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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하중을 이용한 PSC 박스 거더 고속철도교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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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concept of high speed railway bridges is applied to a method for increasing the stiffness of existing bridge structures

considering the impact factor by a static load. Generally, the process of structural design would be relied upon an advanced foreign

technology. However, the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DAF) and dynamic capacity assessment of high speed railway bridges may

be conducted essentially a detailed estimation because the resonance phenomenon is affected by the long length (380 m) and high

speed (300 km/h) moving of a high speed railway (Korea Train eXpress: KTX).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examined the dynamic

capacity of the typical PSC Box Girder high speed railway bridge efficiently, and offered the basic information for the reasonable

structural design. For this, the static analysis is conducted considering the load line diagram of KTX based upon existing refer-

ences. In addition, the KTX moving load is transformed into the time series load considering various analytical variables. The time

history analysis is assessed reasonable using the transformed time series load. At that time, analytical variables for calculating the

time series load are considered loading node distance, time increment and KTX velocity variation etc. The dynamic capacity of the

PSC Box Girder high speed railway bridge is examined based upon the FE analysis result systematically. The structural safety is

assessed quantita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regula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Keywords : PSC box girder high speed railway bridges, resonance phenomenon,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time series load,

time history analysis, dynamic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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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고속철도교량의 설계개념은 정적하중에 따른 충격계수를 고려하여 기존 교량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

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구조설계 과정은 선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속철도(Korea Train eXpress:

KTX)의 긴 연장(380 m)과 고속(300 km/h) 주행은 공진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속철도교량의 동적증폭계수

(DAF) 및 동적성능 평가는 상세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PSC 박스 거

더 고속철도교량을 대상으로 동적성능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합리적인 구조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기존문헌을 토대로 KTX의 하중선도를 고려하여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해석변수를 고려하여

KTX의 이동하중을 시계열하중으로 변환하였으며, 변환된 시계열하중을 이용하여 시간이력해석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때, 시계열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변수는 KTX의 하중재하 절점간격, 시간증분 및 속도변화를 고려하였다. FE해석 결과를 바

탕으로 PSC 박스 거더 고속철도교량의 동적성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관련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였다. 

핵심용어 : PSC 박스 거더 고속철도교량, 공진현상, 동적증폭계수, 시계열하중, 시간이력해석, 동적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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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개선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

하여 도입된 고속철도는 도로교통에 비해 침체되었던 철도

산업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교

량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교는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나, 철도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며, 선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도로교와 비교하여 볼

때, 철도교는 예측 불가능한 과도한 이동하중으로 인해 급작

스런 손상을 입을 확률은 적다. 그러나 이동하중이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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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동적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교량 상부

에 레일 및 침목과 같은 궤도 시스템 구조물이 설치되기 때

문에 철도교는 교량 자체뿐만 아니라 궤도 시스템의 안전성

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1996년부터 고속철도교량의 하

중 및 동적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된 이후, 고속철도 선로

구축물의 시스템 안정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고속철도

교량의 동적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건설교통부,

199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6). 그 외에도 고속철도교량과

주행차량에 의한 동적거동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최창근 등, 2000). 또한 KTX와 고속철도교량의 상호작

용으로 인한 응답특성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경부고속철

도 시험선 구간의 교량 구조물에 상시자동계측시스템을 구

축하여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0). 아울러, 현장계측에 의해 고속철도교량의 설계기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계측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강기동, 2006).

이 연구에서는 현재 경부고속철도 1단계구간에 시공된 교

량 형식 중 전형적인 PSC 박스 거더 고속철도교량을 대상

으로 KTX의 주행 시, 교량의 거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적해석, 고유치해석 및 시간이력해석(Time Histor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때, 시간이력해석은 상세한 거동

분석을 위해 하중재하 절점간격, 시간증분 및 KTX의 속도

변화를 변수로 고려한 시계열하중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FE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교의 동적성능 검토

항목을 선정하여 국내외 관련기준과 비교·분석함으로서, 고

속철도교량의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1은 고속철도

교량의 동적성능 평가과정에 관한 개요를 도시한 것이다.

