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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way bridge is the most problematic thing in the railway is due to noise and vibr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have been studies. However, a fundamental alternative to the noise and vibration. It has not 
so far not shown, and to minimize the problem is focused. As a result, developed a lo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but the vibration is not much for reduction. In this study, to support the superstructure of the 
bridge vibration possible for spherical elastomeric bearing is a technical review. And it applies to the railway 
bridge, the nume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1. 서론

철도교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철도운행에 따른 구조소음 및 진동일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근본

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철로바닥에 흡음재

를 부착하고, 철도가 지나가는 주변에는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동저감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다. 철도교량 상부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교각을 통해 하부

로 직접 전달되게 된다. 즉 기존 철도교량에서 가장 많이 설계되고 시공되어진 스페리컬 받침(Spherical

Bearing, SB)은 철도차량이 교량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진동은 고무받침에 비해 크게 발생하여 주거지역이나

기타 시설물에 인접한 경우 민원발생을 유발한다(오주 등, 2009). 따라서 상기와 같은 소음 및 진동의 저감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국내연구진에 의해 기존의 강재형 받침

의 문제점인 소음 및 진동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허용회전각 등의 기능이 향상된 교량받침인 스페리

컬 탄성받침(Spherical Elastomeric Bearing, SEB)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개발 되어진 스페리컬 탄성받침(SEB)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하고, 그 적용

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 철도교량을 선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그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2. 신규개발 교량받침의 개요

2.1 철도교량받침의 종류

철도교량에 사용되고 있는 교량받침은 재료에 따라 강재계(steel type)와 고무계(rubber type) 받침으

로 구분 가능하다. 강재계 받침으로는 스페리컬 받침이 대표적이고, 고무계 받침으로는 탄성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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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omeric Bearing, EB)이 있다. 강재계 대표적인 교량받침인 스페리컬 받침은 다른 받침에 비해 허용

회전각이 0.03rad으로 크고 큰 수직하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재료가 강재로 구성되어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어 지금까지 철도교량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중이 무거워 시공 및 유지

관리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며, 황동주물 구면판의 회전허용 여부에 대한 육안확인이 곤란하다. 그리

고 열차통행에 따른 상부구조물의 외부충격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이와 반대로 탄성받침은 외부충격에 따른 충격흡수가 양호가고 복원력이 우수하고 지진하중의 효과

적 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용회전각이 0.02rad로 비교적 낮고 신축량이 큰 교량에서는 적용하기 까

다로운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교량받침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기의 두

받침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스페리컬 탄성받침은 허용회전각이 0.05rad로 크고 회전이 자유롭고,

외부충격을 흡수하여 받침장치 만으로도 진동의 저감이 가능하다. 또한 지진 발생시 하중분산 효과가

있어 교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며, 기존 스페리컬 받침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경량으로 유지관

리 및 시공이 용이하다. 그림 1은 적용대상인 3가지 교량받침에 대한 구조형태를 보인 것이다.

(a) 스페리컬 받침(SB) (b) 탄성받침(EB) (c) 스페리컬 탄성받침(SEB)

그림 1. 철도교량받침의 종류

2.2 스페리컬 탄성받침의 개요

최근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완료 되어진 스페리컬 탄성받침은 기존의 강재 스페리컬 받침과 탄성받침의

기능과 장점을 모든 갖는 교량받침 장치이다. 기존 교량받침과 설계 및 해석이 유사하고 구면의 적층구조 형

태를 가지고 있어 상부구조의 신축과 회전의 수용이 우수하다. 특히 허용 회전각은 0.05rad 이상으로 경사도

가 큰 교량에도 적용가능하다. 그리고 주요 구성 재료는 고무로서 수많은 실험에 의한 오존 및 염화물 등 외

부환경에 대한 저항성의 우수성이 검증된바 있다. 또한 교량 상부에서 하부구조물을 통해 지반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중간에 받침이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고무의 감쇠력에 의해 일반 강재받침에

비해 큰 감쇠율을 확보할 수 있어 지진동의 저감능력이 우수하다. 더불어 차량통행에 따른 반복 피로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이 우수하고, 장기 크리프 및 처짐량의 최소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탄성받침에서 주로

발생하는 롤 오버(Roll-over)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림 2는 스페리컬 탄성받침의 주요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Rz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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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z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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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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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astomeric
Bearing

일방향 가이드 상부고정 돌기Axial Load
(Fz)Tilting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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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페리컬 탄성받침의 주요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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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량해석을 통한 적용성 분석

3.1 검토대상 교량받침의 종류

철도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및 교량의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교량받침은 철도교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는 강재형 스페리컬받침(SB)과 최근에 철도에 사용되고 있는 탄성받침(EB)을 적용하였

다. 또한 소음 및 진동 저감을 목적으로 최근 연구개발 되어진 스페리컬 탄성받침(SEB)을 대상으로 내

진해석을 수행하였다.

3.2 적용성 분석 대상 교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량은 한 경간의 길이가 35m인 철도교량에서 2경간을 일부 절취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 상부구조형식은 PSC 빔교로서 도로교 및 철도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시공되어지는 교량형

식으로 일부 절취구간에 대해 내진해석을 수행하였다(그림 3참조). 수치해석에 적용된 검토조건으로는

지진구역 Ⅰ이므로 가속도계수(A)는 0.154g를 적용하였고, 재현주기 1000년에 해당하는 내진Ⅰ등급교량

으로 위험도계수는 1.4로 하였다. 내진해석에 사용한 지반종류는 Type Ⅱ에 해당하는 S=1.2의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지진파는 탄성지진파이며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으로 실시하였다. 상부

구조는 분포 질량의 관성력을 각 절점들의 위치에서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 보요소(beam element)로

거더의 도심을 지나는 격자로 모델링 하였다. 하부구조는 교각 기둥과 코핑을 보요소로 하고 기초의 도

심을 고정단 위치로 정하였다.

