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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gh attention has been paid on the running safety of Korean high-speed train, KTX. In running of KTX 

on bridge, the running unsafety problem issued from a resonance phenomenon of bridge, which was usually 

caused by the periodic wheel-loads of train. Therefore, many researches on this running safety of train on 

bridge have been conducted by domestic or foreign researchers. In this paper, for PSC box-girder bridg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high-speed railway bridge type, some numerical analyses o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bridge with the non-periodic wheel-loads through vehicle size adjustment were performed. 

These numerical analyses shows the fact that the resonance phenomenon on bridge was mitigated through 

vehicle size adjustment. Additional numerical analyses on the vibration reduction of bridge in accordance 

with the location of size-adjusted vehicle were performed. From these results, it was represented that the 

adjustment of vehicle size has an effect on the running safety of train as well as the ride comfort.

-----------------------------------------------------------------------------

1.  서   론

  1992년 4월에 착공하여 2004년 4월 최초로 KTX 고속열차를 개통하면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에 이어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속철도 전용노선을 기준으로 현재 운행 중인 경부고

속선의 서울~대구간 총 연장은 224km이며, 그림 1과 같이 교량이 84개소, 약 83.1km, 터널이 46개

소 약 75.6km로서 전체 연장의 37%를 교량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1]. 

  고속철도는 중량의 열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관계로 열차 주행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고속철도교량의 경우 열차의 일정한 반복하중에 의한 교량의 공진현상 등으로 열차 주행

시의 동적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국내외 연구진들에 의해 고속철도교량상 열차 주행시 

교량의 동적거동 해석방법 및 교량상 열차 주행시의 동적 안전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특히, KTX의 경우 중량의 열차가 300km/hr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관계로 개통 초기부터 열차 

주행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특히, 교량의 경우 교량형식 선정 때부터 미국의 CE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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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SYSTRA에 의해 동적 안전성 검토가 시행된 바 있으며, Bridge Design Manual(BRDM)에서 

교량 설계시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 측면과 열차운행의 안전성 측면, 승차감 측면과 관련하여 교량의 

처짐, 상판 가속도, 단부 꺽임각, 상판의 면틀림 등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설계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2]. 또한, 2000년 즈음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고속철도 교량상 열차 주행시 교량의 동적거동 

해석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열차의 반복하중에 의한 교량의 공진현상 등 열

차 주행시 교량의 동적 안전성 해석에 대한 연구가 국내 여러 연구진에 의해 이뤄져 오고 있다

[3,4,5,6]. 

  교량의 공진현상이란 열차가 교량 상을 주행하는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연행하는 차량 축중의 반복

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일정한 진동주파수를 갖는 하중이 교량 구조물에 가하여지게 되고, 이 진동주파

수와 교량의 고유진동주파수가 근접 혹은 일치할 경우 순간적으로 큰 응답을 갖는 거동이 발생하는 현

상을 말한다. 이러한 공진현상은 교량 구조물에 충격과 피로를 유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량 상부의 

자갈도상의 이완 및 자갈의 비산 현상을 가져와 결국 상부 궤도의 틀림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열차 주

행의 안전과 주위 구조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교량의 공진현상은 상대적으로 큰 교

량의 동적 거동을 유발하여 승객의 승차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가 고속

으로 교량을 통과할 시 발생하는 이러한 교량의 공진현상에 대한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

지 여러 공진저감방안 연구 역시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7].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KTX 교량형식인 2지간 연속 PSC 박스거더 교량에 대한 공진저감방안의 

일환으로, KTX 차량 1편성 중 일부 객차의 길이 및 위치 조정을 통한 즉, 등간격의 반복하중이 아닌 

일시적 부등 간격의 비반복 하중 재하에 의한 교량의 동적 거동특성 변화를 수치해석을 통하여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교량상 열차 주행시 열차의 반복 하중 재하에 의하여 교량의 동적응답이 공

진 위험속도에서 커지는데 반하여, 비반복 하중 재하에 의하여 공진현상이 저감되어 동적응답이 작아

져 KTX 객차 길이 조정이 교량의 열차 주행안전과 승차감 향상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길이 조정된 객차의 위치에 따른 공진저감효과를 수치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경부 고속선의 교량/터널/도상 구간 구성비



2. 수치해석 모델링

2.1 교량

  우리나라의 경부 고속철도 교량형식은 정거장과 도로 횡단부에 설치된 일부 라멘 교량 및 강합성형 

교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5m, 40m의 단순 혹은 2지간 및 3지간 연속 형식으로 구성되어진 PSC 박

