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교량연구실

E-mail : hiyoon@kict.re.kr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교량연구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반시설연구본부

고속철도열차하중에 의한 교량의 가속도 분석

Analysis of Bridge Deck Acceleration under the High-speed Train

윤혜진† 진원종* 최은석* 강재윤* 곽종원* 김병석**

Hyejin Yoon Won-Jong Chin Eun-Suk Choi Jae-Yoon Kang Jong-Won Kwark Byung-Suk Kim

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ect of frequency domain on the estimation of acceleration of high-speed railway bridges was 

investigated. Field test was conducted for two bridges. One bridge has ballasted tracks, the other slab tracks. 

Acceleration and displacement were measured. Effect of filtering on acceleration and displacement was analyzed.

1. 서론

도로교와는 달리 철도교량에 작용하는 활하중은 일정한 간격의 연속적인 차륜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동적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EUROCODE 및 UIC776-2에서는 교량 상판의 최

대가속도를 특정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여 유도상인 경우에는 0.35g, 무도상인 경우에는 0.5g로 제한한

다. 이 때 고려하는 진동수 영역은 30Hz, 고유진동수의 1.5배, 3차진동수 중 최댓값이다. 진동가속도 기

준은 동적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 선진국에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최

근에는 과도한 안전율이 반영된 진동가속도 제한기준 때문에 비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이후 교량의 동적거동과 동특성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각종 규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적인 동특성에 관한 연구는 배제되어 왔다. 더욱이 교량 상

판의 최대가속도 기준의 경우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가속도 크기만을 EUROCODE 및 

UIC776-2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속도 응답은 고려하는 진동수 영역에 따라 크게 변한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가속도 제한 기준은 비경제적인 설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

제적인 철도설계기술을 확보하는데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교량진동기준 마련

을 목적으로 고속철도교량의 현장계측실험을 통하여 가속도 신호를 수집하고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여 

최대 응답 크기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속철도교량의 변위응답과 가속도 응답을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 교량상판 연직가속도 기준

교량상판의 진동가속도 기준은 동적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ERRI D214 RP9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교량의 상판에 과도한 가속도가 발생할 경우 공진, 자갈도상의 체결력 감소, 도상 시스템 간

의 접촉력 감소, 궤도의 강성 손실 및 이동, 받침의 들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궤도 모형에 대한 

실내 실험을 통하여 교량상판의 가속도가 0.7g 이상이 되었을 때 도상의 수직방향 침하와 수평방향 저

항력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안전율 2를 도입하여 0.35g를 도상교량 상판의 진동가

속도 제한치로 제안하였다. 도상의 체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없는 무도상 교량에 대해서는 0.5g로 제한

1550



하였다. 이에 EUROCODE 및 UIC776-2에서는 열차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Hz, 고유진동

수의 1.5배, 구조물의 3차진동수 중 최대값까지의 진동수 영역에서 교량상판의 연직가속도가 유도상 궤

도는 0.35g, 무도상 교량은 0.5g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국내 호남고속철도설계지침(2007)에서는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교량 상판의 최대 연직가속도의 크기만을 EUROCODE와 동일하게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계측 및 분석법에 따라 교량 상판의 최대가속도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

문에 일관된 기준 적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3. 동적응답 현장계측

3.1 대상교량

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량상판 최대가속도 기준이 유도상과 무도상에 따라 구분되므로 이를 고려

하여 현장계측을 위한 교량을 선정하였다. 유도상 교량은 지탄교, 무도상 교량은 태기고가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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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시점에서 약 354km(KP354) 정도에 위치한 PSC BOX교로, 1@35m와 1@40m으로 구성되어 있

다. 측정경간은 1@35m 구간이다. 두 교량 모두 경간 중앙에서 처짐, 교량 상판 중앙수직가속도를 측정

하였다(그림2, 그림4).

