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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이 가이드라인은 출렁다리의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대상 교량은 주요 하중

을 케이블로 지지하고, 흔들림이 발생하는 다양한 형식의 보행자 전용 교량이다. 발주자 또는 설계

자는 출렁다리의 창의적 설계를 위해 이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구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설계나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요구할 수 있다. 

출렁다리는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에서 관광 또는 놀이, 체험을 주목적으로 한다. 설치 위

치별 사용 목적에 따라 통행 대상과 적용 기준에 대해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이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은 교량설계 기술자들이 출렁다리로 통칭되는 케이블 지지 보행교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들은 기준서와 같은 구속력을 가

지는 것은 아니며, 설계 실무자들이 케이블 지지 교량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설계 실무

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본적으로 상위 기준인 도로교설계기준(한계

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2018)과 KDS 건설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출렁다리에 특화된 별도의 규정

들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출렁다리에 대한 최초의 설계가이드라인인 만큼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하중 및 하중계수, 이에 따른 

신뢰도, 진동, 피로, 내풍설계 세목 등은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출렁다리만의 특성을 반영한 보행하중 및 풍동실험관련 데이터 확보와 신뢰성해석

을 통한 계수 조정, 극한하중상태에서의 대변위 해석, 진동 사용성 평가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

여 관련 규정들을 보다 정밀한 안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교량은 출렁다리, 흔들다리, 하늘다리, 구름다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

리는 유연한 보행교, 즉 케이블부재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시 흔들림을 허용하는 보행자 전용의 교량

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교량을 총칭하여 “출렁다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의 대상이 되는 교량 형식은 주로 현수교 형식이다(1.5 참조).

출렁다리는 도로교나 일반적인 보행교에 비하여 고정하중 대비 활하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활하중(보행하중)에 의한 변위, 처짐 및 진동이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 거동의 특성때문에 출렁

다리 설계시 대변위 해석이나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보행교에 적

용되는 진동 사용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1.2 용어 

보행하중

보행자가 발생시키는 활하중

사용수명

출렁다리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설계수명

하중, 부재 강도 등 물리적 상수들의 통계적 산출 근거 기간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경우 50년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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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

중력식 앵커리지

인장을 받는 강재의 재단부분을 콘크리트 등에 묻어 넣어 인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착시키는 구

조물

지중식 앵커리지

인장을 받는 강재의 재단부분을 인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견고한 암반에 정착시켜 암반 블록

쐐기의 자중과 마찰로 케이블 하중을 저항하는 방식의 구조물

통행제한풍속

강풍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풍속.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교

면상 10분 평균 풍속 10m/s를 의미함. 그러나 통행제한풍속을 별도로 결정한 교량의 경우에는 그 

풍속을 적용

기하비선형해석

케이블을 주 부재로 하는 구조 형식에서 하중에 의한 부재 기하강도와 대변위에 따른 비선형 효과

를 고려한 해석

초기평형해석

케이블을 주 부재로 하는 출렁다리에서 고정하중에 의해 케이블에 강성이 도입 되어 교량이 목표 

선형을 갖는 정적평형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해석

평행소선케이블 (PWC)

5mm 또는 7mm 도금된 소선을 평행하게 집속시킨 케이블로서 피복을 두지 않는 PPWS와 피복을 

가지는 NPWS 케이블이 이에 속한다.

평행연선케이블 (PSC)

소선을 7~19가닥을 꼬아 만든 강연선을 개별 정착시키거나 여러 개를 집속시켜 구성하는 케이블

스파이럴로프 (spiral rope)

심선 주변에 여러 층의 소선을 꼬아 만든 것으로 둥근 소선만으로 구성된 케이블

록코일로프 (LCR, locked coil rope)

스파이럴로프를 중심에 배치하고, 외층에 이형선(Z형상)을 1층씩 역방향으로 2~5층 교대로 배치한 

케이블로서 단면 외형이 완전한 원 형상의 케이블

1.3 기호

 보행하중 재하길이(m)

 보행자 1인 이동시 교량 교축 방향 위치 와 시간 에 따른 보행하중크기 (N)

 보행자 1인 보행하중의 시간 이력을 나타내기 위한 주기 함수 (N) 

 보행자 1인의 대표 정적 하중 크기 (N)

 보행자 1인의 보행 진동수 (Hz)

 대표길이(m): 데크의 경우 폭 또는 높이(m) 

 항력계수

 안전계수       

 공기밀도 (1.225kg/m3)

  설계기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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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풍속

  거스트계수

1.4 설계 원칙

1.4.1설계 목표

출렁다리는 다음 설계 목표를 기본적으로 만족하면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1) 구조적 안전성 및 사용성

(2) 기능성

(3)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구조미

(4) 시공 및 경제성

(5) 유지관리 용이성

출렁다리는 처짐과 비틂의 변형과 진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되 최소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

하여 보행자의 전도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 

형식, 재료 강도, 부속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출렁다리는 이러한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된 한계상태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진동을 포함한 사용성, 점검의 편의를 위한 유지

관리 용이성, 시공성, 경제성 및 구조미를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이 가이드라인에서 출렁다리는 원칙적으로 설계수명 50년, 주요 부재의 극한한계상태에 대해 일반 

부재는 목표신뢰도지수 3.7(파괴확률=10-4), 주 케이블 부재는 목표신뢰도 지수 6.7(파괴확률=10-11)

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설계수명 50년은 하중, 부재 강도 등의 통계적 산출 근거 기간으로

서 설계자가 보장해야 할 사용수명은 아니며 교체 가능한 부재의 사용수명은 부재별로 다를 수 있다. ISO 

2394 (1998) General Principles on Reliability for Structure에서는 구조물의 설계수명(Design 

working life)을 해설표 1.4.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urocode 0 Basis of structural design(EN 

1990)에서도 해설표 1.4.2와 같이 설계(사용)수명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표 1.4.1 설계수명(ISO 2394)

  Design working 

life category

  Indicative design 

working   life(years)
Examples

1  1~5 Temporary structures

2   25 Replaceable structural parts

3   50
 Building structures and other common 

structures

4   100 or more Monumental buildings, important structures, 
large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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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표 1.4.2 명시적인 설계 수명(Eurocode)

이상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출렁다리의 설계수명은 대략 30~50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되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50년으로 정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도로교는 100

년, 케이블교량은 그 중요도에 따라 100년 또는 200년을 설계수명으로 하고 있다. Eurocode에서는 

교체 가능한 부재의 수명을 10~2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체 가능한 부재의 또는 부속장치의 수

명과 목표신뢰도 수준 등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편(2018)을 참조한다. 

출렁다리의 목표신뢰도지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Eurocode 0 Basis of structural 

design(EN 1990)에서는 구조물의 등급을 파괴 혹은 사고의 결과 심각성에 따라 해설표 1.4.3과 같

이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뢰도등급을 해설표 1.4.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설 표 1.4.3 파괴/사고 결과에 따른 등급(Eurocode 0)

Consequences

Class
Description Examples of buildings and civil 

engineering works

CC3

High consequences for loss of 

human life, economic, social or 

environmental consequences very 

great

Grandstands, public buildings 
where consequences of failure are 

high (e.g. a concert hall)

CC2

Medium consequences for loss of 

human life, economic, social or 

environmental consequences 

considerable

Residential and office buildings, 
public buildings where 

consequences of failure are 
medium (e.g. an office building)

CC1

 Low consequences for loss of 

human life and economic, social or 

environmental consequences small or 

negligible

 Agriculatural buildings where 

people do not normally enter (e.g. 

storage buildings), greenhouses

  Design working 

life category

  Indicative design 

working   life(years)
Examples

1  10 Temporary structures

2 10 ~ 25 Replaceable structural parts, e.g. gantry girders, 
bearings

3 15 ~ 30 Agricultural and similar structures

4   50
 Building structures and other common 

structures

5   100 Monumental building structures, bridges, and 
other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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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표 1.4.4 신뢰도지수의 최소 추천값(극한한계상태) (Eurocode)

Reliability

Class

Minimum values for b

1 year reference period 50 years reference period

RC3 5.2 4.3

RC2 4.7 3.8

RC1 4.2 3.3

 

국내의 도로교설계기준의 경우 일반 도로교의 경우에는 100년 기준 3.7(파괴확률 10-4), 케이블교량

의 경우에는 1등급(중요)교량 3.7(파괴확률 10-4), 특등급(매우 중요)교량 4.0(파괴확률 3.16*10-5)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렁다리의 경우 인명피해 측면에서는 최소 일반교량 또는 케이블교량의 1등급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수명 50년 기준으로 극한한계상태에 대한 주요 부재 목표신뢰도

를 3.7 (파괴확률 10-4), 주 케이블 부재는 목표신뢰도 지수 6.7(파괴확률=10-11)로 규정하였다. 다만 설

계수명과 목표신뢰도 수준은 발주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다. 

1.4.2 한계상태

이 설계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하중 저항계수 설계법(LRFD 방법)을 적용하였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교량의 각 구성요소와 연결부는 각 한계상태에 대하여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

블교량(2018)편의 규정을 따른다.

1.4.3 시공 및 경제성

출렁다리는 시공에 앞서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 설계를 수행해서 시공 및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용 분석에는 교량 건설 시점의 비용뿐만 아니라 교량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1.4.4 유지관리

설계시부터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계는 배제하도록 한다. 출렁다리의 데크와 난

간 등 구조시스템의 특성, 기후와 사용조건에 따라 교량 사용수명 이전에 교체할 필요가 있는 부재

들은 설계서에 교체를 명시하거나 또는 구조적 보강을 제시해야 한다. 

[해설]

앵커리지와 주케이블 등 사용기간동안 교체가 불가능한 부재를 제외한 교체 또는 보수 가능한 부재

나 부속시설들은 향후 교체 또는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4.5 내진 설계 

(1) 출렁다리 내진 설계는 KDS 17 00 00 을 따른다.

(2) 출렁다리의 내진등급은 내진II등급으로 하되 발주자의 요구나 중요도에 따라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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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렁다리의 내진성능수준은 붕괴방지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1.4.6 진동 

출렁다리의 진동은 일반적인 보행교에 적용되는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진동 사용성의 평가는 부록 A의 검토 절차를 따를 수 있다. 

[해설]

출렁다리의 진동은 사용성의 문제이며 진동의 주원인은 사람의 보행과 바람이다. 이 규정에서는 보

행자에 의한 진동을 다루고 있으며 바람에 의한 진동은 이 가이드라인의 6장을 따른다.

출렁다리의 진동은 보행자가 매우 불편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제어되어야 하지

만, 현 시점에서 4.6의 동적 해석의 정확성이나 진동의 한계값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국내의 여러 출렁다리(지간 140~220 m)에 대해 보행자의 보행에 의한 실험에서는 최대수직가

속도의 경우 1인 보행시 0.65~2.68 m/s2, 여러 명의 보행(4인 ~ 40인)의 경우 2.52~6.8 m/s2 정도 

나타났다. 최대수평가속도의 경우에는 1인 보행시 0.14~1.8 m/s2, 여러 명의 보행(4인 ~ 40인)의 경

우 0.4~4.74 m/s2 정도 나타났다. 또한 한 출렁다리에 대해 일반 보행자들에 의한 하루 동안의 상시

계측실험에서는 최대수직가속도 4.7 m/s2, 최대수평가속도는 0.68 m/s2 정도 계측되었다. 이러한 진

동의 크기는 Setra(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행교에서 쾌적한 보행을 위한 가속도의 최

대값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출렁다리에 적용할 수 있는 가속도의 제한값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의 제한값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가이드라인의 부록 A에 일반적인 보행교에 대한 진동 검토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1.4.7 진동 제어

보행하중, 바람, 지진 등에 의한 출렁다리의 진동을 제어하여 출렁다리의 사용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감쇠장치(damper)등 과 같은 진동 제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진동 제어 장치의 

설계와 제작, 시공 및 성능 평가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승인한 설계 및 평가 기준을 따른다.

1.4.8 피로 한계상태

피로한계상태는 예상되는 피로하중의 효과를 피로한계 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재, 볼트 그리고 용접상세의 응력범위는 식(1.4.1)를 만족해야 한다.

≤  (1.4.1)

여기서 는 보행하중 및 풍하중으로 인한 공칭응력범위, 는 공칭피로강도, 그리고 는 무한수

명에 대한 하중계수로서 1.0을 사용한다. 

출렁다리는 부재의 크기가 작아 피로균열 발생 후 파단에 이르는 시간이 짧고 파단 시 인명의 피해

가 예상되므로 피로균열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는 무한수명에 대해 설계한다. 공칭피로강도는 KDS 

14 31 20 (4.1.2.3) 표 4.1-1의 일정 진폭 피로한계값을 적용한다. 케이블 부재의 일정 진폭 피로한

계값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의 값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순인장응력을 받는 상세에만 적용한다. 하중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고정하중이 압축응력

을 발생시키는 부분의 경우, 보행하중 및 풍하중으로 인한 인장응력이 고정하중으로 인한 압축응력

보다 큰 경우에만 피로문제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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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한수명에 대해 설계하는 것은 상세에 피로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재 파단에 이르기까지의 피로수명과 피로하중의 빈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피로상세에서 피로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칭응력범위를 KDS 14 31 20 (4.1.2.3) 

표 4.1-1의 일정 진폭 피로한계값 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1.5 출렁다리의 구조형식

출렁다리는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산악 및 계곡부 접근통로, 정상 부근의 전망시설, 해

안 및 도서지방의 해안둘레길, 동굴 탐험로 등의 다양한 통행시설에 활용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

의 규정을 적용하는 출렁다리는 일반교량에 비하여 케이블 의존도가 높고 거더의 휨강성이 작게 되

므로 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발생하는 구조형식이다.

 

[해설]

출렁다리는 가볍고 유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다양한 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 구조 

형식은 데크가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는 현수교의 형식이나 그 외 다양한 구조형식이 가능하다. 현수

교 형식의 출렁다리는 (1) 주탑의 유무와 개수, (2) 평면 형식, (3) 거더 또는 바닥프레임의 종방향 

강성 유무, (4) 케이블의 정착 방식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관광 목적으로 설치되는 보행자 전용 교량에는 현수교 형식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형식, 예를 들어 

사장교, 아치교, 스트레스리본교 형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떠한 구조 형식을 갖든 교축방향 거더

의 휨 강성이 작거나 없는 경우에는 출렁다리로 간주할 수 있고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닌 보행자 전용의 교량이라도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이 가이

드라인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 품질보증 요건
KDS 24 10 11(1.5)의 규정을 따른다. 

1.7 설계도에 기재할 사항
KDS 24 10 11(1.6)의 규정을 따른다. 

1.8 기록
KDS 24 10 11(1.7)의 규정을 따른다. 

1.9 관련기준
이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은 도로교 관련 기준과 보행시설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Ÿ KDS 14 31 20 : 2017 강구조 피로 및 파단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Ÿ KDS 17 00 00 : 2018 내진 설계기준

Ÿ KDS 24 10 11 : 2018 교량설계 일반사항(한계상태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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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DS 24 12 11 : 2018 교량 설계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 

Ÿ KDS 24 12 21 : 2018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Ÿ KDS 24 14 21 : 2018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Ÿ KDS 24 14 31 : 2018 강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Ÿ KDS 24 14 51 : 2018 교량 하부구조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Ÿ KDS 24 17 11 : 2018 교량내진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Ÿ KDS 24 90 11 : 2016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Ÿ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편(2018)

Ÿ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Ÿ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2010.01)

Ÿ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2015. 07)

Ÿ 자전거 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2016. 01)

Ÿ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2012. 09)

Ÿ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2018.01) 

Ÿ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편)(국토교통부, 2018.06)

Ÿ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국토교통부, 2018.06)

Ÿ 시설물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편람 - 소규모강교 및 보도육교: 보도육교편 (서울특별시, 2001)

Ÿ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대한토목학회, 2006)

Ÿ 장대교량용 케이블소재 적용 지침(2008)

Ÿ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2013) 

Ÿ  신뢰도기반 하중-저항계수 (기문당, 이해성, 2019) 

Ÿ AASHTO LRFD GUIDE SPECIFICATIONS FOR THE DESIGN OF PEDESTRIAN BRIDGES (2009)

Ÿ AASHTO LRFD Specifications for Structural Supports for Highway Signs, Luminaires, and 

Traffic Signals (2015)

Ÿ Footbridges : Assessment of vibrational behavior of footbridges under pedestrian loading, 

Setra Technical guide (2006)

Ÿ Human induced Vibrations of Steel Structures, Design of Footbridges Background Document, 

RFS2-CT-2007-00033, Research Fund for Coal and Steel (2006)

Ÿ Design of Lightweight Footbridges for Human induced Vibrations, JRC Scientific and 

Trchnical Report EUR 23984 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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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 획

2.1 일반사항
총칙에서 정의한 출렁다리의 계획에 적용한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는데 고려할 계획 요건, 지반조사, 시설한계와 교량미학에 대한 최소요구사항을 제시

한다.