2. 고속철도교량 설계기준 및 동적증폭계수 평가

2.1 고속철도교량 성능검증 기준

고속철도교량은 자중에 비해 상당히 큰 차량하중을 부담하

기 때문에 열차의 길이나 속도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주행중인 열차는 주기적인 축 하중을 발생시켜

철도교량에 특유의 진동을 일으키게 한다. 즉, 고속철도교량

의 동적 안전성,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은 차량하중과

주행속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설계과정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철도 선진국의 경우, 충

격계수, 고유진동수, 교량상판의 수직가속도, 경간 중앙부 수

직처짐 및 차량의 수직가속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함

으로써, 주행안전성 및 진동사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속철도 도입 시, 국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표 1과 같은 동적성능 관련기준을 제시하였다. 관련기준에

의한 충격계수는 단순히 지간 장에 따라 산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공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열차의 특성 및 주행면의 불규칙성과 같은 다양한 조

건에 의한 영향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험적

계측에 의한 충격계수는 설계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검토될 수 있다. 실제, 철도교량은 다양한 종류의 열차 및

각 열차의 축 간격에 의해 설계속도 내에서 공진발생 가능

그림 1. 고속철도교량의 동적성능 평가 개요도

표 1. 고속철도교량의 대표적 동적성능 검증항목

평가항목 동적성능 제한기준 내용 비 고

충격계수
 L≤18 m: i(%)= ; L>18 m: i(%)=

 여기서, L=교량의 경간길이(m)

철도교설계기준
(고속철도규정)

고유진동수

 상한기준: 4 m L 25 m: ; 25 m L: 한계기준 없음

 하한기준: 4 m L 20 m: ; 20 m 100 m: 

UIC 776-1R
Appendix 102

교량상판 
최대수직가속도

 유도상 궤도: 0.35 g; 무도상 궤도: 0.50 g
BRDM

(프랑스규정) 

단부회전각
θmax(red) 2.0×10−3/h

 여기서, h=레일 면과 교좌장치 중심까지의 거리 
철도교설계기준
(고속철도규정)

경간 중앙부 수직처짐  2경간 연속: L/2500; 단경간: L/1600 
철도교설계기준
(고속철도규정)

45
L
2

45
------– 24

240

L 0.6–
---------------+

 ≤  ≤ n
0

94.756

L
0.748

----------------=  ≤

 ≤  ≤ n
0

80

L
------=  ≤ n

0

23.58

L
0.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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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 공진발생 시, 충격계수는 감쇠비의 정도에 따라

서 매우 커질 수 있다(대한토목학회(2004)). 일본의 경우에는

속도의 영향 및 타격간격을 고려하여 충격계수의 산정 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 및 실험을 바탕으로

충격계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일본 국토교통성철도국(2004)). 

국내의 경우, 고속철도교량의 고유진동수에 관한 한계기준

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충격계수의 산정방법을 UIC의 기

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UIC에서 제한하고 있는 한계기준

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UIC 776-1 R, 1994). 과도한

교량상판 수직가속도는 고속철도교량의 고유진동수와 일정

간격의 축간거리 사이의 동적 상호작용을 유발하며, 바퀴와

레일의 상호 접착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220 km/h이상의

속도에서는 최대 수직가속도를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0.35 g이내(유도상 궤도) 및 0.50 g(무도상 궤도)로 규정하

고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 1995). UIC 74-2에 따르면, 수직

하중에 의한 단부회전각은 궤도/교량 상호작용 거동을 만족

시키기 위한 주요 인자로써, 교량상판 상부 끝단의 변위를

제한하여 도상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20 km/h의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준을 적용하여

단부회전각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철도 강교량 및 합성형교

량의 설계표준시방서 해설(안)에서는 단경간 및 2경간 이상

연속 교량으로 구분하여 거더의 수직처짐을 제한하고 있다

(고속철도사업기획단, 1991).

2.2 대상교량 개요

이 연구의 대상교량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에서 시공된 대

표적인 형식인 2경간 연속 PSC Box Girder 교량을 선정하

였다. 대상교량의 총연장은 2@40 m로 총 80 m, 형고는

3.5 m, 폭은 14 m이다(한국고속철도공단, 1995). 표 2는 대

상교량의 FE 요소(Element) 및 구조제원을 정리한 것이며,

그림 2는 대상교량의 단면도 및 평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FE해석에 적용될 고속철도의 1편성은 양쪽 끝에 각각 동력

차 1량, 동력객차 1량 및 16량의 객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림 3과 같은 축 하중과 축 간격을 적용하였다.

