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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and application of improvement for 
railway steel plate girder bridge by resilient panel track system. It analyzed the mechanical behaviors of 
steel plate girder bridge with applying resilient panel track system o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nd 
laboratory test for static & dynamic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improvement of steel plate girder 
bridge with resilient panel track systems are obviously effective for the static & dynamic response 
which is non-ballast steel plate girder bridge . The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y a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resilient panel track system decrease vertical acceleration and deflection on steel plate 
girder bridge for serviceability. And the resilient panel track system reduced dynamic maximum 
displacements(about 59%) and stresses(about 82%), the increase of dynamic safety is predicted by 
adopting resilient panel track system. From the dynamic test results of steel plate girder bridge, it is 
investigated that vertical acceleration and deflection is very low with applying resilient panel track 
system. The servicing steel plate girder bridge with resilient panel track system has need of the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which could be reducing the effect of static and dynamic behavior 
that degradation phenomenon of structure by an unusual response characteristic and a drop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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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선의 선로구조물 대부분은 준공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노후된 상태이며 특히 기존 철도교

량 중 판형교는 상당수가 이미 40~6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이며 80년대 중반 이후 새마을호의 속도

향상에 대응하는 동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기존선

은 점차 고속화, 고밀화 되고 있어 준공 당시의 설계조건과 다른 하중조건 및 환경조건 때문에 열차운행 

상의 안전 확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

만 아니라, 기존 연구결과 국내 부설된 강철도 교량의 전체교량연장 대비 판형교형식의 비율이 약 

46.6%로 나타남으로써 실질적으로 판형교의 선로점유 비율이 단일형식 교량으로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존선 강철도 판형교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 및 보수, 보강기술의 개발이 매우 시

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 성능개선을 위한 기존 강철도 무도상 판형교의 유도상화 연구에서 대두된 

사하중 증가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사용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궤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안점

을 두었다. 본 방진궤도시스템의 적용으로 노후된 강철도 무도상 판형교의 거더 부담력을 경감시키고 유

지보수비용 절감과 고속열차주행에 따른 동적 안정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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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철도 판형교의 주요 손상현황 및 구조적 거동특성

  기존 연구결과 강철도 무도상 판형교의 주요 손상은 경간길이 및 열차하중의 축배치, 운행속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손상의 주된 원인은 수직보강재 및 브레이싱 연결부의 

응력집중과 과도한 진동(수직․횡 비틀림)에 의한 피로균열에 있다고 분석되었다. 강철도 판형교는 상로 

및 하로 판형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상로 판형교의 경우 도상이 없이 침목고정용 훅크볼트에 의해 

교량용 목침목이 강거더에 직결되는 형태로써 유도상 교량과 달리 열차주행 하중이 교량 상부구조에 직

접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량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다. 또한 상부구조의 중량이 차량하중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아 차량의 종류 및 주행 특성에 따라 복잡한 진동특성을 나타내며 이에따라 양측 거더

를 연결하는 부부재의 피로손상발생 빈도가 높다. 이러한 무도상 판형교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열차주행

에 따른 교량의 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무도상 판형교는 열차가 통과하는 

동안 발생하는 연직 및 횡방향 변형과 진동에 의해 소음과 손상이 가중되게 된다.

3. 기존 궤도구조의 문제점 및 궤도시스템 개량의 필요성

  궤도보수작업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육체적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및 심야 주작업으로 인한 생리적 

불리성 등으로 노동기피 현장으로 인식되어 철도에서는 첨단기계화 작업 확대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무

도상이나 자갈도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한계가 있으므로 생력화된 궤도로의 개량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생력화된 궤도는 대부분 도상형태 및 궤도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무도상 

궤도를 콘크리트도상으로 개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3.1 기존 궤도시스템의 문제점

 1) 장기사용시 충격흡수력 저하

  무도상 궤도구조는 빈번한 열차운행시 충격으로 레일 및 거더의 손상을 초래한다.

이 경우 궤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궤도자재 손상 및 훼손 증가(레일균열, 침목파손) ∙ 승차감 저하 및 궤도 보수주기 단축

∙ 소음, 진동 증가로 환경보전저해 및 민원발생 우려 ∙ 구조물 수명 단축 및 차량 고장원인 제공 우려

 2) 주기적인 궤도자재 교체작업 필요

  장기사용으로 인해 레일체결을 위한 나사스파이크 및 타이플레이트를 비롯한 목침목의 파손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유지보수 노력 과다

  무도상 궤도구조는 교량용 목침목이 대부분의 열차하중을 하부 구조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

라 거더와의 접촉부 파손을 초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거더와 궤도간의 유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목

침목과 거더사이의 유간축소를 위한 별도의 보수노력이 필요하며 과도한 유간발생시 궤도틀림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써 정상적인 선로유지를 위해 많은 유지보수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무도상 궤도의 보수작업에서 50~60%는 타이플레이트 교체 및 목침목 보수, 교체작업이 차지하

게 되며, 이와 아울러 궤도자재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사업량 및 자재보수작업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유지보수노력이 소요됨을 예상할 수 있다.

