 풀기 

하여 수치해석 인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논문에서 연립상미

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하여 1차 Euler Method 는 2차 

Trapezoid Method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은 4차 의 Runge- 

Kutta(RK4)방법을 사용하 다(Sauer, 2012). Fig. 3에 나

타나 있듯이 RK4에서는 다음 항의 값을 구하기 하여 4개의 

보조항을 사용한다. 미분방정식 ′  이 구간 [a,b]에서 

정의되고 기값이   로 주어질 때, 이때의 시간 에

서 에 한 추정값 일 때 시간 증분  이후의 다음 시간 

(  ) 에서의 추정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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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50~210km/h (b) W=50~135km/h

(c) W=50~120km/h (d) W=50~65km/h

Fig. 4 Bridge Torsional Mode Response upon Wind 

Speed Variation

(a) Displacement

(b) Rotation

Fig. 5 Bridge Response under W=135km/h

(a) Displacement

(b) Rotation

Fig. 6 Bridge Response under W=105km/h

여기서,

    (13a)

    

 


 (13b)

    

 


 (13c)

      (13d)

첫 번째 항 은 과거 시 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는 과거 시 과 차후 시 의 간 지 에서 기울기를 나타내

며, 는 간 지 에서의 기울기의 업데이트를 나타내며, 

는 차후 시 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각 항들은 모두 계

산이 진행됨에 따라 최근의 값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3. Mckenna and Tuama 모델  해석

먼  기존의 Mckenna and Tuama(2001)에서 제안한 식 

(7)과 (8)의 연립상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국내의 풍속을 조

사하여 풍속에 따른 모델의 안정성을 분석하 다. 이를 하여 

Mckenna and Tuama에서 사용된 수교 모델을 채택하

다. 행어 이블의 질량은 무시하며, 행어 이블의 탄성계수 

는 1000N/m, 모델의 핑 상수 는 0.01, 수교 바닥

의 질량은 2500kg이며, 기 비틀림값은 0.001rad.으로 설

정하 다. 풍하 의 주기는 Tacoma Narrows Bridge에서 

붕괴 직  찰된 38/60sec-1로 설정하 다.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풍속 은 50km/h부터 210 

km/h를 고려하 다. 이는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Rusa)때 흑산도 기상 측소에서 기록한 최고 풍속을 포함하

기 하여 풍속의 범 를 설정하 다. 자세한 분석을 하여 

Fig. 5(a)에서와 같이 과도한 변 를 나타내는 특이  A, B, 

C, D를 선정하 다. Fig. 5(b)에 나타난 것과 같이 Mckenna 

and Tuama의 모델은 풍속 135km/h 이상의 풍속에서 비정

상 인 비틀림각을 나타내었다. Fig. 4(c)에서는 풍속 60km/h

에서 격한 비틀림각의 증가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60km/h이하의 풍속에서는 풍속이 증가할수록 선형에 가까운 

비틀림각의 증가가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여 바닥 의 간과 오른편 끝단

에서의 수직모드와 비틀림모드의 시간이력에 따른 변화를 

Figs 5~8과 같이 추 하 다. Fig. 5에서와 같이 풍속 135 

km/h에서는 수직모드와 비틀림모드의 변화는 비정상 인 모

습을 나타냈다. 기 비틀림각을 =0로 설정하 으나, 해

석결과에서는 최  비틀림각 는 161.2rad.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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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lacement

(b) Rotation

Fig. 7 Bridge Response under W=60km/h

(a) Displacement

(b) Rotation

Fig. 8 Bridge Response under W=50km/h

(a) Displacement

(b) Rotation

Fig. 9 Initial Bridge Oscillation Responses

다. 이는 실제 구조물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비틀림각이므로 

합리 인 결과라 할 수 없다. Fig. 6에서는 풍속 105km/h

에서 시간이력에 따른 수직모드와 비틀림모드의 변화를 나타

낸다. 풍속 135km/h의 결과에 비해 실제의 범 에 있으나, 

기 비틀림각 =0에서 최  비틀림각 =0.3802rad.

