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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 사장교의 설계, 재료, 시공 및 유지관리 분야는 지속

적인 관심, 연구 및 실험을 통하여 관련 지식과 해석 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고도화되어 왔다. 이와는 다르게 사장교에 대한 

안전성 평가 분야는 사회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과거에는 크

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만, 2001년에 발생한 미국 

9.11 테러는 사장교와 같은 중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에 대

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와 동시에 사회기반시설

의 재난에 대한 대비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사장교의 안전성에 

대한 공학적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여러 국

가에서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유지관리 등 관련 분야에

서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특히 사장교와 같은 경

간이 긴 교량의 경우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회기반시설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

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재난은 지진, 태풍 및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과 화재, 충돌 및 폭발과 같이 사고 및 테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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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ble-stayed bridges are infrastructure facilities of a highly public natur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nsure operational safety and prompt 

response in the event of a collapse or damage caused by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mong social disasters, impact accidents can occur in 

bridges when a vehicle collides with a pier or when crashes occur due to aircraft defects. In the case of offshore bridges, ship collisions will 

occur at the bottom of the pylon. In this research, a procedure to evaluate the structural behavior of a cable-stayed bridge for aircraft impact is 

suggested based on a numerical analysis approach, and the feasibility of the procedure is demonstrated by performing an example assessment. 

The suggested procedure includes 1) setting up suitable aircraft impact hazard scenarios, 2) structural modeling considering the complex 

behavior mechanisms of cable-stayed bridges, and 3) structural behavior evaluation of cable-stayed bridges using numerical impact 

simula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scenario set in this stud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target bridge. However, if impact analysis is 

performed through various scenarios in the future, the load position and critical load level to cause serious damage to the bridge could be 

identified. The scenario-based assessment process employ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evaluation of bridge structures under 

aircraft impact in both existing bridges and future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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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인 지진과 사회재난인 화재에 대한 교량의 안전성 및 구조성

능 평가 분야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바탕으로 설

계기준이나 지침이 규정되어 있다. 충돌에 대한 교량의 안전

성 및 구조성능 평가 분야는 대부분 차량과 교각의 충돌(Cao et 

al., 2019; Chung et al., 2014; Kim et al., 2010, 2014; Omar and 

Mohamed, 2017; Zhou et al., 2017), 차량과 방호울타리의 충돌

(Park et al., 2014; Woo et al., 2004)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

으며, 설계기준 및 지침도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

(MOLIT, 2016)’에 케이블교량의 선박충돌에 대한 설계기준이 

규정되었으며, 국내, 외 관련 연구(Fan et al., 2020; Gholipour et 

al., 2018, 2020; Guo et al., 2020; Lee, 2020a, 2020b)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사회재난 중 하나인 항

공기 충돌에 대한 구조성능 평가 분야는 대부분 원자력 발전

소 구조물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교량에 

대한 평가 기술개발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Fig. 1에 실제 교량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사고를 나타내

었다. 2015년 대만의 난양대교에서 항공기의 날개가 일반도로

교량의 상부구조에 충돌하여 교량에 손상을 준 사고가 있었으

며, 2016년 중국 상하이에서 수륙양용 비행기인 Cessna 208b 

경비행기가 후항대교에 충돌하여 교량에 큰 피해를 준 사고 사

례가 있었다. 이처럼 항공기 충돌사고는 그 사례가 많지는 않

지만 발생할 경우 교량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방

법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사

장교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해석(유한요소해석)

이 많이 수행되지만, 충돌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은 일반적인 

설계목적의 구조해석과 달리 사장교의 복잡한 거동 메커니즘

과 하중 및 재료의 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특수해석 기술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은 해석 절차를 통해 사장

교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상황을 수치해석적으로 모사하였으

며, 항공기 충돌에 대한 사장교의 구조거동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돌 시나리오 설정 방법 및 해석 기법을 다루었다. 또한, 

충돌해석 수행 후 교량에 발생하는 주요 응답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가 사장교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였다. 대상교량은 서해안 고속도로 상의 서해대교 

사장교로 하였으며, 대상교량에 대한 설명은 3.1절에 수록하

였다.