2.2 계획 요건
출렁다리의 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수행한다.

(1) 도심, 하천 및 산악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공간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출렁다리의 입지 선정과 형상계획은 도로선형과 지형, 지반조건, 환경, 주변 시설물 등 주어진 

조건을 고려해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와 규모 및 교

량형식을 선정한다. 

(3) 교량이 보행 이외의 복합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측면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4) 보행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이는 난간의 개방감, 가로등

의 밝기, 기타 안전장치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5) 출렁다리의 사용성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게 될 시설물들을 구조물 계획단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공간적인 배치나 지형적인 이유로 출렁다리의 양 끝점의 고저차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의 편

의성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계획한다.

[해설]

(3) 출렁다리에서 보행이외의 기능들(예: 전망시설, 번지시설 체험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반드시 계

획단계에 반영해서 관련시설물의 설치와 사용중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사

용자의 안전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5) 출렁다리의 진동 제어를 위해서 설치하는 윈드 케이블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는 

구조물 계획 단계에 고려하여, 구조물 완성 이후 추가적인 설치물에 의한 불합리성이나 경관 저

하를 최소화한다. 

2.3 지반조사
(1) 하부구조의 설계에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추조사와 토질시험을 포함한 지반

조사를 시행한다. 

(2) 교량가설 부지의 현 지형상태에 대한 조사는 교량의 입지여건과 교량형식에 따라서 결정한다. 

2.4 형식 선정
(1) 출렁다리의 형식은 승강높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식을 

선정한다. 

(2) 자연지형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상·하부 구조가 일관성을 가지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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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형식이 되도록 한다.

(3) 랜드마크 기능을 가진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조형식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형태를 랜

드마크화 할 수 있도록 한다. 

(4) 산악 및 계곡에 위치하는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지형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친자연환

경적 구조형식으로 한다.

(5) 하중전달경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으로 계획한다. 

2.5 계획 일반

2.5.1. 폭원 

출렁다리 보도의 유효폭은 교량 설치목적에서 요구하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입지 지역의 주변 현황

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최소 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소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에는 교량 발주자, 설계자를 포함해서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폭원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출렁다리의 폭원은 일반 보행교에 비해서 설치 목적과 지형적인 여건들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출

렁다리 설치목적, 지형적인 여건, 이용자 수를 고려해서 폭원을 결정하되 사용자의 안전성과 보행성

은 반드시 확보되도록 한다.

2.5.2 바닥판 

(1) 바닥판의 형상과 재료의 선정은 구조적 안전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2) 바닥판의 개방 또는 막힘의 정도는 구조물의 내풍 거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내풍전문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개방형 또는 그레이팅 바닥판의 경우, 보행자의 발빠짐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바닥판의 형상과 재료는 건기 및 우기시 보행자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바닥판은 사용수명 동안 쉽게 마모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교체가 용이 하도록 한다.

(6) 바닥판의 배수는 원활해야 한다.

  
2.5.3 다리밑공간 

(1) 하천 혹은 항로상에 건설되는 출렁다리의 다리밑공간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2) 출렁다리의 연직 및 수평처짐으로 인하여 다리 주변의 시설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온도변화, 보행하중, 풍하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다.

(3) 도로변의 보수등을 고려하여 여유높이를 잡아 두는 것이 좋다. 도로상에 설치하는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300mm이상 여유높이를 둔다. 

(4) 하천을 지나는 출렁다리는 KDS 24 10 11 에서 제시하는 계획홍수량별 다리밑공간을 확보한다.

(5) 선박운행이 예상되는 항로상의 경우에는 선박통과를 고려한 다리밑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6) 수상에 설치되는 출렁다리의 경우, 구조물의 처짐으로 인해서 사용성이 방해되거나, 교량 부재가 

물에 닿아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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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교각

(1) 출렁다리의 교각 위치 및 구조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

자의 시야에도 장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자동차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각을 보호할 수 있는 충돌방지 방호벽을 설치한다.

(3) 선박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각을 보호할 수 있는 선박충돌방지 방호공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다.

2.5.5 기초

(1) 출렁다리의 기초는, 상부구조의 규모, 형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및 시공법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서 적절한 구조를 사용한다. 특히, 지하매설물이 많은 곳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구조의 설치 및 시공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경사지반에 위치하는 출렁다리의 기초는 지반조건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초설치의 여유공간을 그

림 2.5.1과 같이 확보해서 경사지반 경계면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한다. 

(3) 경사지반에 위치하는 출렁다리의 기초는 지반조건에 따라서 경사지반의 기울기가 그림 2.5.1의 

기울기이내가 되도록 한다. 

(4) 만약 부득이하게 여유공간과 경사지반의 기울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지반에 

대한 조사(지표지질면조사, 암절리조사 등)를 면밀히 수행하고 기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림 2.5.1 기초의 여유공간 및 경사지반 기울기 

 

2.5.6 교량접근시설

(1) 출렁다리는 인접한 접근로와 연속성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보행안전성을 확보한다. 

(2) 출렁다리에 접근하기 위한 대기공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사용자의 밀집도를 고려해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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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렁다리의 접근을 위한 승강방식 또는 출렁다리위에 설치하는 승강방식은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4) 출렁다리의 접근시설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등을 사용할 경우 과다한 자연훼손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한다.

(5) 계단, 경사로 및 경사로식 계단의 기울기는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한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18

분의 1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안전성 측면

에서 보다 완만한 경사가 바람직하다.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이하의 기울기로 한다.

(6) 상기 기준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승강방식에서는 통행자의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끄러짐 방

지 시설 및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같이 계획하도록 한다.

[해설]

(2) 폭이 좁은 출렁다리를 통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기공간에 밀집된 대기자의 

수로 인해서 구조물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기공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예상

되는 사용자의 밀집도를 고려해서 구조 및 비구조(난간) 요소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5.7 난간

(1) 출렁다리와 계단, 경사로 앙 옆에는 높이 1.1 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2) 손잡이 난간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4) 난간의 부재는 유아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난간살의 형상과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5) 난간살의 배치는 출렁다리의 내풍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5.8 조명 

(1) 출렁다리의 접근시설과 출렁다리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

기준을 따른다.

(3)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4) 설치된 조명시설은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조명시설은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조명시설은 구조전문

가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5.9 색채

출렁다리의 색채는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사용재료에 따라서 열화나 부

식으로 인한 색상변화가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다.

2.5.10 피뢰침

출렁다리에 낙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에 따라서 설치되도록 계획단계에 반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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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비구조요소

출렁다리에는 가능한 한 비구조요소 부착물을 최소화한다. 출렁다리는 도로교에 비해서 경량이므로 

부착물과 같은 비구조 요소에 대한 하중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불가피한 비구조요

소 부착물에 대해서는 미리 교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러한 부착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하중효과를 구조물 설계에 반드시 반영한다.

[해설]

교량의 난간에 설치되는 현수막 등은 교량 구조물에 불리한 풍하중 조건을 유발할 수 있다.

2.6 교량 미학
(1) 출렁다리의 기능에서 요구되는 규모와 비례에 적합한 구조형식을 선정한다.

(2) 출렁다리의 구조형태는 힘의 흐름을 따르는 형상과 비례를 기준으로 구조시스템 본연의 구조적 

조형미가 드러나도록 한다.

(3) 교량을 포함한 전체 맥락적 차원에서 총체적 미학적 질서를 세워서, 교량전체에서 상세에 이르

기까지 일관된 미학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즉, 교량 주변배경과 교량형태의 상호관계, 교량 

전체시스템과 구성하는 부분 구조와 부재와의 상호관계, 교량 전체시스템과 비구조 요소(가로등, 

난간, 기타 전기 및 우수처리 시설물 등)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한다.

(4) 교량형태의 물리적 요소와 색채 및 질감의 시각적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교량 전체의 통일감을 

상승시키도록 한다.

(5) 부재의 부식, 도막의 열화나 녹이 발생하여 내구성과 미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데크나 거더의 단면에 의한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 구조형식으로 한다. 

(7) 번잡스럽고 과도한 장식적인 비구조 요소로 인해서 교량형태가 드러내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저

감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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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하중 및 하중조합
3.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출렁다리 설계에서 사용되는 하중들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 적용한계,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이 규정은 기존 출렁다리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

다. 이 규정들은 하중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이므로,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이 기준 이

상의 하중을 사용할 수 있다.

3.2 하중조합

출렁다리의 하중계수를 고려한 총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

이블교량편(2018)을 따르되 다음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1)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Ⅱ,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Ⅳ 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2)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Ⅰ의 보행하중(PL) 계수는 1.4를 사용한다. 

(3)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Ⅴ의 보행하중(PL) 계수는 1.0을 사용한다. 

(4) 극한한계상태 Ⅴ, 사용한계상태 Ⅰ의 통행제한풍속은 보행자의 통행위치를 기준으로 10분 평균

풍속 10 m/s를 적용한다.

(5) 피로한계상태 하중조합의 보행하중(PL) 계수는 1.0을 사용한다.

하중조합에 사용되는 하중 중 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하중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지정한 하

중 또는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편(2018)을 사용한다.

[해설]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 하중계수는 저항계수와 함께 주요 부재의 주 한계상태에 대하여 목표신뢰

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과 신뢰도 해석을 통해 조정(calibration)된 값을 사용한다. 이 가이

드라인이 참조하는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편(2018)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서 조정된 값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하중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가이드라인의 하중계수는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쳐 결정된 값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 하중계수 및 조합이 목표신뢰도

를 보장하는 값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의 하중계수 및 조합은 추후 본격적인 연

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값으로 조정,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이 가이드라인의 하중조합및 하중계수는 기본적으로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

교량편(2018)을 따르되 예외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Ⅱ는 특수차량, 

통행허가차량에 대한 조합으로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

다.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Ⅳ는 고정하중이 활하중에 비하여 매우 큰 경우에 적용하는 하중조합

으로서 출렁다리는 활하중이 매우 큰 교량이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2,3) 도로교 케이블교량 설계기준에서 기본하중조합인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Ⅰ의 활하중계수는 

1.8, 사용상태 풍하중 조합인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Ⅴ의 활하중계수는 1.4를 사용하는 것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행하중(PL)의 활하중계수를 각각 1.4 및 1.0의 하중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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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케이블교량 설계기준의 주요 활하중인 차량활하중에 비하여 출렁다리의 보행 하중은 

최대 수용 인원 밀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므로 향후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변동성의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하중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뢰도 기반의 하

중-저항계수 산정법의 이론에 따르면 비통계적 하중성분 또는 모델 오차와 같은 최소의 불확실

성만을 포함한 하중성분이 포함될 때 그 하중에 대한 목표신뢰도를 만족하는 하중계수는 보수적

인 접근법을 사용할 때 1.2에 근접하는 값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하중조합에 제시

한 활하중계수 1.4는 목표신뢰도를 만족할 수 있는 안전측의 값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계수는 추후 신뢰도 해석을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합리적인 

값을 결정해야 한다. 

* 이해성 (2019) 신뢰도기반 하중-저항계수, 기문당; Supplemental Materials at http://strana.snu.ac.kr/ 

(4) 통행제한풍속으로 제안된 10분 평균풍속 10m/s는 정상적인 통행이 어려운 풍속으로서 이 가이

드라인에서는 설계 하중조합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5)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에서 단일설계트럭하중에 적용되는 하중계수 0.75

는 대표트럭의 중량을 반영한 것이나, 보행하중에 의해 강재나 연결부에 발생하는 변동응력의 

반복횟수와 누적피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연구성과가 없으므로 1.0의 하중계수를 적용하고 

3.3.3에 피로를 검토하기 위한 보행활하중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계수 및 피로 보행활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3.3 하중
출렁다리 설계에 사용하는 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편(2018)을 따른

다. 단, 보행하중, 풍하중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3.3.1 보행하중 (PL)

출렁다리 설계의 보행하중은 다음 표 3.3.1의 등분포하중을 적용한다. 

표 3.3.1 보행하중

[해설]

기존의 교량 설계 기준 및 가이드라인들에 적용된 보행 하중은 다음 해설 표 3.3.2와 같다. 이 가이

구분 등분포하중 (kN/m2)

바닥판 5.0

케이블 등 주부재

2.5이상 3.5이하





  = 재하길이 (m)

http://stran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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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에서는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편(2018)과 같이 바닥판 설계시의 보

행하중은  5.0 kN/m2을 사용하고 케이블 등 주 부재 설계시의 보행하중은 3.5 kN/m2를 상한 값으

로 하되 재하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경감된 보행하중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재하 길이에 따른 경감 

모형은 Eurocode EN1991-2003(E)을 따랐다. 재하길이에 따라 최소 2.5 kN/m2까지 경감된 등분포 

하중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경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행자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행에 따른 동적효과에 의한 응답 증폭을 고려하기 위한 충격 계수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AASHTO (2019)나 Eurocode 에서도 보행 하중에 대한 충격 계수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기준에서는 하중 값이 (최대) 4.3~5.0 kN/m2 로 상대적으로 커서 충격 

효과를 포함한 값으로 여겨진다. 보행하중에 대한 출렁다리 응답의 동적 증폭 효과 및 충격 계수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 3.3.2 기존설계기준 및 지침의 보행하중 

설계 기준, 지침 보행하중 비고

AASHTO   (2019) LRFD Guide 
Specifications for the Design 
of Pedestrian Bridge

등분포하중
90psf (4.31×10-3MPa) Section 3.1

Eurocode   EN 1991-2:2003(E)

등분포하중
5kN/m2(5×10-3MPa) for continuous dense 
crowd

Other   case, 2.5 to 5.0 kN/m2

  



= loaded length in [m]

Section 5.3.2.1

KDS   24 12 21 :2018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등분포하중
바닥판 5×10-3MPa
주거더  ≤80 : 3.5×10-3MPa
       80< ≤130 : (4.3-0.01 )×10-3MPa

>130 : 3.0×10-3MPa

4.3.4절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
법)-케이블교량편 해설 (2018)

등분포하중
 ≤80 : 3.5×10-3MPa
80< ≤130 : (4.3-0.01 )×10-3MPa
130< ≤200 : 3.0×10-3MPa
>200 : 0.6/MPa

2.6.2절

서울시 소규모강교 및 보도육교
(2001)

등분포하중
바닥판 500kgf/m2

주거더 300kgf/m2

지진, 충돌하중조합 100kgf/m2

4.4절
(허용응력설계법)

소규모현수교 지침 및 동해설 
(1984)

바닥판 300kgf/m2

케이블, 주탑, 하부구조 200kgf/m2
3.4절
(허용응력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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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991-2:2003(E) : Sec. 5.3.2.1

AASHTO (2019) LRFD Guide Specifications
for the Design of Pedestrian Bridge:  Sec. 3.1

KDS 24 12 21 :2018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4.3.4절

서울시 소규모강교 및
보도육교(2001): 4.4절
(허용응력설계법)

소규모현수교 지침 및 동해설 (1984)
3.4절 (허용응력설계법)

출렁다리설계지침(안) 2020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케이블교량편: 2.6.2절

그림 3.3.1 설계기준 별 보행하중 비교

3.3.2 풍하중 (WS)

출렁다리 설계에 사용하는 풍하중은 기본적으로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편

(2018)을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6장 내풍 설계편을 따른다.

[해설]

출렁다리의 풍하중 효과 특성은 일반 교량 보다 케이블 교량에 가까우므로, 풍하중은 도로교설계기

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편(2018)을 따르도록 하였다. 

3.3.3 피로의 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의 활하중

출렁다리는 연결 상세와 주요 부위에 피로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하중들은 피로에 민감한 연결 상세에 작용하는 공칭응력범위를 계산하는데 사용

된다. 필요한 경우 신뢰할만한 데이터로부터 구한 동적 하중 함수를 이용하여 동해석을 통해 구한 

공칭응력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피로 설계 시 보행하중 범위는 3.3.1의 보행하중의 50%를 사용한다. 풍하중에 대한 피로를 검토할 

경우에는 6.4 바람에 의한 진동을 참고한다. 

