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희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토목공학과

E-mail : wschung@khu.ac.kr

강상형 철도교의 동특성 및 안정성 연구

Study on Dynamic Characteristics and Safety 
of Steel Box Railway Bridge

최권영* 윤지홍* 권구성* 정원석†

Kwon-Young Choi   Ji-Hong Yun   Ku-Sung Kwon   Won-Seok Chung

ABSTRACT

  Railway bridges are highly susceptible to resonance due to the equidistant axle load with constant speed of train. 
Thus, it is necessary to verify dynamic characteristics and quantities against dynamic guidelines. Recently, many 
newly developed bridg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for medium span length between 30m and 40m. However, 
less variety of bridge systems are available for span length between 45m and 50m. Steel box girder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or span length between 45m and 50m.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ynamic properties and 
safety of steel box railway bridge. Modal properties are extracted and moving load analyses are performed using 
mode superposition method. The results are then compared to various standards.

1. 서론

철도교량은 일정한 축간격을 가진 열차가 주행함으로써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공진의 가능성
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중량의 열차하중이 고속으로 주행함에 따라 고유진동수를 포함한 동특성 뿐만 
아니라 처짐과 가속도 등의 동적 물리량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필연적이다. 경간장 30m에서 40m의 중
지간에서는 최근 다양한 신형식 교량이 개발되어 활발히 적용되어 있는 반면에, 경간장 45m에서 50m
까지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없으며 강상형 교량 등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간장 45m, 50m 강상형 철도교의 동적 수치해석을 통하여 국내 및 국외의 동적성능 
기준과의 부합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TX 열차를 20량 1편성으로 주행속도를 10km/h에서 
380km/h까지 10km/h 씩 증속시키며 주행속도 별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호남고속철도설계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2008)에서 제시하는 동적안정성 검토를 위한 해석 가이
드라인의 권고안을 상회하는 기준이다. 검증대상 교량은 경간장 45m, 50m 강상형 거더교로 교량의 제
원은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3련이상의 단순교로 가정하였다. 

수치해석은 먼저 자유진동해석(Free Vibration Analysis)을 수행하고 10차 모드까지의 고유치
(Eigenvalue)를 구하여 고유진동수 및 진동 모드를 산정한다. 그 후 계산된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를 
이용하여 모드중첩법(Mode Superposition)에 의한 시계열 해석(Time History Analysis)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선형탄성해석을 수행하므로 직접 적분법(Direct Integration Method) 대신 모드중첩법을 사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교량의 운행을 위한 한계조건에 대해 먼저 기술한다. 또한 고려대상 교량의 유한
요소 모델링과 열차하중을 고려한 해석법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임계속도 분석 및 이동하중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동적안정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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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간장 45m 강상형 철도교 단면

그림 2. 경간장 50m 강상형 철도교 단면

2. 열차운행을 위한 한계조건

철도교량의 동적성능 기준은 고유진동수, 연직처짐, 충격계수, 상판수직가속도, 단부꺽임각 및 끝단상
부면 종방향 변위, 단부상대수직처짐, 면틀림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교량의 안정성 및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연직처짐(중앙부 수직처짐)은 유한요소 해석결과 중 경간 중앙부의 외측레일 하부 슬래브 절점에서의 
수직방향 변위를 의미한다. KTX의 경우 열차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충격계수는 정적처
짐에 대한 동적처짐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주행속도 10km/hr에 의한 경간 중앙
면의 외측레일 아래에 위치한 슬래브의 최대 수직 처짐을 정적응답으로 가정하고, 이를 각 속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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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직 처짐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상판의 수직가속도의 과도한 발생은 궤도의 불안정성과 차륜/레일 
접촉력의 감소 및 교좌장치의 들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은 윤중변동의 증가와 도상의 교란, 교좌
장치 부반력 발생 등 철도교량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한한다. UIC 774-3(UIC, 2001)
에 의하면 연직하중에 의한 단부꺽임각은 궤도-교량 상호작용 거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인자로
써 상판끝단에서의 변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상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
구(한국철도시설공단, 2008)에 의하면 설계속도 200km/hr 이하의 일반철도의 경우 단부꺽임각에 대한 
규정이 일부 존재하나 현행 Eurocode 및 일본 기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이다. 단부꺽임각이 근본
적으로 교량의 연직변위에 가장 의존적이므로 승차감에 의거한 엄격한 연직변위 검토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철도설계편람(궤도편)(한국철도시설공단, 2010)에서는 교량 상판의 단부꺽임각에 의하여 자
갈도상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수직하중이 작용할 때 교대끝단 상면과 상판의 끝단상부면, 
또는 연속하는 상판 사이의 끝단 상부면 종방향변위(단부교축변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UIC 774-3(UIC, 2001), Eurocode 1 PART 2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부꺽임각을 대신
하여 단부의 끝단상부면 종방향변위(단부교축변위)의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동적 성능 기준과 경간장에 따른 기준값을 도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도표 1. 동적 성능 기준 및 경간장에 따른 기준값
적용산출식 45m 강상형 50m 강상형 적용기준

