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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expansion which occurs at the high speed rail joint is proportional to the free length 

from the point of fixity. This thermal expansion behaves similar to free expansion because the 

girder longitudinal stiffness is much larger than longitudinal resistance of rail pads. But the 

longitudinal displacement in the long rail is nominal because the longitudinal support condition 

of the girder is normally MFM(movable-fix-movable) system. Due to these girder expansion 

characteristics, there is longitudinal relative displacement at the rail pad and rail fastener 

spring which connects rail and girder.

If the relative displacement between rail and girder is beyond the elastic limit for the rail pad, 

rail fastener system shall be applied using sliding fastener to prevent rail pad damage and 

fastener separation resulting from slip. On the other hand, train vertical vibration and tilting 

can occur due to the lack of fastener vertical force if the sliding fastener is applied at the 

girder joint. In the high speed rail bridge, vibration can occur due to the spring stiffness of the 

elastomeric bearing, also both vertical downward and upward displacement can occur. The 

elastomeric bearing vertical movement can cause rail displacement and finally the stability of 

the ballast is reduced because the gravel movement is 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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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속철도교량의 신축부는 고정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온도 신축이 발생되며 레일패드의 종방향 저항력

에 비해 거의 무한인 거더의 종방향 강성으로 이곳의 온도 신축은 자유신축과 유사한 거동을 한다. 또한 

상부 레일은 거더의 종방향 경계조건이 대부분 MFM(가동-고정-가동) 형식이므로 장대레일의 종방향 변위

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더신축 특성은 레일과 거더를 연결시키는 레일패드와 레일체결 스프링

에 종방향으로 상대 변위를 발생시키게 된다. 

  레일-거더 상대변위가 레일패드의 탄성변위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마찰에 의한 활동(미끄러짐)으로 

레일패드가 손상되고 체결구가 이탈될 수 있으므로 이곳에 활동체결구 등을 설치하여 상대변위에 저항하지 

않는 레일체결시스템이 적용된다. 그러나 거더 신축부에 활동체결구 설치는 체결구의 수직력 감소로 열차

의 수직진동이나 틸팅운동이 유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고속철도교량의 신축부 교각 위의 교량받침은 탄성받침으로 열차의 주행에 따른 탄성받침의 스프링

강성에 의해 진동이 유발되며, 열차주행선에서는 탄성받침의 수직하향 처짐이 발생되는 반면 반대편 탄성

받침에서는 이와 반대로 상향 솟음이 발생되기도 한다. 탄성받침의 수직거동은 거더 신축부 위에 있는 레

일의 처짐으로 열차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갈도상의 경우 자갈의 유동을 증가시켜 도상의 안정

이 저하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속철도교량 신축부의 진동 및 신축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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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찰하였다.

2. 교량신축부 거동 특성

  교량신축부의 거동에 의한 영향으로는 거더의 온도신축의 영향, 열차하중에 의한 거더의 회전변위와 

교량받침의 탄성단축으로 인한 단차, 시․제동에 의한 거더 및 교각의 종방향 변위 및 교량상 열차 주행

에 따른 열차의 가진 등으로 이들은 교량 신축부의 도상자갈의 거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2.1 거더신축부 온도신축

  겨울철 온도하강에 따라 거더가 고정점을 중심으로 단축되게 거더신축부 사이 자갈의 일부가 거더를 

따라 이동됨으로 신축부의 자갈이 느슨한 상태가 되고 다소 침하된다. 이는 상부 침목의 수직지지력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곳 거더의 불연속성 증가로 더욱 불리하게 되어 동절기 교량에서 열차주행에 따라 

이곳의 레일이 침하되고 궤도틀림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는 주원인이다. 이들은 교량의 거동과 상호작

용에 의하여 더욱 심화될 것이다.  

