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1

ISSN 1226-525X / eISSN 2234-1099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18권 6호 (통권 제100호) EESK J Earthquake Eng Vol. 18 No. 6, 301-308
2014년 11월 http://dx.doi.org/10.5000/EESK.2014.18.6.301

현수교 행어 케이블 파단에 의한 동적확대계수의 해석적 

결정법

Analytical Method to Determine the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due 

to Hanger Cable Rupture of Suspension Bridges

나현호
1)

 ･ 김유희
2)

 ･ 신수봉
3)

*

Na, Hyun Ho
1)

 ･ Kim, Yuhee
2)

 ･ Shin, Soobong
3)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협력지원팀 대리, 

2)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3)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

1)
Partnership Program Team, KOSHA, 

2)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3)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  A B S T R A C T  /

A suspension bridge is a type of bridge in which the beam is suspended by load-bearing cables. There are two classifications: the 

self-anchored suspension bridge has the main cable anchored to the bridge girders, and the earth-anchored suspension bridge has the 

main cable anchored to a large anchorage. Although a suspension bridge is structurally safe, it is prone to be damaged by various actions 

such as hurricanes, tsunamis and terrorist incidents because its cables are exposed. If damage to a cable eventually leads to the cable 

rupture, the bridge may collapse. To avoid these accidents, studies on the dynamic behavior of cable bridges due to the cable rupture have 

been carried out. Design codes specify that the calculated DAF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should not exceed a certain value. However, 

it has been difficult to determine DAFs effectively from dynamic analysis, and thus no systematic approach has been suggested. The 

current study provides a guideline to determine DAFs reliably from the dynamic analysis results and summarizes the results by applying 

the method to an earth-anchored suspension bridge. In the study, DAFs were calculated at the location of four structural parts, girders, 

pylons, main cable and hangers, with variations in the rup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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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수교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교량 형식 중 하나로, 덩굴에 나무를 매단 

형식의 현수교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장대교량을 대표하는 교량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현수교는 케이블에 대한 응력 조정 및 배치방법을 다양하게 

변화하여 외관상으로 아름답고, 뛰어난 안전성을 지닐 수 있어 세계 건설 산

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수교는 구조적인 특성상 넓은 범위에 케이블이 노출되어 손상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태풍, 지진 그리고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

해와 차량 충돌, 화재, 테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들로 인해 구조물 손

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손상은 현수교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케이

블이 파단되는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교량이 붕괴되지

는 않더라도 공용중인 교량에 치명적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수교의 케이블 파단에 의한 교량의 안전성 검토는 필수사항이며, 교량에 미

치는 정적영향뿐만 아니라 동적영향에 대한 분석 또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교량의 케이블 파단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확립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분석되지만, 설계기준에서는 이미 동적확대계수

(DAF: dynamic amplification factor)를 산정하고, 계수가 일정한 값을 초

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1,2]. 이러한 동적확대계수는 케이블 파단을 

모사한 동적해석 수행을 통해 구해야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뢰성 

높은 동적확대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적확대계수는 구조적인 의미를 지닌 위치에

서 발생하는 부재력으로 제한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이를 설계기준과 비교

하여 초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Yoo GM[3]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케이블 교량에 최대 부재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동적확대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적확

대계수 산정 시 최대 부재력이 발생하는 지점을 고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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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mulation of cable rupture in a suspension bridge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related to cable rupture 

Standard Design code Load combination DAF

Domestic

Cable steel 

bridge design 

guidelines

(2006)

1.0D + 0.5(L+I) +PS2

· D : Dead load

· L : Live load 

· I : Impact factor 

· PS2 : Section force by cable 

rupture

Static 

analysis:

DAF=2.0

Dynamic 

analysis:

DAF≥1.5

Overseas

PTI (2001)

1.1Dc + 1.35Dw + 0.75(LL+IM) + 

CLDF

· Dc : Dead Load (components 

and attachments)

· Dw : Dead Load (wearing 

surface  and utilities)

· LL : Live Load

· IM : Dynamic Load Allowance 

· CLDF : Cable Loss Dynamic 

Forces 

SETRA

(2002)

0.75TS + 0.4UDL

· TS : Tandem System

· UDL : Uniformly Distributed 

Load

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방법으로 최대 정적변화

량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수교 케이블의 파단에 의한 교량의 동적거동을 

모사할 동적해석기법을 검토하고, 이를 타정식 현수교에 적용하여 동적확

대계수를 계산하는 신뢰도 높은 해석적 결정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석과

정에서 케이블 파단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적거동을 타정식 현수교에 적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동적확대계수는 현수교의 보강형, 주탑, 주케이블 그리

