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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교량의 풍하중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탑에 대한 신뢰도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신뢰도기반 풍하중

계수 산정 문헌들에서는 주탑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지 않거나 주탑이 휨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부재

가 아닌 휨 혹은 압축만 받는 부재로 가정하여 신뢰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탑 부재의 휨과

압축을 동시에 고려한 신뢰도분석법을 적용하여 풍하중조합에 맞춰 설계된 단면들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풍하중계수를 산정하였다.

1. 서 론

   기존의 신뢰도기반 풍하중계수 산정 문헌([1], [2], [3])에서는 주탑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지 않거

나 주탑이 휨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부재가 아닌 휨 혹은 압축만 받는 부재로 가정하여 신뢰도분석을 진행

하였다. 장대교량으로 갈수록 풍하중에 대해 중요해지는 것은 주탑 부재이므로 주탑 부재에 대해 가정이 아

닌 정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 등(2014)이 제안한 주탑 부재의 휨

과 압축을 동시에 고려한 신뢰도분석을 적용해 목표신뢰도지수를 만족하는 풍하중계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확률모델

2.1 하중

   고정하중의 경우 공장제작, 현장제작, 포장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확률모델을 적용하였다[5]. 표 1을 

보면, 포장의 경우 고정하중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공장제작을 한 부재는 고정하중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풍하중의 경우 대상지역의 관측자료로부터 설계수명 동안의 불확실성을 추정하여 확률모델에 

반영하였다.

표 1. 고정하중의 확률모델(정규분포)

2.2 강도

   휨과 압축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기둥 부재의 강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이 불확실성은 크

게 재료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단면 형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나뉜다. 재료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철근의 

인장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탄성계수( )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단면 형상과 관련해서는 철근의 

위치, 철근의 단면적, 단면의 단면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3.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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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순신대교 주탑 및 관심단면 그림 2. 주탑 하단부의 PM 상관도 및 MPFP

   새천년대교, 이순신대교, 부산항대교, 임자대교 총 4개의 교량의 주탑 하부 단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 각 단면들의 설계는 풍하중조합만 사용되었으며 풍하중조합에 맞춰진 단면을 얻는데 초점을 두었다. 대

상 단면의 위치는 그림 1과 같이 주탑 하단부이며 풍하중조합에 최적화된 단면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조합

하중에 계수저항이 만나는 형태가 된다. 풍하중조합에 의해서만 결정된 단면을 토대로 신뢰도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이 때 풍하중조합의 풍하중계수는 1.7을 적용하였다. 

   최적화된 단면에 대해 신뢰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새천년대교는 3.00, 3.16, 이순신대교는 2.81, 부산항대

교는 3.36, 임자대교는 2.92의 신뢰도지수가 계산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들과는 차별적으로 주탑 부재의 휨과 압축을 동시에 고려한 신뢰도분석을 진행

하였다. 또한 풍하중조합에 맞춰 설계된 단면들을 이용하여 풍하중계수의 검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풍

하중계수 1.7에 대해 평균 3.05의 신뢰도지수가 계산되었다. 케이블교량설계지침(한계상태설계법)(안)에서 풍

하중조합에 대한 목표신뢰도지수는 3.09로 풍하중계수 1.7은 이 목표신뢰도지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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