대상교량의 FE해석은 상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MIDAS CIVIL V7.2.0). 수치해석 모델링을 위해,

총 절점수는 3587개, 레일부분은 상ㆍ하선에 536개의 Beam

요소, 교량부분은 3008개의 Plate 요소를 적용하였다. 레일은

일반적으로 국내 고속철도 궤도에 설치된 UIC60 레일을 사

용하였다. 대상교량의 경우, 레일과 교량상판에는 침목, 도상

자갈, 체결구 및 탄성받침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침목, 도상자갈 및 체결구를 하나의 Elastic Link로 처

리하였다. 표 3은 표 1의 관련기준에 따른 대상교량의 평가

항목별 제한기준을 정리한 것이다(고속철도사업기획단, 1991;

송창혁, 2008; UIC 776-3 R, 1989).

표 2. PSC 박스 거더 고속철도교량의 구조제원

구성인자 FE 요소 탄성계수(kN/m²)

교량
레일

침목 및 자갈 도상

Plate
Beam

Elastic Link

33679000.00
210000000.00

104081.63

그림 2. PSC 박스 거더 고속철도교량의 단면도 및 평면도

그림 3. KTX 하중선도

표 3. 대상교량의 동적성능 평가기준

평가항목 제한기준 산정

충격계수

교량상판 최대 수직가속도 유도상 궤도: 0.35g

단부회전각

고유진동수

경간 중앙부 수직처짐 2경간 연속: 40/2500

i %( ) 24
240

40 0.6–
------------------+=

θ
max

rad( ) 2.0 10
3–

4⁄×≤

23.58

L
0.592

--------------
94.756

L
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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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적해석

대상교량의 정적해석은 KTX의 하중에 따른 최대 수직처

짐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KTX의 하중을 순차적으로 이

동시키면서 수행하였다. 이때, KTX의 하중은 두 개의 레일

에 나누어 재하하기 위해, 170 kN의 축 하중을 양 쪽 레일

에 각각 85 kN의 차량하중으로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평가

위치는 그림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경간 중앙부의 레일 직

하부인 Check Point 1, 2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적해석에

따른 최대 수직처짐은 각각 1.504 mm(Check Point 1) 및

1.576 mm(Check Point 2)로 평가되었다.

2.4 고유치해석 및 시간이력해석

대상교량의 모드형상(Mode Shape) 및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를 검토하기 위해, 고유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

석결과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또한 저차부터 순차적으로

20개의 모드형상을 평가하여 시간이력해석 시, 검토결과를 반

영하였다. 모드별 적용 감쇠비는 1, 2차 모드에 초기 감쇠비

를 0.024로 가정하여 식 (1)과 같은 Rayleigh Damping을

적용하였다. 이때, 초기 감쇠비인 0.024는 2@40 PSC Box

Girder 교량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다(한국고속철도

공단, 2003; Chopra, 1995). 

(1)

여기서, α=0.59336, β=0.000673

대상교량의 시간이력해석은 KTX의 이동하중을 그림 6과

같은 시계열하중(Time Series Load)으로 변환하여 수행하였

다. 이때, 시계열하중은 하중재하 절점간격, 시간증분 및

KTX의 속도변화와 같은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다. 시간이

력해석 과정의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정적해석과 마찬가지로 KTX의 하중을 두 개의 레일에 각각

85 kN을 재하하였다. 2) Check Point 1, 2의 동적거동을

비교ㆍ검토하였다. 3) KTX의 속도별 통과시간 및 수치해석

시간은 표 4와 같이 적용하였다. 4) 그림 7, 9 및 11은 해

석변수에 따른 Check Point 1, 2의 일부 시간이력해석 결

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8, 10 및 12는 최대 수직처짐

및 동적증폭계수를 도시한 것이며, 좌축은 최대 수직처짐, 우

축은 동적증폭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2.4.1 하중재하 절점간격변화

하중재하 절점간격에 따른 동적거동분석을 평가하기 위해

KTX의 운행속도 250 km/h, 시간증분 간격 0.01초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였다. 하중재하 절점간격을 침목 최소 간격인

C[ ] α M[ ] β K[ ]+=

그림 4. 대상교량의 하중재하 조건

그림 5. 대상교량의 주요 저차모드 형상

그림 6. 시간이력해석을 위한 시계열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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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m 간격을 최소로 하여 0.6 m씩 증가시켜 6.0 m까지의

절점간격변화에 대해 최대 수직처짐 양상을 검토하였다. 표

5는 일부 하중재하 절점간격변화에 대한 형상을 제시한 것

이다.