2.2 열차하중에 의한 거동

  교량상 열차가 주행하게 되면 연행되는 열차의 하중에 의하여 교량은 다양한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 

이중 거더 신축부 궤도틀림에 영향을 미치는 거동으로서는 거더 수직처짐에 의한 단부 회전으로 인한 

신축부에 종방향 변위가 발생되며 거더 수직변위와 유사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경부고속철도 교량에 설치된 교량받침은 탄성받침으로 열차의 충격에는 유리할 것이나 열차의 동적 

거동에 의하여 수직으로 거동됨으로서 거더 단부의 회전으로 인한 수평거동과 복합적인 동적 거동을 나

타내게 된다. 특히 열차하중의 통과로 인한 신축부 전후 거더에 수직 단차를 발생시켜 상부의 도상자갈

의 거동을 복잡하게 함으로서 궤도 틀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량의 시․종점부에서는 교대의 무

한 강성으로 이어지므로 충격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어 열차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교량의 강

성천이 구간으로 연결됨으로 이곳의 궤도 파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열차의 시동이나 가속 또는 주행중 제동을 하게 되면 종방향으로 하중이 발생하게 되고, 이 힘이 레일을 

통하여 궤도 및 노반에 전달되게 된다. 이는 자갈에 위치한 침목을 종방향으로 거동시키게 된다. 토노반의 

경우에는 종방향력이 레일-침목-자갈-노반으로 전달됨으로서 이들 종방향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교량 

특히 거더 신축부에서는 온도신축 및 열차에 의한 거더거동으로 인한 거더 신축부의 회전 ․ 수직거동 및 교

량받침의 수직거동 등이 추가되어 전체 거동이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더욱이 교각의 강성이 낮은 경우에

는 종방향으로 이동이 증가되어 거더 신축부의 자갈 이완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UIC-774-3R에서는 시․제동시 유도상 궤도가 부설된 거더의 종방향 절대변위를 5mm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

량-궤도의 상대변위는 4mm로 제한하고 있다. 고정단이 있는 연속지점을 중심으로 이곳의 교각이  종방향으

로 변위가 발생되면 시 ․ 제동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거더신축부의 도상자갈거동에 거더 전체의 이동으로 인

한 거더신축부의 도상자갈 이완이 추가 되게 된다.

  열차가 교량상을 주행하게 되면 처짐과 진동을 유발시킨다. 거더는 열차 하중에 의하여 거더의 중앙 부

분에서 최대 처짐이 발생되며 이러한 변위 형상이 연속되는 경우 열차 차체의 pitching운동이 증폭되어 열

차의 진동이 증가됨으로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이 저하된다. 거더의 변위형상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열

차 주행속도에 의한 윤중의 타격 주기가 거더의 고유진동과 근접하게 되면 가진에 의해 거더의 진동은 증

폭될 것이다. 이러한 동적거동에 의한 거동의 증폭은 자갈도상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고속철도교량의 신축부 교각의 교량받침은 탄성받침으로 열차의 주행에 따른 탄성받침의 스프링강성에 

의해 진동이 유발되며, 열차주행선에서는 탄성받침의 수직하향 처짐이 발생되는 반면 반대편 탄성받침에서

는 이와 반대로 상향 솟음이 발생되기도 한다. 탄성받침의 수직거동은 거더 신축부 위에 있는 레일의 처짐

으로 열차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갈도상의 경우 자갈의 유동을 증가시켜 도상의 안정이 저하되

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궤도틀림이나 거더의 동적 거동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량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기존 교량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설계단계에서도 안전성, 사용성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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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레일-TCL-거더 

온도변위(FMFM)

그림 4 레일-TCL-거더 

온도변위(Semi-RiGid)

그림 5 레일 온도축력(Semi-RiGid)

그림 1 장대레일 해석모델

그림 3 레일 온도축력(FMFM)

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받침의 보강 및 거더신축부 TCL의 연속화에 따

른 수치해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이들은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향후 설계에서도 반

영할 수 있을 것이다.