까지 증폭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250  부근에서 최

 비틀림각을 나타낸 뒤 맥놀이 상(beats)에 의한 비틀림

각의 증폭은 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Fig. 

7에서는 풍속 60km/h에서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 

비틀림각 =0에서 최  비틀림각 =0.2096rad.까지

의 증폭을 나타내었고, 105km/h의 풍속에서와 같은 맥놀이 

상은 미미하게 발견되었다. Fig. 8에서는 풍속 50km/h에

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Fig. 7에서와 같이 안정 인 수직, 

비틀림모드를 나타내며 구조물의 안정성에는 향이 미미할 

것으로 단된다.

Fig. 9에서는 풍속 105km/h에서의 기 반응을 자세히 

분석하 다. 수직모드는 0 에서부터 약 7.77 의 주기를 

나타내는 주기운동(periodic motion)과 약 1.35 의 주기

를 나타내는 맥놀이 상(beats)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기운동은 차 뚜렷해 진다. 이는 

기 반응의 경우 일시반응(Transient Response)와 일정

반응(Steady-state Response)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정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반응만 남는다. 이것은 Figs. 

5-7에서와 같이 순수 수직모드에 의해 진동이 시작되었지만, 

결과 으로는 비틀림모드가 지배 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한, 수직모드는 풍하 의 주기 1.57 의 약 5배를 나타냈다. 

비틀림모드는 200  근처에서부터 차 비틀림각이 증가하

며 교량 바닥 의 비틀림이 심해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

며, 비틀림모드는 수직모드의 0.5배, 풍하 의 약 2.5배 크

기의 주기를 나타내었다.

4. 비틀림 강성을 고려한 해석

4.1 모델비교

기존의 Mckenna and Tuama의 경우 실제 수교의 비틀

림강성 효과를 무시한 모델을 사용하여 높은 풍속에서는 비정

상 인 결과를 나타내고 비틀림모드에 한 공진이나 맥놀이 

상을 묘사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식 

(8)과 (12)을 사용한 비틀림강성을 고려한 모델(w/TR)과 기

존은 Mckenna and Tuama의 모델(w/o TR)을 60, 120, 

180km/h의 풍속에 하여 비교하 고, 결과는 Fig. 10에 나

타나 있다. 본 비교를 하여 Kim과 Noh(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값과 유사한 비틀림강성(Torsional Resistance,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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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Oscillation(W=60km/h)

(b) Torsional Oscillation(W=60km/h)

(c) Vertical Oscillation(W=120km/h)

(d) Torsional Oscillation(W=120km/h)

(e) Vertical Oscillation(W=180km/h)

(f) Torsional Oscillation(W=180km/h)

Fig. 10 Bridge Oscillation(TR=1e8N-m)

(a) W=60km/h

(b) W=120km/h

(c) W=180km/h

Fig. 11 Bridge Torsional Rotation with respect to 

Torsional Resistance Variation

=1e8N-m)을 사용하 다.

세 풍속에서 모두 수직모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비틀림모드는 일정시간 이후 나타

나기 시작해 일정 비틀림만큼의 계속 인 비틀림 진동을 나타

내었다. 비틀림각 진동이 나타나는 시 은 세 경우 모두 200

 근처에서 시작되었다. 풍속(W)이 60km/h일 경우 맥놀이

의 주기는 희미하며 략 약 334.5  정도로 악된다. 하지

만, W=120km/h일 경우 약 68.7  정도로 나타났으며, 

W=180km/h일 경우 약 39.7  정도로 풍속이 증가할수록 

맥놀이의 주기는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도 비틀림모드에 의한 공진 상을 모사하기에 불충분하고, 

특히 비틀림강성을 추가함으로써 비틀림모드의 진동이 항상 

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4.2 비틀림 강성에 따른 수직  비틀림 진동

본 연구에서는 비틀림 강성값에 따른 수직모드와 비틀림모

드의 진폭의 변화를 조사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기존 모

델의 경우 TR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풍속에 따라 비틀림각이 

변할 뿐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TR을 고려한 모델

의 경우 특정한 풍속에 하여 특정한 TR값에 한 비틀림 회

각이 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즉, TR값에 응하

는 비틀림모드의 공진을 일으키는 풍속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Fig. 11로부터 60, 120, 180km/h의 풍속에 하여 공진을 