2. 충돌 시나리오

다양한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에서 적절한 시나리오를 설정

하여 충돌하중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은 대상 교량의 항공기 충

돌에 대한 구조성능 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

수적인 작업이다. 다음 절에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를 설정하

기 위한 관련 설계기준 및 과정을 나타내었다.

2.1 항공기 충돌 관련 설계기준

일반적으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예측할 수 없으

며, 교량을 손상 및 붕괴시키는 충돌사고의 유형은 차량이 교

량 하부구조인 교각에 충돌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

(a) Nanyang bridge(Taiwan, 2015year)

(b) Huhang bridge(China, 2016year)

Fig. 1  Aircraft crash accident on a bridge

Fig. 2  Process of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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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또한, 해상교량에 한해서는 주탑 하단부의 선박 충돌

사고와 드물지만, 항공기 추락에 의한 충돌사고가 있다. 사

장교의 경우 대부분이 해상에 위치한 교량이기 때문에 차량

이 교량 하부로 통행하면서 주탑이나 교각에 충돌하여 피해

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사장교와 같은 케이블교

량에 대한 선박 충돌과 관련해서는 이미 ‘도로교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MOLIT, 2016)‘과 같은 설

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하

였듯이 비교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교량의 항공기 충돌에 

대한 시나리오만을 고려하였다. 현재 국내외에는 항공기 충

돌에 대한 교량의 구조성능 평가와 관련된 설계기준 및 기타 

자료는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 항공기 충돌과 관련된 자료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항공기 충돌과 관련

된 설계기준(USNRC, 1997; EDF, 1998; USNRC, 2009; KINS, 

2016)을 참고하여 대상 교량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시나리

오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연방법 10CRF100.10 및 100.20(USNRC, 1997)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

과 안전심사지침에서는 부지 선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 설계 시 항공기 충돌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한, 10CRF50.150(USNRC, 2009)에 인위적인 항공기 충돌평

가와 관련된 사항 및 충돌하중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다. 이때, 

대상 항공기는 미국의 장거리 운항용 대형 민항기이며, 항공

기의 연료 주입량, 충돌 속도 및 충돌 각도를 고려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60년대에 경비행기의 충돌을 설계에 반영하

였고, 1970년대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군용기의 추

락 확률이 기준 확률인 10-7/년을 초과하는 10-6/년으로 나타나 

군용기 충돌을 원전 설계 시 반영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군용기 추락 확률이 10-6/년에서 10-7/년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

다. 독일의 BASF社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위치를 중심으로 반

경 1km 이내에 30년 동안 항공기 종류별 추락할 확률을 조사

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대형 항공기

의 추락 확률을 기준 확률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으나, 군

용기와 경비행기는 충돌을 고려해야 하는 확률 범주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기준인 RCC-G(EDF, 1998)에