2.3 신축부 정동적 변위 저감 방안

  거더 신축부의 정동적 거동에 의한 궤도틀림의 진행이나 열차의 승차감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

로 활동체결구를 설치하여 신축부 도상자갈의 이완이나 레일패드의 밀림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계측 및 

연구결과가 있었다[2,4]. 문헌[1]에서는 신축부 침목의 결속이나 받침의 경계조건의 변화에 따른 신축부 

거동 특성을 연구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일패드의 밀림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교량 신축부 위의 콘크리트 궤

도(TCL)를 일정구간(10m) 연속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온도에 의한 레일패드의 상대변위를 저감시키고 

거더신축부 동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탄성패드로 되어 있는 교량받침을 보강시켜 온도해석과 KTX주행

에 따른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이들에 의한 개선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궤도틀림이나 거더의 동적 거동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량구조를 개선은 더 많은 연

구와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TCL연속화는 TCL과 거더와의 마찰 문제, TCL층의 동적거

동, 유지관리 문제, 시험부설을 통한 효과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해석 및 고찰

3.1 개요

  고속철도교량의 거더신축부 진동 및 종방향 상대변위 저감방안

에 대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점부 탄성받침의 보강과 거

더 신축부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궤도(TCL)를 연속화하는 방안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이들의 효과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거

더신축부에서의 레일-거더 온도신축에 따른 상대변위에 의한 패드

의 밀림 등 레일체결시스템의 상대거동 감소를 위해 거더신축부

에서 TCL를 연속시켜 이들의 거동도 비교하였다. 

  수치해석모델에서 상부거더는 solid 요소로 실제 단면과 유사하게 

하였고 교각은 frame 요소로, 탄성받침은 link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본 수치해석은 안전성이나 사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석보다는 교

량의 여러 조건에 따른 신축부나 교량의 거동에 대한 결과를 검토

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주목적 이다. 따라서 

교량의 기하적 특성은 실제와 유사하게 모델링하였고 기타 물성은 

실제 교량에서 측정한 거더의 처짐, 신축부 교량받침의 거동 및 동

적특성 등을 유사하게 parameter study를 통하여 기존의 물성들과 크

게 상이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특히 동적거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KTX 주행에 따른 지점부 탄성받침의 수직처짐이 시험운행 초

기의 계측치가 약 0.3mm 였으나 근래에는 0.15mm 정도로 1/2로 감

소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탄성받침에서 고무층이 시간적 경화에 따

른 정상적인 탄성감소에 따라 수직처짐의 감소나 계측상의 오차에 

인한 것일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여기서는 상대적 비교검토이므로 동일 조건

에서 각 개선 방안에 대해 해석하고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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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CL연속화 해석모델

그림 8 슬래브만 30도 상승 

시거동

온도 적용 거더신축부 종변위

슬래브 복․하부 단면상단 단면하단

+30℃ 0℃ 8.56mm 4.70mm

+30℃ +15℃ 10.80mm 8.70mm

+30℃ +30℃ 13.03mm 12.88mm

동절가 온도하강시에는 거더 상하부 온도차 미소

표 1 거더 온도신축 해석

형 식
체결구

상대변위
중앙신축부
레일축력

비고

FMFM 7.5mm 228.9kN 중앙신축부 
레일축력
상대적결과임

MFM 13.3mm 238.8kN

TCL연속 11.4mm 71.4kN

표 2 레일-거더 온도신축 해석

3.2 온도신축에 따른 레일-거더 상대변위 해석

  거더의 온도신축은 상부 장대레일의 연속성과 거더 신축부의 불

연속에서 발생되는 상호 온도신축에 따른 상대변위에 영향을 받는

다. 장대레일의 부동구간에 있는 레일은 온도에 신축하지 않으나 

하부 거더의 가동단에서 온도신축으로 인한 체결구의 체결력에 의

해 미소 변위를 발생시키며 고정가동이 연속(FMFM형식)되는 단순

교 형식에서는 레일이 상당부분 거더의 신축방향 쪽으로 이동된다. 

거더의 온도변화에 따른 온도축력은 레일의 강성에 비해 거의 무한

이고 이를 전달하는 레일 체결구의 종방향저항력은 아주 미소하다. 

