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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구조물에적용하는이론과사용재료의발달에따라지간길

이가장대화되는한편교량설계시부재자체의크기나단면적이

감소하게되었다. 이는일차적으로보의처짐발생과더불어과도

한 진동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교량 구조물 자체가 안전성을

갖는것은기본적인사항이고교량구조물을이용하는사람의사

용성(Serviceability) 문제, 즉 승차 안락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실정이다. 이는사용하중하에서교량구조물자체에실용적

이며안정적인진동해석을통해인체가불쾌감을느끼지않고교

량을이용할수있는평가기준에만족하는가가중요한점이다. 

몇 년 전 광진교에 리버뷰8번가를 만들어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교량을 재정비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광진교의카페, 산책길, 공연장등의문화공간에서문화생활을즐

기는동안차량이발생시키는진동에노출되기도한다.

외부로부터의진동에의해자극을받으면인체에각종응답이생

긴다. 만약 높은 주파수의 진동에 인체가 노출되면 수면방해, 불

안감등의생리적인악영향을준다. 진동은감각, 시각, 청각에의

해진동이감지됨으로서불쾌감, 불평, 참기 어려움등여러가지

의감정이생겨이들이‘진동에대한불편’으로나타난다. 

또한 진동은 심리적인 불편함 외에도 구조물에도 악영향을 미치

는데 진동 발생원으로부터 발생한 진동은 바닥으로 전파되어 건

물, 교량등의구조물에진동을일으킨다. 

이러한진동에의한피해를미리대비함과더불어, 노면이나요철

에대한주행중의편안한승차감, 안정성등을위하여주행속도,

차량 주행대수, 노면의 요철, 차체 중량등의모든변수를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해석 프로그램(LS-DYNA)을 이용한 시뮬레이

션을통해진동에대한승차감을만족하는지검토해보았다.

본고에서의 교량-차량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 해석 및 승차

감에대한연구방법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차량모형은 Mass, Spring, Damper 요소를 사용하여 차량을

1-DOF 시스템으로3차원모델링함

•교량은 3차원 선형 프레임 요소로 모형화하고 점성감쇠

(Viscous Damping) 및 일관성 질량(Consistent Mass)을 사

용하여대상교량을모형화함

•DB-24 하중을 3차원 차량모델로 모사하고, 교량과의

차량주행에따른인체진동에관한
Comfor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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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그림 1] 광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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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을고려하여상용프로그램인LS-DYNA 3D로해석

•차량의 속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55km/h,

70km/h, 85km/h, 100km/h까지 증가시키며 실험을 수행하

여교량의동적응답을분석

•상기의여러조건을동시에적용하여교량의동적변위증가량

의 비교를 위하여 동적 증가 계수(DIF : Dynamic Increment

Facter)를사용

•또한 가속도 응답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제곱근

(RMS)을사용함

•진동에대한승차감확인

•동적거동해석프로그램의신뢰성및데이터분석결과안전성

을확인

2-1. 개요

차량주행에의해유발되는진동이교량에위치한사람에게미치는

영향을검토하여보다쾌적하고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자인체감

성을 고려한 Comfort Analysis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교

량및차량의동특성, 주행차량의속도등의요인을고려하였다. 

DB-24 하중을 3차원차량모델로모사하고, 교량과의Contact를

고려하여 상용프로그램인 LS-DYNA 3D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구조계는 Beam 요소 및 Shell 요소를 사용하여 3차원으로

모델링하였고 차량은 Shell 요소 및 Mass, Spring, Damper 요

소를사용하여모델링하였다. 

2-2. 해석프로그램및교량-차량상호작용

1) 해석프로그램개요

LS-DYNA 3D는 3차원 구조물의 비선형, 동적 거동해석에 탁월

한 기능을 갖고 있다. 교량과 차량의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한

완전 자동 접촉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석 프로

그램의 Solver인 LS-DYNA는 LSTC(Livermore Software

Technology Corporation)에서 개발을 하였으며, Pre-Post

Processor로는 LS-Pre/Post가 사용 되고, 최적화를 위해서는

LS-OPT가사용된다. 

LS-DYNA는 대변형, 다양한물성모델, 복잡한접촉모델을포함

하는문제를해결하는데탁월한코드로인지되고있다. 이러한문

제를 Explicit, Implicit 또는 혼합기법에의해자유자재로다룰수

있으며, 열, 유체, 유체-구조와같은다양한물리적연성을필요로

하는 해석에도 사용된다. 또한 ALE(Arbitrary Lagrangian),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BEM(Boundary

Element Method), EFG(Element Free Galerkin) 등과 같은 다

양한계산기법을단일솔버(Solver)를 이용해영역제한없이사용

자가원하는계산환경을이용하여프로그램을운용할수있는장

점을가지고있다. 