스거더 교량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상 교량을 PSC 박스거더 교량형식인 연제교(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서울기점 

123km 소재)로 정하였으며, 연제교의 총연장은 1,915m(7@40m×2 + 2@40m×16 + 1@40m×2)이

다. 본 연제교는 타 연구에서 실제 동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 실측한 데이터가 많아 본 논문에

서의 수치해석결과와 비교가 용이하여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제교의 단면물성치를 활용하여 40m 지간의 2지간 연속 교량에 대하여 KTX 객차 

길이의 조정이 미치는 동적거동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상용프로그램인 SAP2000을 활용하여 2차원

으로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실제교량과 같이 교량 지간의 단부에서 중앙부로의 변단면을 고려하였으

며, 상부 자갈도상 및 기타 설치물은 배제하였다. 아래 표에 연제교량의 중앙단면의 물성치를 나타내었

으며, 감쇠비는 고속철도교량의 감쇠를 현장 실험을 통하여 측정한 값으로 2.4%를 사용하였다[4].

중앙 단면 물성치 감쇠비

(%)단면적 (m
2
) I2 (m

4
) I3 (m

4
)

12.262 148.507 20.397 2.4

표 1. 연제교 단면 물성치

    

그림 2. 연제교의 대표단면 형상[Ref. 5]

2.2 열차

  대상 차량은 현쟁 운행중인 KTX 1편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차량은 아래 그림과 같이 양쪽에 PC

차(Power Car)와 MT(Motoized Trailer)차 각각 1대씩 있으며 그 사이에 16대의 객차(Passenger 

Car)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KTX 차량의 축중은 17ton이며, 축간거리는 18.7m이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차량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하는 대신 차량의 축중을 시간이력에 따른 이동집중

하중으로 작용하도록 하중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KTX 차량의 46개의 



축과 축간거리를 고려하였으며, 통과속도에 따라 각 절점에 축중이 작용되도록 하였다. 절점과 절점사

이 임의의 점에서의 축중에 대하여 각 절점으로의 축중 배분을 Hermitian 형상함수를 이용하여 배분되

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차량의 축 배치와 관련하여, 그림 3에 현재 KTX의 축 배

치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4에 일부 객차 길이를 Half로 조정한 축 배치 예를 나타내었다. 

  교량 구조물의 각 절점별로 시간이력에 따라 작용하는 차량의 이동 축하중을 산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시간이력의 샘플링 간격을 교량의 절점간 통과시간의 40분할로 샘플링될 수 있도록 샘

플링 시간을 열차통과속도를 고려․산정하여 충분한 수치 해석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열차

의 진입부터 열차의 마지막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다. 

그림 3. 일반 KTX - 주기적인 윤축 하중 

그림 4. 수정 KTX - 비주기적인 윤축 하중

2.3 해석 CASE

  아래 표에 수치해석 대상 6가지 CASE를 나타내었다. 일반 KTX 객차 1량의 길이는 18.7m이며 일

부 객차를 Half 길이로 조정하여 해석 대상 CASE를 만들었다. 객차를 Half 길이로 조정한 이유는 일

반적으로 40m 지간길이를 갖는 고속철도 교량이 많은데, 아래 그림5에서와 같이 2@40m 교량에서 지

배적인 진동모드인 1차 모드형상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간 40m와 더불어 많은 지간 

25m 교량에 대해서는 객차길이를 원래 길이의 2/3정도로 하는 것이 Half 길이로 하는 것보다 유리하

구 분 Half-size 차량 비 고

CASE I - 일반 KTX

CASE II 8T KTX의 1/2지점

CASE III 8T, 9T KTX의 1/2지점

CASE IV 4T, 13T KTX의 1/4, 3/4지점

CASE V 5T, 12T KTX의 1/3, 2/3지점

CASE VI 5T, 8T, 12T KTX의 1/3, 1/2, 2/3지점

표 2. 수치해석 CASE 



그림 5. 2@40m 교량에서의 1차 진동모드 및 Half 객차를 갖는 KTX 차축 배치

게 작용하나, 25m 지간 교량에서는 지배적인 공진속도가 상업속도 밖에 있어 지간 40m 교량에 맞추

어 객차 길이 조정을 Half 길이로 정하였다. 