따라서 거더의 온도신축변위는 자유롭게 신축하므로 FMFM 형식에

서는 거더신축의 약 1/2정도가 레일-거더 상대변위가 발생되며, 고

속철도교량과 같은 FMF방식에서는 거더신축 변위는 레일-거더 상

대변위와 거의 동일하다. 즉 레일-거더 상대변위 측면에서는 고속

철도교량의 FMF방식이 가장 불리한 것이다.

  일반적인 단순 철도교 형식인 고정-가동(FMFM)에 대한 

온도해석모델 및 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1~그림3이다.   

  고속철도교에서 대표적인 형식인 80m(2@40m)와 같이 가

동-고정-가동(MFM)에 대한 온도해석모델 및 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4~그림5이며 이는 중앙 고정단을 생략하면 교량

이 대칭인 경우 가동단이 반고정(Semi-Rigid)상태와 유사한 

거동을 하게 되므로 이들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1은 거더의 온도해석에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를 가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슬래브 상부와 복부 및 하부 온도가 각각 3

0℃, 15℃상승한 경우 거더 상부에 비하여 거더 하부는 약 

2mm정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상부의 온도 상승에 따른 거더 

중앙부의 솟음에 의한 것으로 거더신축부 계측시 대부분 거더

의 하부에서 계측하므로 정확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이다. 거더가 강형인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

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표2는 상부 레일 패드의 상대 변위와 장대레일의 축력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MFM 방식이 상

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신축부 상부 TCL연속시킨 경우 장대레일-거더 상대변위는 연속된 

TCL의 길이에 따른 온도 변화만큼 상대변위가 감소되며 이 상대변위가 곧 TCL에서의 레일-TCL 상대변

위가 된다. 따라서 연속된 TCL 위의 장대레일-TCL 사이의 레일패드 상대변위는 거의 발생되지 않게 된

다. 이러한 장대에 반하여 연속된 TCL과 하부의 거더사이의 상대변위가 발생되므로 이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 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거더 신축부 위의 PCL의 연속화는 거더신축부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속된 TCL은 사실상 짧

은 거더가 하나 더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이므로 레일축력이 크게 감소되어 아주 유리하게 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 적용된 콘크리트 도상에서 40m+40m 2경간 연속거더의 신축부 레일-거더 상대

변위는 하루 동안의 온도변화량이 5℃인 경우 약 2mm(±1mm) 신축되며, 10℃인 경우 4mm(±2mm)가 신

축된다. 1일 온도변화량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10℃미만이므로 1일 신축량은 레일패드의 탄성변

형량 2mm미만이므로 레일패드의 손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절기로부터 하절기까지 

온도변화는 약 50℃정도이므로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레일패드는 내측으로 밀림현

상이 발생되며, 반대로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에는 레일패드의 외측 밀림현상이 발

생된다. 주기적인 기온의 장기 변화에 따른 거시적 장대레일-거더의 상대변위에 주야로 온도의 상승과 

하강을 거치면서 레일패드의 상대변위가 추가되어 탄성한계를 벗어나므로 레일패드는 손상되고 경화도 

가속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 신축부의 진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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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거더처짐(Uz) 신축부(Ux) 지점부(Uz)

S1T1 S1T2 S1T1 S2T1 S1T11S2T11

기존받침(A) -1.48 -1.070 -0.102 -0.080 -0.397 -0.411 

(A)+Slab -1.46 -1.070 -0.076 -0.085 -0.346 -0.330 

받침보강(B) -1.31 -0.993 -0.098 -0.096 -0.096 -0.099 

(B)+Slab -1.29 -0.985 -0.070 -0.079 -0.086 -0.086 

표 4 보강방법에 따른 위치별 변위 

그림 8 동적해석 모델(2×2@40)

3.3 신축부 동적 거동 해석

  전술한바와 같이 거더신축부에 설치된 탄성받침은 탄성스프링

에 의해 열차의 주행에 따라 진동을 유발시키는 구조형식이다. 