[해설] 

출렁다리의 피로 검토와 관련한 보행하중의 통계적 특성, 진동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3.3.1의 보행하중은 출렁다리에 보행하중이 만재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피

로검토를 수행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저감된 보행하중을 적용하여 1.4.8의 피로한계상

태를 평가하기 위한 공칭응력범위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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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조 해석

4.1 일반사항
이 장에서는 출렁다리의 설계와 구조적인 평가를 위한 해석 방법을 규정한다. 규정된 해석 방법 이

외에도 입증된 재료 특성을 사용하고 평형 조건과 적합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해석 방법도 사용

할 수 있다.

4.2 구조해석법 

(1) 완성계의 출렁다리에 대해 활하중해석이나 하중조합을 수행할 때는 고정하중에 의해 도입된 케

이블 초기장력에 따른 강도변화를 고려한 선형화 유한변위해석법을 사용한다.

(2) 구조해석 모델은 하중의 크기와 재하방법, 케이블부재의 초기장력, 기하학적 형상, 재료의 특성, 

전단중심을 포함한 단면의 물성치 산정, 경계조건 등을 가급적 실제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하중효과 분석에 필요한 해석의 정밀도에 따라 해석 모델을 선정

한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설계경험을 가진 기술진에 의해 구조해석이 수행되어야 한

다.

(3) 케이블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기평형해석을 실시하여 케이블의 형상과 이에 따른 무응력길이

를 산정하고 시공단계별해석을 통해 검증한다.

(4) 케이블 제작에는 실사하중을 기반으로 보완한 해석모델을 사용하고, 해석결과는 시공시 목표값

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5) 정적 구조 안정성 및 부속장치 설계를 위해 최대 변위, 화전각이 발생하는 정적 풍하중 등을 고

려할 때는 부재 기하강도와 대변위에 따른 비선형 효과를 고려한 기하비선형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출렁다리와 같은 케이블 교량의 구조해석법은 크게 유한변위해석, 선형화 유한변위해석, 기하비선형

해석(대변위해석)의 세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각 방법은 케이블부재에 도입된 장력이나 형상 

변화에 의한 강도를 고려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Ÿ 유한변위해석: 부재 내력에 의한 강도변화 현상을 고려하되 하중이 변화함에 따라 부재 내력이 

변화되는 경우 이를 다시 고려하여 강도행렬을 재구성하는 비선형 해석법

{F}={[K1]+[K2]+[K3]}{U} 

 [K1] : 선형강성행렬

 [K2] : 초기 부재력에 의한 기하강성행렬

 [K3] : 추가 부재력에 의한 기하강성행렬

Ÿ 선형화 유한변위해석: 유한변위해석이 비선형법이기 때문에 하중조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초기 부재력에 의한 기하강성행렬은 고려하되 추가 부재력에 의한 기하강성행렬을 무시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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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법

{F}= {[K1]+[K2]}{U}

Ÿ 기하비선형해석(대변위 해석): 주 케이블의 형상이 크게 변화하는 초기 가설단계나, 주케이블이나 

보강형의 변위가 수m 이상 발생하는 큰 하중상태에서 부재좌표계가 전체좌표계를 기준으로 변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좌표계 변환행렬을 구조계 형상변화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하며 

해석하는 방법

[T]를 변환행렬이라고 할 때 매 해석단계마다 다음과 같이 접선강도행렬을 업데이트 

[K]g=[T][K]l[T]T

출렁다리와 같은 현수교 형식에서 비선형 거동은 활하중 대비 고정하중 비중이 낮아질수록, 시공 

중 도입된 장력 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발생한다. 도로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수교 설계법은 교

량 완성시 고정하중에 의해 도입된 주케이블의 장력 수준이 높고, 변동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 

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고정하중 상태까지는 비선형 해석을 통해 케이블의 강성을 고려하고 변동

하중 변화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해석을 통한 하중조합으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는 선형화 유한변

위해석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출렁다리의 경우 거더의 중량이 상당히 작아 교량 완성시 고

정하중에 의해 도입된 주케이블의 장력 수준이 높지 않고, 보행하중 및 풍하중 등 변동하중에 의한 

추가 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변동하중에 의해 유발된 기하비선형 효과는 도로교에 비

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설계의 편의를 위해 하중조합에 의한 부재설계 검토에

서는 초기평형상태를 고려하는 선형화 유한변위해석을 사용하도록 하되, 큰 변위가 발생하여 기하

비선형 효과를 무시할 경우 변위 및 단면 부재력 산정에 있어 상당 수준의 계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때에는 대변위 해석(기하비선형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검토할 것을 권장하였다. 일례로, 하중

조합을 사용하지 않는 강풍에 의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나 개별 활하중에 의한 주케이블 

장력이 고정하중 작용시 주케이블 장력의 50% 보다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이 개별 활하중을 포함하

는 하중조합에 대해서는 비선형해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동적 해석

4.3.1 고유치해석

(1) 사용하중 상태의 출렁다리의 내진, 내풍설계 및 사용성 평가를 위한 고유치해석에는 보행하중재

하에 따른 구조계의 질량 및 케이블 장력 변화를 고려한다. 질량 및 장력 변화에 따른 최소 및 최

대 고유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응답을 검토한다. 이 경우 대표적인 사용하중 상태로서 만재했을 

때의 50%를 고려할 수 있다.

(2) 설계풍속 상태에서 내풍안전성 검토를 위한 동적해석에는 보행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조계의 질량 및 케이블 장력으로 고유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응답을 검토한다.

[해설]

고정하중 상태와 활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의 케이블 강성 및 운동 질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재하 상태에 따른 고유 진동수의 변화폭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

용성 평가를 위한 진동수 평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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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구조 감쇠

출렁다리의 동적해석에 사용되는 구조 감쇠는 구성요소의 역학적 거동특성을 고려하여 한정하여야 

한다. 각 진동모드의 구조감쇠는 안전측으로 설계가 되도록 산정하거나 각 구성요소의 감쇠의 기여

도를 고려하여 한정하여야 한다. 출렁다리 구조의 동적해석을 위한 구조 감쇠비는 설계 및 해석 목

적에 따라 다음 값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3.1 설계 목적별 감쇠비

[해설]

출렁다리의 감쇠비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는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일부 출렁다리에 대한 동적 재하 

시험 및 계측 결과(KIBSE, 2018)에 따른 감쇠비 측정 결과는 모드에 따라 0.2~1.4% 정도 까지 다양

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목적에 따른 적정 설계 감쇠비를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출렁다리의 경우 케이블의 동적 거동이 교량 전체의 주 거동이 되는 점

을 고려하여 케이블 진동의구조감쇠비(케이블교량설계지침(한계상태설계법))를 참고하고 출렁다리의 

동적 특성 값 계측결과를 고려하여 감쇠비를 제안하였다.

4.3.3 동적 보행하중

출렁다리의 진동 사용성 및 동적 효과 평가를 위한 동적 보행하중 모형은 해석 방법에 따라 입증된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보행하중에 의한 출렁다리의 동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불규칙진동 해석, 시간이력 해석, 진동수영역 

해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해석법을 사용하든지 적절한 동적 보행하중 모형이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교량의 가속도 응답을 이용한 진동 사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동적 보행하중 

시간이력 모형을 부록 A.3에 제시하였다. 

설계 및 해석 목적 구조 감쇠비 (%)
내진 또는 사용하중 1.0

내풍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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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부재일반

5.1 일반사항
출렁다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KDS 24 10 11 교량설계기준을 따른다.

5.2 케이블재료
출렁다리의 케이블에 관련된 재료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

(2018)편 및 장대교량용 케이블 소재 적용 지침(2008)을 따른다. 이들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케이블

재료는 충분한 사용실적 및 실험과 연구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된 경

우 적용할 수 있다. 

5.2.1 케이블의 구성

케이블은 평행소선케이블(PWC), 평행연선케이블(PSC), 스파이럴로프(spiral rope), 록코일로프(locked 

coil rope) 등을 가공하여 제작할 수 있다.

5.2.2 케이블의 탄성계수 및 설계인장강도

설계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탄성계수 값은 별도로 제작사의 제시 값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설계기

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케이블교량(2018)의 5.4.1의 값을 사용한다. 케이블의 설계 강도 계산 시에는 

공칭인장강도(GUTS)를 사용하며, 소켓의 정착에 따른 효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5.3 주케이블
주케이블은 출렁다리의 사용수명까지 교체가 불가능한 주요부재임을 감안하여 소재, 배열 및 구성, 

방식, 정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3.1 주케이블의 배열 및 구성

출렁다리에서 단일케이블로 소요인장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다수의 케이블을 집속하여 주케

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케이블로 주케이블을 구성하는 경우 각 케이블이 목표하는 길이와 

새그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각 케이블의 전 구간(케이블밴드, 새들 및 정착구)에서 변형 및 과도

한 응력집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3.2 주케이블의 정착

주케이블은 케이블의 소재 및 형태에 적합한 정착장치를 계획하여 앵커리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가설시 및 유지관리시에 장력 또는 길이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5.4 행어케이블
행어케이블은 주케이블과 거더를 연결하는 부재로서, 장력 및 길이 조절 기능과 정착 또는 연결이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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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케이블의 방식
케이블의 부식 방지를 위해 개별소선을 아연도금 또는 아연-알루미늄 도금으로 방식처리를 하거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선으로 케이블을 구성하는 방식 방법과 케이블 외층에 피복 또는 도장을 사용

하는  방식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피복은 자외선에 의한 탈색, 경화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하며, 내부에 방청오일을 사용하는 경우 누유 및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5.6 탑

5.6.1 일반사항

탑은 강재 또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6.2 강재 탑의 부재설계

출렁다리 강재 탑의 부재설계는 KDS 24 14 31 을 따른다.

5.6.3 콘크리트 탑의 부재설계

출렁다리 콘크리트 탑의 부재설계는 KDS 24 14 21 을 따른다.

5.6.4 케이블정착부의 보강

탑 상단에서 주케이블은 새들, 핀 정착 및 기타의 정착방법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케이블 정착부는 

충분한 보강을 통해 응력집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 상세에 따라서는 피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5.7 앵커리지

5.7.1 일반사항

출렁다리의 앵커리지는 가설지점의 지형, 지질 등을 고려한 후 적정한 방식으로 계획한다.

5.7.2 중력식 앵커리지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외력을 앵커블록의 자중으로 저항하는 구조로서 침하, 전도, 활

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5.7.3 지중식 앵커리지

  주케이블에 발생되는 인장력보다 큰 사전 긴장력을 도입하여, 암반자체가 인발에 저항하도록 계획된 

앵커리지로 재 긴장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5.7.4 락볼트 앵커방식

  암반에 설치된 앵커볼트의 인발저항력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로 계획하며, 앵커볼트가 매입된 암반의 

무게가 케이블장력보다 충분히 크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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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거더

5.8.1 일반사항

출렁다리의 거더는 강재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8.2 교축방향 주 거더 형식

  거더를 형성하는 교축방향 부재의 단면이 교축직각방향 부재에 비해 같거나 크며, 교축방향으로 단

면이 연속하도록 배치하는 거더형식을 말한다.  

5.8.3 교축직각방향 주 거더 형식 

  거더를 형성하는 교축직각방향 부재의 단면이 교축방향 부재에 비해 큰 부재를 형성하고, 교축방향 

부재는 바닥판을 지지하는 2차부재로 계획된 거더형식을 말한다.

5.8.4 보강거더의 부재설계

출렁다리 보강거더의 부재설계는 KDS 24 14 31 을 따른다.

5.9 바닥판

5.9.1 일반사항

출렁다리의 바닥판은 통행목적과 주변환경 및 내풍성능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한다. 

바닥판은 보행하중에 대한 견고한 지지 및 과도한 충격에 대한 탈락방지는 물론이며, 사용수명 내

에 안정적인 결합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소규모 출렁다리에서 목재바닥판 만

으로 거더를 형성하는 경우, 강성부족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9.2 목재 바닥판

  목재는 변형(수축, 갈라짐, 뒤틀림 등)이 적으며, 강도 및 내구성이 높은 재질의 목재를 선정한다.

5.9.3 그레이팅 바닥판

  내풍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며 결로현상 및 강우, 강설에 의한 미끄러짐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

므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9.4 강바닥판

  강바닥판 형식은 방수 및 배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9.5 보행용 유리구조 바닥판

  출렁다리에 적용되는 유리구조 바닥판의 설계 및 시험은 「부록 B. 유리구조 바닥판의 설계」의 내용을 

따르되,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부록 B」를 우선한다.

5.10 내풍케이블

5.10.1 일반사항

장지간 출렁다리의 내풍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풍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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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내풍케이블구조

  내풍케이블은 장력의 도입이 가능하고 사용기간내 발생할 수 있는 변형량을 감안하여 길이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5.10.3 내풍케이블 지지용 앵커리지

  내풍케이블에 도입되는 장력과 출렁다리로부터 전달되는 활하중, 풍하중, 온도하중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11 난간

5.11.1 일반사항

출렁다리 난간은 거더 형식을 감안하여 계획 한다.

5.11.2 강성난간

  교축방향 주 거더 형식의 출렁다리에 주로 적용하는 난간으로, 거더 강성이 부족한 경우 난간이 변

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11.3 케이블난간

 교축직각방향 주 거더 형식의 출렁다리에 주로 적용되는 난간으로, 활하중 작용시 케이블난간이 주케

이블의 하중을 분담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11.4 매쉬난간

  얇은 와이어로프를 매쉬형태로 프레임에 설치하여 교축직각방향에서 내풍면적을 최소화하고 개방감

을 향상시키는 난간으로, 거더 및 케이블의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12 새들(Saddle)

주케이블의 장력에 의한 연직압력 및 측압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새들을 통과하는 주케이블은 

극한한계상태의 하중조합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새들의 곡률반지름은 주케이블 지름의 최소 

8배이상으로 하고, 록코일로프는 20~30배의 큰 곡률반지름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5.13 케이블밴드

케이블밴드의 체결구조는 볼트의 체결력에 의해 발생되는 내압과 이로 인한 마찰에 의해 결합된다. 

케이블밴드는 극한한계상태조합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분리에 대해 저항하여야 한다.

5.14 케이블정착구

출렁다리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소켙이나 다양한 형태의 정착구를 사용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한 정착

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케이블의 정착구는 도로교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재료의 품질과 구조적 안전

성을 보장하는 정착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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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앵커리지 케이블 정착구조

앵커리지에 설치되는 주케이블 정착구조는 응력집중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상세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충분한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14.2 거더부 케이블 정착구조

거더에 설치되는 행어케이블 정착구조는 응력의 변동폭이 크고 면외방향의 꺽임 및 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6 장

내풍 설계



제6장 내풍 설계

34                                                                

제 6 장 내풍 설계
 

6.1 내풍설계 일반

6.1.1 일반

(1) 출렁다리는 풍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출렁다리의 구조적 특성이 풍진동에 취약한 경우 풍동실험을 수행하여 내풍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출렁다리의 진동 특성을 최대로 반영한 풍동실험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설]

(1) 계곡이나 해안에 노출되어 있는 보행교나 케이블로 지지된 세장한 보행교 등은 유연하기 때문에 

바람에 민감하게 거동할 수 있다. 일반 보행교와는 달리 이러한 출렁다리는 도로교설계기준(한계

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2018)을 참고하여 케이블교량 수준의 내풍설계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 제시한 규정을 따라 내풍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출렁다리는 케이블교량과 비교해 볼 때 횡방향으로의 변위가 크게 발생하며 개방형 단면을 취하

고 있기 때문에 부재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적절히 산정하기 어렵고 공기역학적 진동 특성도 파

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풍진동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풍동실험을 수행하여 불확실성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렁다리에 대한 풍동실험 기법이 정립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개념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풍동실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창의력이 

요구된다. 풍진동에 대한 취약 여부는 그 간의 케이블교량 경험을 토대로 변장비(=지간길이/구

조적폭원)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도 있다. 