고 현수재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2. 케이블 파단의 동적해석기법 및 설계기준

대부분의 케이블 교량은 케이블의 교체 및 파단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

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케이블에 대한 검토대신 교량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4]. 그러나 케이블 파단에 대한 설계기준인 동적확대계수 계

산에 대하여  일정한 지침으로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 파

단에 따른 동적확대계수 값들은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다. 따라서 가

능한 모든 케이블에 대하여 파단을 검토하고, 케이블 파단에 의한 동적확대

계수 계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1 케이블 파단의 동적해석기법

2.1.1 케이블 파단의 해석적 모사

케이블 파단을 해석적으로 모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평

형상태에서 케이블 장력을 구하고, 파단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케이블 교량

의 케이블 요소를 제거한다. 그리고 제거한 케이블의 장력과 같은 크기의 힘

을 Fig. 1과 같이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파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시

간함수로 정의하고, 그 시간 동안 장력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파단을 모사한

다. 

도입된 외력은 교량의 넓은 진동수 대역에 걸쳐 작용하고, 전체 고유진

동 모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수의 진동수로 모드조합법을 사용하는 경

우 상대적으로 동적응답을 작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소수 

모드를 조합한 동적응답의 수렴값을 정적응답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동 폭

에 비해 정적 응답을 작게 평가하여 동적확대계수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5-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드조합법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배제하기 

위하여 직접적분법을 적용하였다.

2.1.2 파단 시간함수의 정의

현수교의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여러 다발의 강선이 하나의 케이블을 구

성한다. 그러므로 케이블의 파단은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급진적 파단과 시

간 간격을 두고 끊어지는 점진적인 파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

단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케이블 파단이 보강형의 응력에 미치는 영향

력 등 국내외에서 케이블 교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케이블 파단시

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8].

본 연구에서는 파단시간을 고려하여 Fig. 1의 그래프와 같이 Ramp 하

중을 적용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진행하였다. 시간 간격(△t)의 시작점은 파

단의 시작이며, 끝점은 완전한 파단이 발생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기본적으

로 파단 시간 간격을 순간적인 파단이 발생하는 0.0sec부터 점진적 파단이 

발생하는 3.0sec까지 0.5sce씩  증가시키며 해석을 진행하였다. 0.5sec의 

시간간격은 파단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해

석결과 파단 시간의 간격이 증가 할수록 교량에 미치는 동적영향은 감소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해석 대상인 타정식 현수교의 경우 3.0sec 이후에는 

현수교의 동적확대계수의 수치가 전체적으로 Table 1에서 제시한 설계기

준에 합당하였기에 그 이상의 해석은 불필요하다 판단하였다. 



∆

∆  ∆
   (1)

위의 식 (1)은 동적확대계수를 산정하는 식이다. 동적확대계수는 교량

의 보강형과 주탑, 주변 케이블 각각을 대상으로 파단해석을 수행한 후 최대 

응답을 발생시키는 케이블 파단의 경우를 통해 산정한다. 식 (1)의 변수는 

Fig. 2에 나타내어 설명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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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mple dynamic response due to cable rupture

(a) Plan view of bridge

(b) General drawing of pylon (c) Cross sectional view of girder

Fig. 3. Drawing of an earth-anchored suspension bridge[12],[13]

2.2 케이블 파단에 대한 설계기준

2.2.1 국내 설계기준

국내 케이블 강교량 설계지침[9]에서 케이블 파단에 의한 동적 효과를 

나타내는 동적확대계수는 Table 1에 정리된 것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

다. 설계지침상의 동적확대계수 산정 방법은 먼저 하중조합에 따른 케이블 

장력을 구하고, 각 케이블이 갑작스럽게 파단 되었을 때의 동적효과를 포함

한 하중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제거한다. 그리고 고정하중과 활

하중이 만재된 상태에서 구한 정적 장력의 2.0배를 반대로 구조계에 작용시

키거나,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 동적해석에 의한 

경우에도 정적 장력의 1.5배 이상의 동적효과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 파단은 원칙적으로 1개의 케이블에 대해 적용하며 이때의 작용력

(PS2)은 Table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정하중과 활하중 재하시의 해당 

케이블 장력을 역으로 구조계에 재하할 때의 힘을 의미하며 파단 시에는 동

적효과를 고려하여 역으로 가하는 장력을 Table 1에 제시한 하중조합 식을 

이용하여 증가시킨다.