문헌3에서 신축부 받침의 경계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동

적거동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탄성받침의 강성변화(경화)

로 강성의 불균형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신축부의 

경계조건을 받침은 기존 탄성받침과 보강탄성받침 그리고 신축부 

TCL층은 기존의 불연속과 연속으로 조합하여 4개의 조건에 대하

여 KTX 주행에 따른 200km/h부터 10km/h씨 증속시키면서 

~310km/h까지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해석모델 및 해석결과들을 나타낸 그림 및 표이다.

기존 신축 이음부 신축 이음부 slab(TCL) 연속화

거더

중앙부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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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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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종

방향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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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강방법별 거더의 최대 동적거동( KTX 270km/h)

  위의 그림11은 KTX 270km/h 주행에 따른 중앙지점, 

거더신축부 및 교량받침부의 동적거동을 나타낸 그림이

다. 80m(2@40m) 거더에서 동적거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

고 있으며 거더의 수직진동에서 거더의 진동이 열차의 

통과에 따라 가진되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더의 

수직처짐은 탄성받침을 보강한 경우 수직처짐이 약 

0.1~0.3mm 정도 감소되며 이는 교량받침에서의 감소량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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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TX 주행에 따른 보강방법에 대한 거동(28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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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거더 중앙부 수직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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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신축부 종방향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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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받침부 수직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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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종방향 상대변위(TCL연결 vs 비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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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받침부 상대변위(TCL연결 vs 비연결)

거더신축부 종방향 변위는 각 방법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받침의 수직변위는 받침을 보강한 경

우가 보강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1/3정도로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고 TCL 연속한 경우가 연속하

지 않은 경우보다 저감됨을 알 수 있으며 열차 속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탄성받침 

보강에 따른 받침의 진동저감은 도상자갈의 안정과 신축부 위에 있는 레일 패드의 경화나 노후화를 저

감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전후 거더 신축부 교량받침들의 각 위치에서 절대변위를 나타낸 것이고 신축부 도상자갈의 이완이

나 레일패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후 거더의 신축부에

서 발생되는 상대 변위를 나타낸 것이 그림15와 그림16이

다.  그림 16은 거더 신축부에서 레일-거더(TCL) 종방향 

상대 변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변위가 열차 주행에 따른 

레일패드에서 발생되는 패드의 종방향 전단변형 또는 밀림

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기존의 신축(TCL 분리)에서 레

일패드의 상대변위량은 0.1mm 정도이나 TCL을 연속화 했

을 때 패드의 상대변위는 약 0.02mm로써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열차주행에 따른 패드의 상대변위가 0.1mm정

도로 미소하나 온도신축에 의한 상대변위로 패드가 소성변

형상태인 경우에는 이들의 영향도 받게 될 것이다. 

  그림 16은 전후 거더 사이에 발생되는 탄성받침의 상대 

처짐으로 이는 전후거더 사이에 일종의 단차로 작용되어 

도상자갈의 동적안정을 저해하는 동적거동이다. 기존의 거

더 신축에서는 최대 약 0.4mm의 상대변위가 발생되며 

TCL연속화 조건에서는 거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더신축부 위에 TCL층이 연속되어 있으므

로 종적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고속철도 거더 신축부 상대변위 및 진동저감을 위한 신축부 위의 TCL연속화와 탄성받침의 강재 등을 

사용하여 강성을 증가시키고 온도해석과 KTX주행에 따른 동적 해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탄성받침의 강성보강으로 거더 신축부 교량받침의 수직처짐과 거더의 처짐도 감소되었으며 신축부의 

동적 거동이 안정됨을 알 수 있었다. TCL연속화를 통해 레일패드 밀림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신축과 열

차의 동적거동에서 발생되는 종방향 상대변위가 크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동적 거동에서도 탄성

받침의 강성보강과 함께 거더 신축부의 진동 및 전후거더의 상대변위가 크게 감소되었고 거더의 처짐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궤도틀림이나 거더의 동적 거동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교량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개선시키고 신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CL

과 거더와의 마찰문제, TCL층의 동적거동, 유지관리 문제, 시험부설을 통한 효과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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