서는 규정된 입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상업용 민항기의 추락 

확률을 10-8/년, 군용기의 추락 확률을 10-7/년으로 보고 있으므

로, 상업용 민항기와 군용기에 대한 충돌사고는 고려하지 않

고 있다. 하지만, Lear Jet 23 및 Cessna 210과 같은 경비행기에 

대한 충돌사고 시나리오는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안전심사지침(KINS, 

2016)에 항공기 충돌에 대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다. 안전심사

지침에는 항공기 재해 사고의 확률이 10-7/년 이하일 경우 원자

력 발전소 설계 시 항공기 충돌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첫 번째, 발

전소와 공항 간의 거리(D)가 8∼16km의 법정 거리 이내에 있

고 계획된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가 195D2 미만이거나, 원자력 

발전소와 공항 간의 거리 D가 16km의 법정 거리 이상이고 계

획된 연간 운항 횟수가 386D2 미만일 때, 두 번째, 연간 1,000대 

이상 운항하는 훈련 항로는 제외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지상 

훈련 항로를 포함하여 군사훈련 항로의 외곽 단으로부터 또는 

비정상적인 긴장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폭격 훈련과 같은 

활동이 있는 장소로부터 최소 8km의 법정 거리 밖에 위치할 

때,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국영 항로, 대기 경로 또는 접근 

경로상의 가장 가까운 외곽지로부터 최소 3km의 법정 거리 이

상 떨어져 있을 때이다. 이렇게 제시된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항공기 재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부지 선정 기준에 적합

한 부지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설계 시 항공기 충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울진 1, 2호기는 설계사인 프랑스

의 설계기준에 따라 경비행기의 충돌이 고려되었다.

국내외 설계기준들에서는 항공기 재해 발생 확률을 이용하

여 항공기 충돌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주로 경비행

기를 대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언급한 국가들 외에도 영국, 스웨덴, 

스위스 등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설계 시 경비행기의 충돌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 Table 2에는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기별 주요 특징들을 

나타내었다.

Table 1  Probability of an aircraft crash

Aircraft type Probability of crash

Light aircraft 2×10-5

Military aircraft 2×10-6

Large aircraft 5×10-11

Table 2  Characteristics of each aircraft considered in the impact 

scenario(KINS, 2009)

Aircraft type Impact area(m2) mass(ton) Impact velocity(m/s)

Sporting plane - 10 83

Starfighter - 10 179

Phantom 7 20 215

Lear Jet 23 12 5.7 100

Cessna 210 4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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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충돌 시나리오 설정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항공기 

충돌과 관련된 원자력 발전소 설계기준을 살펴보았다. 우선 

대상 교량의 위치를 기준으로 국내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안

전심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충돌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대상 교량이 위치한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

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공항과의 거리는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공항과의 거리 66.2km, 청주공항과의 거리 64.2km

이다. 각각의 공항에 대하여 항공기 운항 현황 자료(KAC, 2020)

를 검토하였을 때, Fig. 4와 같이 최근 1년 동안(2019.07~2020.06) 

인천공항에서 운항된 항공기의 수는 약 300,000대이며, 청주공항에

서 운항된 항공기의 수는 약 16,000대이다. 따라서, 경수로형 원자

력 발전소 안전심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

면 항공기 충돌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 운항횟수의 값은 

1,590,953(386×64.22=1,590,953)∼1,691,622(386×66.22=1,691,622)

대의 수준을 보인다. 산정된 기준에 비해 두 공항 모두 충분히 

낮은 운항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대상 교량이 위치한 지점에서

는 항공기 추락 확률이 10-7/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

형 항공기의 비행고도를 분석해 보면 국내선 구간을 운항하는 

B737기는 1,524m∼3,048m, 중거리 운항용인 B757 및 B767기

는 4,267m∼8,534m, 장거리용인 B747기는 8,534m∼11,582m

의 고도에서 비행하므로 대상 교량에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 절에서 살펴본 국가별 설계기준에 따르

면 항공기 재해 사고는 대형 항공기보다는 경비행기가 확률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비행기의 경우 150m∼5,000m 

높이까지 비행할 수 있고 경비행기의 충돌사고는 대부분 약 

150m∼200m 고도에서 발생한다(대상 교량인 서해대교의 주

탑 높이는 약 180m). 또한, 국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경비행기를 민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

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비행기의 종류가 육상기 뿐만 아닌 

수상기, 수륙양용기 등 물 위에서 이 ·착륙하는 종류의 경비행

기도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상에 위치한 사장교

에는 경비행기 충돌 가능성이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되며, 앞

서 소개된 Fig. 1과 같이 중국 상하이에서 Cessna 208b 경비행

기가 교량에 충돌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외 설계기준, 

경비행기의 비행고도와 실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Cessna 210 경비행기가 교량의 주탑에 충돌하는 시나리