3. 수치해석 결과

  본 절에서는 KTX 객차길이 및 위치를 조정한 표2의 6가지 해석 CASE별로 대표적인 고속철도교량

인 연제교(2@40m 연속교)에 대하여 열차속도별(5km/hr(유사정적속도), 100km/hr, 200km/hr, 

288km/hr(공진 위험속도), 300km/hr)로 수치해석을 수행한 교량의 동적응답 결과를 나타내었고, 결과

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KTX 객차길이 조정이 교량의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량의 공진이 발생하는 공진 위험속도는 열차가 일정간격으로 주행하는 축중에 의한 공진 개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5].

 ⋅ 

여기에서, 은 공진 위험속도, 는 교량의 고유 진동수, 는 KTX의 경우 유효타격 간격인 

18.7m이다.

3.1 2지간 연속교

  2지간 연속교(2@40m)에 대하여 Bridge Design Manual(BRDM)에서 설계기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량의 동적확대계수, 처짐, 가속도에 대하여, KTX 객차 길이 조정에 따른 교량의 동적거동 특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3.1.1 수직 처짐

  아래 그림 에 KTX 객차 길이 조정에 따른 6가지 해석 CASE에 대한 교량 경간 중앙부의 수직 최대

처짐의 변화를 열차속도별(5km/hr, 100km/hr, 200km/hr, 288km/hr, 300km/hr)로 나타내었다. 공진

위험속도(V=288 km/hr)에서 수직 최대처짐값이 CASE I(일반 KTX)의 경우 1.615mm이던 것이 객차



그림 6. 열차속도에 따른 교량 경간 중앙부의 수직 최대처짐 

가로축 : 시간(sec), 세로축 : 처짐(mm)

그림 7. 공진 위험속도(V=288km/hr)에서의 6가지 해석 CASE에 대한 수직 처짐 거동

길이 조정에 의한 CASE II ~ VI(수정 KTX)의 경우 1.489mm로 작아졌다.

그림 7은 공진 위험속도(V=288km/hr)에서의 6가지 해석 CASE에 대한 수직 처짐 거동 변화를 나타내

었다. CASE I(일반 KTX)의 공진현상이 객차 길이 및 위치 조정에 의한 CASE II ~ VI(수정 KTX)에

서 상당한 공진 감쇠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동적확대계수

  동적확대계수는 교량의 경간 중앙부의 정적 최대 처짐에 대한 동적 최대 처짐의 비를 의미하며, 의

사정적재하속도인 5km/hr에서의 최대 처짐을 정적 최대 처짐으로 하여 동적확대계수를 산정하였다.

  아래 그림 8에 KTX 객차 길이 조정에 따른 6가지 해석 CASE에 대한 동적확대계수의 변화를 열차

속도별(5km/hr, 100km/hr, 200km/hr, 288km/hr, 300km/hr)로 나타내었다. 공진위험속도

(V=288km/hr)에서 CASE I(일반 KTX)의 동적확대계수 1.25가 객차 길이 및 위치 조정에 의한 CASE 

II ~ VI(수정 KTX)에서 동적확대계수 값이 1.16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열차속도에 따른 동적확대계수 

3.1.3 상판 수직 가속도

  아래 그림 9에 KTX 객차 길이 조정에 따른 6가지 해석 CASE에 대한 상판 수직 가속도의 변화를 

열차속도별(5km/hr, 100km/hr, 200km/hr, 288km/hr, 300km/hr)로 나타내었다. BRDM에 의하면, 주행

속도 220km/hr 이상의 속도에서 교량 상판의 수직 가속도를 필수 검토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유도상 궤도의 경우 

0.35g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수치해석 결과, 6가지 CASE 모두 최대 수직가속도 기

준치인 0.35g 이내로 모두 안전측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진위험속도(V=288km/hr)에서 CASE 

I(일반 KTX)에서의 최대 수직가속도가 객차 길이 및 위치 조정에 의한 CASE II ~ VI(수정 KTX)에서 

상당한 최대 수직가속도 저감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공진 위험속도(V=288km/hr)에서의 6가지 해석 CASE에 대한 수직 가속도 거동 변화를 나

타내었다.