하중재하 절점간격이 0.6 m와 6.0 m의 최대 수직처짐 차

이는 약 0.027 mm, 동적증폭계수 차이는 약 0.0071로써,

1.5%정도의 오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밀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하중재하 절점간격은 최소로 하는 것이 이상

적이며, 최소한 KTX의 최소 축 간격인 3.0 m이하를 적용하

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4.2 시간증분변화

시간이력해석 결과의 정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

증분은 시간하중함수의 주기나 최소 고유진동주기의 0.1배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증분에 따른 최대 수직처짐을 검토하기 위

해, KTX의 속도와 하중재하 절점간격을 각각 250 km/h 및

표 4. KTX 속도변화에 따른 통과시간 및 해석시간

KTX 속도변화 통과시간 해석시간

100 km/h
150 km/h
200 km/h
250 km/h
300 km/h
350 km/h

 16.56 sec
 11.04 sec
 8.28 sec
 6.62 sec
 5.52 sec
 4.73 sec

33.12 sec
22.08 sec
16.56 sec
13.24 sec
11.04 sec
 9.46 sec

표 5. 하중재하 절점간격별 형상

하중재하
절점간격

하중재하
절점수

하중재하 형상 

0.6 m 135@2

1.8 m 46@2
s

3.0 m 28@2

3.6 m 24@2

4.8 m 18@2

6.0 m 15@2

그림 7. 하중재하 절점간격에 따른 시간이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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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중재하 절점간격변화에 따른 최대 수직처짐 및 동적증

폭계수

그림 9. 시간증분에 따른 시간이력해석

그림 10. 시간증분변화에 따른 최대 수직처짐 및 동적증폭계수

3.0 m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간증분변화는 0.005초를 최

소로 하여 0.0075, 0.01, 0.025, 0.05, 0.075 및 0.1초를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

다. 0.1초부터 0.005초까지의 시간증분에 따른 최대 수직처

짐 및 동적증폭계수의 양상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시간증분

이 0.025초보다 작은 경우의 해석결과는 일정한 값으로 수

렴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0.025초보다 큰 시간증분에

서는 약 14%정도까지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대상교량의 경우, 시간증분에 따른 시간증분은 약

0.025초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시간이력해석 결과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4.3 KTX 속도변화

하중재하 절점간격 및 시간증분에 비해 대상교량의 시간이

력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KTX의 속도변화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KTX의

속도변화를 최저 100 km/h에서 설계 최고속도인 350 km/h까

지 50 km/h씩 증가시켜 속도별 대상교량의 최대 수직처짐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때, 시간증분은 0.01초, 하중재하 절점

간격은 3.0 m로 동일한 조건을 고려하였다. KTX의 속도변

화에 따른 최대 수직처짐은 250 km/h일 때가 가장 큰 것으

로 평가되었다. 즉, KTX가 250 km/h로 주행 시, 공진의 영

향이 장 크게 발생하며, 300 km/h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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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교량의 동적증폭계수 및 성능기준

3.1 동적증폭계수 평가

동적증폭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공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KTX의 속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공진이 발생

할 수 있는 이론적 속도는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KTX의 크로싱 진동수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V=KTX의 속도; Seff=KTX의 유효타격간격

Ω V Seff⁄ Hz( )=

그림 11. KTX 속도변화에 따른 시간이력해석

그림 12. KTX 속도변화에 따른 최대 수직처짐 및 동적증폭계수

그림 13. KTX 속도변화에 따른 최대 수직처짐 및 동적증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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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현상은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KTX의 크로싱 진동수가

일치할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공진현상을 발생시키는 KTX

의 속도는 식 (3)에 의해 산정된다.

(3)

평가결과, 대상교량의 1차 모드에 해당되는 고유진동수는

4.069 Hz이며, KTX의 유효타격간격은 18.7 m이므로, 공진현

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속도는 273.93 km/h로 검토되

었다. 따라서 KTX의 속도를 100 km/h에서 350 km/h까지

50 km/h씩 증가시키되, 공진속도가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속

도간격을 10 km/h로 세분화 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때, 하중재하 절점간격은 0.6 m, 시간증분은 0.01초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13은 KTX의 속도 세분화에 따

른 최대 수직처짐(좌축 기준) 및 최대 동적증폭계수(우축 기

준)를 정리한 것이다.