오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케이블에 충돌하는 시나리오

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케이블에 충돌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하여 다양한 변수해석이 뒷받침된다면, 항공기 충돌에 대

한 사장교의 구조성능 평가 분야를 보다 고도화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3. 대상 교량 및 수치해석 모델 작성

3.1 대상 교량

항공기 충돌하중을 받는 사장교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선정한 대상 교량은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해대교

의 사장교 구간으로, 대한민국 평택-당진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이다. 대상 교량은 주 경간 길이 470m, 측경간 길이 200m로 3개

의 경간을 갖는다. 또한, H 형태의 RC 주탑 2개와 폭이 약 34m

인 바닥판 양측에 서로 다른 면적 및 길이를 갖는 144개의 케이

블이 2면으로 배치되는 형식이며, 바닥판은 강재 거더와 RC 

프리캐스트 슬래브로 구성되어 있는 강합성 형식이다.

3.2 수치해석 모델 작성

대상 교량의 수치해석 모델은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LS-DYNA(LSTC, 2020)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주탑은 8

절점 Solid 요소를 사용하여 약 500mm~2,000mm, 충돌부는 

100mm~200mm의 크기로 요소망을 구성하였다. PY2 주탑은 

Fig. 3  Distance between the bridge and the nearby airport

Fig. 4  Aircraft flight status by airport(2019.07~2020.06)(KA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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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1 주탑보다 기초부가 2.37m 더 길다. 바닥판은 4절점 Shell 

요소를 사용하여 약 2,000mm의 크기로 요소망을 구성하였다. 

또한, 주탑부 바닥판의 두께는 310mm, 그 외 구간은 260mm로 

모델링하였다. 철근, 거더 및 케이블은 2절점 Beam 요소 및 

Truss 요소를 사용하여 단일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모델링에 

소요된 총 절점 및 요소 수는 각각 51,596개 및 32,418개이다.

주탑의 콘크리트부와 철근의 합성조건은 LS-DYNA에서 

제공하는 *CONSTRAINED_LAGRANGE_IN_SOLID 명령어

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케이블 요소에는 정적 거동 검토 

결과에서 도출된 케이블 장력을 도입하였다. 또한, 방호울타

리, 중앙분리대, 케이블 정착부 및 점검차 레일 등의 질량은 해

당위치의 절점에 point mass 요소를 사용하여 적용하였다.

작성된 수치해석 모델의 연결조건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바닥판, 거더 및 케이블을 Fig. 6(a)

에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과 같이 LS-DYNA에서 제공하는 

*CONSTRAINED_NODAL_RIGID_BODY 명령어를 사용하

여 강결하였으며, 바닥판과 주탑 하단 가로보 사이도 같은 방

법으로 강결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Fig. 6(b)와 같이 주탑 하

단부는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으며, 교각 지점부는 교축직각

방향(x-dir) 및 연직방향(z-dir) 자유도만을 구속하였다. 이때 

*BOUNDARY_SPC_SET 명령어를 사용하여 경계조건을 적

용하였다.

3.3 재료 특성

충돌해석을 위한 재료모델을 선정할 때는 재료의 여러 가지 

주요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변형률 속도(strain rate)에 

따른 강도 증가 효과를 고려하여 재료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S-DYNA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재료모델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재료모델은 LS-DYNA에서 콘크리트의 비선형 재

료거동 및 변형률 속도 효과 등을 재료모델 내에 포함하고 있는 

*MAT_WINFRITH_CONCRETE 모델을 적용하였다. Winfrith 

concrete 모델은 충격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

되고 있다. 주탑과 바닥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fck)를 40MPa

로 적용하였으며, 인장강도(fct)는 2.62MPa로 적용하였다.

