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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increasing construction of long span railway bridge with concrete track system for speed up of railway 
and efficient maintenance of track. As the sleeper of the concrete track system layed on a bridge is fixed on 
deck of the bridge, the displacement of the sleeper and deck is same. Therefore, the spacing between two 
sleeper installed at the end of the adjacent deck near the expansion joint of bridge becomes vary according to 
the longitudinal expansion of a deck by temperature change. By the way, if the spacing of sleepers become 
increase excessively, it causes large bending stress of in a rail, and it can leads failure or reduction of fatigue 
life of the rail.  And also the excessive displacement of the rail may induce decrease ride comfort.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uch problems, the allowable maximum sleeper spacing at a bridge expansion joint was 
mutually determined. And, the determination procedure of the maximum bridge expansion length based on the 
allowable sleeper spacing was suggested. 

1. 서론

철도의 고속화를 위한 선형의 직선화에 따라 장경간 철도교량의 건설이 증가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

을 증대를 위하여 콘크리트 궤도의 부설이 일반화됨에 따라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장경간 교량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콘크리트궤도는 교량 상판에 침목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부설되기 때문에 

교량 상판과 침목이 일체로 거동하게 된다. 따라서 교량의 신축이음 구간에서 교량 상판의 종방향 온도 

신축에 따라 침목도 일체로 움직이게 되므로 인접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침목과의 간격이 교량의 종방

향 신축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교량의 종방향 신축량의 변화가 크면 침목간격의 변화도 크게 발생한

다. 그런데 침목의 간격이 너무 크게 증가되면 레일의 침목 간 지지간격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레일에 

과도한 휨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 레일의 파단 또는 피로에 따른 수명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일의 과도한 처짐으로 차량의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점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궤도 부설 교량의 신축부에서의 허용 침목 간격을 결정하

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침목간격이 허용범위 내로 유지될 수 있는 교량의 최대 신축장 결정 절차를 제

시하였다. 

2. 교량 신축부에서의 적정 침목간격의 검토

2.1 침목간격 결정의 영향 인자

 고속철도 교량신축부에서 교량침목간격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교량신축부를 통과하늘 차량이 

레일에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동적레일 응력과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윤

중변동률, 레일의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레일의 1차 처짐과 2차 처짐의 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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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인자별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레일의 허용응력에 관한 기준은 레일응력을 산정하기 위한 유한요
소 해석시에 궤도틀림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철도설계편람(궤도편)2)에 제시된 장대레일의 허용응력인 
130MPa에서 궤도틀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허용응력의 70%의 만을 고려하여 90MPa을 기준으로 하
였다. 윤중변동율의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이 없어 일본의 철도구조물 등 설계표준․동해설-변위제한편4)

에 제시된 궤도틀림에 의해 차량에 발생되는 최대수직가속도와 윤중감소율의 한계값과의 관계식으로부
터 연직동요가 탁월한 경우에 해당하는 0.13을 기준값으로 적용하였다. 레일의 파상 마모 발생 여부 검
토의 경우, 국내기준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Josef Eisenmann의 논문3)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레일의 처짐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처짐()과 2차 처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호한 구간의 1차 수직처짐에 대한 2차 수직처짐의 비()는 3%~4%이며 불량한 구간의 1차 
수직처짐에 대한 2차 수직처짐의 비()는 6%~7%비로부터 6%를 한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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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레일의 처짐

2.2 영향인자별 침목 간격 한계 검토

2.2.1 레일의 응력 및 윤중변동률 검토

 레일의 동적하중에 의한 휨응력과 윤중변동율을 검토하기 위하여 차량과 궤도의 동적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개발한 차량-궤도 동적상호작용 전용 해석프

로그램인 DART-NL을 사용하였다.

