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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 기술의 발전과 장대 교량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사장교 및 현수교의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사장교는 수려한 미관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장교와 같이 케이블이 지지하고 있는 교량은 일반적인 교량과는 달리 초기 형상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반드시 사하중이 작용할 때 그 형상이 결정되어 진다. 따라서 사장교에서의 초기평형상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사장교 초기평형상태 해석방법에는 초기 부재력을 이용한 방법(김제춘, 1999)과 기하학적인 

구속조건을 이용한 방법(Kim & Lee, 2001)이 있다. 초기 부재력법은 반복 계산과정에서 앞 단계의 반복 

계산결과를 초기 부재력으로 도입하여 해석하는 방법[1]으로 초기형상을 만족시킬 순 있지만, 초기 장력 

크기에 민감하므로 초기값을 적절히 정해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구속조건을 이용한 

방법은 기하학적인 구속조건을 가하여 평형방정식과 기하학적 제한 조건식을 동시에 푸는 방법으로서 

수렴속도가 빠르고 초기형상을 매우 정확히 만족시키는 장점[2]이 있지만, 기하학적인 구속조건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변위를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은 결국 부재에 많은 모멘트를 발생 

시킨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재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최소화 시키는 초기평형상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와 케이블의 장력에 의해 주탑과 거더에 발생하는 모멘트의 

제곱을 목적함수로 정하고,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초기형상 및 부재에 걸리는 모멘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실제 사장교 해석에 적용시켜 모멘트 및 초기형상을 구해봄으로써 보다 

개선된 초기평형상태 방법을 찾고자 한다. 여기서 적절한 초기평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더와 주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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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모멘트가 최소가 될 때이며, 실제 구조물에 있어서는 구조물에 발생하는 최소 모멘트와 함께 케이블 

장력의 고른 분포도 중요하다. 

 

2. 탄성현수선 케이블 요소 

 

이 연구에서는 탄성현수선 케이블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무응력 상태의 길이가 0L 인 탄성현수선 케이블 

양단의 좌표가 주어지면, 케이블 미분방정식을 적분하여 다음과 같이 케이블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 [1, 

3] 

 

)(sx















 −
−






−−= −−
H

wsF
H
F

w
F

s
EA
F 313111 sinhsinh  
















 −
−







−= −−
H

wsF
H
F

w
F

s
EA
F

sy 313122 sinhsinh)(  

)(sz



































 −
+−




















+−−−=

2/12
3

2/1
313 11

2 H
wsF

H
F

w
H

EA
F

s
EA
F

 

(1) 

 

여기서, s 는 변형 전 Lagrangian 좌표계의 일차원 변수이고, 2
2

2
1 FFH += 이며, 1F , 2F , 3F 는 왼쪽 단의 

부재력이다. EA 는 케이블의 탄성계수 이고, w 는 단위길이 당 중량이다. 여기서 한쪽 단( 0Ls = )의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케이블의 적합방정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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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의 적합 방정식을 이용하여 식 (3) 의 탄성현수선 케이블 요소의 평형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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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멘트를 최소화 하는 초기평형상태 해석법 

 

이 연구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탄성에너지[3]를 최소화 하는 초기평형상태를 

제안한다. 모멘트는 거더와 주탑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모두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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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elfM  는 자중에 의해 걸리는 모멘트, iT  는 i 번째 케이블의 장력, 0
iM  는 i 번째 단위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이고 ncbl 은 케이블의 개수이다. 식 (4)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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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거동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장력 혹은 무응력 상태의 케이블 길이가 주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양을 해석 전에 알 수가 없으므로 전체 구조계의 평형방정식의 개수가 미수지수의 개수보다 작아지게 되어 

초기 평형상태 해석을 위한 추가의 조건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의 조건으로 기하학적 구속조건 

방법(Kim & Lee, 2001) 에서는 목표 형상을 사용하며, 이 연구에서는 구조물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최소화 

하는 추가 조건을 사용한다. 해석 과정은 일반적인 케이블 해석과 모멘트를 최소화하는 최적화[4]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여, 평형방정식과 모멘트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즉, 전단계의 모멘트 최소화를 통해 

구한 케이블 길이를 계속 갱신하면서 평형방정식을 만족시켜나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때, 케이블 길이의 

변화율이 수렴조건 이내로 감소되면 해석을 종료한다.  