교량에 적용된 받침의 기능 및 형식에 따라 받침배치 형태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강재 스페리컬

받침(SB)은 다점고정 형태로 받침을 배치하였고, 탄성받침(EB)과 스페리컬 탄성받침(SEB)은 받침의 특

성상 지진시 자유단 형태로 받침을 배치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는 적용 교량받침 종류에 따른

받침배치 형태를 보인 것이다.

(a) 대상교량 횡단면도 (b) 해석교량 모델링

그림 3. 적용대상교량 단면도 및 모델링

(a) EB, SEB (b) SB

그림 4. 받침배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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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석결과

3.3.1 교각하단의 전단력

교각하단의 전단력이란 교각의 기둥과 기초가 접하는 부분의 전단력을 의미하며, 받침을 통해 전달되

는 상부구조의 자중에 의한 관성력과 기둥 자체의 관성력이 조합되어 나타난다. 교각하단의 전단력 응

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석에 적용된 탄성받침(EB)과 스페리컬 탄성받침(SEB)은 스페리컬받침

(SB)에 비해 교량의 고유주기가 비교적 길고 전체적인 분산기능과 감쇠기능에 의해 기존 설계방법에 비

하여 전단력 저감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페리컬 탄성받침은 기존의 탄성받침에 비해서

는 전단력이 크지만 강재 스페리컬받침과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단력이 약 50%가량 저하됨으

로서 에너지 저감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강재 스페리컬 받침을 적용할 경우 교량의 고유주기가 짧아

유발되는 전체 관성력이 크므로 받침에 상대적으로 큰 변위가 유발되는 전체 관성력이 커지므로 받침에

상대적으로 큰 힘이 집중되었다. 교축 및 교축직각방향에서 고무계 받침은 탄성받침과 스페리컬 탄성받

침을 사용할 경우 기둥부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이 저감되었으며, 모든 교각에서 하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외부에너지 분산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교각하단 전단력의 크기를 교축 및 교축직각

방향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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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교각하단의 전단력 비교

3.3.2 교각하단의 모멘트

교각하단의 모멘트란 교각의 기둥과 기초가 접하는 부분의 모멘트를 의미하며, 기둥의 지진에 대한

설계방법(탄성설계 및 소성설계)이 결정되고, 총철근량과 심부구속 철근량이 달라지므로 하부구조 공사

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교각하단의 모멘트 응답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강재 스페리컬받침의 경우 교량의 고유주기가 짧아 유발되는 전체 관성력이 크므로 받침에 상대적으

로 큰 변위가 유발되고 전체 관성력이 커지므로 받침에 상대적으로 큰 힘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받침의

자재비가 증가하며 받침 저판의 연단거리가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고무계 받침인 탄성

받침 및 스페리컬 탄성받침과 같은 교량받침을 적용한 경우 기존 강재계 받침에 비하여 에너지 소산력

이 뛰어나 지진력 저감효과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접 교각의 길이차로 인한 지진력 집중

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무계 교량받침의 고유주기가 충분히 길고 전체적인

분산기능과 감쇠기능에 의해 모멘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교축직각방향에서 교각하

단부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기존 강재 스페리컬받침과 고무계인 스페리컬 탄성받침이 유사하게 다소 높

게 분포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적고 다른 교각으로 에너지가 분산되어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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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각하단의 모멘트 비교

3.3.3 받침의 수평 전단력

받침의 전단력은 연단거리, 형하고 등에 의한 경제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받침의 전단력은 수직

력 못지않게 받침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전단력이 커질 경우 단위크기 증가에 따른 자재비

상승률은 급격히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스페리컬 탄성받침과 탄성받침은 기존의 강재 스페리컬받

침에 비해 안전율이 배 이상 확보되므로 전단력과 경제성은 무관하다. 받침의 전단력 응답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강재 스페리컬받침을 사용할 경우 다점고정 즉, 고정점 증가에 따라 분산효과는 증가되

지만 고유주기가 짧아 전체 관성력이 증가된다. 그러나 탄성받침과 스페리컬 탄성받침의 경우 전체적인

분산기능과 감쇠기능에 의해 전단력 집중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받침전단력

에 대해 살펴보면 탄성받침이 가장 낮고 강재 스페리컬받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페리컬 탄성받

침은 일반 스페리컬받침에 비해 받침 전단력이 절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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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받침의 수평 전단력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에 많이 사용되고있는 강재계 받침인 스페리컬받침과 고무계 받침인 탄성받침

및 스페리컬 탄성받침을 철도교량에 적용하여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해 지진응답을 통한 내진

성능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처음 적용한 스페리컬 탄성받침은 기존의 강재 스페리컬받침과 탄성받침의 장점을 모

두 갖는 받침으로서 주요 구성 재료는 고무이나 기존 고무받침에 비해 허용회전각이 0.05ra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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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설계되는 받침 중 최대 허용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사교나 회전각이 큰 교량에

적용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고무계 받침인 탄성받침과 스페리컬 탄성받침을 적용한 교량은 고유주기가 길어져 자체강성만으로

저항하는 다점고정 방식인 강재 스페리컬받침에 비해 부재력 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3) 스페리컬 탄성받침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강재 스페리컬받침에 비해 감쇠효과가 우수하

며, 다점고정방식보다 유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스페리컬 탄성받침은 최근 신규 개발된 교량받침으로서 실제 도로교나 철도교에 적용되기 위해서

는 다양한 동특성실험과 내구성 실험 등에 의한 성능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

라 각종 압축, 변위, 온도, 주파수, 반복하중 의존성 등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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