    ○ 해석 조건

     - 레일 : UIC 60

     - 차량종류 : KTX

     - 주행속도(km/h) : 150, 200, 250, 300, 350

     - 일반구간 침목간격(mm) : 650

     - 교량 신축부 침목간격(mm) : 700, 750, 800, 900, 1,000

     - 패드강성(kN/m, 동적강성) : 30, 50, 70, 90

    ○ 해석 모델

       - 궤도 모델

         궤도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 중에서 레일은 전단을 고려한 Timoshenko 보요소, 레일패드는 스프

링과 댐퍼, 침목은 TCL과 일체로 거동하기 때문에 별도로 모형화하지 않았으며, TCL은 보요

소, 탄성분리재는 스프링과 댐퍼, PCL과 교량상판은 보요소로 간주하여 궤도를 모델링하였다.

레일

레일 패드

TCL

탄성분리재

PCL

교량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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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모델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행하는 20량 1편성의 차량을 고려하여 해석하

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윤중의 경우, 가장 큰 중량을 가진 동력차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

나므로 효율적인 해석을 위하여 동력차 부분만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차체는 강체거

동을 하는 질량체로, 차체 아래의 2차 현가장치는 스프링과 댐퍼로, 대차는 강체거동을 하는 

질량체로, 대차아래의 1차 현가장치는 스프링과 댐퍼로 모델링하였으며, 차량의 바퀴는 강체거

동을 하는 질량체로 모델링하고, 휠과 레일의 접촉효과는 헤르쯔안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 해석 결과

       차량-궤도 동적상호작용해석에 의해 레일에 발생되는 휨응력은 해석에 고려된 모든 경우에 대하

여 최대 63.7Mpa의 응력이 발생되어 기준값인 90Mpa에 크게 못 미치게 나타나 해석에 고려된 최

대 침목간격인 100cm의 경우에도 레일의 응력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중변동률의 경우에는 패드의 동적강성이 증가할수록 침목의 간격이 클수록 윤중변동률이 크게 

나타나, 침목간격이 800mm 이상인 경우 윤중변동률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레일응력 : 기준값 90MPa
속도

(km/h)
패드강성
(kN/m)

침목간격(mm)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150
30 49.735 49.575 51.367 53.068 54.903 56.624 58.422 60.201 61.980 
50 45.392 45.247 47.132 48.937 50.865 52.669 54.551 56.394 58.237 
70 42.998 42.823 44.816 46.718 48.706 50.579 52.496 54.395 56.275 
90 41.681 41.479 43.558 45.526 47.562 49.469 51.411 53.331 55.209 

200
30 48.969 48.885 50.765 52.748 54.712 56.736 58.779 60.775 62.987 
50 44.647 44.391 46.397 48.472 50.527 52.640 54.776 56.860 59.141 
70 41.866 41.487 43.607 45.786 47.945 50.154 52.365 54.545 56.907 
90 39.869 39.470 41.697 43.993 46.258 48.556 50.858 53.123 55.564 

250
30 48.375 48.233 50.199 52.454 54.309 56.721 58.977 61.322 63.650 
50 44.182 43.785 45.913 48.197 50.143 52.601 54.935 57.340 59.739 
70 41.433 40.833 43.036 45.378 47.412 49.942 52.351 54.834 57.319 
90 39.428 38.653 40.937 43.346 45.493 48.100 50.594 53.156 55.732 

300
30 47.884 47.690 49.284 51.676 53.742 56.361 58.543 60.848 63.299 
50 43.739 43.520 45.231 47.633 49.752 52.350 54.593 56.959 59.448 
70 41.049 40.586 42.416 44.845 47.016 49.642 51.963 54.403 56.944 
90 39.078 38.416 40.330 42.787 45.036 47.710 50.116 52.630 55.251 

350
30 47.087 46.725 48.574 50.504 53.283 55.186 57.701 60.053 62.780 
50 43.402 42.952 44.804 46.768 49.489 51.452 53.944 56.356 59.039 
70 40.655 40.202 42.089 44.075 46.794 48.802 51.313 53.812 56.483 
90 38.505 38.113 40.033 42.059 44.780 46.843 39.696 51.964 5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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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변동율 : 기준값 0.13
속도