- 변장비 30 미만: 거스트계수를 적용한 정적풍하중으로 설계

- 변장비 30 이상 60 미만: 정적풍하중으로 설계하되 출렁다리가 놓인 주변 풍환경, 구조 특성 

또는 단면 형상을 고려하여 풍동실험 수행 필요성을 판단. 특히 거더의 외면 형상이 와류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 형상을 취하는 경우, 해상 및 해안에 설치되는 경우, 주경간 길이

가 100 m 이상인 경우에는 풍동실험을 수행하여 필요시 단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변장비 60 이상: 풍동실험 고려

6.1.2 내풍설계순서

출렁다리의 내풍안정성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현지 풍환경과 풍속자

료의 수집, 정적 설계, 풍동실험 및 공탄성해석을 통한 동적 풍하중 효과에 대한 안정성 확보, 동적

응답의 추정, 부재의 안정성 검토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6.1.3 내풍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바람에 의한 정적 변형 및 각종 진동(와류진동, 플러터, 갤로핑, 버페팅, 간섭효과 등)이 교량이나 교

량 부재의 성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경우 내풍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6.2 풍속 및 난류특성

6.2.1 기본풍속

(1) 기본풍속  는 표6.2.1의 지표조도구분 Ⅱ인 개활지에서 지상 10 m 높이에서의 재현주기 T 

년에 해당하는 10분 평균 풍속으로 정의한다. 출렁다리의 설계수명 N(=50년)을 고려하여 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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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가 37%에 해당하도록 하면 식(6.2.1)에 의해 재현주기 T(=50년)를 결정할 수 있다.

  
 




 (6.2.1)

(2) 기본 풍속은 대상 교량 가설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의 기상관측소에서의 장기 관측 풍속 기록의 연
최대풍속 시계열을 극치분석한 결과와 그 인근 지역을 통과한 태풍 기록을 이용한 합리적인 태풍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예측한 결과를 비교하여 안전 측의 풍속으로 결정한다. 출렁다리 가설 위
치에 대하여 기상관측소의 풍속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KDS 24 12 21 표 4.10-1의 지
역별 기본풍속 값에 풍속환산계수(=0.93)를 곱하여 재현주기 T(=50년)에 해당하는 풍속을 산정할 
수 있다.

(3) 장기 관측 풍속기록을 이용하는 경우 기상관측소 주변 지형, 지표조도와 풍속계의 설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지표조도구분 II인 개활지에서 지상 고도 10 m의 풍속으로 관측 
풍속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형 및 지표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관측 풍속의 보정은 적합한 
국내외 기준에서 이용되는 방법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관측 기간의 지표 변화, 관측 위치의 
변화, 풍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관측 풍속계 설치 높이의 보정은 식 (6.4.2)에 의해 풍속계 설치 고도 에서의 관측 풍속 을 

지표조도구분 Ⅱ, 지상고도 10 m에서의 풍속 로의 변환으로 정의한다.

   ∙ ∙  

 


  ≥ 

  ∙ ∙  

 


  ≺ 

(6.2.2)

(5) 지표조도계수  , 경도풍 고도  , 대기 경계층 최소높이   그리고 지표조도길이 는 관측

소 지역에 해당되는 지표조도구분에 대하여 표 6.2.1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식 (6.2.2)에서 

는 고도 및 조도 보정계수로 식 (6.2.3)에 의해 계산하며,  ,  , 는 지표조도구분 Ⅱ, 지

상고도 10m에 해당하는 값을 이용한다.

  
  



(6.2.3)

지표조도구분    

Ⅰ 해상, 해안 0.12 500 5 0.01

Ⅱ
개활지,농지,전원 수목과 저층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
0.16 600 10 0.05

Ⅲ
수목과 저층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지역, 

중,고층 건물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

완만한 구릉지

0.22 700 15 0.3

Ⅳ
중,고층 건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

기복이 심한 구릉지
0.29 700 30 1.0

표 6.2.1 지표조도구분에 따른 풍속 프로파일 매개변수



제6장 내풍 설계

36                                                                

(6) 교량 가설 지역의 지표조도는 교축방향의 양쪽 풍향과 교축직각 방향의 양쪽 풍향을 모두 고려

하여야 한다. 교축직각 방향의 경우 그림 6.2.1(a)에 보는 바와 같이 교량 상부 구조 높이의 100

배 범위(최소 500 m)에서의 평균 지표상황으로 결정하며, 교축 방향의 경우 그림 6.2.1(b)에 보

는 바와 같이 교량 최고 높이의 100배 범위에서의 평균 지표상황으로 결정한다.

그림 6.2.1 지표조도구분을 위한 참조지역 

(7) 태풍시뮬레이션 기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거태풍의 경로, 중심기압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대상 교량 가설 지역을 중심으로 합당한 영역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으로의 태풍 진입율, 

중심기압, 이동속도, 이동방향, 최대풍속반경 등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2) KDS 24 12 21 표 4.10-1의 지역별 기본풍속 값은 비록 풍공학자들로부터 과대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으로는 재현주기 100년의 풍속 값이다. 반면 총칙에서 출렁다리

의 설계수명을 50년으로 제시하였으며 비초과확률 37%를 적용할 경우 기본풍속의 재현주기도 

식 (6.2.1)에 따라 50년으로 산정되어 KDS 24 12 21 표 4.10-1의 기본풍속 값도 그에 따라 저감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저감되는 풍속의 비율을 풍속환산계수로 정의하였다. 풍속환산계수를 산정

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원주 등 내륙, 해안지역 도시 10 곳의 44년간 연최대풍속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연최대풍속을 활용하여 지역별 재현주기 100년과 50년 풍속을 구하였으며 비율을 구하

여 이를 풍속환산계수로 적용하였다. 해설 표 6.2.1과 같이 재현주기 50년 풍속의 경우 재현주기 

100년 풍속에 비하여 10개 지역 평균값으로 0.93배만큼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0.93의 

풍속환산계수를 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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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재현주기

100년 풍속➀
(m/s)

재현주기

50년 풍속➁
(m/s)

재현주기 50년 

풍속환산계수

(=➁/➀)

여수 37.6 34.4 0.92
목포 33.2 30.9 0.93
울산 27.4 25.5 0.93
부산 32.4 30.7 0.95
인천 29.3 27.5 0.94
서울 21.1 19.8 0.94
원주 18.2 17.1 0.94
대전 26.6 24.5 0.92
대구 25.4 23.7 0.93
광주 24.1 22.6 0.94
평균 27.5 25.7 0.93

해설 표 6.2.1 지역별 풍속환산계수

6.2.2 설계기준풍속

(1) 설계기준풍속 는 대상 지역의 기본풍속과 교량의고도, 주변의 지형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

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2) 대상 교량 가설 지역이나 설계기준고도에서 풍속자료가 가용치 못한 경우에는 6.2.1에서 산정한 

기본풍속 을 이용하여 대상 교량 가설 지역의 설계기준고도에서의 설계기준 풍속을 산정한

다. 

(3) 풍동실험이나 풍진동 검토를 위한 독립주탑의 풍속 설계기준고도는 주탑높이의 65 %로 간주한

다. 설계 풍하중재하 시에는 주탑 하단에서 최상단까지 주탑 단면 및 풍속의 연직분포를 고려하

여야 한다. 

(4) 출렁다리가 계곡 등에 설치되어 지형의 영향으로 상향풍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6.2.3 한계풍속

(1) 한계풍속 은 발산진동(플러터, 갤로핑등)의 검토를 위한 풍속으로 다음과 같다.

 ≻  ∙   (6.2.4)

                            

(2) 안전계수 는 1.1 이상을 적용한다.

[해설]

(2) 케이블교량과 같은 중요한 구조물의 안전계수는 신뢰도분석에 의해 1.3 이상으로 결정된다. 바람

이 심하게 불 때 출렁다리는 통행이 제한되며, 다리가 유연하여 발산진동이 발현되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아닌 연결부 손상 정도에 국한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출렁다리의 경우, 안전계수 

1.3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전술한 특성을 고려하여 1.1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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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바람의 난류특성

(1) 바람의 난류 특성은 교량 가설위치에서의 난류 강도, 난류의 특성 길이 및 난류 스펙트럼을 포

함하여야 하며 인근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값을 사용하여야한다.

(2) 다만, 실측이 여의치 않으면 아래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고도 에서 난류의 기류방향( ), 

수평방향( ), 수직방향( ) 성분의 난류강도()는 각 변동성분의 표준편차( )와 평균풍속( )의 비

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2.5)

(3) 고도에 따른 기류방향 난류강도 는 식 (6.2.6)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이 때 지표조도 

계수 α, 최소높이  그리고 조도길이 는 표 6.2.1 의 값을 사용한다.

 ln 


∙ 
 



  ≺  ≺ 

ln 


∙ 
 



  ≤ 

                    (6.2.6) 

(4) 수평방향( ) 및 수직방향 ( )의 난류강도는 각각 식 (6.2.7)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                                    (6.2.7) 

   ∙                                    

(5) 이 때 6.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표조도에 따른 난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교축 방향의 양

쪽 풍향 및 교축 직각 방향의 양쪽 풍향을 각각 고려하여야 한다.

6.3 정적 풍하중
(1) 주 부재에 작용하는 기류방향 단위길이당 정적 풍하중은 식 (6.3.1)에 의하여 구한다.

  




                                   (6.3.1)

여기서, 는 공기밀도 (=1.225kg/m3), 은 항력계수 를 무차원화하기 위해 적용된 단면의 대표

길이(m)로서 데크의 경우 폭 또는 높이(m)를 사용한다.

(2) 거스트계수 는 풍속의 평균성분과 더불어 짧은 시간 동안에 난류 성분에 의한 순간적인 변동

에 따른 풍압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계수이다. 고도 에서의 기류방향 거스트계수는 식 

(6.2.6)의 난류강도를 사용하여 식 (6.3.2)로부터 구할 수 있다.

   ∙    (6.3.2)

(3) 거더와 바닥판의 항력계수 는 풍동실험 또는 수치해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기력계수가 

잘 알려진 형태의 단면에 대해서는 기존 문헌을 참조할 수 있지만 합리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투과율이 높은 부재에 대해서는 풍동실험시 등가의 투과율을 확보하는 등 항력계수 측정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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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탑 및 하부구조나 케이블과 같은 주 부재에 대한 항력계수 도 풍동실험 또는 수치해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기력계수가 잘 알려진 형태의 단면에 대해서는 기존 문헌을 참조할 수 있지

만 합리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6.4 바람에 의한 진동
바람에 의한 각종 진동(와류진동, 플러터, 갤로핑, 버페팅, 간섭효과 등)이 교량이나 교량 부재의 성 

능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특히 보행교가 계곡이나 산악에 설치된 경우와 같이 고도 

보정이 어렵거나 상향풍의 효과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해 진동특성을 검토해야 

한다.

6.4.1 와류진동

(1) 와류에 의한 교량의 응답은 풍동실험이나 널리 알려진 수학적인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로문제를 포함한 구조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2) 와류진동의 발생 풍속과 진폭은 단면 형상에 따라 민감하므로 풍동실험을 통하여 추정해야 한

다. 특히 와류진동은 난류특성과 구조감쇠비에 따라 응답의 크기가 매우 달라지므로, 현장 여건

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류를 구현해야 한다. 

6.4.2 발산진동

동적 불안정현상(플러터, 갤로핑 등)의 발생 풍속은 식 (6.4.4)의 한계 풍속보다 커야 한다. 

6.4.3 세장 부재의 진동

세장부재에서 독립적인 국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4.4 난류에 의한 진동

(1) 난류에 의한 교량의 응답은 풍동실험이나 널리 알려진 수학적인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로문제를 포함한 구조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자연적인 난류에 의

한 버페팅 진동은 완전히 억제할 수 없으나, 단면 형상이나 구조 특성을 개선하여 난류에 의한 

응답을 줄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매우 유연한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설계 풍속 내에서 과

도한 비틈 및 횡방향 버페팅 응답이 발생하지 않는지 설계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버페

팅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설계풍속 내에서 버페팅 부재력을 반영한 풍하중 조합에 대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3) 풍속, 풍향, 응력의 발생빈도를 고려한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시 교량 사용수명 동안

의 버페팅 진동에 대한 피로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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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동적풍하중

6.5.1 동적풍하중 산정

출렁다리 설계를 위한 동적 풍하중은 풍동실험에서 측정한 공기역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널리 알려

진 수학적인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6.5.2 설계 감쇠비

동적 풍하중에 의한 출렁다리의 설계 감쇠비는 구조 형식, 재료, 형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

으로 산정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4.4.2의 해석용 감쇠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 감쇠비

는 추정값에 불과하므로 출렁다리 완공 이후 개통 전 현장계측을 통해 실제 구조 감쇠비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 값이 설계 감쇠비보다 작을 경우, 풍동실험을 재수행하여 와류 등 내풍안정성

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6.6 풍동실험 및 해석

6.6.1 풍동실험

(1) 풍동실험은 부분모형실험과 전교모형실험 등이 있으며, 상사법칙 또는 수학적 모델에 의하여 축

소한 모형에 대하여 수행한다. 

(2) 출렁다리는 여러 모드가 함께 가진되기 쉽고 횡방향 거동도 나타난다. 이러한 출렁다리에 대하

여 기존의 연직과 비틂 2자유도에 대한 2차원 부분모형실험만을 수행하는 경우 실험 방법의 한

계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6.6.2의 내풍안정성 해석을 병행하여 플러터풍

속 판정 등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출렁다리는 구성 단면의 제원과 단위길이당 중량이 작기 때문에 낮은 축소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계풍속 구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풍동실험 계획 시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6.6.2 전체 내풍안정성 해석

 

(1) 부분모형 풍동실험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수학적인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교량의 

내풍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2) 부분모형실험에서 관찰이 어려운 버페팅 거동은 버페팅해석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 때, 

설계풍속 내에서 과도한 비틂 변형이나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증하여야 하며 필요

시 통행제한 풍속을 설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부분모형풍동실험 시 제한된 자유도만을 활용한 플러터 안정성 평가가 수행되었다면 다중모드 

플러터해석을 통하여 여러 모드가 연계된 플러터 안정성을 해석적으로 추가 평가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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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한계상태와 하중계수
내풍설계를 위한 한계상태설계 개념은 1.4.2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극한한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7.1 극한한계상태

(1) 내풍설계 시 3.4의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Ⅲ, Ⅴ, Ⅵ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Ⅲ은 설계기준풍속을 적용하여 풍하중을 산정하고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

하중계수는 1.7을 적용한다.

(3)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Ⅴ는 출렁다리 상 통행제한풍속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보행하중

에 대하여 출렁다리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하중조합으로서 통행제한풍속인 10분 평균 

10m/s에 상당하는 풍하중을 교량에 재하하고 보행자에 작용하는 풍하중도 고려한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계수 1.7과 보행자에 작용하는 풍하중계수는 1.0을 적용한다. 극한한계상태 하중

조합 Ⅵ은 파랑하중을 고려하는 하중조합으로서 설계기준풍속을 적용하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

하중계수는 1.0을 적용한다.

[해설]

(3) 최근 설계된 출렁다리 3개에 대해 버페팅 해석을 수행한 결과, 부록 표 A.2.4의 최소 사용성 기

준인 0.8 m/s2의 수평가속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10분 평균풍속은 대략 15~20m/s 수준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2006)에서는 케이블교량의 허용 최대 진동가속도로 연직 

및 횡방향에 대해 0.5 m/s2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10분 평균풍속은 약 11-12 m/s 수

준이다. 또한 박민영 등(한국풍공학회논문집, 2017)에 따르면 강풍시 소방대원의 작업제한 풍속

이 등류조건에서 17 m/s로 제시되었다. 난류조건에서 순간최대풍속 17 m/s에 대응하는 10분 

평균풍속은 대략 11-12 m/s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에서 개발한 출렁다리 안

전관리매뉴얼(안) (2021)에 따르면 출렁다리 통행제한풍속으로 10 m/s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설계를 위한 출렁다리 통행제한풍속을 10 m/s로 제안하게 되었다.  

6.7.2 사용한계상태

(1) 교량의 사용성은 3.4의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 Ⅰ 및 Ⅳ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 Ⅰ은 출렁다리 상 통행제한풍속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하중조합으로서 통행제한풍속에 상당하는 풍하중을 적용하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계수 1.0과 보행자에 작용하는 풍하중계수 1.0을 적용한다.