고유진동수(하한치) no = 23.58L-0.592 [Hz] 2.48 Hz 2.33 Hz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한국철도시설공단, 2008)

고유진동수(상한치) no = 94.76L-0.748 [Hz] 5.50 Hz 5.08 Hz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한국철도시설공단, 2008)

연직처짐(수직처짐)
· 45m 강상형 : L / 2050
· 50m 강상형 : L / 2200 22.0 mm 22.7mm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한국철도시설공단, 2008)
· 설계속도 350km/hr
· 승차감 “매우양호”

충격계수 i(%) = 180/(L-9)+26 31% 30.4%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상판수직가속도 - 0.35g 0.35g BRDM(SYSTRA, 1995)
단부꺽임각(단부교축변위) - 8 mm 8 mm 철도설계편람(궤도편)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단부 상대 수직처짐 - 2 mm 2 mm

· 철도설계편람(궤도편)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 Eurocode 1 PART 2

면틀림 - 1.5mm/3m 1.5mm/3m 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
(한국철도시설공단, 2008)

3. 유한요소 모델링

철도교량의 상부구조물은 거더, 슬래브와 침목을 포함한 도상구조물, 실제하중이 전달되는 레일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유한요소의 선정이 중요하다. 수치해석을 위해 사용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ABAQUS(version 
6.71)(ABAQUS, 2007)이다.

교량의 거더는 3차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격벽, 가로보, 종방향 리브 모두 4절점 쉘요소(ABAQUS 
S4R5)를 사용하여 이상화하였다. 교량상판은 Mindlin 쉘요소로 이상화하였다. 침목 및 도상은 등가하중
(Mass Density)으로 치환하여 교량 상판슬래브에 작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레일은 국내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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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준레일 60kgf/m의 단면 제원 및 물성치를 이용하여 2절점 Bernoulli 보요소 (ABAQUS B33)로 이
상화하였다. 

독립적으로 모델링된 요소를 일체화하기 위해서 거더, 상판을 Rigid Link를 이용하여 일체화하였다. 이
는 각기 다른 요소의 절점에 운동학적인 구속(Kinematic Constraint)을 가하여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각 
자유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유한요소를 연결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요소 형상함수의 불일치로 인한 응력의 불연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한요소(Chung and Sotelino,  
2006)를 선택하여 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교량 상판과 레일의 연결도 Rigid Link를 이용하여 구현하였
다.

4. 모드 해석 및 임계속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Lanczo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유진동해석(Free Vibr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자유진동해석 결과, 고차 휨모드 및 비틈모드를 포함한 10차 모드까지의 고유치(Eigenvalue)를 구하였
으며, 여기서 얻어진 고유치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즉, 구조물에 외력과 감쇠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진동수이다. 또한 각 고유치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Eigenvector)는 구조물의 진동 모드이다. 

도표 2는 경간장 45m 강상형 교량과 경간장 50m 강상형 교량의 고유치(고유진동수)와 이에 대응하
는 고유벡터(모드형상)를 나타낸 것이다. 경간장 45m 강상형 교량의 첫 번째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일
정한 축간격을 갖는 열차하중의 특정을 고려하여 공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임계속도를 예측할 수 있으므
로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의 고유진동수 범위 내에 들도록 설계하는 것
을 권장하고 있다. 대상교량의 1차 모드는 휨모드로 고유진동수는 2.96Hz이며 2차 휨모드는 8.85Hz에
서 나타났다. 6차 모드부터는 국부모드가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교량의 1차 고유진동수는 
하한치인 2.48Hz와 상한치인 5.50Hz를 만족하였다.