        

                그림 1. 지탄교 전경                 그림 2. 지탄교 계측센서 위치도 

               그림 3. 태기고가 전경                그림 4. 태기고가 계측센서 위치도

3.2 지탄교 동적응답

지탄교 상판 도상 중앙에서의 진동가속도 시간이력과 함께 진동수 영역을 고려한 시간이력이 그림 5

와 같다. 진동수 영역은 Low Pass Filtering의 Cut Off Frequency 조정을 통해 고려하였으며, 

EUROCODE에서 제안하는 진동수 영역을 반영하여 250Hz, 200Hz, 150Hz, 100Hz, 50Hz, 30Hz으로 변

화시켰다. 250Hz의 진동수로 필터링된 신호의 최대 가속도는 0.334g로 유도상 교량의 가속도 제한치인 

0.35g와 비교하였을 때 현행 가속도 제한 기준 대비 95% 수준이지만 30Hz의 진동수로 필터링된 신호

의 최대가속도는 0.050g로 현행 가속도 제한 기준 대비 14%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림 6은 진동수 영

역에 따른 변위 시간이력을 나타낸 것이다. 250Hz의 진동수로 필터링된 신호에서의 최대변위는 

0.590mm이였으며, 30Hz의 진동수로 필터링된 신호에서도 최대변위는 0.558mm로 250Hz 진동수 영역 

신호 최대값의 95% 수준이다. 반면 30Hz의 진동수로 필터링된 신호에서의 최대가속도는 250Hz 진동

수 영역 신호 최대값의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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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데이터 (b) 250Hz  (e) 100Hz (g) 30Hz

그림 5. 진동수 영역에 따른 가속도 응답(지탄교)

 (a) 원데이터 (b) 250Hz  (e) 100Hz (g) 30Hz

그림 6. 진동수 영역에 따른 변위 응답(지탄교)

3.3 태기고가 동적응답

태기고가 상판 도상 중앙에서의 가속도 및 변위 시간이력에서도 지탄교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250Hz의 진동수로 필터링된 신호의 최대 가속도는 0.254g로 무도상 교량의 가속도 제한치인 0.5g와 비

교하였을 때 기준 대비 50% 수준이지만 30Hz의 진동수로 필터링된 신호의 최대 가속도는 0.029g로 기

준 대비 6% 수준, 250Hz 진동수 영역 신호 최대값의 11%로 나타났다. 반면 진동수 영역에 따른 변위 

시간이력에서는 250Hz의 진동수로 필터링된 신호에서의 최대변위는 0.590mm이였으며, 30Hz의 진동수

로 필터링된 신호에서도 최대변위는 0.558mm로 250Hz 진동수 영역 신호 최대값의 95% 수준이다. 

30Hz의 진동수로 필터링된 신호에서의 최대가속도는 250Hz 진동수 영역 신호 최대값의 15% 수준이

다. 

 (a) 원데이터 (b) 250Hz  (e) 100Hz (g) 30Hz

그림 7. 진동수 영역에 따른 가속도 응답(태기고가)

 (a) 원데이터 (b) 250Hz  (e) 100Hz (g) 30Hz

그림 9. 진동수 영역에 따른 변위 응답(태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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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진동수 영역에 따른 응답

그림 9에서는 진동수 영역에 따른 최대가속도를 나타내었다. 가속도 신호는 고려하는 진동수 영역에 

따라 달라지며 고려하는 진동수가 작을수록 최대 가속도는 줄어들며, 특히 200Hz 이하 구간에서는 최

대 가속도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림 10에서는 필터링 정도에 따른 최대 가속도 및 최대 변위 감

소 비율을 나타내었다. 250Hz 진동수에서의 최대변위와 30Hz 진동수에서의 최대변위를 비교하였을 때 

지탄교의 경우 1%, 태기고가의 경우 5% 감소하여 필터링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작아지긴 하지만 필

터링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최대 가속도는 지탄교의 경우 15%, 태기고가의 경우 

89% 감소하여 필터링 정도에 따라 최대 가속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a) 지탄교 (b) 태기고가

그림 11. 필터링 정도에 따른 최대가속도 변화

 (a) 지탄교 (b) 태기고가

그림 12. 필터링 정도에 따른 최대 가속도 및 최대 변위 감소 비율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유도상 및 무도상 고속철도교량의 현장계측실험으로부터 가속도와 변위 신호를 수집하

고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50Hz 진동수에서의 최대변위와 30Hz 진동수에서의 최대변위

를 비교하였을 때 지탄교의 경우 1%, 태기고가의 경우 5% 감소하여 필터링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작

아지긴 하지만 필터링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교량 모두 250Hz로 필터링 후의 최

대가속도는 현행 가속도 기준을 만족하지만 30Hz로 필터링 하는 경우 250Hz의 진동수로 필터링 된 신

호 대비 11%~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UROCODE 및 UIC776-2에서는 최대 가속도 규정시 침

목의 영향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진동수 성분을 제외한 진동수 영역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침목과 교

량의 다양한 실측데이터의 확보와 이들의 진동수 특성을 파악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속도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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