(km/h)
패드강성
(kN/m)

침목간격(mm)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150
30 0.056 0.056 0.057 0.059 0.061 0.064 0.067 0.070 0.074 
50 0.067 0.067 0.072 0.075 0.079 0.083 0.087 0.092 0.098 
70 0.084 0.084 0.092 0.097 0.102 0.106 0.110 0.114 0.119 
90 0.107 0.106 0.115 0.120 0.123 0.125 0.128 0.131 0.133 

200
30 0.061 0.060 0.063 0.066 0.070 0.076 0.081 0.086 0.090 
50 0.067 0.067 0.074 0.080 0.088 0.096 0.106 0.117 0.129 
70 0.079 0.075 0.087 0.099 0.112 0.126 0.141 0.156 0.172 
90 0.094 0.090 0.108 0.124 0.142 0.159 0.178 0.196 0.215 

250
30 0.071 0.064 0.070 0.079 0.086 0.095 0.102 0.110 0.118 
50 0.071 0.068 0.072 0.078 0.085 0.092 0.099 0.112 0.129 
70 0.073 0.073 0.077 0.089 0.102 0.117 0.135 0.155 0.179 
90 0.084 0.079 0.090 0.110 0.130 0.151 0.176 0.202 0.232 

300
30 0.088 0.072 0.083 0.095 0.107 0.117 0.131 0.140 0.153 
50 0.084 0.073 0.079 0.089 0.101 0.112 0.125 0.135 0.149 
70 0.084 0.076 0.084 0.092 0.103 0.114 0.128 0.153 0.182 
90 0.085 0.080 0.087 0.095 0.113 0.141 0.169 0.200 0.237 

350
30 0.103 0.080 0.095 0.110 0.126 0.141 0.156 0.170 0.186 
50 0.099 0.077 0.089 0.105 0.122 0.137 0.156 0.176 0.198 
70 0.099 0.078 0.094 0.111 0.132 0.149 0.170 0.194 0.221 
90 0.100 0.082 0.099 0.114 0.137 0.156 0.179 0.207 0.235 

2.2.2 레일의 파상마모 검토

    레일 파상마모 검토의 결과는 참고문헌 1)에 제시된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레일의 처짐에 대한 해석 프로그램은 범용구조해석프로그램인 MIDAS를 사용하였고 해석조건 및 해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 해석 조건

       - 레일 : UIC60(E : 210,000N/mm2, I : 30,550,000mm4) 

       - 차량 하중 : KTX II (축중 17ton 적용)

       - 동적할증계수 : 1.5 적용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안) 궤도편)5)

         ※궤도재료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속도에 따른 동적할증계수를 고려한 동적하중을 사용

        

  ▪ 설계축중 P = 170 kN

  ▪ 설계윤중 Q = P/2 = 170/2 = 85 kN

  ▪ 유효윤중 Qeff = Q× 1.20 = 85× 1.20 = 102 kN

* 캔트부족 또는 초과에 의한 증가율 = 20 %

  ▪동적하중 Qdyn = Qeff× DAF = 102× 1.5 = 153 kN

        - 레일패드 스프링정수

         궤도부재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안전측의 설계를 위해 동적 스프링정수를 사용

구분 KCT-Ⅱ 비고

정적 스프링계수 40.5
단위 : kN/mm

동적 스프링계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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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결과

       침목간격에 따른 레일의 1차 수직처짐에 대한 2차 수직처짐의 비()에 대한 검토 결과, 침목

간격이 675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 6% 이상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1  case2  case3 

