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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influence on the dynamic response of I-type girder railway bridge with 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HEMU) train load. This bridge system which has six I-girder and several cross beams, is 
modeled with plate and frame elements. And the upper slab is assumed to be fully connected with girders using 
rigid rinks. Span lengths, types of vehicle and running speeds are selected as parameters for analyses. For more 
exact analysis, it was adopted that 3-dimensional section of bridge models was produced by the assumed design 
wheel loads of HEMU vehicle at 200~350 km/hr speeds. Dynamic vertical deflections, dynamic amplification 
factors and vertical accelerations of bridges having 30 and 35 m span length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limit values specified in various national railway bridge specifications.

1. 서 론

철도교량은 도로교량과는 달리 설계에 적용되는 하중의 크기 및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속 중량의 열차하중에 대한 검토가 필연적이다. 따라서 동적 이동하중의

반복작용으로 인한 진동특성 및 연직처짐과 가속도 등의 동적 응답과 피로현상 및 공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철도교 설계기준에서 철도교량의 설계시 운행하중으로 HL하중선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94년 결정된 TGV 차량형식에 의한 동력집중형(Push-pull type) 하중으로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

는 차세대 고속철도인 동력분산형(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차량의 열차속도, 차축간격, 수직

하중 및 열차의 특성과는 많은 부분이 다를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동력분산형 차량의 경우 차량하중감소로 철도교량의 단면감소 또는 교량형식의 단순화 등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일본 및 유럽 등지에서 동력분산형 고속철도가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력분산형 철도교량으로서 기존의 박스 거더교 뿐만 아니라 I형 거더교 및 합성형교도 적용되

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량형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성능평가가 필요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적인 I형 거더교에 대하여 동력분산형 고속열차를 기준으로 단면설계를 수행한 후 적용시속 200～350

km/hr에 대하여 경간 30 및 35 m를 대상으로 하여 동적 안정성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평가를 수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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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적성능 검증기준

2.1 국내외 동적성능 관련 기준

철도교량에 대한 설계기준의 경우, 국내뇌 관련 기준으로는 국유철도규칙(2000)과 철도설계기준(2004)이

있으며, 고속철도와 관련된 BRDM(Bridge Design Manual)과 호남고속철도설계기준이 있으며, 국외의 관련

기준으로는 UIC Code, Eurocode, 프랑스 기준인 CTRL Technical Standard, 일본 기준인 철도구조물등설계

기준 등이 있다. 또한 ERRI(European Rail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에 관련 기준 및 설정근거 등이 제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성능 검증기준과 관련된 국내외 규정을 조사하였으며, 동적해석 결과를 국내

외 기준과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2 동적성능 검증 관련 항목

교량설계 시, 동적거동에 대한 검코는 단순히 충격계수를 적용하여 안전율 개념에서 정적검토를 수행함으

로써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계수는 단순히 경간장 등에 대한 함수일 뿐이며, 다양한 하중조

건, 불규칙성 및 교량 구조물과 주행차량의 동적특성 등이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다.

철도교량의 경우 도로교와는 달리 특정한 축간격을 가진 열차가 주행함으로써 인해, 공진의 발생 가

능성이 크며, 중량의 하중이 고속으로 주행함에 따라 충격계수 외에 다양한 동적성능항목에 대한 검토

가 필연적이다. 일반적으로 철도교량의 동적 성능과 일반적으로 철도교량의 동적성능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1. 성능검증 항목

시 험 종 류 측 정 항 목 비 고

정적 구조안전성 주부재 응력 (충격계수)

설계변수 관련 고유진동수, 감쇠비

주행 안전성 및

구조적 안전성

연직처짐

상판의 연직가속도

단부회전각

상판의 면틀림

승차감 (진동사용성)
연직처짐

객차 연직가속도

3. 단면시스템

3.1 열차 하중 선정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속철도교량의 설계하중은 HL 표준하중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HL 표준하중