(3)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 Ⅳ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하부구조의 수평 풍하중에 대한 교량의 사

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하중조합으로서 설계기준풍속을 적용하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계수

는 0.6을 적용한다. 

(4) 바람에 의하여 출렁다리의 데크, 주탑, 케이블, 행어 등에서 주목할 만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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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사용성 검토



부록A 진동 사용성 검토

46                                                                

부록 A. 진동 사용성 검토 

A.1 일반사항
이 절차는 신설 보행교의 설계 단계에서 진동 사용성을 검토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기존 보행교의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다.

A.2 진동사용성 검토 절차
진동 사용성의 검토 절차는 그림 A.2.1과 같다. 절차 5 동하중 시험은 신형식의 교량, 장대지간의 

교량, 특히 진동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유연 보행교, 출렁다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수행한

다.

그림 A.2.1 진동 사용성 검토 절차

(1) 절차 1 : 보행교의 진동사용성 등급 결정

진동 사용성의 검토를 위하여 보행교는 표 A.2.1와 같이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보행교의 등급은 관

리기관에서 결정한다. 

절차 1 보행교의 등급 결정

절차 2 보행자 쾌적 수준 결정

절차 3 고유진동수 해석

절차 4 동하중 해석 필요성 판단

절차 5 보행 상태 결정

절차 6 구조 감쇠비 결정

절차 7 각 보행상태에 대한 최대가속도 결정

절차 8 횡방향 Lock-in 검토

절차 9 진동 사용성 평가

절차 10 동하중 시험

절차 11 설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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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1 보행교의 진동사용성 등급

등급 정의 기타

I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도심지의 보행교 또는 밀집된 군

중이 자주 이용하는 보행교

기차역, 지하철역 인근 

또는 공연시설, 체육시

설   출입구 인근 등 

II
밀집 주거지역에 위치한 보행교 또는 간헐적으로 전체 교

면에 보행자가 만재하는 보행교

III
간헐적으로 여러 명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행교 (전체 교

면에 보행자가 만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

IV
관광지, 등산로 또는 산악지역에 위치한 체험 또는 관광목

적의 보행교
출렁다리,흔들다리 등

(2) 절차 2 : 쾌적 수준의 결정

쾌적 수준은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가속도의 크기에 의해 정의된다. 쾌적함은 매우 주관적이며 특

정한 가속도에 대하여 각 개인이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로 정해진다. 

쾌적 수준 역시 발주자 또는 관리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쾌적 수준의 선택은 대개 보행자 및 

보행교의 중요도에 영향을 받는다. 보행교의 쾌적 수준은 표 B.2.2와 같다.

표 A.2.2 보행교의 쾌적 수준

쾌적 수준 정의 기타

최고
보행자가 구조물의 진동, 즉 가속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

보통 보행자가 구조물의 가속도를 약간 느끼는 수준

최저
자주 발생하지 않는 하중 상태에서 보행자가 가속도를 확실

히 느끼나 참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닌 수준

최소안전
관광 또는 체험의 목적으로 일부 보행자가 무서움을 느끼는 

수준이나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닌 수준

출렁다리(또는 흔들다리)의 경우 보행자가 이미 이 보행교가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

로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절차 5에서 규정하는 보행 상태

에 대해 표 A.2.2에서 최소 안전의 쾌적 수준을 만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쾌적 수준에 따른 가

속도의 표 A.2.3과 표 A.2.4에 정의되어 있다. 표 A.2.3과 표 A.2.4에서 범위 1은 최대의 쾌적함, 범

위 2는 평균적 쾌적함, 범위 3은 최소의 쾌적함을 나타낸다. 범위 4 구간은 일반적인 보행교에서 허

용되지 않으나 출렁다리 등에 대해 적용하는 가속도 범위를 나타내며 그 최대값(, )은 발주

기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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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3 수직 진동에 대한 가속도 범위(m/s2)

가속도 범위 0 0.5 1 2.5
　


범위 1 최고 　 　 　 　 　 　

범위 2 　 보통 　 　 　 　

범위 3 　 　 　 최저 　 　

범위 4 　 　 　 　 　 　 최소안전　

표 A.2.4 수평 진동에 대한 가속도 범위(m/s2)

가속도 범위 0 0.1 0.15 0.3 0.8
　


범위 1 최고 　 　 　 　 　

범위 2 　 보통 　 　 　

범위 3 　 　 최저 　

범위 4 　 　 　 　 　 　 　 최소안전　

(3) 절차 3 : 고유진동수 해석

이 가이드라인 4.6의 동적 해석 규정에 따라 고유진동수를 구한다. 출렁다리와 같이 자중이 가벼운 

경우 보행자의 체중이 고유진동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석시 보행자의 질량을 포함한 

경우에 대해서도 고유진동수를 해석한다. 이 경우 보행자의 질량은 교면 1m2당 1명(체중 700 N)의 

질량을 고려한다. 

(4) 절차 4 : 동하중 해석 필요성 판단

보행교의 경우 보행자에 의한 가진에 따라 공진의 위험성이 있다. 즉, 보행교의 고유진동수가 보행

자의 보행에 따른 가진 진동수가 유사한 경우 공진이 발생하고 진동 사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보행 진동수는 연직 방향으로 평균 2 Hz, 표준 편차 0.2 Hz 정도이다. 

수평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의 1/2인 평균 1 Hz 정도이다. 공진의 위험 범위는 표 A.2.5과 표 A.2.6

과 같다. 이 표들에서 범위 1은 “공진의 최대 위험 범위”를, 범위 2는 “중간 정도의 위험 범위”를, 

범위 3은 “표준적 하중 조건에 대해 낮은 위험 범위”를, 범위 4는 “공진의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다.

절차 3에서 구한 보행교의 고유진동수가 표 A.2.5와 표 A.2.6의 범위 4에 해당하는 경우(즉, 수직방

향의 1차 고유진동수가 5.0 Hz 이상, 수평방향으로 2.5 Hz 이상)에는 동하중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진동 사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진동사용성 등급 IV의 보행교로서 케이블구조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구조인 경

우(출렁다리 등), 공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보행 가진에 의해 매우 큰 가속도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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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 5~10까지의 진동 사용성 평가를 수행한다. 

만약 보행교의 고유진동수가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2차 모드가 문제가 되는 교

량인 경우에는 동적 방법에 의한 진동 사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형식의 교량, 매우 중요한 보행교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진동사용성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표 A.2.5 수직과 종방향 진동의 공진 위험 범위

고유진동수 (Hz) 0 1 1.7 2.1 2.6 5 　

범위 1 　 　 　 　 　 　 　 　 　 　 　

범위 2 　 　 　 　 　 　 　 　

범위 3 　 　 　 　 　 　 　 　

범위 4 　 　 　 　 　 　 　 　 　 　

표 A.2.6 수평방향 진동의 공진 위험 범위

고유진동수 (Hz) 0 0.3 0.5 1.1 1.3 2.5 　

범위 1 　 　 　 　 　 　 　 　 　 　 　

범위 2 　 　 　 　 　 　 　 　

범위 3 　 　 　 　 　 　 　 　

범위 4 　 　 　 　 　 　 　 　 　 　

(5) 절차 5 : 보행 상태 결정

이 절차는 절차 5에서 동적 해석에 의한 진동 사용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행한

다. 보행교는 여러 가지의 보행 상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보행 상태에서 진동 사용성을 평가하

며, 이때의 쾌적수준은 어떤 수준인가를 결정한다.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결정한다. 표 

A.2.7의 통행 상태와 표 A.2.2의 쾌적 수준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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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7 보행교의 통행 상태

통행 상태 보행자의 밀도, d 설명

TC1   교면에 15명의 보행자가 있는 상태

TC2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

TC3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가끔 보행이 

방해를 받는 상태

TC4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많이 제약된 상태

TC5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

(6) 절차 6 : 구조 감쇠비의 결정

보행교의 감쇠비는 이 가이드라인 4.6.2에 규정된 값을 사용한다.

(7) 절차 7 : 각 보행 상태에 대한 최대가속도 결정

각 보행상태에 대한 출렁다리의 최대 가속도는 동적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적 유한요소 모델

을 이용한 시간이력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동적 보행 하중을 A.3에 제시하였다.

(8) 절차 8 : 횡방향 Lock-in 검토

일부 보행교의 경우 동기화된 횡방향 공진(Synchronous lateral excitation)의 영향으로 사용성이 문

제가 될 수 있다. 이를 Lock-in효과라고도 부르며 진동 사용성 검토에서 Lock-in효과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Lock-in효과는 일부 연구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보행자가 보행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횡방향 가속도가 0.1 m/s2를 초과하면 발생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른 교량의 예나 문헌에서 Lock-in효과가 주로 많은 보행자가 건너는 경

우에 발생됨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특히 개통식과 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보행자가 보행하는 경우 

Lock-in효과를 면밀히 관찰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절차 9 : 진동 사용성 평가

보행교의 보행자에 의한 진동 사용성은 보행교에 발생하는 최대가속도가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0) 절차 10 : 동하중시험 

동하중 시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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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유진동수 해석에서 보행교의 고유진동수가 표 3.9.5와 표 3.9.6의 범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절차 6의 동하중해석에 의한 진동사용성 평가 결과 진동사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댐퍼 등 

제진장치를 적용한 경우

③ 출렁다리(또는 흔들다리)와 같이 케이블구조를 적용하여 매우 가볍고 유연한 구조를 사용한 경

우

④ 기존 보행교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에 필요한 경우

동하중 시험의 목적은 크게 (1) 보행교의 동특성(고유진동수, 모드형상, 감쇠비) 분석, (2) 구조 해석 

모델의 검증 및 개선, (3) 통상적인 상태에서의 교량 거동(처짐, 가속도) 분석이다. 이를 위하여 인위

적인 가진 시험(FVT) 및 일반적인 보행자의 사용 상태에 대한 시험(PVT)을 수행한다. 인위적인 가진

시험은 보행자 또는 가진장치를 이용하여 보행교에 인위적인 가진을 함으로써 보행교에 자유진동 

상태를 발생시키고 이때의 보행교 거동을 계측하는 시험이다.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시험은 다

수의 보행자의 정상적인 보행에 따른 보행교의 거동을 계측하는 시험이다. 

(11) 절차 11 : 설계 보완

절차 9에서 진동 사용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설계 변경 또는 구조 변경을 통하여 진동 사용

성을 만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질량이나 강성의 변화를 통하여 고유진동수를 조정하거나, 추가적

인 감쇠장치를 통해 진동을 제어할 수 있다(1.4.6 참조).

A.3 동적 보행하중
출렁다리의 진동 사용성 평가를 위한 동적 보행하중 모형은 해석 방법에 따라 입증된 모형을 사용

할 수 있다. 시간이력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동적 보행하중 시간이력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적용

할 수 있다.

                               (A.3.1)
여기서, 

  = 보행 속도

 = 교량에서 위치

       
 ≠ 

보행자 1인에 대하여 보행 하중 주기 함수  는 다음과 같다.

연직방향

     sin                            A.3.2)

교축직각방향

   sin
                            (A.3.3)

교축방향

   sin                              (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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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행자 중량 는 700N, 보행 진동수 은1.6~2.4Hz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록의 동적 보행하중 시간이력은 “Footbridges : Assessment of vibrational behavior of 

footbridges under pedestrian loading,” Sétra technical guide (2006)의 모델을 사용한 것이다.

이 모델에서 동적해석을 위한 보행자 속도와 보행 인원수는 다음 표 A.3.1 의 보행자 서비스 수준

(도로용량편람, 국토해양부 2013)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표 A.3.1 보행자 서비스 수준

 

서비스수준
보행교통류율

(인/분/m)

점유공간

(m2/인)

밀도

(인/m2)

속도

(m/분)
A ≤ 20 ≥ 3.3 ≤ 0.3 ≥ 75
B ≤ 32 ≥ 2.0 ≤ 0.5 ≥ 72

C ≤ 46 ≥ 1.4 ≤ 0.7 ≥ 69
D ≤ 70 ≥ 0.9 ≤ 1.1 ≥ 62
E ≤ 106 ≥ 0.38 ≤ 2.6 ≥ 40
F - < 0.38 > 2.6 < 40



부록 B. 

보행용 유리구조 바닥판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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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일반사항
B.1.1 목적

이 부록 B의 가이드라인은 교량의 주구조와 비합성으로 거동하며 보행용 바닥구조에 적용되는 유리

구조의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설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보행용 유리구조 바닥판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유리구조 바닥판은 기본적으로 주거더와 가로보 등을 포함하는 바닥틀 위에 설치되지만 주구조와 

합성구조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계과정이 복잡하므로 명확히 비합성 구조

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유리구조 바닥판과 바닥틀간에 합성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결상세를 결

정하여야 한다.

B.1.2 적용 범위
이 부록 B의 가이드라인은 바닥틀로 지지되는 보행용 유리구조 바닥판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보행용 유리구조 바닥판은 바닥틀 위에서 탈락, 미끄러짐, 들뜸과 같은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되어야 한다.

|해설|

바닥틀은 교량구조의 일부로 거동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처짐 및 진동이 발생하므로 비록 유리구조 

바닥판이 바닥틀과 비합성 구조를 갖더라도 이와 같은 교량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정 현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바닥틀과의 연결상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유리구조 바닥판

이 적용되는 다른 형식에 비해 처짐 및 진동에 민감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B.1.3 설계일반사항

B.1.3.1 설계 목표

유리구조 바닥판은 다음의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극한한계상태, 사용한계상태, 유리파손 한

계상태 (유리파손 순간 한계상태와 유리파손 후 한계상태)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극한한계상태)

(2) 설계하중 하에서 점진붕괴에 대한 견고성 (유리파손 한계상태)

(3) 구조부재의 사용성 (사용한계상태)

(4) 내구성

(5) 유지관리의 용이성

|해설|

유리구조는 취성이 커서 예고없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

리파손 한계상태를 별도로 정의하였다.

B.1.3.2 재료 선택

(1) 취성적 재료인 유리는 파손 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파손되더라도 최소한

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두 장 이상의 유리를 접합한 접합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유리는 일반 유리, 배강도 유리와 열강화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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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를 접합하는데 사용되는 중간재는 접합유리의 합성효과를 좌우하며 그 종류와 두께에 따라

서 시간과 온도에 대한 전단 저항능력이 다르므로 유리 두께를 고려해서 중간재의 종류와 두께

를 선택하여야 한다. 

(3) 보행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되 가급적 유리강도를 저하시키는 표면처리방식은 피한

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되, 반드시 표면처리에 의한 단면감소를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해설|

(1) 강화유리 중 화학적 강화유리는 아래 그림처럼 보듯이 표면의 프리스트레스 압축영역 깊이가 너

무 얕아서 표면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파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해설 그림 B.1-1 열 강화 유리(좌) 및 화학적 강화 유리(우)의 잔류응력 비교

    기본적으로 강화유리는 잔류응력이 크고 잘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어 처짐 및 진동에 민감한 출

렁다리에 적용되는 접합유리의 재료로는 배강도유리를 추천한다.

(2) 중간재는 접합유리의 전체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료이며 온도에 민감하므로 반드시 B.6에 

규정된 시험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능을 검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유리표면에서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샌드블라스팅, 산 에칭 및 에나

멜 처리 등의 표면처리방식은 유리의 강도를 저감시키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

는 것으로 한다.

B.1.3.3 단면 구성

접합유리의 단면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여용성을 고려하여 유리판의 개수, 각 층의 두께 및 중간재

의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B.1.3.4 지지 조건

(1) 유리구조 바닥판은 직사각형 접합유리, 이를 보호하는 4변의 강재 프레임, 그리고 강재 프레임과 

접합유리 사이의 완충재를 두는 것을 1세트의 기본형으로 한다.

(2) 유리구조 바닥판은 4변이 바닥틀에 지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마주보는 2변 

이상이 바닥틀에 지지되어야 하며 4변이 지지되는 경우라도는 바닥판의 장변/단변의 비가 2 이

상인 경우에는 2변 단순지지로 간주한다. 

|해설|

(1) 강재 프레임에 유리판을 끼우는 경우 유리판의 파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연속된 지지조건을 

제공하여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강재 프레임은 유리구조 바닥판의 일부로서 바닥틀과 견고

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지만 유리판과는 비합성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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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변/단변의 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1방향성이 강하므로 2변 단순지지구조로 검토하여야 한다.