침목간격 mm  650  675  680 

동적기초계수 ksta N/mm.mm  83.54 80.44 79.85 

동적특성길이 Lsta mm  744.5  751.5  752.9 

동적레일 처짐 w mm 0.664 0.683 0.664 

레일 2차 처짐 w mm 0.036 0.041 0.042 

처짐비 % 5.44 5.96 6.28 

2.3 교량신축부 허용 침목 간격 결정

이상과 같이 침목간격에 따른 레일의 휨응력, 레일의 1,2차 처짐비, 윤중변동률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레일 휨응력의 경우에는 1,000mm의 침목간격에도 허용범위 이내에 존재하며, 윤중변동율의 경우도 침
목간격이 800mm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상마모의 방지를 위한 
레일의 1차 수직처짐에 대한 2차 수직처짐의 비()에 대한 검토기준에 대해서는 침목간격이 675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 6% 이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레일파상마모 방지를 위한 검토

기준의 경우,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고 동일한 침목간격이 반복될 경우를 가정하여 제안된 기

준으로서,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이 교량신축부에 국부적으로 침목간격이 확대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 여

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안전측의 검토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향후에 보다 심도있는 연

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침목간격의 제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전측의 결과인 675mm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3. 교량의 특성에 따른 신축량 분석 및 허용 최대 신축장 결정방법 제시

  교량의 신축부 간격의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 중 온도에 의한 변화는 매일 일 

온도변화에 의한 변화범위로 1주기를 가지고 신축을 반복하지만 이 신축량은 상대적으로 계절별 온도변

화에 의한 신축량에 비해 작으므로 이 온도변화를 무시한다면 연간 계절별 온도 변화에 따른  변화범위

를 가지며 1년 한 주기를 거의 유지하며 신축을 반복한다.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를 재료로 사용하는 교

량은 기본적으로 건조수축과 크리프 현상에 의한 수축이 교량의 교축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교량 

신축량은 교량의 형식, 즉 기하학적인 형식과 재료적인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교량의 특성에 따른 신축량을 분석하고, 침목간격을 고려한 콘크리트궤도 부설 교량의 허

용 최대 신축장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3.1 교량의 특성에 다른 신축량 분석

3.1.1 교량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른 상판의 신축영향 분석

교량의 기하학적 형상은 크게 온도에 대해 교량 신축부의 신축이 선형적으로 반응하는 직선형 교량형식

과 온도신축에 대해 종방향 신축량이 비 선형적으로 반응하는 3차원변형억제 구조를 가진 3차원 교량형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선형 교량형식으로 일반 거더형식 교량과 트러스 형식 교량을 예

로 들어 분석하였으며, 3차원 교량으로 2-Fix 아치형식 교량과 2-Fix 거더형 교량, 그리고 2-Fix 케이

블 교량을 예로 들어 분석하였다. 특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고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모든 형식의 교

량에 대해 경간구성은 30m+50m+30m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도록 하여 분석하였다. 이 형식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량에 적용되는 일반적이 형식인 거더형식 교량의 경우가 가장 신축량이 크고, 특히 최

근의 대부분의 콘크리트교량에 적용되는 PSC 콘크리트교량의 경우가 가장 신축이음부의 변위 특히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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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범위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치형식이나 케이블교량, 2-지지점을 갖는 거더형 교량 등 

기하학적으로 온도변형을 억제하는 구조가 그 기하학적 특성을 발휘하게 되도록 변형된 교량 형식의 경

우는 직선형 거더형식 교량보다 적은 신축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하학적 형식 받침 경계조건주) 적용 
온도하중

상판신축(mm)
온도하중 Creep 

Shrinkage
조합 

최대신축
PSC콘크리트

거더 형식
(3경간 연속 PSC박스)

±15℃ ±12.0 -32.0 -20.0
-44.0

아치 형식
(상로 콘크리트 아치) ±15℃ ±7.1 -7.1 0

-14.2
트러스 형식
(강트러스) ±35℃ ±33.6 - ±33.6

PSC콘크리트
거더 형식

(3경간 연속 PSC박스
- 2fix 받침)