이 실제 고속열차하중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HL 표준하중을 적절

하게 감소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호남고속철도의 교량설계 시 분포하중을 당초보

다 75%만을 고려한 HL-Mod 1 하중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으며, 대만의 고속철도 교량에서도 이와 같

이 분포하중을 75%로 감소시킨 하중을 적용하였다. 중국 고속철도의 경우 집중하중 및 분포하중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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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표준하중의 80%만을 고려한 HL-Mod 2 하중으로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일본 신칸센의 경우에는 철

도교설계기준의 EL-22 하중과 같이 분포하중을 삭제하고 집중하중(220 kN)만으로 설계하중을 산정하기

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고속철도로서 동력분산형(EMU) 차량에 대한 교량설계가 목적이지만 아직까지

EMU 열차의 모든 제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EMU 차량에 대한 설계 고려가

전무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HL 표준하중을 적절하게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설계하중을 산정하고자 한

다. 그림 1에서 집중하중 및 분포하중을 모두 HL 표준하중의 70%만을 적용한 HL-EMU 1 하중과 HL

표준하중의 75%만을 적용한 HL-EMU 2 하중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HL-EMU 1 및 2 하중에 대하여 각각의 100%로 취급하였을 경우 다른 설계하중 및 실제 열차하중과

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설계하중 및 실제 열차하중과의 비교

HL-EMU 1 기준 HL-EMU 2 기준

구 분 배율 구 분 배율

HL 표준(경부선) 0.70 HL 표준(경부선) 0.75

HL-Mod 1(호남선, 대만) 0.77 HL-Mod 1(호남선, 대만) 0.82

HL-Mod 2(중국) 0.88 HL-Mod 2(중국) 0.94

H-22(일본) 1.45 H-22(일본) 1.55

HL-EMU 1(70%) 1.00 HL-EMU 1(70%) 1.07

HL-EMU 2(75%) 0.93 HL-EMU 2(75%) 1.00

실제

차량

EMU 2.03

실제

차량

EMU 2.18

KTX 1.56 KTX 1.67

화물차 1.08 화물차 1.16

그림 1. 고속철도 표준열차하중

HL-EMU 1 하중의 경우 HL 표준하중의 70%를 취한 값으로 HL 하중 종류 중에서는 최소의 값을 보

이고 있지만 H-22 하중(일본)의 1.45배로 일본의 고속철도 하중보다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실제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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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를 보면 EMU 차량의 2배, KTX 차량의 1.56배, 화물차의 1.08배로 나타나고 있어, 동력집중식

및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에 비하여서는 최소 1.5배 이상이므로 충분한 안전율을 가지고 있지만 화

물차의 중량과 거의 비슷하여 화물차에 대하여서는 안전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L-EMU 2

하중의 경우에는 HL 표준하중의 75%를 취한 값으로 HL 하중 종류 중에서는 HL-EMU 1 하중(70%)을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H-22 하중(일본)의 1.55배로 일본의 고속철도 하중보다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실제차량과의 비교를 보면 EMU 차량의 2.18배, KTX 차량의 1.67배, 화물차의 1.16배

로 나타나고 있어, 동력집중식 및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에 비하여서는 최소 1.6배 이상이므로 충분

한 안전율을 가지고 있지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1.16배로 HL-EMU1에 비해서는 다소 높으나 충분한 안

전율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력분산형 고속철도 교량의 설계하중을 선정하여, 이로부터 정적해석을 통한

단면을 설계하고 실제 열차하중에 대한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화물차의 하중을 초

과하면서 실제 고속철도 차량의 1.5배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HL-EMU 1 하중으로 설계하중을 선정하였

다.