L≥2.0w 

해설 그림 B.1-2 장변/단면 비율이 2 이상인 4변 지지는 2변 단순지지로 간주함

B.1.3.5 하중지속시간

유리의 허용강도는 하중지속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소하므로, 하중 종류

에 따른 하중지속시간을 고려해서 구조해석 및 구조설계를 수행한다.

|해설|

다른 재료와는 달리 유리의 강도는 하중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며 강도의 감소 비율

은 유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하중지속시간의 예로 자중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바람 또는 보행자의 통행으로 인한 하중은 지속시간이 짧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하

중지속시간 및 유리의 종류에 따른 강도감소는 B2.1.4에 규정되어 있다.  하중별로 지속시간과 강도 

감소비율을 고려해서 설계를 수행해야 하는 점은 유리구조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B.1.4 관련기준
이 부록 B의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유리구조 설계 관련 기준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Ÿ KS L 2002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Ÿ KS L 2004 접합 유리 (Laminated Glass)

Ÿ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Ÿ KS L 2015 배강도 유리 (Heat-Strengthened Glass) 

Ÿ KCS 41 55 09: 2021 표준시방서 유리공사 

Ÿ KDS 41 80 20 : 2021 유리구조 설계기준

Ÿ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Ÿ KDS 44 00 00: 도로교 설계기준

Ÿ Guidance for European Structural Design of Glass Components (2014)

Ÿ CEN/TS 19100-1:2021 Design of Glass Structures-Part 1: Basis of design and materials (2021)

Ÿ CEN/TS 19100-2:2021 Design of Glass Structures-Part 2: Design of out-of-plane loaded glass 

components (2021)

Ÿ ASTM 1300-16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Ÿ ASTM E2751-11 Standard Practice for Design and Performance of Supported Glass Walkways

Ÿ prEN 13474-3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the strength of glass panes - Part 3: 

General method of calculation and determination of strength of glass by testing

Ÿ Code of Practice for Structural Use of Glasses, Hong Kong (2018) (이하 홍콩기준)

Ÿ ISO 1288-3 Test with specimen supported at two points (four point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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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 용어 정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를 연화점 (600°C)이상으로 가열한 후 급속히 냉각시켜서 보통 유리에 비해서 

강도를 3~4배 증가시킨 유리

견고성(robustness) 

예상치 못한 불리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붕괴 없이 어느 정도 저항하는 능력

공칭 두께 

제품 생산의 두께

극한한계상태 (Ultimate Limit State, ULS)

구조물이 구조적 저항능력을 넘어서 파괴형태에 이른 상태

미끄러짐 저항 (slip resistant)

일반적인 환경에서 보행자가 적당한 주의를 기울일 때 미끄러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미

끄러짐 저항을 제공

배강도 유리 (heat-strengthened glass) 

배강도 유리 (반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를 연화점(600°C) 이하로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시켜서 일반 

유리에 비해서 강도를 2~3배 증가시킨 유리

부분하중계수 (partial load factors)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중 작용에 적용하는 계수 

부분재료계수 (partial material factors)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료 강도에 적용하는 계수 

사용한계상태 (Serviceability Limit State, SLS)

구조물이 규정된 사용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 

여용성 (redundancy)

설계하중을 저항하기 위한 규정된 값 이외의 추가적인 하중경로를 마련한 것 

열강화 유리 (thermally tempered glass)

유리를 적당한 온도(670~720℃)로 가열한 후 빠르게 냉각시켜 유리 표면을 급격히 수축시켜 압축 응

력을 형성하여 강도를 높인 유리

유리 보행 바닥표면 (walkway surfaces)

바닥, 경사로, 보도, 계단 디딤판 등 실내외의 보행자용 유리구조 바닥판의 표면 

유효 두께 (effective thickness)

접합유리의 중간재 전단 전달계수를 고려하여 하나의 합성단면으로 간주할 때의 두께로 처짐과 응력 

계산시 해당되는 유효 두께 산정식을 이용해야 함

일반 유리

일반적인 유리 생산 공정을 거친 보통 판유리로 강도를 향상시키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유리

전단 전달계수 (shear transfer coefficient)

접합유리의 합성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로 중간재의 종류 및 두께와 접합유리의 구성 및 두께에 대한 

영향을 받음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두 장 이상의 유리들의 사이에 중간재로 결합한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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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유리 (pane)

2. 층유리, 유리 낱장 (ply, sheet)

3. 중간재, 중간막, 중간층 (interlayer)

중간재, 중간막 (interlayer)

유리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리판과 유리판 사이에 넣는 접착 물질로 유리 단면의 합성효

과를 꾀함

지지구조가 있는 보행용 유리바닥 (supported glass walkway)

유리의 가장자리 또는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연속적 또는 지엽적으로 다중 지지구조가 배치된 모든 

보행용 유리바닥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공칭 두께에서 제품의 허용차를 고려한 두께

파괴 (failure)

구조 부재 또는 지지조건이 구조적 저항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파손 (breakage, fracture)

유리에 발생한 균열전파로 금이 간 상태

파손 순간 한계상태 (Fracture Limit State, FLS)

우발적인 하중조건으로 유리 부재가 파손된 상태

파손 후 한계상태 (Post Fracture Limit State, PFLS)

우발적인 하중조건으로 파손된 유리 부재가 지니도록 요구되는 잔여 하중 저항능력을 넘어서는 상태

파손 후 유리 유지 (post-breakage glass retention)

유리의 부서진 파편으로 인한 베임이나 찔림의 부상을 줄이고, 유리가 빠져나가거나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파손된 유리가 제자리를 유지하는 능력

하중분담계수 (load sharing factor)

접합유리의 합성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구성하는 개별 유리판이 분담하는 하중크기를 나

타내는 계수

하중지속시간 (load duration)

주어진 하중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기간, 또는 같은 하중을 간헐적으로 적용한 총 기간. 1시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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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하중지속시간은 영구하중으로 간주할 수 있음. 등분포 사용하중은 최소 1시간의 하중지속시간을 

갖도록 함. 집중 활하중은 최소 10분의 하중지속시간을 가져야 함.

한계상태 시나리오 (Limit State Scenarios, LSS)

유리 부재의 설계를 위해서 검증할 일련의 한계상태들 (ULS, SLS, FLS, PFLS)

화학적 강화 유리 (chemically strengthened glass)

알칼리염 용액에 유리를 가라앉혀서 유리에 있는 Na+ 이온을 K+ 이온으로 치환시켜 유리의 표면에 

응력을 발생시켜 강도를 높인 유리

Ethylene Vinyl Acetate (EVA)

두 장 이상의 유리들을 영구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중간막 재료로 에틸렌(ethylene)과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의 중합체

Ionomer

두 장 이상의 유리들을 영구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중간막 재료로 에틸렌(ethylene)과 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 (acrylic or methacrylic acid)의 중합체

Polyvinyl butyral (PVB)

두 장 이상의 유리들을 영구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중간막 재료로 부티르알데히드와 반응하

여 폴리비닐알코올로부터 제조된 폴리머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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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재료
B.2.1 유리

B.2.1.1 물리적 특성

유리는 규사, 소다회, 탄산석회 등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녹인 후 냉각하여 얻어지는 물질로 깨지기 

쉬운 취성재료로 표 B.2-1의 재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항목 부호 물성값

탄성계수 E 70,000 

전단 계수  



포아송비  0.22 ~ 0.23

열팽창계수 α × °

밀도  2,500~2,650 

표 B.2-1 유리의 재료성질

유리는 원자구조상 결함에 민감하며 특히 균열 전파에 저항할 수 없어서 인장력에 약하며 그림 

B.2.1에서 보듯이 구조용 강재와는 달리 특성치까지 탄성적으로 거동하다가 취성파괴로 이어진다.

(a) 구조용 강재 (b) 유리

그림 B.2-1  유리의 응력-변형 관계

B.2.1.2 유리의 종류

보행용 바닥판은 유리파손시 여용력 확보를 위해서 접합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접합유리는 여러 장

의 판유리들을 중간재 등을 이용하여 접합시킨 유리이다. 표 B.2-2는 국내 접합유리 (KS L 2004)에

서 제시하는 판유리의 종류에 대해서 강도 측면에서 구분한 것이다.

재료 판유리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 강도 그룹

강화 유리 KS L 2002 강화 유리

표 B.2-2 접합유리의 종류와 강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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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단판의 종류는 강도를 향상시킨 수준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일반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 생산 공정을 거친 보통 판유리로 강도를 향상시키는 가공을 거치지 않

은 유리이다. 둘째, 배강도 유리 (반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를 연화점 (600°C)이하로 가열한 후 서서

히 냉각시켜서 일반 유리에 비해서 강도를 2~3배 증가시킨 유리이다. 셋째,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

를 연화점 (600°C)이상으로 가열한 후 급속히 냉각시켜서 보통유리에 비해서 강도를 3~4배 증가시

킨 유리이다. 

(a) 일반 유리 
Annealed Glass

(b) 배강도 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c)강화 유리
Fully Tempered Glass

그림 B.2-2  유리 종류별 손상 패턴

B.2.1.3 유리의 두께

설계시 유리의 적용 두께는 반드시 제품 생산의 허용차를 고려한 최소 두께를 적용해야 한다. 표

B2.3에는 KS표준의 호칭 두께에서 허용차를 고려한 최소 두께를 정리하였다.

명칭 / 호칭두께 두께 두께의 허용차 최소 두께

강화 유리
(KS L 
2002)

무늬 
강화 유리

4mm
4.0 ±0.4

―
5mm ―
6mm 5.6

플로트 
강화 유리

4mm 4.0
±0.3

―
5mm 5.0 ―
6mm 6.0 5.7
8mm 8.0 ±0.6 7.4

표 B.2-3 두께, 허용차, 최소 두께 (단위: mm)

무늬 유리 KS L 2005 일반 유리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6 일반 유리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08 일반 유리

플로트 판유리 및 마관유리 KS L 2012 일반 유리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4 일반 유리
배강도 유리 (반강화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무늬의 조각이 깊은 무늬 유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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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4 유리의 강도

유리의 강도는 유리의 종류, 유리에 작용하는 하중의 지속시간, 유리의 표면처리에 따라서 다르며, 

다음 식으로 구한다.

 ××

여기서 

 : 하중지속시간 3초에 대한 유리의 강도인 기본강도 (표 B.2-4)

  : 하중지속시간에 따른 강도 감소계수 (표 B.2-5)

  : 표면처리에 따른 강도 감소계수 (표 B.2-6)

유리 종류 3초 하중지속시간 기본강도 

일반 유리 18.3

배강도 유리 36.5

강화 유리 73.0

표 B.2-4 3초 하중지속시간 기본강도 (단위: MPa)

10mm 10.0 9.4

12mm 12.0
±0.8

11.2
15mm 15.0 14.2
19mm 19.0 ±1.2 17.8

열선 반사
강화 유리

6mm 6.0 ±0.3 5.7
8mm 8.0

±0.6
7.4

10mm 10.0 9.4
12mm 12.0 ±0.8 11.2

배강도 유리
(KS L 2015)

3mm 3.0

±0.3

―
4mm 4.0 ―
5mm 5.0 ―
6mm 6.0 5.7
8mm 8.0

±0.6
7.4

10mm 10.0 9.4
12mm 12.0 ±0.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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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종류
단기 중기

장기
3초 10분 60분 1일

일반 유리 1.0 0.72 0.64 0.53 0.31
배강도 유리 1.0 0.85 0.80 0.73 0.53
강화 유리 1.0 0.89 0.86 0.81 0.66

표 B.2-5 하중지속시간에 따른 강도 감소계수  

유리 종류 유리 표면처리 감소계수 ()

평평한 투명, 착색 또는 코팅 유리 1.0

세라믹 프릿 또는 에나멜 페인트 유리 0.625

무늬(엠보싱된), 모래로 블라스팅 또는  산성 에칭 유리 0.5

표 B.2-6 유리 표면처리에 따른 강도 감소계수  

|해설|

유리의 강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유리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KCS 41 55 09)에는 

하중지속시간 뿐만 아니라 면내와 에지를 구분하여 허용응력을 제시하고 있다.

표 B.2-5 하중지속시간에 따른 강도 감소계수 는 ASTM E2751-11과 그 외 관련기준들을 조사해

서 정리한 값이다. 표 B.2-5 이외의 하중지속시간에 대한 계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B.3.5 하중지속시

간의 해설의 식을 이용할 수 있다.

유리 종류 3초 () 10분 60분 1일 장기

일반 유리 18.3 13.2 11.7 9.7 5.7

배강도 유리 36.5 30.9 29.2 26.6 20.3

강화 유리 73.0 65.3 63.0 59.1 49.4
 3초 하중지속시간에 대한 유리 강도 값은 ASTM 1300-16 Table X7.1 허용 단부 응력값으로 
유리의 최대 파손확률 가 0.008 이하임

해설 표 B.2-2 하중지속시간에 따른 강도 (단위: MPa)

유리 종류
홍콩기준

단기 극한설계강도
()

ASTM E2751-11
(3초)

KCS 41 55 09: 2021 유리공사
(구조용 판 유리의 허용응력)

단기 장기
면내 에지 면내 에지

일반유리 20 18.3
배강도유리 40 36.5 44.1 35.3 29.4 24.5
강화유리 80 73.0 73.5 49.0 49.0 34.3

해설 표 B.2-1 국가별 유리의 강도 (단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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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 중간재
바닥판에 사용되는 접합유리의 단면성능은 사용되는 중간재의 전단계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다. 중간재의 전단계수 값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시험방법으로 결정된 값이어야 한다. 이러한 중

간재의 성능은 하중지속시간, 습도, 자외선,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극한한계상태에서의 구

조해석 및 설계에서는 접합유리에 사용되는 중간재의 종류, 두께 및 재료성질을 세심하게 살펴서 

고려한다.

|해설|

접합유리의 중간재는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각 유리판의 합성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료이다. 합

성 성능은 중간재의 전단계수에 따라 결정되며, 전단계수는 탄성계수로부터 구한다. 표 B.2-3과 그

림 B.2-1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 및 하중 지속시간에 따라 급격한 탄성계수의 변화가 발생한다. 

PVB 또는 Butacite 계열의 중간재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간재로 온도가 낮을수록 높은 

탄성계수 및 인장강도가 발현되며 0℃ 이하의 온도에서 안정적인 물리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3

0℃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리적인 성능을 거의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onomer 계열의 중

간재는 PVB 계열 중간재의 단점을 보완한 재료로 온도가 낮을수록 높은 탄성계수와 인장강도가 발

현되는 것은 같으나 50℃까지 일정한 비율로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가 하락하여 50~60℃ 구간에서 

저온 대비 약 45%의 인장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 사용 온도 구간인 50℃ 

이하의 온도에서 PVB 계열의 중간재보다 우수한 물리적 성능을 나타낸다. 

성질 부호 PVB Extra stiff PVB Ionomer

탄성계수 (MPa)
30°C에서 1시간

E 0.97 2.7 178

탄성계수 (MPa)
50°C에서 1시간

E 0.20 1.0 12.6

전단계수 (MPa)
30°C에서 1시간

G 0.33 0.92 60.0

전단계수 (MPa)
50°C에서 1시간

G 0.068 0.34 4.2

포아송비  0.5 0.5 0.5

열팽창계수 (/°C) α 2.2×10-4 1.6×10-4 10~15×10-5

밀도 (kg/m3)  1,065 1081 950

해설 표 B.2-3 중간재의 재료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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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 B.2-1 온도와 하중지속시간에 따른 중간재의 전단계수 변화 
: PVB(Butacite), ionoplast (Sentry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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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하중 및 하중효과
B.3.1 일반사항

유리구조 바닥판은 보행자들의 보행표면으로 사용자의 사용하중과 노출된 환경에 따라서 풍하중, 

온도하중 등 다양한 환경적 하중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하중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지속시간이 

다르며, 유리의 강도는 하중지속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크게 감소하는 재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리구조 바닥판에 대한 구조 해석 및 설계에서는 작용 하중들의 지속시간을 고려해서 유리의 

저항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유리바닥 설계와 관련된 모든 하중들은 구조 부재와 구조 전체에 가장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단일 하중 또는 하중 조합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중의 크기와 주기는 진동에 민감한 유리구

조의 공진을 방지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공 또는 지지구조의 침하로 인해서 유리구조물에 

발생되는 하중도 고려해야 한다.

