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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mber of conventional railway bridge is more than 2600. Non-ballast plate girder bridge is about 700 
and this is 27% of all bridge numbers. Non-ballast plate girder has advantages that self load is more lighter 
than moving load and construction cost is more inexpensive than concrete bridge. But non-ballast plate girder 
has disadvantages that vibration and noise is bigger than concrete bridge. 
 This study had analyzed behavior of non-ballast plate girder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of supports and 
driving conditions to review the proper arrangement of support. Measurements were performed in single line 
and disel locomotive of 7400type were used as test vehicle. The vehicle's driving conditions are as follows; 
Change of driving direction, Constant speed driving, Deceleration driving, Acceleration driving. Main 
measurement contents were horizontal displacement and vertical vibration acceleration in girder of vicinity 
support. Results of measurement are as follows; In case that a vehicle drives from fixed support to movable 
support, vertical vibration acceleration of the girder was smaller than opposition case.

1. 서론

국내 일반철도에서 교량현황을 살펴보면 그 형식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010년 1월 현재 

국내 전체노선(고속선 제외)에서 교량은 약 2,600여개가 부설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판형교는 약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판형교의 유도상화 개량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700여개의 교량이 무도상 교량으로 남아 있다. 무도상 판형교량은 건설비가 저렴하고 자중이 작아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진동 및 소음 등의 문제가 있으며 장대레일 부설에도 어려움이 있다.

판형교의 경우 구조물의 자중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작으며 이동하중에 비해서도 작기 때문에 상

부 이동하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받침부에 작용하는 축방향력이나 진동이 크게 작

용 할 수 있으므로 받침부 피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선구간에서 판형교의 받침은 차량

주행방향에 상관없이 상ㆍ하행선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철도 단순교에서 받침배치에 대

한 지침이 별도 제정된 부분이 없으며 현업에서도 받침배치 방향을 예전의 배치 형식을 따라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행방향의 변화에 따른 판형교량의 거동을 계측ㆍ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다. 계측항목은 열차 주행방향과 운전방식의 변화에 따른 판형교의 수직진동가속도, 내부 응력, 외부 변

위 등을 계측하여 각 단부의 받침부에서 부담하는 응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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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시험 개요

2.1 측정현장 개요

열차의 양방향 주행이 가능한 곳은 단선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선구간에서 현장 측정을 시행하였다. 

경북선 상주-점촌간 이안천은 단선교량으로 직선구간에 부설되어 있었으며, 선로기울기는 0.4‰로 영주

방향으로 상기울기, 김천방향으로 하기울기였다. 그림 1과 같이 13.4m 거더(단면적 907.2㎠ : 주형1개)

로 부설되었으며 궤도는 50Kg 단척레일(20m)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량 받침은 그림 2와 같이 스펠리

컬 받침으로 김천방향에 고정단, 영주방향에 가동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1 이안천 거더 단면

   

그림 2 경북선 이안천(단) 계측도

  
(a) 고정단 (b) 가동단

그림 3 경북선 이안천(단) 받침 전경

  
(a) 거더 전경 (b) 센서부착 전경

그림 4 경북선 이안천 거더 및 계측게이지 전경

2.2 측정개요

본 연구에서는 단선구간에서 양방향으로 차량주행 시험을 통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하였다. 2010년 10월 7일 임시시험열차를 통해 주행시험을 하였다.

주행시험차량은 7400대 디젤기관차이며 계측 항목은 그림 2와 같이 진입부 및 진출부의 궤도 윤중, 

레일 축방향 변형율, 거더 축방향 변형율, 거더 수평변위, 거더 진동가속도를 측정하였다.

거더의 수평방향 변위는 받침에서부터 수직으로 15cm 부근에 설치하였으며, 수직진동가속도계는 받

침 중심으로부터 50cm 이격된 거더 하부 플랜지에 설치하였다. 거더 축방향력 검지 센서는 거더의 중

립축에 부착하였으며, 윤중 측정센서와 레일 축방향력 측정센서는 각각 진입부 끝단과 진출부 끝단부근 

레일의 중립축에 부착하였다.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단행열차의 주행방법은 그림 5와 같이 시행하

였으며, 측정은 2~3회 왕복 주행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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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방향

평균

속도

(km/h)

측정위치

평균

윤중

(ton)

고정→가동 38.7
고정단(진입부) 11.00

가동단(진출부) 10.84

가동→고정 41.1
고정단(진출부) 10.86

가동단(진입부) 10.28

표 1 정속주행시 주행방향에 따른 궤도윤중 

(a) 정속주행

(b) 감속주행

(c) 가속주행

그림 5 시험열차 시험주행방법

3. 교량 거동계측

3.1 궤도윤중

정속(Constant Speed)주행으로 차량진행방향을 바꾸었을 때 고정단부 궤도와 가동단부 궤도의 윤중

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다음 표 1, 2, 3과 같다.

