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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onsider dynamic magnification effect at the static design stage, impact load factor is applied to design 

load. Current impact load factor adopted EUROCODE without verification while Japan suggested impact load 

factor including velocity of high-speed train throughout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On the purpose of 

evaluate current impact load fact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lculation of impact load factor from dynamic 

response of running train.

1. 서론

고속철도교량은 일정한 축간격을 가진 열차의 고속주행 특성으로 공진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

적안정성의 검토가 중요하다. 현행 고속철도교량 설계기준에서는 정적설계 단계에서 충격계수를 도입함

으로써 고속철도열차 주행에 의한 동적 응답 증가분을 정적하중의 증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충격계수를 고려한 정적응답과 실열차하중에 의한 동적응답 중 불리한 쪽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현행 고속철도설계기준에서 충격계수는 EUROCODE에 근거한 것으로, 교량 경간장에 따라 표준열차

하중을 0%~15% 증가시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양한 이론적 연구 및 실험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충격계수 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열차속도를 고려한 선진화된 충격계수를 적용하

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합리적인 충격계수 선정을 위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으로 실차량 운행에 따

른 교량거동 측정을 통하여 EUROCODE에 근거한 현행 충격계수의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2. 동적응답으로부터 정적응답 설정

충격계수는 정적설계 단계에서 동적 충격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표준열차하중에 곱해지는 계수로 

식 (1)과 같다. 

                             



                                         (1)

여기에서,  : 교량의 동적처짐

 : 교량의 정적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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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충격계수 기준을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행열차에 의한 교량 응답의 현장실

험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식 (1)에서와 같이 교량의 정적처짐과 동적처짐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적 처

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열차가 교량 상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 또는 5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되는 상

태에서의 응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 고속철도 운행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열차의 고속주행에 의한 동적응답 신호에 Moving Average를 적용하여 정적 

응답을 산정하였다. 동적응답은 그림 1(a)와 같이 정적응답위치로부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진폭이 발생

하기 때문에 동적응답의 평균을 구하면 진폭이 제거되어 정적응답에 근사하게 된다. Moving Average로

부터 정적처짐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동적 신호로부터 평균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림 

1은 Moving Average에 적용되는 데이터 개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정적응답과 함께 보여준다. 그림 

1(b)는 5개의 데이터 신호들로부터 동적인 변화를 제거한 것이며, 그림 1(c)는 100개의 데이터 신호들

로부터 동적인 변화를 제거한 것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임의의 가상 동적응답으로부터 정적 최대 변

위를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개의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된다. 

 

 

    (a)정적응답과 동적응답          (b) 정적응답 산출(N=5)        (c) 정적응답 산출(N=100)

그림1. Moving Average 

Moving Average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적 응답과 함께 정적 응답도 함께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에

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경부고속철도의 개통 전 시험선 구간에서 정적(  ) 및 속도대역

(  ∼ )별로 교량 응답신호를 활용하여 Moving Average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3. 연제교 현장주행실험

Moving Average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기존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2년 연제교를 대

상으로 정적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속도별로 계측한 동적응답을 활용하였다. 연제교는 KP117km 지점

에 위치한 PSC BOX 교량으로, 40m 경간의 2경간 연속형식이다. 당시 시험선 구간에서 차량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300km/h 이므로 최저 5km/h의 속도부터 최대 300km/h의 속도까지 50km/h 간격으

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은 동일한 주행속도로 서울에서 부산방향(하행)과 부산에서 서울방향

(상행)으로 실시하였다. 도표 1은 주행속도와 주행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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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속도 주행방향

5 km/h 서울 ↔ 부산

100 km/h 서울 ↔ 부산

150 km/h 서울 ↔ 부산

175 km/h 서울 ↔ 부산

200 km/h 서울 ↔ 부산

250 km/h 서울 ↔ 부산

275 km/h 서울 ↔ 부산

300 km/h 서울 ↔ 부산

도표2. 주행속도와 주행방향 

그림2와 그림 3은 일부 주행속도에 대한 하행 KTX 열차와 상행 KTX 열차에 대한 변위이력이다. 

(a) 주행속도 5km/h (b) 주행속도 200km/h

그림2. 하행 KTX 열차에 대한 변위이력 

(a) 주행속도 5km/h (b) 주행속도 200km/h

그림3. 상행 KTX 열차에 대한 변위이력  

도표 2는 연제교 현장계측을 통한 속도별 최대 처짐을 열차의 주행방향을 고려하여 정리한 것이다. 