 4) 궤도 절연성 저하

  무도상 궤도는 도상이 없어 우천시 거더 및 궤도가 빗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며 이때 레일전류

가 강재로 제작된 판형교의 거더로 누설되어 궤도절연성이 저하됨으로써, 강거더의 전식 촉진 및 부식으

로 인한 수명단축, 궤도 자재 전식촉진 및 전기손실이 크게 된다.

 3.2 궤도시스템 개량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궤도시스템 개량이라는 것은 기존의 무도상을 자갈도상이 아닌 생력화된 궤도

구조로써의 콘크리트 슬래브 판넬식 방진궤도시스템을 의미하며 무도상 및 자갈도상 궤도구조에 비해 

충분한 횡저항력 및 종저항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러한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구조는 궤도 안전성의 증가로 승차감이 향상되고 궤도 변형이 적어 선형 유지가 

좋으며 콘크리트 도상에 별도의 방진대책으로 진동흡수력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인 궤도시스템

으로써 유지보수 투입주기가 길어져 궤도 유지보수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도상배수로 설치로 

배수가 원활하며 궤도절연성이 향상되어 강구조부재의 부식발생 저감에 효과적이다.

 3.3 궤도시스템 및 레일체결시스템 검토

  궤도구조시스템의 선정에 있어 운행선은 건설선과 달리 궤도구조의 형상에 따라 시공성에서 많은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대에 모든 공종을 마무리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외에서 성능이 

검증되고 소음․진동에 유리하며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한 궤도구

조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궤간조정 및 체결시스템의 성능과 절연성이 우수하며 시공작업 조건이 간

단한 국내외 부설실적이 많은 궤도시스템을 선정하였다. 콘크리트 슬래브 판넬 설치시에는 기존의 목침

목 철거가 불가피하며 궤도시스템 개량시 콘크리트 도상과 침목의 일체형식인 직결식 방진궤도시스템을 

적용하여 침목과 레일체결시스템을 동시에 개량할 수 있다. 침목과 도상이 일체로 된 궤도구조로써 레일

과 침목사이에서 방진재를 삽입하는 궤도구조시스템의 일례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침목-도상 일체형 방진궤도시스템 현황

ALT-Ⅰ, Ⅱ(직결식) Rheda 2000(침목매입식)

• 호주, 국철, 서울1~4호선, 부산3호선 적용

• 중앙 및 측면배수 가능

• Two Block 형 방진궤도

• 방진레일체결장치 사용(일체형)

• 레일체결장치는 보슬로, 팬드롤 겸용

• 독일, 경부고속전철 2단계구간 검토중

• 측면배수 

• Twin Block 형 방진궤도

• 방진패드 및 플레이트 사용(분리형)

• 레일체결장치는 보슬로 system300

  콘크리트 슬래브 판넬 형식의 궤도구조는 자갈도상 궤도구조보다 궤도의 탄성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

으므로 열차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윤중 분산율을 높여 구조물의 부담력을 최소화함으로써 피로하중

을 경감시켜 설비 수명을 연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Table. 2는 직결식 궤도에 적용이 가능한 방진레

일체결시스템의 종류를 나타낸다. 

Table. 2 방진레일체결장치의 종류

Alternative-Ⅰ Alternative-Ⅱ Pandrol VIPA Vossloh system336



  프리캐스트 판넬 구조위에 방진레일체결장치의 설치는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부

설 실적이 풍부하고 운행선에서의 안정성, 시공성 및 기존선 본선 궤도와 궤도자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현재 기존선 대부분의 궤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팬드롤 클립(e-clip)을 적용한 ALT-Ⅱ를 선정하였다. 

Table. 3은 레일체결장치 선정을 위한 요건을 나타낸다.

Table. 3 레일체결장치 선정요건

￭ 2중 탄성체결 구조일 것.(방진성이 있을 것)

￭ 윤중 분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며, 가능한 실용화된 구조로서 열차 주행 안전성이 보장될 것.

