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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차량속도  긴장재의 설계에 따른 CFTA 거더의 동 거동  

동 증폭계수를 분석하 다. 긴장재의 해석변수로서는 긴장재의 양과 긴장력을 고려하 으며 차량하 은 

도로교설계기 의 DB-24 하 을 선택하 다. 차량하 은 3축-2트랙에 작용하는  등가 하 으로 변환하

여 속도에 따라 시간함수로 모델링하 다. 긴장재의 양은 외측 맟 내측 덕트의 유무에 따라 변화시켰으며 

긴장력은 설계긴장력의 0%에서 100%까지 25%씩 증가시켰다. 차량속도는 40km/hr에서 100km/hr까지 

20km/hr씩 증가시켰으며, 해석결과 긴장재의 긴장력 변화는 거더의 동 거동에 향을 주지 않았으며 

기처짐에만 향을 주었다. 긴장재의 양에 따라서는 거더의 동 거동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긴장재의 양이 

을 수록 동 처짐은 증가하 다. 이를 바탕으로 거더의 동 증폭계수(DAF)를 산출하 으며, 이 결과 긴

장재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표 시방서에서 정한 기  값보다 매우 작은 거동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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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FTA(Concrete-Filled Tubular Arch) 거더는 폐단면의 강재를 주체로 충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킨 합성구

조이다. 이 CFTA 거더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동  거동  안정성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김정

호 등, 2009). CFTA 거더는 그림 1과 같이 질량이 앙부보다 지 부에 상 으로 집 되어 지간 앙부의 

가속도 응답은 작게 나타나므로 동 가속도응답에 유리한 구조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호 등, 2009).

 

그림 1 CFTA 거더의 형상

하지만 강성의 분포는 앙부가 상 으로 다른 지 부에 비해 작아서 변 응답에는 취약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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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긴장재를 통해 이러한 처짐을 제어하고 있다. CFTA 거더에서의 긴장재는 동 응답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2가지 기능을 갔는다: i) 긴장재 양에 따른 거더의 강성변화: 긴장재가 구조부재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긴

장재 양은 거더의 동 거동에 향을  (박호 등, 2007), ii) 긴장력 정도에 따른 외력변화: 가해진 긴장력은 

동 거동에 있어 외력으로 작용하여 동 처짐  가속도응답에 향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CFTA 거더에 차량이 통과할 때 긴장재 양과 긴장력을 변화시켜 동 거동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 다.

2. CFTA 거더의 FEM 동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ABAQUS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으며 고려된 CFTA 거더는 경간 30.6m, 폭 

3.5m에 단순지지조건이며, 구성요소는 강재주형, 내부충  콘크리트, 슬래  콘크리트, 슬래  철근, 긴장재로 

되어 있다. 강재주형은 4  쉘 요소(S4), 내부충  콘크리트와 슬래  콘크리트는 8  솔리드 요소

(C3D8), 그리고 슬래  철근과 긴장재는 트러스 요소(T3D2)로 모델링 하 으며 총 48,960개의 요소를 사용

하 다. 각각의 구성요소는 시공단계를 거친 후 일체거동을 하므로 슬래  철근은 embed, 나머지 구성요소

는 공유(tie)를 통하여 경계면을 모델링 하 으며, 긴장재의 긴장력은 트러스 요소에 initial stress를 작용

함으로써 구 하 다.

그림 2 CFTA 거더의 FEM 모델 (이학 등, 2007)
     

Mass density 

(ton/mm
3
)

Modulus of 

elasticity (MPa)
Poisson ratio

Steel 7.85E-09 210,000 0.3

Concrete 2.32E-09 29,000 0.167

Tendon 8.00E-09 200,000 0.3

Damping 2 %

표 1 모델에 사용된 재원

3. 이동하 의 모델링

본 연구에서 고려한 차량은 DB-24차량이며 앙축과 후륜축 간격을 4.2m로 선정하 다. 이동하는 차량은 

시간함수법으로 모델링하 다. 이는 차량하 을 그림 3(a)와 같이 등가 하  으로 치환하여 속도에 따라 

각 에 삼각형 형태의 impulse를 작용시켜 동 효과를 나타내는 모델링 방법이다(Brady 등, 2006). 그림 

3(b)는 차량진행에 따른 등가 하 을 3축-2트랙 모델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차량모델링: (a) 등가 하 , (b) 3축-2트랙 모델

4. 긴장재 조건에 따른 동 응답

4.1. 긴장재의 양 변화

CFTA 거더에 이동하 이 작용할 때 긴장재 양에 따른 동 거동을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총 네 가

지 조건을 설정하 다: Case 1: 긴장재 모두 용된 상태; Case 2: 내부 긴장재만 존재; Case 3: 내부/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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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재 하나씩 제거된 상태; Case 4: 긴장재가 없는 상태. 차량이동 속도는 100km/hr인 경우를 고려하 으

며, 이에 따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30.6m의 길이를 가지는 CFTA 거더는 약 1.4  이후에는 자유진

동으로 거동하며, 긴장재 양이 을수록 동 변 응답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긴장재의 양이 거더

의 강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40km/hr, 60km/hr, 80km/hr 의 경우에 해서도 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거더 앙부에서의 동 상 변 가  작게 나타났다.

