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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 response of high-speed railway bridges is important due to the possibility of resonance from 

continuous and repeated action of high-speed train running. Acceleration of bridge deck is important parameter 

in the evaluation of dynamic stability of bridges. This study investigated accele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 of tracks.

1. 서론

도로교와는 달리 철도교량에 작용하는 활하중은 일정한 간격의 연속적인 차륜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동적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 때 교량상판의 진동가속도는 동적안정성 검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EUROCODE(2003) 및 UIC776-2(2009)에서는 교량 상판의 최대가속도

를 특정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여 유도상인 경우에는 0.35g, 무도상인 경우에는 0.5g로 제한한다. 이 때 

고려하는 진동수 영역은 30Hz, 고유진동수의 1.5배, 3차진동수 중 최댓값이다. 반면 호남고속철도설계

기준(2007)에서는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가속도 크기만을 EUROCODE 및 UIC776-2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상 종류에 따른 가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도상 교

량과 자갈도상 교량에 대한 현장계측 실험을 실시하였다. 교량 상판의 가속도 신호를 250Hz의 

sampling rate로 수집하였다.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여 계측센서 설치 위치에 따른 가속도 분포와 함께 

최대 가속도 크기를 분석하고 현행 호남고속철도설계기준과 비교하였다. 

2. 현장계측

2.1 대상교량

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량상판 최대가속도 기준이 도상 종류에 따라 구분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장계측을 위한 교량을 선정하였다. 대상교량은 자갈도상교량인 지탄교과 콘크리트도상교량인 메야지

고가이다. 지탄교는 시점에서 약 177km(KP177) 정도에 위치한 2경간 연속(2@50m)의 강합성교이다. 

메야지고가는 시점에서 약 309km(KP309) 정도에 위치한 2경간 연속(2@25m)의 PSC BOX교량이다. 

두 교량 모두 경간 중앙에서 상판 수직가속도를 250Hz의 sampling rate로 측정하였다. 지탄교와 메야지

고가에 대한 계측 센서 설치위치는 그림1,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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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탄교 계측센서 위치도

그림 2. 메야지고가 계측센서 위치도 

2.2 가속도 응답

(1) 계측센서 위치별 가속도

교량 상판의 최대 가속도 발생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교량의 계측센서 위치에 따른 가속도 크기

를 비교하였다. 그림 3은 메야지고가에서 250Hz의 sampling rate로 계측된 가속도를 계측 센서 위치를 

고려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는 가속도 응답을 EUROCODE(2003) 및 UIC 776-2에서 규정하

는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여 30Hz의 진동수로 필터링하였다. 250Hz 계측 데이터에서는 PSC BOX 상부

의 중앙 가속도가 가장 크지만, 30Hz의 진동수로 필터링 후에는 캔틸레버부 외측의 가속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메야지고가 계측위치별 가속도(250Hz) 

그림 4. 메야지고가 계측위치별 가속도(3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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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지탄교에서 250Hz의 sampling rate로 수집된 가속도를 계측센서위치를 고려하여 나타낸 것

이며, 30Hz의 진동수로 필터링 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메야지고가의 경우 250Hz의 계측데이터에서 

PSC 상부의 중앙 가속도가 가장 지배적이였으나, 지탄교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림 6과 같이 30Hz의 진동수로 필터링 후에는 메야지고가와 동일하게  상판 끝단에서의 가속도가 가

장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지탄교 계측위치별 가속도(250Hz) 

그림 6. 지탄교 계측위치별 가속도(30Hz) 

(2) 도상 종류에 따른 가속도

메야지고가 및 지탄교에서 계측된 진동가속도를 EUROCODE에서 제시하는 유효한 진동수 영역대인 

30Hz로 분석한 결과 상판 끝단에서의 가속도 크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상 종류에 따른 가속

도 비교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상판 끝단에서의 가속도로 분석하였다.

그림 7, 그림 8은 메야지고가, 지탄교에서 하루 동안 계측된 가속도 신호 중에서 교량 상판의 양 끝

단(A1, A10) 에서의 최대 가속도를 도상 종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에서는 250Hz 진동수 영

역에 대한 계측 가속도와 현행 호남고속철도설계기준을 비교하였다. 콘크리트도상 교량인 메야지 고가

에서 측정된 진동 가속도는 현행 가속도 기준(0.5g)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갈도상 교량인 지

탄교에서 측정된 가속도는 대부분이 현행 가속도 기준(0.35g)을 만족하였으나, 일부는 현행 기준을 넘

어서는 가속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8에서는 EUROCODE에서 제안하는 30Hz 진동수 영역을 고려한 결과이다. 두 교량 모두 현행 

가속도 제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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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최대가속도(A1-250Hz)

     

그림 8. 최대가속도(A10-250Hz)

그림 9. 최대가속도(A1-30Hz)

     

그림 10. 최대가속도(A10-30Hz)

3. 결론

EUROCODE 및 UIC776-2에서는 열차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Hz, 고유진동수의 1.5배, 

구조물의 3차진동수 중 최대값까지의 진동수 영역에서 교량상판의 연직가속도 크기를 검토하는 반면 국

내 호남고속철도설계지침에서는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준을 따를 경우 계측 및 분

석법에 따라 교량 상판의 최대가속도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 적용이 이루어지기 어렵

다. 이 연구에서는 도상 종류에 따른 교량의 가속도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도상 교량이 메야

지고가와 자갈도상 교량인 지탄교에서 현장계측실험을 실시하고, 가속도 신호를 수집하였다. 250Hz 진

동수 영역에서는 교량의 최대가속도 발생 위치에 일정한 경향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30Hz의 진동수 

영역에서는 교량상판의 끝단에서 최대 가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Hz영역에 대한 최대 가속

도는 대부분의 경우 현행 가속도 기준을 만족시키나, 일부는 현행 기준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30Hz 영역에 대한 최대 가속도는 두 교량 모두 현행 가속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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