모멘트를 최소로 하는 최적화 방법은 거더와 주탑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최소로 하는 해석 방법이였으나 

케이블 장력이 과도하게 걸리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케이블에 걸리는 장력을 허용 인장력 이하의 값으로 

줄이기 위하여 모멘트를 최소로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제한조건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한조건으로서 첫 번째, 모든 케이블에 0<T<300(ton)의 제한조건을 가한 경우와 back-stayed 

케이블에만 0<T<260(ton), 나머지 케이블에는 0<T<300(ton) 의 제한조건을 가한 경우의 두가지 해석을 

수행하였다.  

 

4. 해석 예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강사장교를 해석 예제로 사용하였다. 교량의 폭은 12.55m 이고, 총길이는 

493m, 주탑의 높이는 69m, 교각의 높이는 약 3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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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단면도 

 

케이블 장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발생하였다.  

 

 

거더 모멘트는 그림 4, 5 에서와 같이 양측경간에서 비교적 크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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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적화 케이블 장력 그림 3. 장력구속시 케이블 장력 

그림 4. 최적화 거더모멘트 그림 5. 장력구속시 거더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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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탑모멘트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적화를 수행하였을 때 가장 작게 발생하였다.  

 

 

 

 

 

 

 

 

 

 

거더 형상은 기하학적 제한조건을 가하였을 때 목표형상과 가장 잘 일치하였다.  

 

모멘트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다음 표 1 과 같이 목적함수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초기값 

모멘트 최소 

최적화 

Constraint 

(0<T<260) 

Constraint 

(0<T<300) 

목적함수 값 100 (%) 48.83 (%) 65.78 (%) 50.88 (%) 

 

 

그림 8 의 거더형상을 비교해 보면 기하학적인 제한조건을 가한 방법이 초기목표형상을 맞추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으며, 초기부재력법은 초기평형상태와 케이블 장력의 균등성을 어느 정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와 6 에서 모멘트를 최소로 하는 최적화 방법은 거더와 주탑에 

걸리는 모멘트를 매우 적게 발생시키는 방법이기는 하였으나, back-stayed 케이블에 걸리는 

장력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케이블의 장력에 제한조건을 가하는 추가조건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때 케이블 장력에 모두 300 ton 이하로 제한조건을 가하였을 때[그림 5,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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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적화 주탑모멘트 그림 7. 장력구속시 주탑모멘트 

그림 8. 최적화 거더형상 그림 9. 장력구속시 거더형상 

표 1. 목적 함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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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가 작게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모멘트를 최소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back-stayed 케이블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블의 장력이 매우 큰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그림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back-stayed 케이블의 장력을 0<T<260 ton 으로 제한하였을 때 비교적 고른 장력의 분포가 발생하였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탄성현수선 요소를 사용하여 초기평형상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거더와 주탑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최소화 하고 있다. 기하학적인 제한조건을 이용한 초기평형상태해석 

방법은 목표형상을 정확하게 맞추는 장점이 있었으나 케이블의 장력을 조정할 수 없었다. 케이블의 장력에 

제한조건이 없을 때, 모멘트를 최소로하는 방법은 거더 및 주탑에서의 모멘트를 최소로 하는 초기평형상태 

해석이었다. 그러나 back-stayed 케이블에서의 장력 값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케이블의 인장력이 허용된다면 모멘트를 최소로 하는 최적화 방법이 가장 적절한 초기평형상태 해석 

방법이며, 케이블의 장력편차가 심하게 발생할 시에는 케이블에 제한조건을 가하여 케이블 장력의 편차를 

줄이면서 동시에 모멘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초기평형상태 해석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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