LS-DYNA는자동차, 조선, 항공, 건설, 토목그리고전자분야등

산업전반에 걸쳐 CAE(Computer Added Engineering)의 선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충돌, 충격, 폭발, 판재 성형,

유체-구조 간섭, 열 해석, 지진 등 기타 접촉 문제 시뮬레이션에

그 효용성이 탁월하다. 특히 토목-건축분야에서는 포장도로 해석

및 설계, 지진해석, 도로 가드레일의 내충돌성 평가 그리고 다양

한해양구조물해석에응용된다. 

2) 해석프로그램의기능및내용

3) 교량-차량상호작용

교량-차량 상호작용 시스템에 대한 지배미분방정식은 식(1)에 나

타낸 것과 같이 Lagrange 운동방정식을 사용하여 유도된다

(Thomson, 1988). Lagrange 운동방정식은 동적 시스템을 정식

화하는데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으로임의의동적시스템에대

한운동방정식의수식화에대해강력하며유용하게사용된다. 

2.해석프로그램및이론

해석기능 내용

•시간에따른하중의변화를가지고있는문제에대한해석가능

Nonlinear
(Dynamic transient analysis를 Real time 영역에서가능)

Dynamics
•비선형동적거동해석

•Material nonlinear

•Geometric nonlinear

충돌/접촉 •자동차, 부품, 항공기, 선박등의충돌, 접촉

열해석
•열해석및구조물

•열과의커플링(Coupling) 문제

Implicit code •정하중해석, 고유치및고유모드해석

•Multi-rigid body dynamics 

강체운동 •여러개의강체로조합된모델의거동및전달력해석

•다양한조인트기능제공

지진해석 •실시간구조물지진해석

폭발해석 •수중폭발, 기타지상폭발해석

음압해석 •외부진동에의한구조물내부의음압분포해석

준정적해석 •동적하중에대한정적해석기능

균열진전,
•구조물의균열전파및파괴현상해석

파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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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식(1)에서, T는운동에너지, Ue는 탄성운동에의한위치에너지그

리고Ud는댐핑에의한분산에너지를뜻하며qi는시스템의미지

변수이다. PE 는외부에서작용하는하중을뜻한다.

교량의변위와속도벡터는각에너지의운동방정식에서사용되는

Original 좌표계에서모드벡터(Φ)를 통해일반화할수있다. 그리

고 대각의 성질을 갖고 있는 주질량, 강성, 댐핑매트릭스를 유도

하기 위하여 Normal Mode Method가 사용된다. 이 방법의 주

요한 장점은 오직 중요 응답만이 동적 분석에 요구되는 것이다.

다른모드응답은정밀도의많은손실이없이생략될수있다. 

차륜위치벡터(Ψ)는 교량시스템요소의각절점에차륜하중을분

배하기위해도입되며길이에반비례하여차륜하중을분배한다. 

교량-차량의상호작용에의한각자유도별운동방정식의해는직

접적분법Newmark-βMethod를이용하여구한다. 

동적거동의중요한인자중하나인교량의이동차량에의한공진

개념을 [그림 2]와 같이 경간이 L인 단경간의 보로 이상화 시킨

교량에점하중(P)이 일정속도(V)로 통과하는경우로살펴보면다

음과같다. 

교량의 휨거동에관한강성을 K로 질량을 M으로단순화시켜가

정하면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점하중의 통과 진동수

(Crossing Frequency) Ω는식(2)와같이정의된다. 

식(2)

교량의 지배 고유진동수(Governing Natural Frequency) ω1

이라고할때,

교량의 공진은점하중의주행속도에관련되는통과진동수와교

량의지배고유진동수가근접하는경우에발생한다. 

즉, Ω≈ ω1 이며 이때의 주행속도와 진동수를 위험속도(Critical

Speed)와위험진동수(Critical Frequency)라정의한다. 

일반적으로위험속도는고속에서존재하며실사용속도에서는이

러한 위험진동수의 영향에 따라 교량의 주행속도에 따른 충격계

수가진동하는파형모양으로존재하게된다. 

