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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풍하 이 작용하는 교량의 응답을 구하기 하여 RFA(Rational Function Approximation)와 같은 시간

역해석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 교량 단면의 공기역학  특성을 정의하는 러터 계수는 주 수 역에

서 정의되기 때문에, 시간 역해석을 하여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얻어진 impulse response 

function을 이용한 첩 분법이 제안되었다. 시간 역해석을 해서는 러터 계수에 상 성이 존재해

야 함을 밝히고, 최 화 방법을 이용하여 시간 역 해석을 한 러터 계수 산정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B/D=20의 구형 단면에 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keywords : flutter derivatives, impulse response fucntion, RFA, 최 화 방법, 자발 진동 하

1. 서 론

풍하 이 작용하는 교량의 거동을 악하는데 있어, 구조물  공기역학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하여 

시간 역 해석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 교량의 공기역학  특성을 나타내는 러터 계수는 주 수 역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시간 역해석을 하여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얻어진 impulse response 

function을 이용한 첩 분법이 제안되었다. RFA(Rational Function Approximation)라고 알려진 방법은 주

수 역에서 분수 함수의 기  함수로 주어진 달 함수를 근사하는 방법으로서, 제한된 기  함수로 인하

여 유선형 단면인 아닌 경우 용성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역해석을 해서는 

주 수 역에서 정의되는 러터 계수에 상 성이 존재해야 함을 밝히고, 최 화 방법을 이용하여 시간 

역 해석을 한 러터 계수 산정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러터 계수의 최 화 결정법

교량의 공기역학  특성은 Scanlan이 제안한 러터 계수를 이용하여 주 수 역에서 정의되는데, 이를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통하여 시간 역에서 impulse response function으로 표 할 수 있다. Impulse 

response function은 실수 함수이여야 하고, 구조물의 거동이 생기기 에는 자발진동하 이 발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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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는 러터 계수간의 계식으로 표 할 수 있으며, RFA는 이와 같은 

계식을 만족하는 기 함수를 이용하여 근사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풍동 실험에서 러터 계수를 구하

는 과정에 이 계식을 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역 해석을 해서는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하는 러터 

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구해진 러터 계수와의 오차가 가능한 작게 하면서 주

어진 조건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최 한 문제를 정의하여 보정된 러터 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해석결과  분석

그림 1은 제안하는 최 화 방법을 B/D=20의 구형 단면 실험 결과에 용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측정된 

러터 계수는 강제 진동 실험 방법에 의하여 구해진 러터 계수를 사용하 고, 최 화 문제를 통해 얻어진 

시간 역해석을 한 러터 계수를 같이 도시하 다. 측정된 러터 계수와 오차가 크지 않으면서, 시간 

역해석을 한 조건식을 만족하는 러터 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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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D=20 단면의 최 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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