철근, 거더 및 케이블은 *MAT_PLASTIC_KINEMATIC 

재료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재료모델은 변형률 속도 효과, 

재료의 등방성 및 kinematic hardening을 고려하며, 재료의 

비선형을 bi-linear 형태로 가정한다. 이때, 변형률 속도 효과

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Cowper-Symonds 모델의 재료

상수 C와 p는 다음의 식 (1)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Lee and 

Kim, 2007).

Fig. 5  Objective bridge overview

(a) Numerical model

(b) Boundary condition

Fig. 6  Numerical model of the seohae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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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각 재료모델에 사용된 주요한 입력값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4 정적 및 동적 거동 검토

작성된 수치해석 모델의 정적 및 동적 거동을 검토하기 위

하여 정적하중에 대한 해석 및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

치해석 모델의 적절성은 참고문헌(Yoon, 2002; Park et al., 

2015)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정적 거동 검토는 Fig. 7에 나타

난 알고리즘과 자중 적용 후 Fig. 8과 같이 사장교 구간 중앙경

간에 하중 203.952tonf을 재하하여 케이블의 초기장력 및 초기

형상을 결정하였다. 초기형상 결정 해석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수치해석 모델에 자중을 

도입하여 케이블에 도입된 장력을 검토한다. 두 번재로, 자중, 

케이블 장력을 재하한 뒤, 수준측량 시 재하한 하중 203.952tonf

을 도입하여 사장교 구간 중앙경간의 처짐을 검토한다. 마지

막으로 중앙경간의 처짐 값이 측정치인 약 135mm에 도달할 

때까지 케이블의 장력을 계속 조정하여 초기형상을 결정하

였다.

동적 거동 검토는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여 총 20개의 모드

를 추출하였으며, Fig. 9에 대표 모드 4개를 나타내었다. Table 4

에는 선행연구결과에 기술되어 있는 고유진동수와 해석 결과

의 고유진동수 및 고유모드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검토 결

과, 수평 1차 모드의 고유진동수가 비교적 큰-4.91%의 오차율

을 보이지만, 나머지 3개의 대표 모드에서 고유진동수가 2% 

이내의 오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적 및 동적 

거동 검토를 통하여 수치해석 모델이 적절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  Material model input parameters

Part Value

Concrete
Deck, 

Pylon

�=2,300kg/m3 E=33.11GPa

fck=40.00MPa, fct=2.62MPa

Steel Girder

�=7,850kg/m3 E=210GPa

fy=355MPa, fu=520MPa C=4.99×104s-1, p=5, 

�failure=0.19

Rebar Pylon

�=7,850kg/m3 E=200GPa

fy=400MPa, fu=560MPa C=8.21×104s-1, p=5, 

�failure=0.16

Cable

(BS-5896 Super Grade)

�=7,850kg/m3 E=200.00GPa

fy=1,569MPa, fu=1,765MPa C=6.65×106s-1, 

p=5, �failure=0.035

Fig. 7  Algorithm for determining an initial shape

Fig. 8  Static loading result

Table 4  Eigenvalue comparison of measurement and analysis

Mode shape Measurement(Hz) Analysis(Hz) Error(%)

1st bending 0.2557 0.2566 0.35

2nd bending 0.3256 0.3274 0.55

1st lateral 0.3725 0.3542 -4.91

1st torsional 0.4555 0.4476 -1.73



최근기 ․ 이정휘 ․정철헌 ․ 안동우 ․ 윤재용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4권 제3호(2021.6) 143

4. 충돌해석 기법

4.1 직접법과 간접법

충돌해석 기법은 충돌해석 시 충돌하중을 고려하는 방식에 

따라 간접법과 직접법으로 구분된다. 이중 충돌하중-시간함수

를 이용한 방법이 간접법에 해당되며, 항공기의 수치해석 모

델을 이용한 미사일-타겟 상호작용 해석법이 직접법에 해당된

다. 직접법은 충돌체 모델을 대상 피충돌체(구조물)에 직접 충

돌시키는 방법으로 충돌체(항공기)의 복잡한 형상 때문에 해

석시간이 오래걸리나 충돌 직후의 복합적인 연쇄거동을 분석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간접법의 경우 충돌체를 직접 충돌