정적응답에 해당하는 5km/h 주행속도를 갖는 KTX 열차에 의한 교량의 최대처짐은 서울에서 부산방향

(하행) 열차의 경우 0.785mm, 부산에서 서울방향(상행) 열차의 경우 0.798mm이다. 운행속도 100km/h 

~300km/h의 열차주행에 의한 동적응답에 대하여 Moving Average를 수행하였다. 이 때, 일부 운행 속

도에서는 동적변위가 정적변위보다 작게 관측된 경우 및 공진속도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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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속도

(km/h)

하행: 서울 → 부산 상행: 부산 → 서울

최대변위(mm) 비고 최대변위(mm) 비고

5 0.785 정적변위 0.798 정적변위

100 0.776 * 0.794 *

150 0.785 * 0.794 *

175 0.795 0.790 *

200 0.777 * 0.807

250 0.800 0.794 *

275 0.794 0.834

300 0.909 공진속도 1.088 공진속도

도표3. 연제교 시험구간에서의 최대 변위 

   * : 동적변위가 정적변위보다 작게 계측된 경우

그림 4는 동적응답 신호에서 데이터 수(N) 변화에 따른 Moving Average 결과를 보여준다. Moving 

Average 적용에 사용되는 데이터 수(N)가 많을수록 추정되는 정적변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행 열차의 경우 동적응답으로부터 정적응답의 최대변위에 최소한의 오차로 추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수(N)은 주행속도 175 km/h에서는 50개, 250km/h와 275km/h에서는 20개 이다. 상행 열차인 

경우에는 주행속도 200km/h에서는 10개, 275km/h에서는 40개이다.

(a) 연제교-하행 (b) 연제교-상행

그림4. 연제교 동적응답에 대한 Moving Average 결과

데이터 수(N)가 10~50인 범위에서 Moving Average에 의한 정적변위 추정값과 정적변위와의 오차는 

3.5% 미만이다. 데이터 수(N)를 10, 20, 30, 40, 50으로 변화시키면서 Moving Average에 의한 정적변

위 추정값과 정적변위와의 오차를 도표3에 나타내었다. N 변화에 따른 속도별 평균오차는 상행 열차의 

경우 N이 20일 때 2.63%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하행 열차의 경우 N이 10일 때 2.00%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N이 20인 경우라 하더라도 2.10%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교량에서 수집한 정적 

및 동적응답으로부터 향후 다른 형식 및 운행속도를 갖는 교량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수(N)를 결정

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제교에서 측정된 정적 및 속도별 동적응답으로부터 20개의 데이터에 의한 

Moving Average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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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 데이터 수 변동에 따른 정적변위와의 오차

속도

(km/h)

정적변위와의 오차-상행(%) 정적변위와의 오차-하행(%)

N=10 N=20 N=30 N=40 N=50 N=10 N=20 N=30 N=40 N=50

100 2.55 2.59 2.66 2.77 2.91 2.00 2.10 2.15 2.18 2.23

150 0.97 1.28 1.50 1.70 2.05 0.75 1.02 1.89 2.11 2.15

175 1.79 1.96 2.12 2.28 2.57 0.92 0.75 0.48 0.22 0.02

200 0.08 0.42 0.73 1.30 1.89 1.45 1.71 2.08 2.42 2.73

250 1.18 1.37 1.65 2.19 3.12 0.46 0.03 0.67 1.17 1.74

275 3.35 2.63 1.72 0.38 1.33 0.71 0.02 0.75 1.26 1.83

평균오차 3.35 2.63 2.66 2.77 3.12 2.00 2.10 2.15 2.42 2.73

최대오차 1.65 1.71 1.73 1.77 2.31 1.05 0.94 1.34 1.56 1.78

  

4. 결론

고속철도교량 설계기준에서는 정적설계 단계에서 충격계수를 도입함으로써 고속철도열차 주행에 의한 

동적 응답 증가분을 정적하중의 증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계측을 통해 

EUROCODE에 근간한 현행 충격계수 기준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충격계수 산정에 필요한 정적응답을 

주행열차의 의한 동적응답 신호에 Moving Average를 적용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경부고속철도 개통 전 연제교를 대상으로 한 정적실험과 주행 속도별 

동적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제교에 대한 현장계측 신호로부터 데이터 수(N)가 10~50인 범위에서 

Moving Average에 의한 정적변위 추정값과 정적변위와의 오차는 3.5% 미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일한 교량에서 수집한 정적 및 동적응답으로부터 향후 다른 형식 및 운행속도를 갖는 교량에 적용하

기 위한 데이터 수(N)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제교에서 측정된 정적 및 속도별 동적응답으로부터 

20개의 데이터에 의한 Moving Average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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