차량의 수치모델링은 교량과 종방향 동특성을 포함한 차량 시스

템간의동적상호현상을고려할수있도록구성해야한다. 차량이

교량 위를 주행하게 되면, 상호작용에 의해 접하는 지점을 통한

복잡한 진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교량-차량 간의 상호 작용력은

주행경로를따라결국지반까지전달된다. 

교량-차량시스템을이상화하기위한수치모델은 [그림 3]과같이

기본적으로4가지가있다. 

(a) 이동집중하중(Moving Constant Force) 

(b) 단순이동질량

(c) Massless guideway 

(d) 차량의현가장치를포함한이동질량

차량의 운동은 한 개의 절점에서 3개의 병진자유도(종방향, 흔들

이(Sway), 그리고 수직운동(Bounce))와 3개의 회전 자유도(롤

[그림 2] Interaction Modelling of Vehicle-bridge 

[그림 3] 차량-교량구조계의모델링

Stiffness : K
Mass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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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피치(Pitch), 요(Yaw)) 즉 6개의 자유도로 나타내어진다.

일반적으로수직운동과피칭운동은 2차원모델에서고려되며, 롤

링운동은 3차원모델에서 교량-차량 간의 수직운동이 지배적일

경우에추가로고려된다. 

보통의 도로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으로는 트럭과 트

럭-트레일러이다. 차량모델은 크게 몸체, 타이어, 현가장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차량의 몸체는 강체 운동을 하는 분포질량으

로모사하고수직변위와피칭회전을고려한다. 타이어는선형탄

성스프링으로모사되고탄성계수로는 Fancher(1980) 등에의해

구해진 값을 사용한다. 트럭의 현가장치로는 비선형 거동을 하는

다겹판 스프링 형식을 사용하고 Fancher(1980) 등의 측정에 의

해 이 비선형 거동을 하는 현가장치의 특성이 식(3)과 같은 함수

로표현된다. 

식(3)

여기서,

Fi : 각시간구간별현가장치력

FENVi : 현가장치의상한및하한의봉합력

δ: 각시간구간별현가장치의처짐

β: 힘, 처짐곡선의접근도

노면형상(road profile)에 의한 교량 상판의 불규칙성은

PSD(Power Spectral Density) 함수로 표시되는 Stationary

Gaussian Random Process에 의해 구현되며, Inverse

Fourier Transform에의해식(4)와같이나타낼수있다. 

식(4)

여기서,

S(ωi) : PSD 함수,

ωi : 진동수

θi : 0~2π사이에등분포된무작위수

대표적인PSD 함수는식(5)과같다.

식(5)

여기서, 

α: 조도계수

n : 형상계수

γ: 공간진동수 (γa, γb는상한과하한)

[그림 4] Car Body Motion

[그림 5] Example of vehicle modelling

Bouncing 

Pitching 

Yawing

Rolling



34 건설기술쌍용

교량과차량의결합된운동방정식은먼저차량바퀴의동적인힘

이계산되고다시이힘이교량운동방정식의하중행렬로구성됨

으로써얻어진다. 차량의운동방정식에서차량의기하형상을고려

해서 식(6)과 같이 현가장치력 SF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동적거동에의한타이어력TF를식(7), (8), (9)로구할수있다. 

식(6)

식(7)

식(8)

식(9)

여기서, 

ci : 차량의형상으로부터정해지는상수값

kfi : 각타이어의스프링상수

xi : 각타이어가위치한부분의노면형상의높이값

zi : 각타이어가위치한부분의교량의변위

식(7), (8), (9)에서 구해진차량의동적거동에의한타이어력은각

축에걸린무게와더해져교량의운동방정식을구성한다. 

식(10)

여기서,

[M] : 교량의질량행렬

[C] : 교량의감쇠행렬

[K] : 교량의강성행렬

{F(t)} : 형상함수와바퀴의힘에의한등가절점하중행렬

교량 및 차량의 질량행렬, 강성행렬, 감쇠행렬을 구성하고 교량-

차량 간의 상호작용력 벡터를 완성하면 Newmark-β방법과

Corrector-iteration scheme 등을 통한 반복계산에 의해 해를

구할수있다. 

2-3. Comfort Analysis 평가법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평가법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평가법은 Comfort Analysis 평가기준의

한방법으로사용되고있다. 이평가는항공용·육상용·수상용의

수하물과공업·농업용의기계류에대한진동이인간의쾌적성이

나 작업능률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는데 그 한계로 규정되었

으며, 주로전신진동이대상으로되고있다. 