그림 9 열차속도에 따른 교량 경간 중앙부의 최대 수직가속도(절대값)

가로축 : 시간(sec), 세로축 : 가속도(mm/sec
2
)

그림 10. 공진 위험속도(V=288km/hr)에서의 6가지 해석 CASE에 대한 수직 가속도 거동



Case 

Displacement(mm) Acceleration(m/sec2)

RMS value 
Vibration mitigation 

effect 
RMS value 

Vibration mitigation 

effect 

CASE I 0.411 - 0.198 - 

CASE II 0.36 12.40% 0.137 30.80%

CASE III 0.381 7.30% 0.152 23.10%

CASE IV 0.342 16.70% 0.107 46.00%

CASE V 0.339 17.40% 0.1 49.40%

CASE VI 0.346 15.80% 0.104 47.50%

표 4. 공진 위험속도(V=288km/hr)에서의 수직처짐 및 가속도 저감 효과

3.1.4. 수치해석 결과 분석

  표 3에 KTX열차가 교량 통과시 6가지 CASE에 대한 교량 경간 중앙부의 수직처짐값과 수직가속도

값의 RMS(Root Mean Square)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표 4에 공진 위험속도(V=288km/hr)에서의 

RMS 수치값을 이용하여 기존의 일반 KTX 주행시와 비교한 진동 저감율 즉, 공진 감쇠율을 나타내었

다. 공진 위험속도(V=288km/hr)에서 CASE I(기존의 일반 KTX)보다 객차 길이 및 위치 조정한 

CASE II~VI(수정 KTX)에서 교량 경간 중앙부의 수직처짐 및 수직가속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ASE V의 경우에서 CASE I 대비 교량 경간 중앙부의 수직처짐은 17.4% 저감되었으며, 

수직가속도는 49.4% 저감으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Case 
Displacement(mm) Acceleration(m/sec2) 

5km/h 100km/h 200km/h 288km/h 300km/h 5km/h 100km/h 200km/h 288km/h 300km/h 

CASE I 0.303 0.303 0.306 0.411 0.349 0.001 0.016 0.035 0.198 0.129

CASE II 0.306 0.307 0.31 0.36 0.334 0.001 0.015 0.036 0.137 0.096

CASE III 0.312 0.313 0.315 0.381 0.354 0.001 0.015 0.036 0.152 0.122

CASE IV 0.31 0.31 0.313 0.342 0.325 0.001 0.014 0.036 0.107 0.07

CASE V 0.31 0.31 0.313 0.339 0.326 0.001 0.014 0.037 0.1 0.071

CASE VI 0.312 0.313 0.316 0.346 0.33 0.001 0.013 0.038 0.104 0.072

표 3. 수직처짐과 가속도에 대한 CASE별 RMS 수치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한국의 고속철도교량인 연제교(2@40m)를 대상으로 하여 KTX열차가 교량

상을 주행시 교량의 동적거동특성에 대하여, KTX 객차 길이 및 위치 조정을 통한 일시적 비반복 하중 

재하에 의한 동적 거동 영향을 SAP2000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량상 열차 주행시 열차의 반복 하중 재하에 의하여 교량의 동적응답이 공진 위험속도에서 

커지는데, KTX 주행속도인 300km/hr 부근에서 공진 현상을 갖는 교량의 경우 일부 객차의 길이를 

Half 크기로의 조정을 통한 비반복 하중 재하에 의하여 공진현상이 저감되어 상판 수직가속도가 작아

져 KTX 객차 길이 조정이 교량의 열차 주행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량의 

경간 중앙부의 처짐 역시 작아져 승객의 승차감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TX 객차 중 1/3, 2/3 지점의 객차의 길이를 Half 크기로 조정한 CASE V의 경우에서 교량 

경간 중앙부의 수직처짐 및 수직가속도를 가장 크게 저감시켜 공진현상 저감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High-Risk High-Return”과제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강윤석 외(2007), “고속선 선로구축물 성능향상 및 유지보수기술개발 최종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

구원

2. SYSTRA, 1995, Bridge Design Manual (BRDM) Final Report,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KHRC).

3. 김성일, 곽종원, 장승필(1999), “교량의 지간장과 고속전철하중 유효타격간격 사이의 관계에 따른 

공진현상,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3(2), pp.67~75

4. 최은석, 진원종, 곽종원, 박성용, 강재윤, 김영진, 김병석(2001), “고속전철 교량 감쇠 연구”, 한국철

도학회논문집 4(1), pp. 23~30.

5. 곽종원, 진원종, 김영진, 김병석(2003), “경부고속철도 주행에 의한 콘크리트 상자형 교량의 동적거

동”,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제 23권, 제1A호, 대한토목학회, pp.27-36

6. 이정휘, 김성일, 곽종원, 이필구, 윤태양(2007), “고속철도 강교량의 진동특성 분석”, 한국소음진동

공학회

8. 최은석, 진원종, 이정우, 곽종원, 김재윤, 김병석(2006), “고속철도 교량의 진동저감”,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9(1), pp. 125~130.

7. 정재민(2004), “상시 계측결과를 이용한 고속철도 교량의 장기 동적거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