±15℃ ±8.2 -21.7 -13.6
-29.9

PSC콘크리트거더 형식
(3경간 연속 PSC박스

- 2fix 라멘강결)
±15℃ ±8.1 -21.5 -13.5

-29.6
케이블 교량형식

(ED교) ±15℃ ±8.1 -21.7 -13.6
-29.8

     주) 30m+50m+30m의 동일한 경간장 적용

 + 방향 : 구조물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신축간격이 줄어드는 방향

 - 방향 : 구조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신축간격이 늘어나는 방향

그림 2. 교량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른 상판의 신축영향 분석

3.1.2 교량의 재료적 특성에 따른 상판의 신축영향분석

  교량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강재는 열팽창계수의 차이와 열전도율의 차이로 말미암아 온

도신축량이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콘크리트의 경우는 건조수축과 크리프 현상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축량이 더욱 커지게 된다. 콘크리트의 이러한 성질은 특히 콘크리트에 지속적인 압축력을 가하게 되

는 PSC콘크리트 교량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크기들을 비교하여 보면 PSC 콘크리트 교량

이 오히려 열전도율이 큰 강재를 사용하는 교량이 온도범위를 크게 적용하는 것보다 더 큰 수축이 발생

하는 것을 발견할 있다.

재료적 형식 받침 경계조건 적용 
온도하중

상판신축(mm)
온도하중 Creep 

Shrinkage
조합 

최대신축
콘크리트거더 형식

(3경간 연속 PSC박스) ±15℃ ±12.0 -32.0 -20.0
-34.0

강합성 형식
(강합성)

±15℃(상판)
±35℃(주형) ±24.0 -7.2 +16.8

-31.2
강형식

(트러스 등) ±35℃ ±33.6 0.0 ±33.6
철근콘크리트

(라멘) ±15℃ ±8.1 -8.1 0
-16.1

그림 3. 교량의 재료적 특성에 따른 상판의 신축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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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콘크리트궤도 부설 교량의 허용 최대 신축장 산정 방법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일한 경간구성과 경간장을 가진 교량이라도 교량의 기하학적 형식과 

교량의 재료적 특성에 따라 신축량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서는 강

트러스 거더교가 가장 신축길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상로형식의 콘크리트아치교가 가장 

작은 온도신축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재료적인 영향을 보면, Creep과 Shrinkage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콘크리트 교량의 경우, Creep과 Shrinkage가 수렴되기 전에는 온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Creep과 Shrinkage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신축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궤도
에서 요구되는 침목간격의 확보를 위하여 교량의 신축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온도에 의한 영
향 뿐 만 아니라 재료적 특성과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신축장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
편 궤도의 요구조건 만족뿐 만 아니라 교량의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유간 즉, 여기에 교량신축

이음장치의 유지보수, 교체 등을 위해 반드시 일정한 간격의 최소 유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제동하중

이나 지진하중 등 교량의 종방향 하중에 의한 종방향 변형 발생 시 신축이음부에서의 구조물 상호 충돌

을 방지 하기위해서도 반드시 신축부 여유간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궤도가 부설되는 교

량의 신축장 결정하기 위해서는 온도에 의한 교량의 신축 현상 뿐 만 아니라 교량의 고유기능을 만족하

기 위한 교량 신축부에서의 요구조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궤도-교량 동적상호작용해석을 포함한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교량신축부에서의 최대 허용침목간격을 

산정하여 보았으며, 이를 만족하는 교량의 신축장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침목의 최대 

허용간격은 675mm 이하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교량의 신축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온도

에 의한 교량의 신축 현상 뿐 만 아니라 교량의 고유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교량 신축부에서의 요구조건

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시된 침목의 최대 허용간격은 매우 안전측의 

값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실험적, 이론적 연구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관찰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침목간격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량의 허용신축량을 산정하는 표준화된 절차의 수립

이 필요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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