시키지 않고 하중-시간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석시간 단축

에 유리하나 충돌 직후의 복합적인 연쇄거동을 파악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앞서 설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탑에 충돌

하중을 적용하기에는 직접법보다는 간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해석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접법을 이용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충돌하중-시간함수는 다음 Fig. 10

과 같이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Cessna 210의 충돌하중-시간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최대하중 

7MN, 충격량 0.099MN·s, 충돌 면적 4m2(가로 8m, 세로 0.5m)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충돌하중은 *LOAD_SEGMENT_SET 

및 *SET_SEGMENT 명령어를 사용하여 하중 면적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4.2 Implicit-Explicit switching 기법

수치해석 분석을 위한 해석기법으로는 Implicit 기법과 Explicit 

기법이 있으며, 각 기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석기법을 선

정하여 사용한다. Implicit 기법은 반복 계산을 통해 해를 찾는 

기법이며 정확도가 높은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비선형성이 

크면 해의 수렴이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Implicit 기법은 일반적으로 비선형성이 크지 않은 자중 

해석과 같은 정적 및 준정적 해석을 수행할 때 사용된다. Explicit 

기법은 반복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성 문제가 근본적으

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의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선형성이 큰 짧은 순간에 대변

형이 발생하거나 큰 하중이 작용하는 충돌해석과 같은 종류의 

해석에서 주로 사용된다.

위와 같이 Implicit 기법과 Explicit 기법은 장단점과 특징이 다

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해석기법의 장점만을 고려하여 

(a) Mode 1(1st bending, 0.2566Hz) (b) Mode 2(2nd bending, 0.3274Hz)

(c) Mode 3(1st lateral, 0.3542Hz) (d) Mode 4(1st torsional, 0.4476Hz)

Fig. 9  Eigenvalue analysis results

Fig. 10  Impact load-time history of cessna 210(KI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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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Implicit-Explicit switching 기법을 사용하

여 항공기 충돌에 대한 사장교의 구조거동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은 초기형상해석과 충돌해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초

기형상해석은 Static-Implicit 기법, 충돌해석은 Dynamic-Explicit 

기법으로 해석으로 수행하였다. switching 기법은 *CONTROL_ 

IMPLICIT_GENERAL 명령어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4.3 충돌해석 조건 및 케이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충돌해석 케이스는 앞서 설정된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주탑에 충돌하중을 적용하는 케이스를 설정하

였으며, 충돌하중이 적용될 주탑은 기초부가 비교적 더 긴 

PY2 주탑을 선정하였다. 충돌 각도의 경우, 실제 사고에 의한 

항공기 추락 시 가장 빈번한 추락 각도는 수평면에서 0~15도

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큰 충돌 효과를 발생시키는 직각 충

돌(수평면에서 0도)을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충돌 대상과 각

도를 설정한 후에 충돌하중-시간함수가 적용 가능한 면적, 충

돌 방향 및 주탑의 높이를 고려하여 총 8개의 케이스를 설정하

였다. Fig. 11에 설정된 충돌해석 케이스를 나타내었으며, Table 

5에 충돌 위치 및 방향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5. 충돌해석 결과

항공기 충돌에 대한 사장교의 구조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주

요 응답인 바닥판의 수직 변위 및 케이블의 장력 변화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6 및 7에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별 해석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에서는 사