(1) 적용범위

진동의주파수범위는 1~80Hz 이며, 이 주파수범위내에서주기

적·랜덤·비주기적인 진동에 적용되며, 장점으로는 연속충격형

인 진동에도 적용된다. 특히 실험적으로는 0.63~1Hz 의 진동에

도 적용되며, 1Hz 이하의 주파수범위인 0.1~0.63Hz는 동요법

(Motion Sickness)과 관련한특수진동공해로제1부는평가이고

제3부는평가법이다. 80Hz 이상의주파수는진동의방향이나위

치, 진동이 인체에작용하는부분등이국소적인인자, 피부나 몸

의표피부, 의복, 외투등에의해진동을감쇠한후진동감각에악

영향을준다. 주로이러한진동의주파수범위는 1~90Hz이다.

(2) 진동의방향과진동량

진동은 심장(heart)을 위치한 원점으로 하여 직교좌표

(Orthogonal Coordinate System)를 사용하며, 진동량은가속도

실효치(rms : m/s2)로나타낸다. 

진동가속도레벨(VAL : Vibration Acceleration Level)은 식(11)로

구해진다. 

식(11)[그림 6] 교량-차량동적상호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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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 기준진동가속도(10-5m/sec2)

a : 진동감각보정인주파수를보정한진동가속도실효값(rms : m/s2)

그리고 진동감각보정은 주파수보정이며, ISO 2631에 의해 규정

된다음곡선으로주파수응답에의해보정을한다. a(진동가속도)

에 주파수보정을하지않은진동가속도실효값을이용한경우가

진동가속도레벨(VAL : Vibration Acceleration Level : dB)이다. 

[그림 7], [그림 8]은 ISO규격에규정된평가항목세가지중작업

능률유지를나타내는수직및수평방향의피로능률감퇴경계를보

여주고있다. 

3-1. 개요

Comfort Analysis 평가를위한수치해석을위해다음과같은사

항을수행하였다.

•DB-24 하중을 3차원 차량모델로 모사하고, 교량과 차량의

contact를 고려하여 상용프로그램인 LS-DYNA 3D로 해석

수행

•Beam 요소및 Shell 요소를사용하여전체구조계를 3차원으

로모델링

•Mass, Spring, Damper 요소를사용하여차량을 1-DOF 시스

템으로모델링

•차량주행에 의해 유발되는 진동이 교량상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검토

3-2. 해석조건및검토항목

1) 해석조건

•교량형식 : IPC거더교량

•교량연장 : 2@35m 

•설계속도 : 55km/h, 70km/h, 85km/h, 100km/h 

•교량감쇠비 : 5%로가정

•차량편성 : DB-24표준트럭을3차원Spring Mass 모델로모사

•차량고유진동수 : 3.1Hz가정

•차량감쇠비 : 3% 가정

2) 구조해석시의가정사항

①구조물은선형탄성거동을한다. 

②교량상에서차량의주행속도는일정하다. 

③하중이 교량에 진입하기전에 교량은 움직이지 않으며 직선으

[그림 7] 수직방향의피로능률감퇴경계

[그림 8] 수평방향의피로능률감퇴경계

3.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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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생각한다. 

④ Honda가 제시한 노면조도의파워스펙트럼밀도 함수에 의해

생성된노면조도의영향을해석에반영한다. 

⑤Wave Superposition Method를 사용하여 PSD로부터 노면

조도를생성한다. 

3-3. 교량의모델링

[사용요소]

•주형및가로보 : 2절점Beam 요소

- Quadrature rule : 2×2 Gauss quadrature 

•바닥판 : 4절점 Shell 요소

•주형과바닥판의연결 : Rigid Link 요소

(Constrained Spotweld) 

[지점조건]

•양단부지점 : 각단부의 7개절점의 z-translation 및

z-rotation 구속

•내부지점 : 내부지점 7개절점의 z-translation, z-rotation 및

x-translation 구속

[부재연결조건]

•IPC 연속보이므로 바닥판 Shell 요소는 전체 2경간에 대하여

모든 자유도가 연결된 구조로 모델링하며, 주형은 내부지점 위

치에서 모멘트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Moment End Release

조건을적용함

[구조물의댐핑]

•콘크리트구조물이므로Critical Damping의 5% 적용

[교량의자유진동응답]

•교량모델의거동을검증하기위해가속도 Step 하중에대한중

앙경간절점의변위시간이력을확인

3-4. 차량의모델링

[사용요소]

•질량 : 1절점 Point Mass 요소 (DB24 하중조건적용) 