2.2.2 국외 설계기준

국외 설계지침 PTI(2001)와 SETRA(2002)[1,2]에서는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케이블 파단에 의한 동적 효과를 동적확대계수 2.0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계기준들은 기본적으로 사장교에 

대한 적용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현수교를 대상으로 동적확대계수

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설계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반적

인 현수교 해석에서 현수재의 제거는 사장교의 해석과 동일하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발생과 관련된 동적확대계수는 보수적인 값 

2.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교량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현수재의 갑작스러운 파단은 과거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테러발생과 같은 새로운 위협이 화두가 되

면서, 예기치 못한 케이블의 파단도 설계시 고려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현수재 파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사

장교의 케이블 파단에 해당하는 조치를 현수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11].

3. 타정식 현수교의 케이블 파단 해석 및 분석

3.1 대상 타정식 현수교의 제원 및 모델

본 연구에서 적용할  타정식 현수교는 실제 국내시공이 완료된 ○○교로 

전체연장 2,260 m, 주경간장 1,545 m의 3경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탑은 

각각 270 m인 두 개의 탑주와 가로보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교량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Fig. 3에, 설계조건과 케이블 제원은 Table 2와 Table 3에 명시하였

다. 동적해석을 위해 구조해석프로그램 MIDAS Civil 2006을 사용하여 Fig. 4

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또한 보강형, 주탑, 주케이블, 현수재와 같이 교량을 4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과정은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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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ss for the cable rupture analysis

Table 2. Design condition of an earth-anchored suspension bridge

Span components 357.5+1,545+357.5=2,260m

Design velocity 80km/h

Width 29.1m

Number of lane Reciprocationg 4 lanes

Girder streamlined shape twin steel box

Design live load DB-24 and DL-24

Design wind speed 62.8m/s

Sag ration f = 1/9

Pylon H-shape RC rahmen pylon

Table 3. Cable specification of an earth-anchored suspension 

bridge

Section Specification

Main 

Cable

Wire diameter ⏀ = 5.35mm

Tensile strength 1,860MPa

Composition

Center span : 

              32strand x 400wire

Side span : 

              34strand x 400wire

Diameter after 

wrapping

Center span : 683mm

Side span : 704mm 

total weight 12,968tonf

Hanger

Tensile strength 1,610MPa, 1,660MPa

Title 8 × WS(36) + CFRC

Diameter ⏀75 mm, ⏀80 mm, ⏀90 mm

(a) Modeling of bridge

(b) Modeling of pylon

Fig. 4. Analytical model for an earth-anchored suspension bridge

3.2 최대정적변화량 기준 동적확대계수 산정

기존의 케이블 파단과 관련된 논문은 사장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지배적

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Yoo GM[3]은 최대 부재력이 발생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케이블 교량의 동적확대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는 설계 시 적용하는 하중에 따라 요소별로 부재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부

재력이 작용하는 지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

이다. 

그러나 최대 부재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 동적확대계수를 구할 경우, 최

대 부재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는 

Fig. 6(b)에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6(b)는  보강형 요소 

43번 위치에서 파단이 발생 했을 경우의 해석결과로  Fig.6(a)의 그림에서 

왼쪽으로부터 20번째 케이블을 파단한 경우와 동일 한 위치를 의미한다. 해

석결과는 해당 케이블 파단 시, 교량에 미치는 동적모멘트의 변화량(△

Dynamic), 정적모멘트의 변화량(△Static), 파단 후 발생하는 휨모멘트

(Static moment)이며, 보강형 위치에 따른 각각의 값들을  Fig.6(b)에 파단 

위치(∗)와 함께 나타내었다. Fig.6(b)에서 정적모멘트와 같이 최대 부재

력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역학적 의미가 적은 위치에서 발생한 데이터

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대 부재력 발생 지점을 고려하여 동적

확대계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부재력이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Fig.6(b)의 파단위치(∗)에서 동적변화량과 정적변화량이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 수 있다. 또한 Fig. 6(b)에서 보강형 210번 주변에서 변화

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상 타정식 현수교가 트윈거더

(twin girder) 형식의 2면 현수교이기 때문이다. 즉, 교량 중앙점의 보강형 

요소 번호가 100번과 280번 부분이므로 보강형 210번 주변의 변화는 파단

된 케이블의 반대편 보강형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강형의 위치에 따

라 동적변화량과 정적변화량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적 부재력

은 불규칙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파단 해석기법이라면 Fig. 6(b)에

서 최대 부재력을 나타내는 양 끝단의 위치에서 동적영향을 검토해야 하지

만, 해당 위치에서 동적·정적 변화량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적·정적변화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서 동적확대계수를 산