￭ 고저 및 수평 조정 범위가 크고, Tilting에 대해 탄성적으로 저항할 것.

￭ 전식방지 및 신호절연을 위해 소요의 전기력 절연 저항을 가질 것.

￭ 운행선인 점을 감안하여 궤도자재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4. 방진궤도시스템의 제원

  본 연구에서는 적용대상 구조물이 운행선상에 있는 무도상 판형교인 점을 감안해 기존 레일 면고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궤광의 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직결식 방진슬래브 판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자하며 대상교량에 적용한 단면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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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기존 판형교와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판형교의 단면

  Fig. 1의 방진궤도시스템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판넬구조 형식으로써 공장제작으로 인해 품질

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판넬의 기본구조는 강합성 콘크리트 슬래브구조로써 전단연결재를 설치한 바닥판 

플레이트와 상부 고강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며 이러한 방진슬래브 판넬의 주요제원 및 특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판넬의 제원 및 특성

구 분 제 원 특 성

직결식

레일체결장치

․ 탄성계수 : 26kN/mm

 * 철도용품표준규격

  (철도2250-1057)적용

․ 궤도높이 최소화(경량화 유도)

․ 방진효과 및 소음저감

고강도 철근콘크리트
․ fck=59MPa

․ As=12.33㎠

․ 교량 상부 구조 내구성 증대

․ 콘크리트도상으로써 유지보수 절감

인장 플레이트 

전단연결재

․ fsa=393MPa 

․ t=15mm

․ 판넬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 강합성구조 부재로 충분한 강도 확보

․ 콘크리트량 절감으로 사하중 최소화

거더와 판넬사이의 

방진패드

․ 저마찰패드(t=30mm)

․ 스프링계수 : 0.1MPa

․ 마찰계수 : 0.22μ

․ 2차 소음 및 진동 최소화

․ 거더부담력 최소화

․ 종방향 신축거동 여유확보 



5. 유한요소해석

  프리캐스트 슬래브 판넬 적용에 따른 무도상 판형교의 거동분석을 위해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본 연구의 수치해석을 위한 해석 모델은 프리캐스트 슬래브 판넬 단면을 콘크리트와 하부인장 

플레이트의 합성거동을 유도하고자 합성단면으로 적용하여 3차원 Solid 요소를 사용하고 레일은 Frame 

요소로, 방진레일체결장치는 방진궤도시스템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방진패드의 탄성계수 26kN/mm를 

고려한 탄성스프링 요소를 이용하여 레일과 프리캐스트 슬래브 판넬 간의 해당절점을 일반적인 침목간

격인 625mm 간격으로 각각 연결시킴으로써 역학적으로 합성된 궤도로써 거동하도록 모델링 하였다. 

  또한 무도상 판형교의 거동 및 판넬 적용 후의 거동분석을 위한 대상교량은 경간길이 6m의 표준 강판

형교 단면(Table. 5참조)에 대하여 플레이트 거더 부분은 4절점 Shell요소, 레일과 침목, 종리브, 브레이

싱은 Frame요소를 사용하여 3차원으로 모델링 하였다. 여기서 레일과 침목, 침목과 상부플랜지 각각의 

절점을 연결시켜 변위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Fig. 2~Fig. 3은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한 해석대상 판넬의 

단면과 유한요소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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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진궤도시스템 유한요소 모델 (b) 방진궤도시스템 모델 단면도

Fig. 2 해석대상 판넬의 단면 및 해석모델

(a) 기존 무도상 판형교 모델 (b)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판형교 모델

Fig. 3 유한요소해석모델

6. 분석 결과 및 고찰

  프리캐스트 방진 슬래브 판넬의 방진효과 및 적용교량의 동적 안정성 검토를 위해 실 주행열차 하중

을 적용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열차하중의 횡방향 거동을 감안한 교량의 동적응답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 운행열차 디젤1량 + 객차4량의 열차하중을 20~200km/h의 주행속도로 재하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열차하중 모델과 축중 배치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직선교량에 재하되는 

열차하중의 횡압은 차륜과 레일 답면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

한 열차하중의 횡방향 거동은 Klingel movement 이론으로부터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하다. 교량의 레일

선상에서 통과하는 횡압의 시간이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레일에 재하되는 횡압을 시간에 따

른 등가절점하중으로 치환하였다. 여기서는 횡압과 이로 인한 모멘트 하중만을 고려하였으며 직선교량에

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틀림 하중은 고려하지 않았다.[13] 다수의 집중하중으로 재하되는 열차하



