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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은 사장교가 갖고 있는 단

점 중의 하나인 경간장 증가와 함께 커지는 거더의 압

축력을 감소시켜 사장교의 경간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Gimsing에 의해 제안된 시스템이다1). 일부타정식 케이

블 시스템은 측경간 외측 케이블 중 일부를 거더가 아

닌 외부에 정착하고, 받침부를 종방향 가동단으로 함

으로써 주탑부 근처의 거더 최대 압축력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중앙경간 중앙부에 인장력을 도입하는 시스템

이다.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채택함으로 경간장 

1000 m 이상의 장대 장경강 사장교의 경제적인 건설

이 가능하나, 별도의 앵커블럭 설치와 중앙 경간부 가

설을 위한 특별한 가설방법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2).

실질적으로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Gimsing의 제안 이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경간장 1000 m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3-6). 반면, Won 등7)은 중소지간의 사장

교에도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이 적용가능하며, 특

별한 시공방법 없이 사장교 시공에 가장 널리 적용되

는 FCM(Free cantilever method) 방법으로 적용 가능함

을 해석적으로 보였다. 또한, Won 등8)은 일부타정 케

이블 시스템은 풍하중과 같은 동하중의 응답 감소에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성 측면에서, 현수교와 경쟁하는 장경간 사장교

는 중앙경간장 600-1000 m이나, 이에 대한 일부타정식 

사장교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장경간 사장교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장경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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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의 안전성을 지배하는 하중인 지진하중과 풍하중

에 대한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의 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경간 810 m의 

사장교를 개념설계 수준으로 설계한 후 일부타정식 케

이블 시스템을 갖는 경우와 일반적인 자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갖는 경우를 모형화하여 지진하중과 풍하중

에 대한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의 동적 안전성 향

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케이블 시스템

사장교에 적용한 케이블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케이

블의 정착과 경계조건에 따라 자정식(Fig. 1(a)), 타정식

(Fig. 1(b)), 일부타정식(Fig. 1(c))으로 구별할 수 있다1). 

자정식 케이블 시스템은 대부분의 사장교에서 적용되는 

방식으로 거더에 발생되는 축력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주탑으로부터의 거리이며, 은 중앙

경간장이다.

Fig. 1(b)의 형태를 갖는 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은 모

든 거더에서 인장력이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거더에 발

생되는 축력은 다음과 같다. 

 

 (2)

일부타정식 사장교(Fig. 1(c))는 거더에 압축력과 인

장력이 같이 발생하며, 발생된 인장력이 압축력을 감

소시키며 위치에 따른 축력은 다음 식과 같다.

 

   (3)

여기서, 는 측경간장이다.

3. 대상교량과 유한요소 해석 모델

3.1 대상 교량과 해석 모형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의 장경간 사장교 적용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경간 810 m의 3경간 사장교

를 개념설계 하였다. 대상교량은 Fig. 2와 같이 폭 22.9 

m의 강상판 거더와 높이 218 m의 콘크리트 주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이블은 MS 케이블을 가정하며, 배

(a) Self anchored cable system

(b) Earth anchored cable system

(c)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Fig. 1. Axial force diagram of three cable systems1).

치형태는 2면 배치로 각 면에는 주탑 좌우로 각각 25

개의 케이블이 위치하고 있다. 

대상 교량을 자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갖는 자정식 

모형과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을 갖는 일부타정식 

모형으로 각각 모형화할 때 차이점은 경계조건과 측경

간 외측에 타정되는 케이블이다. Fig. 2(d)는 일부타정

식 모형을 기준으로 한 받침 조건이며, 그림의 첫 번째 

주탑(P1)의 받침 조건 (·)와 (↕)는 자정식 모형을 나타

낸다. 자정식 모형의 경우, 모든 케이블들은 거더에 정

착되나 일부타정식 모형의 경우 측경간 외측 케이블들

의 일부가 거더 외부에 정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별도의 앵커블럭 설치 없이 타정 케이블들이 교대

에 정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부타정식 사장교에서는 주탑부 거더에서 감소된 

압축력이 중앙경간 가운데에서 인장력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정되는 케이블 수의 결정은 자중, 2

차 사하중 등을 고려한 시공단계 해석 결과와 활하중 

등의 결과를 조합한 결과의 주탑부 거더에서 발생한 

최대 압축력과 중앙경간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최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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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de view

(b) Cross-section of girder (c) Pylon

(d) Cross-section of pylon

(e) Bearing condition

Fig. 2. Outline of considered bridge (unit: m).