정하면 위에서 제시한 동적확대계수 수식인 식 (1)에 적용 할 때 문제가 발

생한다. 식 (1)의 분모에 해당하는 정적변화량의 값이 0에 가까워지면서 동

적확대계수 값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는 매우 크기 때문

에 해석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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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ptured position of bridge

(b) Bending moments of girders

Fig. 6. Comparison of △dynamic, △static, and static moments of 

girders 

Table 4. Quantitative comparison of △dynamic, △static, and static 

moments of girders

Standard

Max. △static 

moments

(kN·m)

Max. static moments

(kN·m)

Position

No.43 Element 

(Around rupture 

position)

No.3 Element 

(Regardless of rupture 

position)

△Dynamic 12357.100 121.000

△Static 11264.570 6.020

DAF 1.097 20.100

(a) before cable rupture

(b) after cable rupture

Fig. 7. Variation of bending moments

정적변화량의 대소를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에서는 Fig. 

6(b)와 같은 조건으로 최대 정적변화량 지점과 최대 부재력 지점을 정량적

으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최대 동적변화량 지점은 Fig. 6(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적변화량의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생략하고, 최대 정

적변화량과 최대 부재력만 비교하였다. 최대 정적변화량의 경우 파단 발생 

위치에서 가장 큰 동적·정적변화량을 나타내었으며, 최대 부재력이 발생하

는 지점에서의 변화량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치를 나타내

었다. 그리고 최대 정적변화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적확대계수 값은 

안정적인 수치로 산정되었지만, 최대 부재력을 기준으로 선정한 지점에서

는 작은 정적변화량이 식 (1)의 분모가 되면서 정적변화량설계기준에 크게 

벗어나는 수치를 보이게 된다. 이는 동적영향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정적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동적확대계수가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동적확대계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로 여겨진다. 따라서 변화량이 상대적

으로 작은 구간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케이블이 파단될 때, Fig. 7에서 보듯이 케이블이 파단된 위치를 중

심으로 부재력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최대 부재력은 케이블 

파단 위치에 상관없는 위치에서 발생하며, 그 예로 Fig. 6(b)에서와 같이 최

대 부재력이 발생하는 양 끝단 부분의 동적(△Dynamic)·정적변화(△

Static)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부

재력이 발생한 위치에서 동적확대계수를 구하게 되면 Fig. 7과 같은 부재력

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케이블 파단과 같이 동적확대계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부재력이 작용하는 지점보

다 파단 후 케이블 파단으로 인한 부재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최대 정적

변화량이 발생하는 지점의 동적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의미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Fig. 6와 Fig. 7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최대 부재력 보다 정적 

변화량이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동적확대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8은 정적변화량(∆Static)을 기준으로 동적확대계수를 고려할 위

치를 결정하고 동적확대계수를 산정하여 그린 것이다. Fig. 8(a)는 파단시

간 0.0sec 일 때, Fig. 6(a)상의 좌측부터 45번째 현수재 즉, 교량 중앙점 부

분의 현수재를 파단한 후 발생하는 휨모멘트의 동적변화량과 정적변화량

을 보강형 요소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 8(a)에서 파단된 위치 주

변에서 휨모멘트의 동적 및 정적 변화량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또한, 파단 위치의 반대편인 보강형 요소 250번 부근에서 발생하는 변

화는 트윈 거더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8(a)에서 우측 y축의 동적확대계수 수치를 봤을 때, 일부 특정한 보

강형 요소의 위치에서 동적확대계수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매우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적확대계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정적변화량이 0에 

근접하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동적변화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적확대계

수가 커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동적확대계수에 이용되는 정적변화량의 최

소 한계값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여 동적확대계수를 계산할 것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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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ear forces DAFs of girders

(b) Variation of DAFs with different rupture time

Fig. 9. Shear forces DAFs of girders of earth-anchored suspension

bridge

(a) Bending moment DAFs of girders

(b) Variation of DAFs with different rupture time

Fig. 8. Bending moment DAFs of girders of self-anchored suspension 

bridge

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위치에서 동적확대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정적변화량 중 최대정적

변화량(Max. △Static)이 발생하는 위치를 선택하였다. 해석결과 축력, 전

단력, 휨모멘트 모두 케이블 파단이 발생하는 위치의 보강형 요소에서 최대 

정적변화량이 발생하였으며, 그 위치에서의 동적변화량과 정적변화량을 

이용하여 동적확대계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Fig. 8(b)와 같이 케이블 파

단 위치에 따른 동적확대계수를 0.0sec부터 3.0sec까지 파단시간 별로 나

타낸 그래프에서 동적확대계수들이 설계기준에 합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8(b)의 파단 케이스는 Fig.6(a)에서 좌측부터 번호를 부여하여 1

번 케이블부터 교량 중앙점의 45번 케이블까지 단일 파단하여 해석한 결

과이다. 