중의 시간이력을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열차의 각 하중의 요소 내 위치를 시간간격마다 요소길이

에 따라 재하되고 사라지는 충격하중의 형상으로 모델링 하였다.[13]

23 23 23 23 23 23 11 11 11 11 11 11 11 11기관차 객차 객차

UNIT : tonf, m

(a) Example of time history function at 100km/h (b) Load combination of static wheel loads

Fig 4. Load composition for the dynamic analysis

  시간이력해석결과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후 거더에 작용하는 시간-변위 및 시간-가속도 응답이 각각 

약59%, 82%정도로 크게 감소되어 무도상 판형교는 방진궤도시스템의 적용으로 충분한 동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행 열차하중에 의한 발생 진동가속도와 동적 변위 검토결과는 Fig. 

5~Fig. 7와 같다.

(a) 무도상 판형교 (b)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판형교

Fig. 5 Time history analysis results at 140km/h(Displacement)

(a) 무도상 판형교 (b)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판형교

Fig. 6 Time history analysis results at 140km/h(Acceleration)

(a) 속도별 시간-변위이력 (b) 속도별 시간-가속도이력

Fig. 7 Time history analysis results



7. 실험결과 및 분석

 7.1 실험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시험체 설계에 있어서 실험 여건 등을 감안하여 Fig. 8과 같이 설계하중 LS-22의 경

간 길이 6m인 무도상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시험체 주요 제원은 Table. 5와 같다. 또한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여부에 따른 거동분석을 위한 프리캐스트 판넬 시험체는 Fig. 9와 같으며 그 두께는 15cm와 

17.5cm로 하였다. 판넬의 두께는 레일높이와 체결장치 및 거더와 판넬사이의 거더패드 두께를 고려하여 

기존 목침목 궤도구조에서의 레일면고를 유지할 수 있는 유효 두께로 산정하였으며 판넬의 두께 변화에 

의한 강성차이와 적절 판넬 단면을 검토하고자 두 가지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하부 플레이트에 전

단연결재를 설치하여 상부 콘크리트와 완전한 합성거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압축부에 철근배

근을 하였다. 동적 가진시험을 위한 가진판 제작은 방진레일체결장치 적용에 따른 방진효과 분석 및 실 

주행차량에 의한 발생진동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가진기의 가진력이 레일두부로부터 하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적 가진시험 시 제작된 가진판을 무도상 및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시험체 중앙에 설

치하고 그 위에 원심력을 이용한 가진기(최대 가진주파수 : 35Hz)를 설치하여 단계별(3단계 : 

8Hz-17Hz-25Hz) 가진을 통해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유무에 따른 진동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적재

하시험 시 하중재하는 0~550kN까지 50kN씩 증가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5. 무도상 시험체 제원

구   분 단 면 치 수(mm)

거더 중심간격(D) 1,600

복 부 판(H×t) 600×16

상부플랜지(B×t) 190×35

하부플랜지(B×t) 190×35

보 강 재 90×9

브레이싱 90×90×10 Fig 8. 무도상 시험체 전경

(a) 프리캐스트 방진 슬래브 판넬 제작 전경 (b) 프리캐스트 방진 슬래브 판넬 제작 완료

Fig 9. 프리캐스트 방진 슬래브 판넬 시험체 전경

  한편, 대상 시험체에 있어서 무도상 상태의 하중 재하에 따른 거동과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후 시험체

의 하중 재하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이 변형율 게이지, 변위계 및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a) 무도상 시험체 하중재하 전경 (b) 판넬적용 시험체 전경 (c) 가진기 설치 전경

Fig 10. 실내시험 전경



(a) 변형율 게이지 설치전경(판넬하부) (b) 가속도계 설치 전경(거더/판넬) (c) 변위계 설치 전경

Fig 11. 센서설치 전경

 7.2 정적 응력 및 변위 검토결과

  실험 결과 400kN의 하중재하시 무도상 시험체 중앙 하부플랜지의 발생 응력은 58.19MPa로 나타났으

며, 판넬설치 시험체의 응력은 판넬두께 15cm와 17.5cm에서 각각 9.8MPa, 10MPa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프리캐스트 방진 슬래브 판넬 설치에 의해 동일하중 재하시 주형 하부플랜지 응력이 무보강 시험

체의 경우보다 약 86~87%정도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도상 시험체와 판넬설치 시험체의 거더

중앙 변위를 비교해본 결과 판넬설치 시험체의 경우 판넬 중량에 의해서 약 0.99~1.27mm 정도의 초기 

변위가 발생하나 거더에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만한 변위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판넬설치에 의해 