B.3.2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은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집중하중 작용하에서 가장 큰 휨응력이 발생하지만, 경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등분

포하중하에서 휨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하중 경우들을 고려해서 가장 불

리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해설|

풍하중 산정을 위한 설계풍속은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10분 평균 풍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록 B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풍하중을 단기하중의 지속시간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설계풍

속은 3초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하중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구한 10분 평균 풍속을 3초 평균 풍속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풍속을 적절히 증가시켜 고려할 수 있

다. 풍속의 변환은 지표면 조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문헌 (Scanlan and Tomko, 

1996) 등을 참고하여 1.42배 (1.38~1.46) 정도 증가시켜 고려할 수 있다.

B.3.3 이동에 의한 하중효과
유리구조 바닥판이 지지구조와 합성으로 작용하거나 주구조 변형의 영향을 받는 경우, 유리구조 바

닥과 지지구조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과, 온도변화에 의한 수직 및 수평 이동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1) 주구조가 콘크리트인 경우 콘크리트 크리프, 정착 및 수축으로 인한 이동의 영향

(2) 유리구조 바닥판 4변 또는 꼭지점에서의 변위에 의한 변형 영향

|해설|

(1) 기본적으로 유리구조는 주구조와는 구조적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축방향 변위에는 크게 영

향을 받지 않지만, 강재 프레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적 또는 변위를 허용

할 수 있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2) 출렁다리의 경우, 유리구조 바닥판의 4변 또는 꼭지점의 수직 변위가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로 인한 유리구조와 강재 프레임의 한계상태 검토를 수행한다.

B.3.4 온도변화에 의한 하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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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구조는 다음과 같은 온도 범위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1) 직사광선이 아닌 표면의 온도 범위는 0~40℃이다.

(2) 외부 및 직사광선 아래에 노출되는 표면의 온도 범위는 투명 유리의 경우 0~50℃, 착색 유리의 

경우 0~90℃이다.

B.3.5 하중지속시간
유리구조의 저항강도는 파손확률과 하중의 지속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중의 지속시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단기, 중기와 장기하중으로 구분된다. 

(1) 단기하중 지속시간은 3초 이하로 적용되는 하중의 지속시간 (예, 풍하중, 보호벽에 작용하는 수

평하중)

(2) 중기하중 지속시간은 3초 이상이고 1일을 넘지 않는 하중의 지속시간 (예, 보행자 활하중, 유지 

보수 하중, 온도 하중)

(3) 장기하중 지속시간은 1일 이상 작용하는 하중의 기간(예, 단기 및 중기 하중 기간 이외의 하중)

|해설|

하중지속시간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 표준의 초안인 

prEN13474에서는 일반 유리에 대하여 유리 강도 산정에 적용하는 하중지속시간에 따른 계수mod를 

아래 식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mod 




여기서 하중지속시간 의 단위는 시간이다. 아래 표는 CEN/TS 부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반 유리에 

대한 하중지속시간에 따른 계수이다. 유리구조 바닥판에 작용하는 하중들은 영구하중인 자중을 포

함해서 보행 바닥에 적용되는 관련기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가변적 하중을 포함한다. 설계자는 바

닥판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서 적합한 하중지속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1) 풍하중을 3초 이하의 단기하중으로 보는 것은 하중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중지속시간에 

하중종류 하중지속시간 설명 kmod

영구 장기 자중 0.29

변동

중기

설하중 (3~4주) 0.43
부과된 수직하중 (1주일) 0.45

온도변화와 6시간~8시간의 기상변화 (8시
간) 0.58

단기

유지관리 하중 (30분) 0.69
풍하중 (10분)a 0.74

보행하중-복잡함(5분) 0.77
보행하중-보통(30초) 0.89

풍하중 (3초) 1.00
동적 충격하중 (100 밀리초, 10-3 초) 1.20

a kmod의 값은 누적 등가 하중지속시간 10분에 근거한 값으로, 이는 몇 시간 지속
되는 강풍의 효과이다. 

해설 표 B.3-1 일반 유리에 대한 하중지속시간에 따른 계수mod (CEN/TS 1910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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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저항강도가 변하게 되는 유리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결정하였다. 풍하중은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0분 평균 풍속을 적용하나, 이 부록 B의 가이드라인에서는 

3초 평균 풍속으로 구한 풍하중과 하중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B.4 한계상태 정의
B.4.1 일반사항

유리구조 바닥판의 설계는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취성적 파괴 특성을 지닌 다른 재료의 구조설계에서와 같이 구조물의 한계상태 설계에 

근거한다. 한계상태 설계는 재료 특성의 변동성을 고려한 저항 효과가 불확실성을 고려한 작용 하

중 효과를 반드시 초과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3.1)

하중효과는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조해석 방법으로 결정하며, 각 한계상태에서 정의

한 하중조합의 하중계수를 곱하여 하중효과를 결정한다. 저항 효과는 재료의 공칭 강도에 하중지속

시간, 표면처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리구조 바닥판의 설계를 위해서 극한한계상태, 사용한계상태, 유리파손순간 한계상태와 유리파손

후 한계상태를 고려한다. 

B.4.2 극한한계상태 (Ultimate Limit State, ULS)
극한한계상태는 구조물 및 구조 부재의 파괴에 대한 강도와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극한한계상

태를 만족하는 설계를 위해서는 유리판의 극한한계상태 강도가 작용하는 하중효과보다 크도록 한

다. 유리의 극한한계상태의 강도는 재료의 기본강도에 하중지속시간 계수, 표면처리 계수와 부분재

료계수를 고려하여 구한다.

B.4.3 사용한계상태 (Serviceability Limit State, SLS)
사용한계 상태는 구조물 또는 구조 부재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처짐, 보행에 의한 진동(human induced vibration), 바람에 의한 진동(wind induced 

oscillation)은 사용한계상태 설계하중 하에서 고려한다. 사용한계상태를 만족하는 설계를 위해서는 

사용 설계 저항효과가 사용 설계 하중효과보다 같거나 크도록 해야 한다.

B.4.3.1 처짐

구조물 또는 그 일부의 처짐이나 변형은 기능의 효율성이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처짐은 연결된 다른 부재에 의해 발생하는 움직임의 수준과 적합해야 한다. 

B.4.3.2 진동

보행 및 다른 힘의 동적 효과로 인한 과도한 진동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유리구조물 진동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결정하기 위한 구조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리바닥이나 계단의 설계시 사용자 편

의성(human comfort)을 위해 부재의 진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설계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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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전문 문헌을 참조해야 한다. 또한 발생되는 진동이 주교량의 진동과 공조되지 않아야 하며 

유리구조에 반복적인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4.4 유리파손 한계상태
유리구조는 취성재료이므로 유리 파손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우므로 파손시에도 보행자의 추

락이나 유리 파편으로 인한 상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유리파

손 한계상태의 목적이다. 이때 접합유리의 중간재는 구조적 강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B.4.4.1 유리파손순간 한계상태 (Fracture Limit State, FLS)

유리파손순간 한계상태는 유리가 깨지는 순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리

파손 순간 및 후 한계상태는 파손된 유리에 의한 베임이나 찔림의 부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접

합유리의 어느 한 층이라도 파손된 경우에도 설계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유리바닥 시스템

은 구조적으로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B.4.4.2 유리파손후 한계상태 (Post Fracture Limit State, PFLS)

유리파손후 한계상태는 유리가 파손된 후, 유리에 의한 베임이나 찔림의 부상을 줄이고 유리가 빠

져나가거나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유리가 파손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제자

리를 유지하여 유리파손 위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유리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B.4.5 한계상태 시나리오
한계상태 설계법을 기반으로 유리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유리구조 바닥판의 파손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한계상태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이는 유리구조 바닥판의 설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서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시나리오 구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한계상태와 극한한계상

태를 포함한다. 

한계상태 시나리오 (Limit State Scenarios)

LSS-0 LSS-1 LSS-2 LSS-3

정상상태 설계
SLS SLS SLS SLS

ULS ULS ULS ULS

유리파손순간 한계상태 설계 FLS FLS

유리파손후 한계상태 설계
(잉여 하중 저항)

PFLS PFLS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유리판의 개수가 2장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LSS-2와 

LSS-3의 시나리오를 수행한다.

SLS Serviceability Limit State: 사용한계상태

ULS Ultimate Limit State: 극한한계상태

FLS Fracture Limit State: 파손순간 한계상태

PFLS Post Fracture Limit State: 파손후 한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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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계상태 시나리오는 구조물 계획 당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렁다리의 경우 

유리파손에 따른 피해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한계상태 시나리오가 지정

되지 않는다면 LSS-3를 기본으로 검토하되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B.5 구조해석 및 설계
B.5.1 일반사항

B.5.1.1 해석 모델

유리구조 바닥판의 구조해석 및 설계에 사용하는 해석 모델은 고려하는 한계상태에 적합한 구조적 

거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중 및 하중조합과 구조물의 경계조건을 잘 반영해야 한다. 

유리 단면력과 변형의 계산 시 유리는 선형 탄성재료로 가정한다. 중간재는 비선형 재료로 고려할 

수 있다. 유리판의 최대 처짐이 유리두께의 3/4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를 위한 응력산정은 

탄성해석으로 가능하다. 최대 처짐이 유리판 두께를 초과하는 경우 처짐 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해

석을 수행한다.

유리구조 바닥판과 지지구조의 접합부 경계조건은 단순지지로 가정한다. 지지구조의 설계는 관련 

구조물의 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지지구조의 과도한 응력과 변형이 유리구조 바닥판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접합부에서 생겨난 구멍으로 인한 응력 집중은 고려해야 한다. 지지구조의 변형이 유

리구조 바닥판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유리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재료의 저항강도 이내이어야 하며, 강화 유리의 단부는 표면에서 

압축응력층까지다. 진동 및 충격하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험 또는 동적해석을 통해서 안

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리의 구조해석 및 설계에는 허용오차를 고려한 최소두께를 사용해야 한다.

B.5.1.2 접합유리의 하중분배

접합유리의 합성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개별적 유리판의 강성(stiffness)에 

따라서 하중을 분담하도록 한다. 각 유리판에 분담되는 하중분담계수(load sharing factor)는 식(5.1)

에 의한다. 

 







    (5.1)

: 해당되는 유리판의 하중분담계수

: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각 유리판의 최소 두께

 :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유리판의 해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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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분담계수 식은 접합 유리가 변형할 때 전체적으로 함께 거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리

판의 처짐은 두께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B.5.1.3 접합유리의 전단작용

(1) 전단 전달계수와 유효두께 산정: 2장의 유리판으로 구성된 경우

두 장의 유리판으로 구성된 접합유리의 처짐과 응력을 산정하기 위한 유효두께는 중간재의 전단효

과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때 접합유리의 합성효과를 나타내는 전단 전달계수  는 식(5.2)와 같이 

구한다. 이는 유리의 재료성질과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단면 두께와 중간재의 전단계수와 두께에 영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식(5.2)의 주요 변수들을 다음 식들과 같이 구한다.

 
 

  (5.3)

 


   (5.4)

 


  (5.5)

  (5.6)

여기서,

   : 중간재 두께 (mm)

   : 유리판 1의 최소 두께 (mm)

   : 유리판 2의 최소 두께 (mm)

    : 유리 탄성계수 (GPa)

    : 유리판 단변 길이 (m)

   : 중간재의 전단계수 (MPa)

접합유리의 처짐을 계산하기 위한 유효 두께 는 식 (5.7)로 구한다.

 


  (5.7)

접합유리의 최대 휨응력 산정을 위한 각 판의 유효두께 와 는 각각 식 (5.8)과 식(5.9)으

로 구한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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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해설|

전단 전달계수 산정을 위한 식(5.2)는 ASTM E1300-16 X9를 참조한 것이다. 아래 표는 동

일한 단면으로 구성한 접합유리에 대하여 중간재를 달리 적용한 경우, 전단 전달계수가 변

화하여 유효두께 및 상응하는 처짐과 응력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변수 경우 1 경우 2 경우 3

  (kN/m) 0.75 0.75 0.75

(mm) 9.02 9.02 9.02

(mm) 9.02 9.02 9.02

(중간재)(mm) 1.52 1.52 1.52

(GPa) 71.7 71.7 71.7

(MPa) 0.44 1 10

(mm) 1000 1000 1000

(mm) 10.54 10.54 10.54

(mm) 5.27 5.27 5.27

(mm) 5.27 5.27 5.27

(mm4) 501.02 501.02 501.02 

 0.085 0.17 0.68 

 (mm) 12.56 13.61 17.71 

(mm) 14.13 15.23 18.52 

(mm) 14.13 15.23 18.52 

max(MPa) 22.54 19.41 13.11

max(mm) 21.13 16.61 7.535

해설 표 B.5-1 전단 전달계수와 유효두께의 비교 

a. 완전 비합성 b. 부분 합성 c. 완전 합성

해설 그림 B.5-1 전단효과와 합성단면의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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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두께 산정: 3장 이상의 유리판으로 구성된 경우

접합유리의 중간재에 대한 전단 전달계수 가 주어진 경우, 처짐과 응력 산정을 위한 접합유리의 

유효두께 와 는 각각 식 (5.10)과 식(5.11)에 의해서 구한다. 

 



 (5.10)

접합유리의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유효두께는 식 (5.11)을 이용한다.

 







 (5.11)

그림 B5.1 접합유리 유효단면 계산을 위한 기하학적 변수

|해설|

유효두께 산정을 위한 식(5.10)과 식 (5.11)은 prEN 13474-3를 참조한 것이다. 

전단 전달계수 는 중간재의 종류와 특정한 하중 경우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값을 사용하도

록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 PVB에 대해서는 그룹 1 또는 2, Ionomer인 경우에는 

그룹 3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유리구조에 대한 설계를 위한 것으로 국내 실정에서

는 아직은 어떠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제시하기 어렵다. 

중간재 강성 그룹 전단 전달계수 

4 0.7

3 0.5

2 0.25

1 0.1

0 0

해설 표 B.5-2 중간재 강성 그룹과 전단 전달계수 

장기 지속하중에 대해서 의 값은 매우 작아진다. 아래 표는 동일한 접합유리에 대하여 단기 및 장

기 하중지속시간에 대하여 유효두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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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두께 (mm)
단기 지속하중 (=0.25) 장기 지속하중 (=0.05)

 mm  mm  mm  mm

5+5 7.59 8.37 6.60 7.40
6+6 9.11 10.04 7.92 8.88
8+8 12.15 13.39 10.56 11.84

10+10 15.18 16.73 13.20 14.80

해설 표 B.5-3 2장의 유리판으로 구성된 접합유리의 전단 전달계수 와 유효두께

CEN/TS 19100-2:2021에서는 접합유리의 처짐을 계산하기 위한 유효 두께를 다음 식을 이

용해서 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접합유리의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유효 두께는 다음 식을 이용한다.

 







 






 
















여기서, 는 플레이트의 결합변수(coupling parameter)이다.

해설 그림 B.5-1 접합유리 유효 단면 계산을 위한 기하학적 변수

여기서, 결합변수(coupling parameter) 는 플레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한다.

면저 2겹의 유리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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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2개의 중간재를 가지는 3겹의 유리판인 경우,

 

 


 






 



⋅
⋅











⋅
 




⋅

 



⋅
⋅



여기서 는 직사각형 판 ×에 대해서 다양한 하중종류와 경계조건에 따라서 구해지며, 다음의 

표는 4변 지지판에 등분포하중이 재하될 경우에 대한 값이며 중간값은 보간하여 사용한다.

해설 표 B.5-4 4변 지지판 등분포하중에 따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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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합유리의 전단 전달계수의 제한

중간재 및 접합유리의 전단효과가 휨 시험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 접합유리의 합성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등가 합성단면의 전단전달계수는 식 (5.10)로 구하며, 이 값은 0.7이하로 제한

한다. 이는 접합유리의 등가 두께의 강성효과가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개별 판의 강성효과의 총합보

다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 하중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전단효과를 무시한다. 




 


     (5.10)

   : 접합유리의 등가 두께 (mm)

    :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각 유리판의 최소 두께 (mm)

   : 등가 단면적 2차모멘트 (mm4),  
 

     : 단면적 2차모멘트 (mm4),  


    : 접합유리의 폭 (mm)

    : 합성효과의 수준으로  또는 0.7 가운데 작은 값을 넘지 않도록 함

     :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유리판의 해당 총

|해설|

접합유리의 전단 전달계수에 대한 식 (5.10)은 홍콩기준을 참조한 것이다.