3.2 교량시스템 선정

이동하중에 대한 동적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구조물을 상판은 3D 솔리드 요소로 거더는 프레

임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슬래브와 침목을 포함한 콘크리트 궤도, 실제 하중이 재하되는 레일 등은 실제

형상 및 물성치를 충분히 반영한 추가하중으로 모델링에 재하하여 고려하였다. 감쇠의 경우 Rayleigh

감쇠를 이용하여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에서 제안하고 있는 0.5, 1, 2%를 적용하였다.

2차 고정하중은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에 의한 궤도하중, TCL(Track Concrete Layer)과

PCL(Protection Concrete Layer) 등을 직접 계산하여 해석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동적해석 시 공진에

대한 거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열차하중에 대한 동적해석은 단선재하로 하였다.

1) 적용경간 : 30, 35 m

2) 모델링 : 3D 솔리드요소 + 프레임요소

3) 실열차하중 : EMU 차량하중(축중 : 130 kN), KTX 차량하중(축중 : 170 kN)

(교량중심에서 편심 e = 2.4 m을 적용하여 단선 재하)

4) 경계조건 : 시점측 힌지, 종점측 롤러

5) 감쇠비 : 1, 3, 5 %

6) 운행속도 : 200, 230, 260, 290, 320, 350 km/hr

7) 해석조건 : Toleranc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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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간에 따른 단면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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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결과 비교분석

4.1 고유진동수

적용 경간인 30, 35 m에 대하여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각기 3.163, 3.559 Hz로 나타나고 있에 모든 경

간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UIC 776-1 및 국내 철도설계기준(2004)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한치와 하한치 사

이에 존재하여 동적검토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최근

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UIC 규정을 삭제하고 200 km/hr 이상의 속도로 운행되는 철도

교량에 대해서는 모두 동적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주행열차하중에 대한 동적해석을 수행하면서 자유진동에서 공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임계속도

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임계속도 산정

경간(m) 고유진동수(Hz) 유효타격간격  임계속도(km/hr)

30 3.217

11.0 35.39

15.7 50.51

18.7 60.16

35 3.020

11.0 33.22

15.7 47.41

18.7 56.47

4.2 연직처짐 및 충격계수

연직처짐은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에 대한 처짐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기에 대한 처짐기준과

비교를 수행하여야 한다. 처짐기준은 Eurocode EN 1990, 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 및 일본 철도구조물등

설계기준/동해설-변위제한의 3가지 기준에 대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각 기준에서 규정의 적용은 동력

분산형 고속철도 교량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장 불리한 경우인 운행속도 350～360 km/hr, 승차

감=‘매우 양호’의 조건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MU 차량 및 KTX 차량에 대하여 발생되는 최대처짐을 각기의 제한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직처짐 검토

▶ 주행안전성 제한

구분 규정
경간
(m)

허용최대
처짐(mm)

최대발생처짐(mm)
비고

감쇠비 EMU KTX

기준 1 
 30 50.0 30.368 정적해석

설계하중
복선재하35 58.3 34.530

기준 2 


30 15.8
=1 5.020 6.565

동적해석
실제하중
단선재하

=3 4.839 6.356
=5 4.849 6.372

35 18.4
=1 10.958 14.330
=3 7.104 9.290
=5 5.763 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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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감 제한

구분 규정
경간
(m)

허용최대
처짐(mm)

최대발생처짐(mm)
비고

감쇠비 EMU KTX

기준 1



30 18.8 15.184 정적해석

설계하중
단선재하


35 20.0 17.265

기준 2




30 10.7

=1 5.020 6.565

동적해석
실제하중
단선재하

=3 4.839 6.356
=5 4.849 6.372




35 14.0

=1 10.958 14.330
=3 7.104 9.290
=5 5.763 7.536

1) 기준 1 : Eurocode EN 1990 및 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

2) 기준 2 : 일본 철도구조물등 설계기준/동해설-변위제한

3) 기준 1의 승차감 규정은 설계속도 350 km/hr, 승차감=‘매우 양호’일 때의 값임

4) 기준 2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규정은 설계속도 360 km/hr일 때의 값임