3.2.1 보강형의 동적확대계수

일반적으로 케이블 교량에서 손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케이블이 연결된 보강형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단시

간을 0.0sec부터 0.5sec 간격으로 증가시켜가며 보강형 전단력과 휨모멘

트에 대해 동적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휨모멘트에 대한 결과는 앞에서 제

시한 Fig. 8과 같으며, Fig. 9(a)는 Fig. 8(a)의 휨모멘트 해석과 동일한 조

건에서 해석하여 얻은 결과로 전단력의 동적변화량과 정적변화량, 그리고 

최대 정적변화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동적확대계수 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전단력의 경우에도 휨모멘트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위치에서 동적확대계

수 값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정적변화량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9(b)는 0.0sec부터 3.0sec까지 변화를 

주면서 파단시간별 파단 케이블의 위치에 따라 계산된 동적확대계수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파단시간이 길어질수록 동적변화량의 값이 정적변화량

의 값과 같아지면서 동적확대계수의 값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과적으로 대상 타정식 현수교의 보강형은 순간적인 파단시간 0.0sec에서

부터 전체 파단시간에서 케이블 파단에 대한 설계기준에 합당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3.2.2 주탑의 동적확대계수

대상 타정식 현수교의 경우 H형 RC라멘형 주탑 2개가 있으며, 높이는 

270m에 달하는 고주탑 교량에 해당한다. Fig. 4(b)는 모델링한 주탑의 요

소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파단 케이블은 주탑과 가장 근접한 케이블로 선정

하였다. Fig. 10는 파단시간을 0.0sec에서 3.0sec까지 변화를 주면서 파단

시간에 따른 파단별 축력과 휨모멘트에 대하여 최대정적변화량 기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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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al force

(b) Bending moment

Fig. 10. Variation of DAFs of plyon with different rupture time

(a) Tension force of main cable

(b) Tension force of hanger cables

Fig. 11. Variation of DAFs of calbes with different rupture time

시간에 따른 동적확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a)는 축력을 나타낸 것으로 동적확대계수가 파단시간 3.0sec 이

후에도 특정 파단 현수재에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값을 보였다. 파단2, 파

단 28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파단

에 비해 정적변화량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적변

화량은 동적확대계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수치가 무의미해질 정도의 큰 값이 산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동적확대계

수를 계산하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무의

미한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Fig. 10(b)의 휨모멘트에서 파단시간 변화에 따

른 동적확대계수는 파단시간 1.5sec 이후에 설계기준 2.0 이하의 수치를 나

타내어 설계기준에 합당한 값임을 알 수 있다.

3.2.3 주케이블 및 현수재의 동적확대계수

현수교에서 케이블은 주케이블과 현수재로 나눌 수 있다. 해석은 보강형

과 주탑의 과정과 동일하지만,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힘은 장력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대상 타정식 현수교는 대칭 2면 현수재로 

설계된 점을 이용하여 1/4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케이블 번호는 Fig. 6(a) 

의 교량 모델에서 좌측에서부터 지정하였다. 케이블에 발생하는 인장력의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Fig. 11은 주케이블과 현수재의 최대 정적변화량이 

발생하는 위치의 동적확대계수를 파단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 11(a)의 주케이블의 경우 2.5sec 이후, Fig. 11(b)의 현수재의 경우 모

든 파단시간에서 동적확대계수가 설계기준에 합당함을 보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단모사 해석기법을 케이블 교량에 적용하여 케이블 파

단에 의한 동적영향을 검토하고, 동적확대계수를 구하는 체계화 된 분석과

정을 확립하였다. 기존에 최대 부재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한 해석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하여 최대 정적변화량이 발생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동적확대계수를 산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해석과정에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파

단시간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타정식 현수교에 적용하

여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동적확대계수를 기존의 최대 부재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 결정하는 방

법 대신 부재력의 정적변화량이 최대인 곳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제안한 방법을 타정식 현수교 예제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과 실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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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단시간을 고려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설계기준을 검토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타정식 현수교의 경우 기존에 적용하고 있

는 동적확대계수를 통하여 케이블 교량의 진동영향을 반영하는 설계기

준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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