궤도 윤중은 고정단에서 대체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궤도틀림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차량의 주행방

향에 따른 영향으로는 가동단에서 고정단으로 진행

하는 경우보다 고정단에서 가동단으로 차량이 주행

하는 경우에 윤중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

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속도 및 가ㆍ감속도에 따른 영향에 대해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

주행방향
평균속도

감속도
측정위치

평균

윤중

(ton)

고정→가동

38.8Km/h

0.112㎨

고정단(진입부) 10.98

가동단(진출부) 10.78

32.4Km/h

0.671㎨

고정단(진입부) 11.12

가동단(진출부) 10.63

가동→고정

36.5Km/h

0.642㎨

고정단(진출부) 11.43

가동단(진입부) 10.56

39.4Km/h

0.235㎨

고정단(진출부) 11.02

가동단(진입부) 10.41

표 2 감속주행시 주행방향에 따른 궤도윤중 

     

주행방향
평균속도

가속도
측정위치

평균

윤중

(ton)

고정→가동

24.7Km/h

0.887㎨

고정단(진입부) 10.97

가동단(진출부) 10.55

31.9Km/h

0.766㎨

고정단(진입부) 10.93

가동단(진출부) 10.77

가동→고정

27.5Km/h

0.861㎨

고정단(진출부) 11.55

가동단(진입부) 10.73

20.4Km/h

0.968㎨

고정단(진출부) 11.50

가동단(진입부) 11.00

표 3 가속주행시 주행방향에 따른 궤도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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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더 축방향 변형율

거더 축방향 변형율은 게이지의 부착이 정확하게 중립축에 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값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매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센서 부착 위치별로 주행방향의 변경에 따른 값의 

차이만을 표 4와 같이 분석하였다.

주행방법

받침조건

주행방향

정속주행 감속주행 가속주행

고정단 가동단 고정단 가동단 고정단 가동단

고정→가동 1.384 4.350 1.43 4.40 1.21 4.27

가동→고정 1.300 4.227 1.30 4.25 1.30 4.35

비교

(고정→가동 기준)
-0.084 -0.123 -0.13 -0.15 +0.09 +0.08

표 4 주행조건에 따른 거더 축방향 변형율(×10-5)

표 4에서 비교 값(고정→가동 기준)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즉, 차량이 고정단에서 가동단으로 이

동할 때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인 경우는 가동단에서 고정단으로 차량이 이동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거더에 인장력이 작용하고 -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압축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정속 주행시와 감속주행시는 차량이 가동단에서 고정단으로 주행할 경우는 그 반대로 주행하는 경우

에 비해 거더에 상대적인 압축력이 작용하고 가속주행시는 이와 반대로 인장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3 레일 축방향 변형율

레일 또한 거더와 마찬가지로 게이지를 정확한 중립축에 부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센서 부착 위치별

로 주행방향의 변경에 따른 값의 차이만을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주행방법

받침조건

주행방향

정속주행 감속주행 가속주행

고정단 가동단 고정단 가동단 고정단 가동단

고정→가동 6.997 4.849 7.27 4.86 6.38 4.42

가동→고정 6.582 4.366 7.36 5.07 7.41 4.38

비교

(고정→가동 기준)
-0.415 -0.483 +0.09 +0.21 +1.03 -0.04

표 5 주행조건에 따른 레일 축방향 변형율(×10-5)

표 5에서도 표 4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레일의 축방향 변형율은 주행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측면에서 압축과 인장이 혼재하고 있었다. 차량이 

가동단에서 고정단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정속주행시는 상대적으로 압축력이 작용하고 감속주행시는 인

장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거더 수평변위

거더의 수평변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동단에서의 변위가 큰 것이 원칙이며, 측정결과 가동단에서

의 변위가 크게 나타났고, 한 가지 특징은 차량속도와 가ㆍ감속도와는 무관하게 차량주행방향으로 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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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미소한 양 만큼 밀려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계산 부호는 그림 6과 같으며, 실제 측정데이

터의 한 예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6 거더 변위량 계산부호

진입부

(A1, 고정단)

진출부

(P1, 가동단)

그림 7 고정단에서 가동단으로 정속 주행시 거더 변위

3.5 거더 수직 진동가속도

거더의 수직진동가속도계(50g)는 거더 받침부에서 15cm 이격된 하부 플랜지에 설치하였다. 차량의 

주행방향과 속도, 가ㆍ감속도의 변화에 따라 거더 단부별 수직진동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데이터의 비교 데이터를 그림 8 및 그림 9와 같이 나타내었다. 받침형식에 따른 진동가속도를 분

석한 결과, 가동단의 거더 수직진동가속도가 크게 나타났다.

