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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량설계개념이 경험적 설계에 기반한 설계법에서 확률이론을 기반으로 한 한계상태설계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케이블교량설계지침(한계상태설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서는 정량적인 신뢰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의 신뢰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중계수와 재료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교량의 철근콘크리트 주탑 단면에 대한 

신뢰도평가를 수행하여 기존 설계개념의 신뢰도수준을 파악하고, 케이블교량설계지침(한계상태설계법)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중계수와 재료계수를 만족하는 주탑의 최적단면에 대하여 신뢰도평가를 수행하여 

지침이 확보하고 있는 신뢰도수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설계되었던 교량의 실제 단면은 신뢰도지수 

5.32-5.3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적단면의 신뢰도지수는 2.81-3.5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케이블교량, 철근콘크리트 주탑, 신뢰도평가, 한계상태설계법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케이블교량의 설계에 있어 확률이론에 근거한 한계상태설계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계상태설계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대상의 부재의 안정성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한계상태식을 설정하고, 설계변수들의 확률적 통계적 특성을 반영한 신뢰도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신뢰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균일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중계수 및 재료계수를 

선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교량의 철근콘크리트 주탑에 대한 신뢰도평가를 

수행하여 기존 설계방식의 신뢰도수준을 확인하고, 케이블교량설계지침(한계상태설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중계수와 재료계수가 확보하고 있는 신뢰도수준을 확인한다.   

 

2. PM상관도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주탑의 신뢰도해석 

 

신뢰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주탑의 PM상관도를 한계상태로 정의하고 신뢰도해석을 

수행한다.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하중의 확률변수는 주탑의 고정하중, 케이블과 거더에 의한 고정하중, 

2차사하중, 풍하중 등이 있으며, 저항의 확률변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의 항복응력, 철근의 탄성계수와 

단면적, 철근의 위치 그리고 전체단면적을 포함한다. 신뢰도평가를 위해 정의되는 최적화 문제의 해는 

iHLRF Algorithm[2]에 Gradient projection method[2]를 접목시킨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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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교량 주탑의 신뢰도평가 

 

국내 케이블교량 주탑의 실제 설계단면에 대한 신뢰도평가를 수행하여 기존 설계개념으로 설계된 현재 

단면의 신뢰도수준을 확인한다. 또한 케이블교량설계지침(한계상태설계법)(안)에서 제시하는 하중계수와 

재료계수를 만족하되 다른 여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탑의 최적단면을 설계하고 그 최적단면에 대해 

신뢰도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제시된 하중계수와 재료계수가 확보하는 신뢰도지수를 확인한다. 신뢰도해석을 

위한 통계특성은 참고문헌[2][3]를 참조한다.  

아래 표 1에서는 이순신대교와 부산항대교 주탑의 실제 단면에 대한 신뢰도평가결과와 최적 단면에 대한 

신뢰도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면감소율은 실제 단면의 단면적과 최적단면의 단면적을 비교하여 

계산한 단면적의 감소 비율을 의미한다.  

 

표 1. 케이블교량 주탑의 실제 설계단면에 대한 신뢰도평가 결과 

 

교량 주탑높이 
실제 단면의 

단면적 

실제 단면의 

신뢰도지수 
단면감소율 

최적단면의 

신뢰도지수 

이순신대교 270m 27 mm10987.6 ×  5.32 49% 감소 2.81 

부산항대교 190m 27 mm10812.4 ×  5.36 57% 감소 3.53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케이블교량의 철근콘크리트 주탑에 대한 신뢰도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주탑의 

신뢰도수준을 파악하고, 케이블교량설계지침(한계상태설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중계수와 재료계수가 

확보하는 신뢰도수준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순신대교와 부산항대교의 철근콘크리트 주탑은 신뢰도지수 5.32~5.36 수준으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케이블교량설계지침(한계상태설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중계수와 재료계수는 풍하중에 대해서 

신뢰도지수 2.81~3.53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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