하중재하에 따른 변위증가폭이 무도상 시험체의 경우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최대 하중 

재하시 발생 최대 변위량이 무도상시험체 대비 약 59~62% 정도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판넬설치 시험체와 무도상 시험체의 응력을 비교해본 결과 판넬 중량에 의해 증가된 주형 하부플랜지 

응력(15cm : 4.1MPa, 17.5cm : 5.0MPa)은 매우 미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중재하에 따른 응력증가

폭이 무도상 시험체의 경우보다 매우 작아 판넬설치 시험체의 경우 최대 하중(550kN)재하시 발생 최대

응력(15cm : 9.6MPa, 17.5cm : 10.6MPa)이 무도상 시험체의 발생응력(78.4MPa)을 크게 하회하는 수

준으로 나타남으로써 판넬설치에 따른 뚜렷한 응력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무도상 시험체와 판넬설치 시험

체의 중앙부 하부플랜지의 변위 및 응력을 측정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a) 정적 변위 측정결과 (b) 정적 응력 측정결과

Fig 12. 정적 재하시험 결과

 7.3 진동가속도 검토결과

  무도상 시험체와 판넬설치 시험체의 진동가속도를 측정한 결과 Fig. 13~14와 같이 무도상 시험체의 

경우는 거더 중앙부 최대 진동가속도의 크기가 0.12g로 나타났으며, 판넬설치 시험체의 경우는 판넬 두

께별로 각각 0.041g(15cm)와 0.030g(17.5cm)로 나타나 방진궤도시스템을 적용한 판넬설치 여부에 따

라 거더 진동가속도가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방진 궤도시스템 적용에 따라 무도상 강철도 판형교의 진동특성이 크게 안정적으로 변화

되어 최대진동가속도가 약 66%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도상화 및 방진 궤도시스템 적용의 효

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Fig. 15와 같이 레일두부에 작용한 진동의 영향이 레일-판넬-거더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단계별

로 크게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방진레일체결장치와 판넬 및 거더패드의 방진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

하였으며 기존 무도상 강철도 판형교에 방진궤도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열차하중에 따른 기존 거더의 

동적하중 부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 무도상 시험체의 진동가속도 측정 결과

(거더 중앙부)

Fig 14. 시험체별 최대 진동가속도 결과

구 분 레일 진동가속도 판넬 진동가속도 거더 진동가속도

판 넬

두 께

15cm

판 넬

두 께

17.5cm

Fig 15. 판넬설치 시험체의 궤도 및 거더 진동가속도 측정결과

8. 결 론

  방진궤도시스템 적용에 따른 무도상 강철도 판형교의 거동 분석과 방진궤도시스템의 방진효과 및 적

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실험 및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유한요소해석 결과, 방진궤도시스템 적용 전, 후에 따라 시간-변위 및 가속도가 무도상 판형교의 

경우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무도상 판형교의 동적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2) 정적실험결과, 판넬설치 시험체의 경우 판넬 중량에 의한 초기 변위 및 응력이 다소 발생하나 거더

에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만한 크기는 아니었으며, 하중재하에 따른 변위 및 응력증가폭이 무도상 시험

체의 경우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하중 재하시 발생 최대 변위 및 응력수준은 무도

상 시험체의 경우보다 각각 62%, 87% 정도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프리캐스트 방진슬래브 판넬을 적용하여 판넬 자체의 강성으로 열차하중을 대부분 부담할 수 

있어 구조물의 내하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러나 기존교량의 상당한 노후

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와 하중 증가에 따른 안전율의 감소로 내하력이 설계시보다 감소될 우려가 있으

므로 필요시 하중 증가의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보수, 보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동적실험결과, 방진궤도시스템을 적용한 판넬설치 여부에 따라 거더 진동가속도의 크기가 크게 저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수행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방진궤도시스



템 적용에 따라 무도상 강철도 판형교의 진동특성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어 동적 최대진동가속도가 약 

66% 정도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유도상화 및 방진궤도시스템 적용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하

였다.

  4) 동적실험결과, 레일두부에 작용한 진동의 영향이 레일-판넬-거더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크게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방진레일체결장치와 판넬 및 거더패드의 방진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하

였으며 기존 무도상 강철도 판형교에 방진궤도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열차주행 하중에 대한 거더의 부

담력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도상 방진궤도의 실현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무

도상 강철도 판형교의 고강성, 저중량 특성에 따른 동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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