그림 4 긴장재 양에 따른 거더 앙부에서의 동 변  (V=100km/hr): (a) 기 정 변  포함 ( 변 ),      

 (b) 기 정 변  제외 (상 변 )

4.2. 긴장력의 변화

긴장재의 설계긴장력을 100%로 하여 75%, 50%, 25%, 그리고 0%로 변화시켜 각각 Case 1, 5, 6, 7, 8로 

분류하 으며, 차량속도에 따라 Model A, B, C, D로 하 다. 긴장력과 차량속도의 조합은 각 Model에서 

Case1, 5, 6, 7, 8을 용시켜 구성하 다. 그림 5는 각각의 Model에 한 Case 1과 Case 8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정 기변 는 긴장력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차량이동에 따른 증가되는 동 응답은 일정

한 속도하에서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긴장력 방향이 거더의 진동방향과 직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5 Model A, B, C, D-Case 1과 Case 8의 거더 앙에서의 동 변 : (a) 변 , (b) 상 변

5. 동  증폭 계수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동 증폭계수(DAF)는 동 해석에서의 최 변 응답과 정 해석을 통한 최 변 의 비율로 나타낸 계수이

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DAF=1+DA, DA=(Rdyn-R0)/(Rst-R0)-1. 여기에서 DA는 동 증폭이며 Rdyn와 Rst는 

교량의 최  동   최  정  응답, R0는 기 정 응답이다. 응답에는 일반 으로 최 변  는 변형률, 

모멘트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 변 응답을 고려하 다. AASHTO Standard Spec.(1996)

과 AASHTO LRFD(1998)에서는 이 동 증폭계수를 동 허용하 (DLA)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도로교설계기

(2005)에서는 충격계수로 불리고 있다. AASHTO Standard DLA 기 은 50/(L+125)로 계산되고 이때 교량

경간길이 L의 단 는 ft이며 계산된 DLA값이 0.3( 는 3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도로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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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05)에서는 이 계식은 15/(L+40)이며 이때 단 는 m이다. 이 계산치도 0.3( 는 30%)을 넘지 않아야 

한다. AASHTO LRFD(1998)에서는 일 으로 0.33( 는 33%)까지 허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4.2장에서 보듯

이 긴장력에 따른 거더의 동 거동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므로 증폭계산에 고려하지 않았으며 (Case 1과 

동일) 그림 4를 바탕으로 긴장재 양과 차량속도 변화에 따른 동 증폭계수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 

100km/hr 속도에서 긴장재의 양에 따른 거더의 동 증폭계수는 1.112 에서 1.064 까지 비교  낮게 나타났

다. 한편 40km/hr∼80km/hr 속도에서도 증폭계수가 1.05 미만으로 나타났다.

Case Description
Initial displ.
(R0, mm)

Static Dynamic

DAF DLA
(%)

도로교
Ch. 2.1.4 

I (%)

AASHTO 
Standard Spec. 
Article 3.8.2 
DLA (%)

AASHTO 
LRFD 

Sec. 3.6.2 
DLA (%)

Displ.
(Rst, mm)

Displ. 
(Rdyn, mm)

Case 1 Full tendons 3.843 -25.493 -27.365 1.064 6.4

21 22 33
Case 2 Only interior tendons -15.575 -46.514 -48.996 1.080 8.0

Case 3 Asymmetry tendons -38.492 -69.931 -72.619 1.085 8.5

Case 4 No tendons -88.767 -122.701 -126.492 1.112 11.2

표 2 동 증폭계수 비교 (V=100km/hr)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긴장재 양과 긴장력, 그리고 차량이동속도에 따른 거더의 동 응답을 분석하 다. 긴장재 

양과 긴장력  차량(DB-24)의 속도를 조합하여 다양한 경우들에 해 FEM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 

긴장력을 변화시켜도 거더의 동 변 응답(상 변 )은 같았으며 단지 기 camber만 달라졌다. 하지만 긴장

재 양을 달리할 경우 동 변 응답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긴장재의 양이 을수록 그 응답은 크게 나타났다. 

동 증폭계수는 긴장재가 없는 경우 1.112, 긴장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1.064로 나타났다. 이 두 값은 한국

도로교와 AASHTO LRFD에서 규정하는 한계 인 1.21과 1.33보다 아래에 있어 안정 인 거동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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