진입부

(A1, 고정단)

진출부

(P1, 가동단)

그림 8 정속 주행시 거더 수직 진동가속도(고정→가동)(V=38.8Km/h)

진출부

(A1, 고정단)

진입부

(P1, 가동단)

그림 9 정속 주행시 거더 수직 진동가속도(가동→고정)(V=41.7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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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속도와 거더 받침별 수직 진동가속도의 실효값(RMS : Root Mean Square)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차량의 주행속도(X축 : m/s)가 증가함에 따라 거더의 진동가속도 값(Y축 : 

RMS(g))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단보다 가동단에서의 진동가속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림 10 차량속도에 따른 거더 진동가속도

차량의 주행방향의 변경과 차량 주행속도의 변경에 따른 거더 각 단부별 수직진동가속도를 그림 11과 

같이 분석한 결과 1 Case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차량이 고정단에서 가동단으로 주행할 경우

에 진동가속도가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a)고정단 (b) 가동단

그림 11 차량의 주행방향 변경과 속도 변화에 따른 거더 단부별 수직진동가속도

그림 11에서 예외로 발생한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차량주행 가ㆍ감속도를 추가로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차량의 주행 가ㆍ감속도 자체의 값만으로는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주행방향별, 받침별, 차량의 속

도와 차량 주행가ㆍ감속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서 V : ㎧(차량주행평균속도), A : ㎨(차량주행 가ㆍ감속도)]

분석방법은 Minitab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신뢰수준 95%, 유의수준±5%로 분석하였

다. (P-value의 경우 0.05를 넘지 않으면 회귀식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의 분석결과 거더의 진동가속도는 차량주행속도에 비례하게 증가하며 차량의 주행 가ㆍ감속도의 

크기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의 회귀식을 활용하여 속도의 변화에 따른 거더 수직진동가속도의 실효값(RMS)을 그림 12와 같

이 도시하였다. (차량 주행 가ㆍ감속도 값은 1㎨으로 고정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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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방향 및 

받침형태

RMS

고정→가동 가동→고정

고정단 가동단 고정단 가동단

회귀식 0.00037+0.0137V-0.0136A 0.0008+0.0203V-0.0286A 0.0074+0.015V-0.0293A 0.0101+0.0228V-0.0491A

결정계수 98.7% 98.5% 95.1% 95.3%

P-value 0.000 0.000 0.001 0.000

표 6 차량 주행방향별, 주행속도 및 주행 가ㆍ감속도에 따른 거더 수직진동가속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a)고정단 (b) 가동단

그림 12 차량 주행방향 및 주행속도에 따른 거더 수직 진동가속도 계산 값(회귀식 계산값)

그림 12의 분석결과 차량주행방향이 고정단에서 가동단으로 주행할 경우, 그 반대의 경우보다 거더 

수직진동가속도의 실효값이 고정단에서는 9%, 가동단에서는 12%정도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4. 결론

본 연구는 차량 주행조건이 무도상 판형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선 판형교량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차량의 주행방향 변경과 주행속도, 주행 가ㆍ감속도 등의 변화를 통해 교량의 거동을 측정 분

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궤도윤중은 고정단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궤도틀림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차량주행방향에 대해

서는 차량이 고정단에서 가동단으로 주행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 거더 축방향 변형율은 정속 주행시와 감속주행시는 차량이 가동단에서 고정단으로 주행할 경우에 

그 반대로 주행하는 경우에 비해 거더에 상대적인 압축력이 작용하고 가속주행시는 이와 반대로 인장력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레일 축방향 변형율은 차량이 가동단에서 고정단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정속주행시는 상대적으로 

압축력이 작용하고 감속주행시는 인장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더 수평변위는 차량의 속도 및 가ㆍ감속도와는 무관하며, 차량주행방향으로 미소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5. 거더 수직진동가속도는 차량 주행 속도에 비례하며, 주행 가ㆍ감속도에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차량이 고정단에서 가동단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이와 반대인 경우보다 거더 수직진동가속도가 작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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