B.5.2 극한한계상태 설계

B.5.2.1 하중조합과 부분하중계수

극한한계상태 설계하중은 하중종류의 기본하중에 하중조합에 따른 부분하중계수를 곱하

여 식 (5.11)과 같이 구한다.  극한한계상태 설계에 고려하는 하중조합은 기본적으로 표 B.5-1에서 

제시한 하중조합들을 사용하고 또한, 각 하중조합에 상응하는 부분하중계수 값을 적용한다. 

       (5.11)

표 B.5-1 하중조합과 부분하중계수  

하중조합
하중 유형

고정하중 활하중 토압, 수
압 바람 온도

불리 유리 불리 유리

하중조합 1 1.4 1.0 1.6 0 1.4 - 1.2

하중조합 2 1.4 1.0 - - 1.4 1.4 1.2

하중조합 3 1.2 1.0 1.2 0 1.2 1.2 1.2

|해설|

표 B.5-1 하중조합과 부분하중계수는 홍콩기준을 참조한 것이다. 토압 또는 수압이 유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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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부분하중계수 는 1.0을 초과하지 않는다. 의 값은 설계 토압 또는 수압에 를 곱하여 

실제 토압 또는 수압과 같도록 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리한 경우의 하중계수를 적용하나, 고정

하중이나 활하중에 의한 단면력이 강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하중계수를 낮게 적용한다.

B.5.2.2 극한설계강도와 부분재료계수

극한한계상태 설계에 적용할 유리의 극한설계강도 는 재료의 기본강도에 하중지속시간 계수

, 표면처리 계수와 재료별 부분재료계수를 고려하여 구한다.

 
   (5.12)

여기서 재료의 기본강도는 표 B.2-4, 표면처리 계수는 표 B.2-6을 참고하며 부분재료계수은 1.0을 

적용한다.

|해설|

설계 상황 재료 계수

피해 파급효과의 구분
CC0 CC1 CC2 CC3

비구조
피해 파급

효과 
미미함

피해 파급
효과
보통

피해 파급
효과 

매우 큼

영구 & 일시
(기본적 조합)

기본적 재료 계수


1.0 1.6 1.8 2.0

표면 프리스트레스 계수 


1.0 1.1 1.2 1.3

우발적

기본적 재료 계수


1.0 1.0 1.1 1.2

표면 프리스트레스 계수 


1.0 1.0 1.0 1.0

피해 파급효과의 구분은 유럽 기준 Consequences classes 분류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해설 표 B.5-5 부분재료계수 (CEN/TS 19100-1:2021)

B.5.2.3 하중지속시간이 다른 하중들의 조합

하중지속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 유리의 저항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식 (5.13)과 같이 서로 다른 설

계저항에 대한 조합효과를 만족해야 한다.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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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4 유리판 두께 설계 

4변 단순지지 유리판의 종횡 형상비가 5보다 작은 경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식(5.14)와 식(5.15)에 

의해서 구한 두 값의 최솟값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min 



 



(5.14)

min 


 



 (5.15)

4변 단순지지 유리판의 종횡 형상비가 5보다 큰 경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식(5.16)보다 작지 않아

야 한다.

min 


 


(5.16)

여기서,

  : 유리판 단변의 길이 (m)

  : 유리판 장변의 길이 (m)

 : 개별 유리판의 계수하중 (kN/m2)

  : 강도 계수 (  ××)

 : 유리 종류 (열처리)

  = 1.0 일반 유리의 경우

  = 2.0 배강도 유리의 경우 

  = 4.0 강화 유리의 경우

 : 하중지속시간에 따른 감소계수 (표 B.2-5) 

 : 유리 표면처리에 따른 감소계수 (표 B.2-6)

|해설|

유리판 두께 설계에 대한 식들은 단순지지 플레이트의 처짐 식을 정리한 홍콩 기준을 참조한 것이

다. 산정개별 유리판에 작용하는 계수하중 R은 식(5.1)의 하중분담계수를 적용해서 구한 값이다. 각 

유리판에 대해서 최소 두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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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배강도 유리 강화 유리

중기 장기 중기 장기

 (m) 1.0 1.0 1.0 1.0

 (m) 1.5 1.5 1.5 1.5

 (kN/m2) 2 2 2 2

 1.46 1.06 3.24 2.12

 2.0 2.0 4.0 4.0

 0.73 0.53 0.81 0.66

 1.0 1.0 1.0 1.0

min 6.3 7.5 4.1 4.6

min 4.1 5.4 2.1 2.5

두께 선정 4.1 이상 5.4 이상 2.1 이상 2.5 이상

해설 표 B5-6 유리판 두께 설계

식 (5.14), (5.15)와 (5.16)에 의해서 구한 유리 두께는 초기 설계한 값이므로, 각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식(5.13)에 의한 조합효과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B.5.3 사용 한계상태 설계

B.5.3.1 하중조합과 하중계수 

사용 한계상태 설계를 위한 하중계수는 모든 하중종류에 대해서 1.0으로 한다.

B.5.3.2 유리판의 처짐 계산 

일반적으로 처짐에 의해서 구조시스템의 구조적 및 사용 성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유리판의 

처짐은 해석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변위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한요소법을 이

용한다. 

(1) 4변 단순지지인 경우의 중앙부 처짐은 식(5.17)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5.17)

여기서,   ln



ln



   




(2) 2변 단순지지인 경우의 중앙부 처짐은 식(5.18)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5.18)

여기서, 

   : 중앙부 처짐 (mm)

   : 유리판의 장변 길이 (mm); 2변 지지인 경우 하중 작용 경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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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판의 단변 길이 (mm)

    : 최소 유리 두께 (mm)

    : 개별 유리판에 작용하는 하중 (kPa)

   : 유리판의 탄성계수 (kPa)

 
 

 



 



 
 

 



 



 
 

 



 



|해설|

변수
배강도 유리 강화 유리

중기 장기 중기 장기

 (mm) 1000 1000 1000 1000

 (mm) 1500 1500 1500 1500

 (mm) 6.3 7.5 4.1 4.6

 (kN/m2) 2 2 2 2

E (kPa) 70x106 70x106 70x106 70x106

 (mm) 8.04 5.43 15.32 13.33

 (mm) 16.67 16.67 16.67 16.67

해설 표 B.5-7 유리판 처짐 계산 (4변 단순지지의 경우)

B.5.3.3 유리판의 처짐 한계

유리판의 처짐은 지지조건에 따라서 중앙부의 처짐 한계  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지지조건 처짐 한계  

4변 단순지지 단변 길이의 1/60

3변 단순지지 최솟 값(단변 길이의 1/30, 장변 길이의 1/60) 

2변 단순지지 하중 작용 경간의 1/60

캔틸레버 경간의 1/30

점 지지 지점 사이의 장변 길이의 1/60

표 B.5-3 유리판의 처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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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표 B.5-3의 처짐 제한 값은 홍콩기준을 참조한 값이다.

 

B.5.3.4 유리판 지지구조의 처짐 한계

구조 부재의 처짐 한계lim는 경간이 7.2m보다 짧은 경우에는 경간의 1/180이나 20mm 둘 중 작

은 값 이하여야 한다. 경간이 7.2m보다 긴 경우에는 경간의 1/360 이내이야 한다.

캔틸레버의 경우에는 경간의 1/90이나 20mm 둘 중 작은 값 이하여야 한다.

|해설| 지지구조의 처짐 한계 값은 홍콩기준을 참조한 값이다. 유리판을 지지하는 구조의 변형이 클 

경우 유리판에 과도한 응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한 규정이다. 지지구조의 처짐에 대한 엄

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변의 상대적인 처짐 또는 모서리의 비틀림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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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4 유리파손 한계상태 설계

B.5.4.1 유리파손순간 한계상태

접합유리의 어느 한 층이라도 파손된 경우에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설|

각 층의 유리 중에서 어느 한 층이라도 파손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안

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때 동적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엄밀한 해석이 없을 경우 활하중의 30%를 

할증하여 동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하중조합은 극한한계상태 조합에 따르지만 파손 순간

의 한계상태에 대한 하중계수는 모두 1.0을 적용한다.

접합유리 4점 휨시험을 통해 2장의 유리가 동시에 파단되는 경우 중 일부 시험체에서 18~25%의 

인장강도 저하가 확인되었다(그림 B.5-2). 이는 파손 발생 시 유발되는 동적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활하중을 30% 할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설 그림 B.5-2 2장 유리 동시 파손 시 휨인장강도 저하 예시

B.5.4.2 유리파손후 한계상태

최종 설계단계에서 면적 2,600㎟에 최소 1.36kN의 집중하중을 적용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해설|

각 층의 유리 중에서 어느 한 층이라도 파손된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되 집중하중을 추

가로 고려한다. 이때 집중하중은 활하중과 동일한 저항강도 및 하중계수를 고려하나 파손 상태를 

확인한 이후이므로 극한한계상태에서 고려되는 활하중은 제외하도록 한다.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

83

B.6 시험
B.6.1 휨 시험

휨 시험은 접합유리의 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4점 휨 시험을 실시한다. 휨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챔버와 하중 및 변위를 재하할 수 있는 UTM 또는 액츄

에이터가 필요하다. 

 

시험체는 다음 사항들에 따라 준비한다.

1) 시험체의 크기 : 360 mm x 1100 mm

2) 시험체 개수 : 접합유리의 종류에 따라 5개

3) 시험 온도 : 50℃

4) 시험 장비 : 시험체의 폭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롤러 4개

4점 휨 시험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시험체를 시험온도로 가열한 온도 챔버에 위치시키고 시험체를 가열한다.

2) 지지롤러 위에 고무 패드를 놓고 시험체를 고무패드 위에 위치시킨다. 이 때 지지롤러의 거리는 

1000 mm이며 시험체의 중앙과 지지롤러의 중앙을 일치시킨다. 

3) 재하롤러는 지지롤러를 중앙을 기준으로 양 방향으로 100mm 거리에 위치시키고 유리판과 재하

롤러 사이에 고무패드를 넣는다. 

4) 모든 측정장비의 0점을 맞춘다.

5) 445N/분의 속도로 하중을 재하한다. 하중은 변위제어를 권장한다.

6) 변위와 하중을 기록한다. 

7) 접합한 모든 유리판이 파손될 때 까지 하중을 재하한다. 한 개의 유리판이 파손될 때 마다 10분 

동안 하중 또는 변위를 같은 상태로 유지한다. 

휨 시험시 기록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시험체의 두께 및 크기

2) 시험체에 사용한 유리 및 중간재의 종류

3) 유리판 파손 시 하중 및 변위의 크기

4) 파손이 발생한 판의 위치

5)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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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6.1 4점 휨 시험 셋업

|해설|

휨 시험은 설치할 접합유리가 설계강도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휨 

시험의 구체적인 절차는 ISO 1288-3을 준용했으며 동일한 시험방법이 홍콩기준에도 제시되어있다.

시험체는 접합유리의 종류 별로 5개 또는 그 이상을 준비한다. 만약 다양한 종류의 접합유리가 사

용되는 경우에 각각의 유리 종류에 따라 시험체를 준비한다. 

B.6.2 유리파손후 거동 시험

B.6.2.1 일반사항

유리 파손 후 거동 시험은 유리구조 바닥판에 파손이 발생했을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할 수 

있는 여유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2중 접합유리의 경우에는 파손 후 거동시험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하며 3장 이상의 유리를 접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바닥판을 설치할 지지구조와 같은 지지조건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B.5에서 활용한 하중조건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하중 조건을 적용한다. 유리판의 크기가 다양한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 가장 

불리한 조건을 발생시키는 유리판의 크기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며, 해석을 통해 집중하중 또는 분

포하중 중 더 불리한 하중조건을 적용한다. 

실험 온도는 50℃에서 수행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온도에서도 실험할 수 있다.

|해설|

유리의 파손 후 거동 시험은 ASTM E2751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준용하였다. ASTM E2751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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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리 바닥판이 설치되는 장소의 최대 온도로 시험을 실시하되, 만약 설치되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0℃와 50℃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조적 거동의 불확실성

이 큰 출렁다리에 적용되는 유리 바닥판 시험시 최대 온도는, 설치 조건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

여 가장 불리한 조건인 50℃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B.6.2.2 집중하중에 대한 시험

만약 구조해석 또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집중하중이 더 높은 응력을 발생시킨다면 집중하중을 재

하하여 접합유리 중 한 층의 유리가 파손될 때 까지 하중을 재하한다. 파손이 발생한 접합유리의 

하중을 제거하고 2600mm2의 면적에 분당 445N의 속도로 설계하중까지 재하한 후 10분간 유지한

다. 모든 유리층에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10분의 유지 시간은 유리 파손 시 출렁다리에서 보행자가 탈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가정한 것이

다. 

B.6.2.3 등분포하중에 대한 시험

만약 구조해석 또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등분포하중이 더 높은 응력을 발생시킨다면 등분포하중

을 재하하여 접합유리 중 한 층의 유리가 파손될 때 까지 하중을 재하한다. 파손이 발생한 접합유

리의 하중을 제거하고 분당 1440 Pa의 속도로 설계하중까지 재하한 후 60분간 유지한다. 모든 유리

층에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등분포하중은 자중 또는 다른 이유로 유리 바닥판에 장기간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유리 파손 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ASTM E2751에서 하중을 60분 동안 지속하도록 규정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으나 장시간 시험을 수행하기 힘들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60분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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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내구성

유리의 보행면은 지정된 용도에 적합한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유리구조 바닥판의 내

구성은 선택한 유리의 종류와 상세에 대하여 영향을 받는다. 종국적으로 미끄럼 저항이 줄어드는 

경우, 안전한 유지관리와 교체 요구사항에 관한 지침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 및 유지보수 장비는 유리 보행면 및 그 구성 요소와 부합하는지 시험하고 사용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단기, 중기, 장기 효과를 고려해서 점검해야 한다.

1) 기계적 마모

2) 화학적 손상

3) 습윤상태

4) 온도 변화와 동결 융해

5) 적외선 및 자외선을 포함한 전자기적 복사

유리구조 바닥판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구조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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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기타 사항
B.8.1 미끄러짐 저항

미끄러짐 방지 처리의 선택은 사용 목적과 원하는 보행면의 내구성 수준에 따라서 선택한다.

보행면의 건조시 최소 마찰계수는 관련기준에서 제시하는 것을 만족하도록 한다. 습윤 또는 오염된 

조건에서는 미끄러짐이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예방이 필요하다.

평평하지 않은 보도 또는 특별한 활동을 하는 곳(예: 리프팅, 달리기 등 운동) 및 특별한 산책로 (예: 

요양원, 재활 센터)는 다른 보도 표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미끄럼 저항이 요구된다.

미끄러짐 저항은 샌드 블라스팅, 산 에칭, 세라믹 프릿, 엠보싱, 가마주조/용융 및 기타 보행면을 처

리하는 공정에 의해서 적절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미끄럼 저항성능의 평가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B.8.2 동적 성능

유리보도의 동적 거동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유리바닥 시스템의 진동을 포함해서 인접한 구조와의 

연속성, 지지조건, 처짐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B.8.3 내화 성능

유리 보도는 관할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화재의 등급을 제공하도록 한다. 

B.8.4 시각적 효과

유리보도는 유리의 시각적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리의 안전성과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특

별한 도전이 필요하다.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안전성을 손상시키는 시각적 효과는 반드시 유리보도 

설계에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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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국토교통부 백세영 국토교통부

양성모 국토교통부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비 고

황의승 경희대학교 집필위원장

박원석 목포대학교 간사

김남희 서울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신상훈 케이블브릿지

유승민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조경식 디엠엔지니어링 부록 B(`23.1.)

박연철 인하대학교 부록 B(`23.1.)

김남희 서울대학교 부록 B(`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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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현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부록 B(`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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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고현무 서울대학교 백도준 반디컨설턴트

권순덕 전북대학교 손윤기 엔비코

김세종 코리아에스이 이명재 유신

김윤석 티이솔루션 이승우 티이솔루션

문종훈 택현 이지훈 진화기술공사

박경룡 디에스글로벌이씨엠 이해성 서울대학교

박연철 한남대학교 조재병 경기대학교

자문위원(부록 B 검토)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박원석 목포대학교 신상훈 케이블브릿지

국가건설기준센터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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