경간장 50m 강상형 교량은 1차 모드는 휨모드로 고유진동수는 2.44Hz이며 2차 휨모드는 7.62Hz에서 
나타났다. 6차 모드부터는 국부모드가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교량의 1차 고유진동수는 하한
치인 2.33Hz와 상한치인 5.08Hz를 만족하였다.

도표 2. 교량의 고유치 해석결과

모드
번호

경간장 45m 강상형 교량 경간장 50m 강상형 교량
고유진동수(Hz) 고유 모드 고유진동수(Hz) 고유 모드

1 2.96 2.44

5 8.85 7.62

교량의 임의 지점에 대해 열차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일정한 타격주기로 교량을 가진하게 
된다. 만약 가진주파수와 교량 고유진동수가 일치할 경우 공진현상이 발생하여 교량에 불안정한 진동을 
유발하여 열차주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속도를 임계속도(critical speed)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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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앙부 수직처짐 그림 4. 충격계수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유효타격거리이며, 대차중심간 거리이다. 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이다. 또한 임계속도의 
정수비를 부임계속도(sub-critical speed)라고 하며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

유효타격거리는 KTX열차의 경우에는 18.70m이며 화물열차의 경우는 13.95m이다. 이를 근거로 KTX 
열차와 화물열차가 일정한 유효타격거리로 주행할 때의 임계속도를 산정하면 도표 3과 같다.

도표 3. 임계속도 분석

교량형식 고유진동수
(Hz)

KTX 속도(km/hr)
임계속도 1차 부임계속도 2차 부임계속도

강상형 45m 2.96 199 100 66
강상형 50m 2.44 164 82 55

5. 이동하중 해석 결과

교량 감쇠비에 대해서는 국내의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에서 하한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
상 교량의 감쇠비를 하한값인 0.5%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감쇠비는 실제 교량에서 측정되는 감쇠비보다
는 작은 값으로 안전측의 동적기준치 검토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적 성능기준 항목별로 열차속도에 따른 최대값을 아래 그림 3부터 그림 8까지 나타냈다. 임계속도 
또는 부임계속도에서 최대값이 다른 속도일 때와 비교하여 확연히 큰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열차에 의한 가진 주파수와 교량의 고유진동수가 일치하여 공진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1530



그림 5. 상판연직가속도 그림 6. 단부 수직처짐

그림 7. 단부 교축변위 그림 8. 면틀림

열차에 의한 가진 주파수와 교량의 고유진동수가 일치하여 공진이 일어나게 되는 임계속도에서의 시
계열 해석 결과를 보면 공진이 발생할 때 교량의 거동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9에서 그림 
10은 대상교량의 임계속도에서의 경간 중앙부 수직처짐에 대한 시계열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KTX속도 200km/hr 일때, 경간장 45m 
강상형 교량 경간 중앙부 수직처짐 

그림 10. KTX속도 160km/hr 일때, 경간장 50m 
강상형 교량 경간 중앙부 수직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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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도표 4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상교량의 동적 성능기준과 유한요소해석 결과로, 최대치를 요약한 
것이다.

도표 4. 동적 성능기준 및 해석 결과 최대치
항 목

45m 강상형 50m 강상형

한계치 KTX 한계치 KTX

고유진동수 (Hz) 2.48∼5.50 2.96 2.33∼5.08 2.44

중앙 수직처짐 (mm) 22.0 7.80 31.3 11.42

충격계수 (%) 31.0 44.6 30.4 56.8

상판 연직가속도 (g) 0.35 0.114 0.35 0.193

단부 수직처짐 (mm) 2 0.423 2 0.573

단부 교축변위 (mm) 8 1.653 8 2.203

상판 면틀림 (mm/m/3m) 1.5 0.330 1.5 0.484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신형식 교량이 개발되고 있는 중지간 교량보다 장교량인 경간장 45m에서 
50m까지의 철도교에 적용이 가능한 강상형 교량을 대상으로 동특성 및 동적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고려
대상 교량인 경간장 45m와 50m 강상형 교량은 충격계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국내외 고속철도 교
량 관련 동적안정성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격계수 항목에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데 이는 교량의 공진속도가 설계속도 대역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격계수만이 동적안정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연직가속도, 수직처짐, 단부변위 등의 다른 동적성능 항목이 기준치를 충
분히 만족하고 있으므로 동적안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속철도교량 설계 시 경간장 
45m와 경간장 50m 강상형 교량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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