Table 1. Sectional properties

Member Area (m2) Iy (m4) Iz (m4)

Girder 1.022 42.946 1.254

Pylon
United part 22.006-38.978 71.305-663.741 129.983-345.591

Separated part 12.097-30.230 65.054-544.107 102.823-395.802

Cable 0.0030-0.0150

Table 2.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Location
Elastic modulus

(kN/m2)
Poisson
ratio(υ)

Weight density
(kN/m3)

Concrete 
(50 MPa) Pylon 3.10×107 0.167 24.53

Steel (SM520) Girder 2.10×108 0.300 77.00

Cable 
(1770 MPa) Cable 2.00×108 0.300 77.00

장력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

전에 시공단계 해석과 활하중 해석 등을 통해 대상교

량의 최적 타정케이블 수는 1면을 기준으로 볼 때, 좌

측 측경간 최 외측에 6개, 우측 측경간 최 외측에 6개

로 결정하였다.

단면 물성치와 재료 물성치는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강 거더는 SM 520재료이며, 콘크리트는 압축강

도 50 MPa, 케이블의 강도는 1770 MPa이다. 

대상 교량의 해석은 사장교의 비선형성과 시공단계 

해석의 구현이 가능한 RM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Fig. 3은 일부타정식 FE 해석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거더와 주탑은 보요소로, 케이블은 축력만 저항하는 

케이블 요소로, 받침부와 지점부는 스프링 요소로 모

형화되었다.

Fig. 3. FE model with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3.2 지진하중과 풍하중

고유치해석을 위해 자중을 질량으로 변환하여 적용

하였으며, 정확한 자중을 반영하기 위해 단면적과 단

위 중량의 곱에 할증계수를 적용하였다. 강재의 단위

중량은 77.0 kN/m3,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4.5 kN/m3

이다. 단면적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연결부, 2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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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한 할증계수는 거더의 경우 1.30, 주탑의 경

우 1.0, 케이블의 경우 1.18을 적용하였다. 

지진하중은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 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탄성지진응답계수는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적용하였다9).

  
 ≤  (4)

여기서, A는 가속도 계수로 0.154가 적용되며, S는 

지반계수로 1.2가 적용되었다. 다중모드 스펙트럼해석

에 참여된 진동모드 수는 245개이다. 

동적 풍하중의 영향은 장경간 교량의 풍하중 거동 

분석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다중모드 버펫팅 해석 방

법을 통해 분석하였다10,11). 동적 풍하중은 지진하중과 

달리 저차모드의 응답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50

개의 진동모드가 버펫팅 해석에 적용되었다.

해석에 적용된 변동 풍속에 대한 기본 물성치는 

Table 3과 같으며, Vb는 36.8 m/s, z0와 kt는 교축 직각 

방향 바람에 대해 각각 0.0075와 0.17, 교축방향 바람

에 대해서는 각각 0.05와 0.19가 적용되었다8).

Table 3. Properties of fluctuating velocity

Item Properties

10-min mean wind 
speed     × × ln 

Gust wind speed      ×  ×  

Turbulence intensity    ln 
Intensity function of the 
atmospheric turbulence

   

i = u (along wind), v(cross wind horizontal), 
w(cross wind vertical velocity)

Standard values of ith 
velocity (si)

  × ,   × , 

   ×

스펙트럴 밀도함수는 Kaimal spectrum이 적용되었으

며, 관련된 변수들과 주탑, 거더, 케이블의 공기동역항

적 계수(항력계수, 양력계수, 모멘트계수)는 참고문헌

의 값을 적용하였다8).

4. 해석 결과

4.1 고유진동수 변화

타정된 케이블은 주탑 거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어

하기 때문에 일부타정식 모형은 자정식 모형과 비교하

여 진동 모드와 고유진동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Fig. 4와 Fig. 5는 각각 자정식 모형과 일부타정식 모형

의 저차 모드 진동형상을 나타낸다. 자정식 모형에서

(a) 1st Mode shape (f=0.0951 Hz, transverse direction)

(b) 2nd Mode shape (f=0.2215 Hz, vertical direction)

(c) 3rd Mode shape (f=0.2636 Hz, vertical direction)

Fig. 4. Basic natural frequencies and modes of a bridge 
model with a self anchored cable system.

(a) 1st Mode shape (f=0.0947 Hz, transverse direction)

(b) 2nd Mode shape (f=0.1616 Hz, vertical+longitudinal direction)

(c) 3rd Mode shape (f=0.2326 Hz, vertical direction)

Fig. 5. Basic natural frequencies and modes of a bridge 
model with a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는 1차 모드는 교축직각방향, 2차 모드와 3차 모드에서

는 연직방향 진동이 나타났으나, 일부타정식 모형에서

는 1차 모드는 동일하나 2차 모드에서 연직과 교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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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Mode
shape

Model
Mode Number

1 2 3 4 5

Vertical

SACS Br.1) 0.2215 0.2636 0.3860 0.4345 0.4874 

PEACS Br.2) 0.16163) 0.2326 0.3547 0.4378 0.4883 

Difference -37.07% -13.33% -8.82% 0.75% 0.18%

Transverse

SACS Br. 0.0951 0.2698 0.4554 0.5304 0.6236 

PEACS Br. 0.0947 0.2642 0.4391 0.5176 0.6260 

Difference -0.42% -2.12% -3.71% -2.47% 0.38%

Pylon
Longitudinal

SACS Br. 1.5180 　

PEACS Br. 1.6281 　

Difference 6.76% 　

Pylon
Transverse

SACS Br. 0.3523 　

PEACS Br. 0.3529 　

Difference 0.17% 　

1) A bridge model with a self anchored cable system
2) A bridge model with a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3) Mode shape of only this frequency is combined mode of a vertical 

and a longitudinal direction.