- 전륜축질량 : 4.8ton × 2륜 = 9.6톤

- 후륜축질량 : 9.6ton × 2륜× 2축

•스프링및댐퍼 : (차량의고유진동수 3.1Hz, 감쇠비 3%가되도

록입력) 

- 스프링 : Element Discrete / Mat Spring Elastic (k=(2π

f)2·m) 

- 댐퍼 : Element Discrete / Mat Damper Viscous (c=2√

mk·ξ) 

[차량모델]

•축간격은DB24 하중조건을적용하여4.2m로동일하게모델링

[차량의자유진동응답]

•차량모델의거동을검증하기위해가속도 step 하중에대한각

축질량의변위시간이력을확인

3-5. 동적 거동평가

앞서모델링한교량에대하여모드별동적거동해석을적용하여

[그림9] 교량모델링

[그림10] 차량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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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부터 고차모드까지 교량의 동적 거동 모습 및 주행속도별 동

적응답에대해알아보도록한다.

1) 주행속도변화에따른동적응답

차량주행에 의해 유발되는 진동이 교량상의 사람에게 미치는 영

향을알아보기위하여앞서모델링한차량및교량그리고노면요

철을고려하여상용프로그램 LS-DYNA로 주행속도별변화에따

른동적응답변위와가속도를확인해보았다.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중앙경간의 수직

변위 응답은 차량의 주행속도가 55km/h인 경우 최대로 발생하

였다. 

중앙경간의최대수직처짐은주행속도55km/h의경우 -2.87mm

로, 최대처짐 제한규정 (L/800=50mm)을 충분히 만족

(35000mm/800=43.75mm<50mm)시키는수준이다. 

가속도 응답에서 주행속도가 100km/h인 경우 0.852 m/sec2으

로최대로발생하였다. 

각 속도별 중앙경간의 최대 가속도 응답은 주행속도 55km/h,

70km/h, 85km/h, 100km/h 순으로 0.513 m/sec2, 0.525

m/sec2, 0.638 m/sec2, 0.852 m/sec2으로 나타내며승차감만

족기준 0.1g (0.98m/sec2)를 모두 만족시키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값을나타내는 100km/h일때가속도 0.852 m/sec2 역시승

차감만족기준에적합함을나타내었다.

3-6. 인체감성을고려한 Comfort Analysis

Comfort Analysis 평가기준으로 ISO평가법이 있다. ISO(국제표

준화기구)는 지금까지 축적된 수많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1974년 전신진동폭로시 평가에 관한 지침을 규정해 ISO2631로

등록했다. 이 지침은 통일된 측정이나 평가를 실시해서 Data의

유효이용도 가능하다. 1985년 개정된 ISO2631은 제1부에서 일

반적인 필요조건, 제2부에서 건물의 진동평가, 제3부에서

0.1~0.63Hz이 전신 수직진동폭로시 평가와 제4부에서 선박의

진동에따른승무원폭로시평가를규정하고있다. 

진동이 인체에미치는영향을평가할때악영향을결정하는물리

적인자는네가지인자가중요한데, 진동의강도(Intensity), 주파

수(Frequency), 방향(Direction), 지속시간(Duration), 또는 폭로

시간(Exposure Time)이 있다. 그리고 진동평가시 평가조건

(Criteria)은 작업능률유지(피로·능률감퇴경계), 건강이나 안전유

지(폭로한계)와 쾌적성 유지(쾌적감퇴한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진다. 피로 및 능률 감퇴 경계(Fatigue-Degreased Proficiency

Boundary)는 진동의 폭로가 피로 및 능률감퇴경계를 넘으면 작

업능률이떨어질위험이높아피로에의한인간의기능이저하된

다. 폭로한계(Exposure Limit)는 건강이나 안전의 유지로서 피로

및 능률감퇴한계를 우선으로 한 곡선과 동일한 진동가속도 레벨

보다 6dB 높게 폭로한계를 정한다. 또한 폭로한계는 진동폭로에

의해 생긴 역치(Threshold Value)의 약 절반 정도이다. 쾌적성

유지가 목적인 쾌감감퇴경계(Reduced Comfort Boundary)는

피로 및능률감퇴한계에서 10dB 감소시킨값으로서교량상의보

행자가받는영향을검토하는항목이다. 