감쇠비 및 운행속도에 따른 실제 충격계수와 설계 시 적용한 충격계수를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충격계수는 설계 충격계수보다 상당히 값을 나타내고 있다. 충격계수는 설

계속도 내에서 공진 및 감쇠비의 영향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되며, 이론적으로는 감쇠비가 작아짐에 따

라 충격계수는 무한대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값의 충격계수를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교량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인 과다설계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연직처짐, 가속도 등 다양한 정

량적인 값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5. 충격계수 검토

경간(m) 구분 설계 충격계수 실제 충격계수 비고

30
기준 1 0.093 =1 0.310

=3 0.269
기준 2 0.089 =5 0.272

35
기준 1 0.072 =1 1.712

=3 0.758
기준 2 0.083 =5 0.426

1) 기준 1 : Eurocode EN 1991-2 및 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

2) 기준 2 : 일본 철도구조물등 설계기준/동해설-콘크리트편

4.3 단부 꺽임각

연직하중에 의한 단부꺽임각은 당초 궤도-교량 상호작용 거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인자로써 상

판 상부 끝단에서의 변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상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단부변위

를 제한하는 목적이 도상자갈 이완 및 부가적 레일응력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콘크리트 슬래

브 궤도에서는 도상 이완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단부 변위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레일응력과

체결장치의 부상력을 규정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단부꺽임각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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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는 이미 단부꺽임각의 규정을 삭제하고 주행안전성과 승차감 변위제한으로 대체하였으며, 우리나

라도 경부고속철도까지는 제한규정을 존치시키다가 호남고속철도부터는 승차감 변위제한 등으로 대체되

면서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전 경부고속철도의 단부꺽임각 규정이었던 UIC 774-3의 규정과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이 EMU 차

량 및 KTX 차량에 대하여 동적해석에 의한 최대 꺽임각은 규준치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값으로 나타

나고 있다.

표 6. 단부꺽임각 검토

경간(m) 기준
규준치

(×10-4 rad)
최대값 (×10-4 rad)

비고
감쇠비 EMU KTX

30

UIC 774-3

10.811
=1 3.358 4.391
=3 3.252 4.252
=5 3.259 4.262

35 8.163
=1 6.281 8.212
=3 4.071 5.324
=5 3.303 4.319

4.4 연직가속도

EMU 차량 및 KTX 차량에 대하여 모든 경우에 대한 연직가속도의 최대값을 기준에 따른 제한치와

비교하였으며,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규준치 이내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연직가속도 검토

경간(m) 기준
규준치
(m/s2)

최대값 (m/s2)
비고

감쇠비 EMU KTX

30
BRDM,

호남고속철도,
Eurocode 등

4.905

=1 0.799 0.845
=3 0.722 0.944
=5 0.717 0.938

35
=1 2.826 3.695
=3 1.459 1.908
=5 0.959 1.255

5. 결 론

단면 선정을 위한 설계하중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EMU 차량에 대한 설계 고려가 전무한 점을 감

안하여, 집중하중 및 분포하중을 모두 HL 표준하중의 70%만을 적용한 HL-EMU 1 하중과 HL 표준하

중의 75%만을 적용한 HL-EMU 2 하중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 고속철

도 차량 중량의 1.5배 이상을 확보하고 화물차 중량과 비슷한 값을 가지는 HL-EMU 1 하중으로 설계하

중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적분석에 따른 각 적용경간별로 단면의 크기를 선정하였다.

모든 해석결과를 국내외 관련 기준치들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각 구조형식별로 선정된 단면들은

EMU 차량에 대한 모든 동적성능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용대상인 모든 구

조모델형식은 동력분산형 고속철도 교량으로서의 적용성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동력분산형 고속철도 교량에 KTX 차량을 운행시키는 경우에 대한 비교를 수행한 결과

모든 제한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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