향이 결합된 형태의 진동모드가 나타났으며, 3차 모드

에서 연직방향 진동 모드가 발생하였다. 

주요 고유진동수에 대해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표로부터 일부타정식 모형의 주탑의 교축

방향과 거더의 연직방향 고유진동수가 자정식 모형의 

고유진동수와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유진동수의 차이는 타정 케이블들이 주탑의 교축방

향 거동을 제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4.2 주탑 응답 분석

고유진동수 변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타정 

케이블 시스템은 교축직각방향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교축방향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

진하중과 풍하중에 의해 주탑 하단에 발생하는 최대 

교축방향 휨모멘트를 분석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에는 하중조합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

하중(D)에 의해 발생하는 주탑 교축방향 모멘트 결과

도 같이 나타내었다. 표로부터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

스템은 자정식 케이블 시스템보다 풍하중에 의한 영향

을 57% 감소시키며, 특히 지진하중에 의한 영향은 

70%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중 조합 결

과를 보면, 주탑의 최대 휨모멘트는 풍하중에 의한 조

합 결과에서 57%, 지진하중 조합 결과에서 66%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타정 케이블 시스

템은 장경간 사장교의 지진하중과 풍하중 안전성을 크

게 향상시키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Table 5. Maximum longitudinal pylon moment (unit: kNm)

Load type
Model with self 
anchored cable 

system (A)

Model with partially 
earth anchored cable 

system (B)

Ratio
(B/A)

Dead load (D) 43966 17982 0.41 

Wind load (W) 1431465 609108 0.43 

Seismic load (E) 2227891 664344 0.30 

1.25D+1.4W 2059009 875229 0.43 

1.25D+0.25L+1.0E 2456073 831423 0.34 

4.3 거더와 케이블 응답 분석

자정식 모형과 일부타정식 모형에서 지진하중과 풍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거더 휨모멘트와 축력을 분석하

여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다. 지진 하중에 대한 거

더 휨모멘트를 보면(Fig. 6(a)), 자정식 모형은 주탑 P1

에서 교축방향 고정이므로 휨모멘트가 집중되나, 일부

타정식 모형은 교축방향 가동단이므로 주탑부에 집중

되는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탑 P1부

를 제외하고는 발생되는 휨모멘트의 크기가 유사하나, 

최댓값은 일부타정식 모형에서 약간 증가됨을 알 수

(a) Seismic response

(b) Wind response

Fig. 6. Comparison of girder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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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ismic response

(b) Wind response

Fig. 7. Comparison of girder axial forces.

있다. 풍하중의 경우에도 지진하중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6(b)).

거더 축력을 비교하면(Fig. 7), 자정식 모형에서 주탑 

P1에서 집중된 축력이 일부타정식 모형에서 분산됨을 

알 수 있다. 지진하중과 풍하중에 의해 발생된 거더 축

력은 일부타정식 모형이 자정식 모형보다 작으며, 특

히 지진하중에서 감소되는 크기가 큼을 알 수 있다.

케이블 축력의 경우(Fig. 8), 측경간의 타정된 케이블

들과 인접 케이블, 그리고 중앙경간 중앙부 케이블에

서 자정식 모형보다 일부타정식 모형의 케이블 장력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정 케이블에서는 

동적 하중에 대해 주탑 등의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장력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Comparison of cable force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경간 사장교의 지진하중과 풍하중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

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앙경간 810 m의 3경간 사장

교를 대상으로 지진하중에 대한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

석과 풍하중에 대한 다중모드 버펫팅 해석을 수행하여 

자정식과 일부타정식 모형의 거동을 비교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은 타정 케이블들의 주

탑 응답 제어로 주탑의 교축방향과 거더 연직방향 고

유진동수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자정식 모형과 비교하

여 풍하중 응답을 57%, 지진하중에 의한 영향을 7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중조합 결과 최

대 휨모멘트가 66% 감소하므로 일부타정 케이블 시스

템은 장경간 사장교의 동하중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

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2) 거더에 발생하는 휨모멘트는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 적용으로 일부 구간에서 약간 증가될 수는 있

으나, 거더 축력은 일부타정식 모형에서 전 구간 감소

하며, 특히 지진하중에 의한 영향이 크게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경간 타정 케이블들은 주탑 등

의 구조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일부타정식 케이블 

시스템의 적용은 고유 효과인 거더 압축력 감소와 함

께 사장교의 동적 안전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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