1) 스펙트럼분석

스펙트럼분석이란음원의주파수별이득(소리의높고낮음)을 확

인하는 것인데 소리가 어느 주파수 대역까지, 얼마나 많이 존재

하는지를알아볼수있다. 즉 여러진동수대역에분포하고있는

측정(해석)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관심 주파수 대역을 일정한 수

의주파수범위로나누어분석하는것이다. 옥타브는한주파수로

(f1)부터 시작해서 이의 2배에 해당되는 주파수(f2)까지의 범위로

정의되며, 각 옥타브밴드의 이름은 그 주파수 범위의 기하평균인

중심주파수(Center Frequency)로부른다. 

[그림 11] 속도별변위

[그림 12] 속도별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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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2)

식(13)

일반적으로 소음신호의 분석에는 9개의 옥타브밴드를 사용하며,

보다 세밀한 주파수 분석을 위해 한 옥타브를 3으로 세분화 한

1/3 옥타브밴드분석을수행한다. 

이 해석에서는 ISO규격의 진동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1/3 옥타

브밴드를적용하여수치해석의가속도응답을분석하였다. 해석된

시간이력데이터를 1/3 옥타브밴드의통과역을갖는밴드패스필

터로 처리한 뒤 각 대역별 가속도 레벨을 Bar Chart 형태로 [그

림 13]과같이나타내었다. 

2) 검토 결과

차량의이동하중에의한진동이인체에어느정도의영향을주는

지결정하는 ISO의진동평가기준은가속도와주파수의관계로부

터 규정되므로, 이동하중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5초간의 가속도

시간이력곡선에대해 1/3 Octave Band 스펙트럼분석을실시한

후, 쾌감감퇴경계곡선에적용하여평가하였다. [그림 14]는 스펙트

럼분석결과이다. 

그리고 [그림 15]는 쾌감감퇴경계곡선에 대한 진동평가 결과이며,

보행자가교량을건너는시간을보행자의속도가 1m/sec 라고가

정하였을 경우 교량이 70m임으로 70초가 소요되며, ISO쾌감감

퇴경계곡선의 4시간노출시간을만족하므로이교량의진동은인

체의쾌감을감소시키지않는정도의미소한진동으로평가된다. 

[그림 13] 스펙트럼분석

[그림 14] 스펙트럼분석결과

55km/h

70km/h

85km/h

1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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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교량, 차량의 모델링과 프로그램을 통한 동적거동 해

석과 편안한 승차감, 주행의 안정성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주목

표였다. 교량에 대한 정적인 경우와 주행 상태의 동적인 경우로

조건을 달리 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해석 프로그램 LS-DYNA로

교량모델링및차량모델링을통해데이터측정과데이터의변환

그리고 Power Spectrum 과 고유주기, 감쇠율산정을하여시뮬

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진동값이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ISO의 진동평가 기준에 따라 확인해 보았

으며아래와같다.

•이동하중에의한시간이력해석에서중앙경간의수직변위응답

은 차량의 주행속도가 55km/h일 때 -2.87mm로 최대처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제한규정(L/800)을 충분히 만족

(3500mm/800=43.75mm<50mm)시켰다. 

•가속도 응답은 주행속도 55km/h, 70km/h, 85km/h,

100km/h 순으로 0.513m/sec2, 0.525m/sec2, 0.638m/sec2,

0.852m/sec2으로각각나타났다. 

•속도별 가속도 응답은 승차감 만족기준 0.1g (0.98m/sec2)를

모두 만족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100km/h일 때의 가속도 0.852m/sec2 역시 승차감 만족기준

에적합함을나타내었다. 

•차량의이동하중에의한진동이인체에어느정도의영향을주

는지 결정하는 ISO의 진동평가 기준에 따라 1/3 Octave

Band 스펙트럼분석을실시한후, 쾌감감퇴경계곡선에적용하

여 평가한 결과 ISO쾌감감퇴경계곡선의 4시간 노출시간을 만

족함으로이교량의진동은인체의쾌감을감소시키지않는정

도의미소한진동으로판단된다. 

상용프로그램인 LS-DYNA 3D를 이용한 전산 해석을 통해 실교

량실험과유사한교량동적실험해석을충분히가능함을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교량설계 시 교량의 동적 거동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교량 거

동해석을통해주행속도별로교량진동을알아볼수있기때문

에진동에대한승차감및인체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미리확

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인해 교량이 지역의 문화

적 공간으로 재창조되는 새로운 콘셉트로 디자인될 때 시뮬레이

션을통해구조적, 심리적안정성, 사용성(service ability) 및승차

감을시공전확인해봄으로써불필요한인력과비용그리고시간

을절약할수있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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