일으키는 TR값 1.1e4, 1.27e7, 5.3e4N-m를 도출하여 이들 

값에 하여 풍속의 변화에 한 반응을 조사하 고, 이는 

Fig. 12에 나타나있다. 상 로 수직모드에는 향이 거의 

없으나, 비틀림모드는 특정 풍속에서 증폭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상 교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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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Oscillation(TR=1.1e4N-m) (b) Torsional Oscillation(TR=1.1e4N-m)

(c) Vertical Oscillation(TR=1.27e4N-m) (d) Torsional Oscillation(TR=1.27e4N-m)

(e) Vertical Oscillation(TR=5.3e4N-m) (f) Torsional Oscillation(TR=5.3e4N-m)

Fig. 12 Bridge Oscillation Amplification upon Wind Speed Variation

(a) Vertical Displacement(W=60km/h) (b) Rotation(W=60km/h)

(c) Vertical Displacement(W=120km/h) (d) Rotation(W=120km/h)

(e) Vertical Displacement(W=180km/h) (f) Rotation(W=180km/h)

Fig. 13 Bridge Oscillation with respect to Frequency Variation(TR=5.3e4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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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풍진동에 한 수교의 거동을 측하기 하여 바닥 의 비틀림강성을 고려하여 Mckenna and Tuama 

모델(2001)을 개선한 2D 간단해석 방법을 제안하 다. 기존의 모델은 풍속이 증가할수록, 진동수가 낮아질수록 비정상 인 

값을 나타내고, 비틀림모드의 공진 상을 묘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틀림강성을 고려하여 풍속에 따른, 진동

수에 따른 비틀림진동을 분석하 다. 해석결과 진동 기의 수직모드는 차 비틀림모드로 이되며 수직모드는 안정 으로 

진동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비틀림강성 효과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수직모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이나 비틀림 진폭은 일정시간(약 200 )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비틀림각을 지속 으로 유지하 으며 맥놀

이 주기는 풍속이 증가하면서 차 감소하 다. 비틀림 강성에 따라 서로 다른 풍하 의 풍속과 진동수에 비틀림모드의 공

진 상을 나타내므로 실제 설계에는 반드시 이러한 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수교, 풍하 , 비틀림강성, 수직진동, 비틀림진동

비틀림강성값과 설계풍속에 한 교량의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다.

4.3 풍하 의 진동수에 따른 수직  비틀림 진동

본 연구에서 시뮬 이션한 모델들은 과거 Tacoma Narrows 

Bridge의 붕괴 에 찰된 1분에 38회 진동(진동수≒ 

0.633)을 사용하 다. 하지만, 실제의 풍하 의 경우에는 다

양한 진동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풍속 60, 120, 180 

km/h에 하여 진동수 0.0부터 1.0까지의 변화에 한 수직 

 비틀림모드 진동에 하여 검토하 고 Fig. 13에 나타내었

다. 이 의 분석에서 비틀림모드에 한 공진을 유발한 TR값

들  가장 실 인 TR=5.3e4N-m의 값을 사용하 다. 진

동수의 변화에 따라 수직모드의 변화는 TR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과 TR을 고려한 모델 모두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하

지만, 비틀림모드는 진동수의 변화에 상당한 향을 나타내었

다. TR을 고려한 모델의 경우 체로 낮은 비틀림각을 나타내

며 특정 진동수(0.633 근처)에서만 격한 비틀림각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TR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0.633보다 낮

은 진동수에서 비정상 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Mckenna and Tuama 모델을 개

선한 비틀림강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안하여 수교의 풍하

에 의한 수직진동이 비틀림 진동으로 이되는 과정과 각 비

틀림강성에 따른 공진 풍속과 진동수를 나타내었다. 풍하

의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비틀림 모드의 맥놀이 주기는 감소

하며 진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이용할 경우 체로 수직모드의 진폭은 풍속

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 으나, 비틀림모드는 

특정 풍속과 진동수에 따라 공진 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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