장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충

돌로 인한 바닥판의 최대 수직 처짐 및 솟음을 검토한 결과, 교

축직각방향(x-dir)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 A~F는 바닥판의 

최대 수직 처짐이 5.92mm~6.73mm 수준으로 측경간에서 발

생하며, 최대 솟음은 4.68mm~5.84mm로 중앙견간에서 발생

하게 된다. 이때, 최대 처짐 및 솟음은 케이블 1번~72번이 배치

된 면 즉, 충돌하는 면에 배치된 케이블 위치에서 발생한다. 이

와는 반대로 교축방향(y-dir)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 G 및 H

는 바닥판의 최대 처짐이 중앙경간에서 각각 10.60mm 및 

10.90mm가 발생하며, 최대 솟음은 충돌하중을 받는 PY2 주탑

이 아닌 PY1 주탑 위치의 측경간에서 각각 8.69mm 및 8.84mm

가 발생한다. 응답의 크기를 비교하면 교축방향(y-dir) 충돌 시

나리오가 교축직각방향(x-dir) 충돌 시나리오보다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만, 대상 교량의 경간 길이(주경간 470m, 측경간 

200m)를 고려한다면, 매우 작은 크기의 수직 처짐 및 솟음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항공기 충돌로 인해 케이블에 발생

하는 최대 응력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68번 케이블에 최대 약 

664MPa 크기의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68번 케이블의 초기 설계응력 크기가 662MPa인 것을 고려

한다면, 시나리오별 케이블의 최대 응력 변화량은 1.60MPa~ 

1.89MPa 수준이다. 모든 케이블의 최대 응력 변화량을 검토하

면 0~2MPa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PTI(2007)에서 규정하

고 있는 케이블의 최대 허용응력(0.5fu=882.5MPa)을 고려한다

면 모든 케이블은 최대 허용응력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는 

대상 교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시나리오별 충돌해석 결과인 변위 분포 및 케이블 

응력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결과 출력 시점은 최대 변위 및 응

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변위 분포의 표시 범위는 각 시나리

오 A~F는 –7mm~6mm로, 시나리오 G 및 H는 –10mm~ 8mm로 

설정하였다. 또한, scale factor를 100배로 적용하여 과장되게 

Fig. 11  Impact load position

Table 5  Impact analysis cases

Scenario Position Direct

Scenario A Uppermost anchorage

Lateral

Scenario B CB1

Scenario C CB1-CB2

Scenario D CB2

Scenario E CB2-CB3

Scenario F CB3

Scenario G CB1
Longitudinal

Scenario H C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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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다. Fig. 13은 시나리오별 케이블의 최대 응력 변화량

을 나타내었다. 다만, 2면 배치되어 있는 케이블 모두를 나타

내지는 않았으며, 바닥판의 최대 수직 처짐 및 솟음이 발생하

는 면에 위치한 케이블들인 1번~72번 케이블의 변화량을 나타

내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장교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상황을 수치해

석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시나리오 설정 및 평가 절차를 제시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통한 구조거동을 평가하였

다. 이로부터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충돌에 대한 사장교의 구조거동 평가를 위한 적

절한 충돌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원자력 발

전소 설계기준을 분석하고, 실제 사고사례, 비행고도, 대

상 교량의 주탑 높이 등을 고려하여 Cessna 210 경비행기

에 대한 충돌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2) 사장교의 복잡한 거동 메커니즘을 현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과 충돌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해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3) 바닥판의 최대 수직 처짐 및 솟음을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교축직각방향(x-dir)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 A~F

에서는 바닥판의 최대 수직 처짐이 측경간에서 4.68mm~ 

5.84mm가 발생하며, 최대 수직 솟음은 중앙경간에서 

5.92mm~6.73mm가 발생한다. 이와는 다르게 교축방향

(y-dir)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 G 및 H에서는 최대 수직 

처짐이 각각 중앙경간에서 10.60mm 및 10.90mm가 발

생하며, 최대 수직 솟음은 각각 8.69mm 및 8.84mm가 발

생한다. 교축방향(y-dir) 충돌 시나리오가 교축직각방향

(x-dir) 충돌 시나리오보다 비교적 응답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지만, 대상 교량 경간의 길이를 고려한다면 매우 

작은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케이블의 최대 응력 및 변화량을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

과 케이블의 최대 응력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68번 케이

블에 약 664MPa이 발생한다. 68번 케이블의 초기 설계응

력 크기가 662MPa인 것을 고려한다면 변화량은 1.6MPa~ 

1.89MPa 수준으로 확인된다. 68번 케이블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케이블에서도 모두 0~2MPa의 최대 응력 변화량

을 보인다. 또한, PTI(2007)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의 

최대 허용응력(0.5fu=882.5MPa)을 고려한다면 모든 케

이블은 최대 허용응력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충돌 시나리오는 대상 

교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충돌해석 절차가 사

장교의 구조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를 통한 구조거

동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운용 중 사장교의 구조성능에 대한 정

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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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ximum deflection and camber results with locations

Scenario
Max. deck vertical 

deflection

Max. deck vertical 

camber

Scenario A
5.92mm

(Side span, ↓)

5.84mm

(Mid span, ↑)

Scenario B
6.02mm

(Side span, ↓)

5.63mm

(Mid span, ↑)

Scenario C
6.01mm

(Side span, ↓)

5.54mm

(Mid span, ↑)

Scenario D
5.98mm

(Side span, ↓)

5.58mm

(Mid span, ↑)

Scenario E
6.39mm

(Side span, ↓)

4.68mm

(Mid span, ↑)

Scenario F
6.73mm

(Side span, ↓)

5.37mm

(Mid span, ↑)

Scenario G
10.60mm

(Mid span, ↓)

8.69mm

(Side span, ↑)

Scenario H
10.90mm

(Mid span, ↓)

8.84mm

(Side span, ↑)

Table 7  Maximum and variation stress of cable results

Scenario
Initial stress 

of cable

Max. stress of 

cable

Variation 

stress of cable

Allowable 

stress of 

cable

Scenario A

662MPa

(Cable No. 68)

663.68MPa

(Cable No.68)

1.68MPa

(Cable No.68)

882.5MPa

(0.5fu)

Scenario B
663.60MPa

(Cable No.68)

1.60MPa

(Cable No.68)

Scenario C
663.67MPa

(Cable No.68)

1.67MPa

(Cable No.68)

Scenario D
663.67MPa

(Cable No.68)

1.67MPa

(Cable No.68)

Scenario E
663.52MPa

(Cable No.68)

1.52MPa

(Cable No.68)

Scenario F
663.60MPa

(Cable No.68)

1.60MPa

(Cable No.68)

Scenario G
663.85MPa

(Cable No.68)

1.85MPa

(Cable No.68)

Scenario H
663.89MPa

(Cable No.68)

1.89MPa

(Cable 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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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enario A

(b) Scenario B

(c) Scenario C

(d) Scenario D

(e) Scenario E

Fig. 12  Displacement and stress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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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cenario F

(g) Scenario G

(h) Scenario H

Fig. 12  Displacement and stress contour(continue)

Fig. 13  Maximum variation in stress of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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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사장교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회기반시설물로 운용 중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붕괴 또는 파손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

장교의 붕괴 또는 파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사회재난에 속하는 충돌사고

는 차량이 교량 하부구조인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 항공기의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이 있을 것이며, 해상교량의 경우 주탑 하단에

서의 선박 충돌사고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항공기 충돌에 대한 사장교의 구조거동을 평가하

는 절차를 제안하고, 충돌해석을 수행하여 절차의 타당성을 보였다. 제안된 절차에는 1) 적절한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 설정, 2) 사장교

의 복잡한 거동 메커니즘을 고려한 구조 모델링, 3) 충돌해석을 통한 구조거동 평가가 포함된다.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

리오는 대상 교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충돌해석을 수행한다면 교량에 심각

한 손상을 일으키는 하중 위치 및 임계 하중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충돌해석 절차를 바탕으로 

사장교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항공기 충돌, 사장교, 사회재난, 충돌해석, LS-DY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