3.2 동적성능 평가

대상교량의 동적성능은 국·내외 설계기준 중에 충격계수,

상판의 최대 수직가속도, 단부회전각, 고유진동수 및 경간 중

앙부 수직처짐을 선정하였다. 식 (4)는 이 연구에서 적용한

충격계수 평가 식을 나타낸 것이다. 

Impact Factor(%)=(Dynamic Amplification Factor-1)×100  (4)

여기서, 

그림 14는 동적증폭계수 값을 이용하여 KTX의 속도별

충격계수를 도시한 것이다. 모든 속도 구간의 충격계수는 제

한 충격계수 이하이며, 관련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최대 충격계수는 공진현상이 나타나는 270 km/h에서

제한기준의 94.1%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그림 15는 교량상

판의 최대 수직가속도를 정리한 것으로, 모든 속도 구간에서

제한 가속도기준을 만족하는데 비해, 공진현상이 유발되는

구간인 270 km/h와 280 km/h에서는 0.4884 g와 0.4327 g로

써, 제한 가속도보다 각각 39.5%와 23.6%를 상회하는 결과

가 검토되었다.

그림 16은 270 km/h의 최대 수직가속도의 시간이력해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교량상판의 최대 수직가속도가 공진

속도에서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것만으로, 대상교량이 구조안

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진동사용

성을 고려하여 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2경간 고속철도교량의 경우, 단부회전각은 경

Vcr ω i Seff×=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

Maximum  Dynamic  Response

Maximum  Static  Response
------------------------------------------------------------------------------

그림 14. KTX 속도변화에 따른 충격계수

그림 15. KTX 속도변화에 따른 교량상판 최대 수직가속도

그림 16. 교량상판의 최대 수직가속도 시간이력해석

표 6. KTX 속도변화에 따른 단부회전각

KTX 속도 
첫 번째 경간

(rad)
두 번째 경간

(rad)
경간 연결부

(rad)
제한기준

(rad)

100 km/h
150 km/h
200 km/h
250 km/h
260 km/h
270 km/h
280 km/h
290 km/h
300 km/h
350 km/h

7.86E-05
7.98E-05
7.83E-05
8.68E-05
8.72E-05
9.62E-05
8.79E-05
8.68E-05
8.62E-05
8.43E-05

8.00E-05
8.06E-05
8.20E-05
8.85E-05
9.26E-05
1.01E-04
9.42E-05
8.50E-05
8.44E-05
7.87E-05

1.59E-04
1.60E-04
1.60E-04
1.75E-04
1.80E-04
1.97E-04
1.82E-04
1.72E-04
1.71E-04
1.63E-04

5.00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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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결부에서 가장 크게 평가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쪽 경간의 처짐과 길이를 이용하여 처짐각을 구한 후, 두

처짐각을 합하여 단부회전각을 산정하였다. 표 6은 KTX의

속도별 단부회전각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속도 구간에서 제

한 단부회전각보다 미소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동적성능기준

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상교량의 고유진동수는 UIC 한계기준인 2.656Hz이상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즉, 그림 17과 같이 상ㆍ

하한 사이에 존재하므로, 제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최대 수직처짐은 KTX의 주행속도가 270 km/h일 때,

최대 약 2.022 mm로 제한기준의 12.5% 수준이며, 사용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교량

의 최대 수직처짐이 승객의 승차감과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쾌적한 사용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은 대상교량의 동적성능 검토결과를 평가항목별로 정리

한 것이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PSC 박스 거더 고속철도교량을 대상으로

정적해석, 고유치해석 및 시계열하중을 고려한 시간이력해석

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결과 및 관련기준을 바탕으로 고속

철도교량의 동적성능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

추할 수 있었다. 하중재하 절점간격변화에 따른 시간이력해

석 결과는 절점간격변화가 작을수록 정확한 응답양상을 평

가할 수 있으며, 시간증분의 경우, 고유진동수의 약 0.1배

이하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중재하 절점간격(0.6 m)

및 시간증분(0.01초)에 대해 KTX의 속도변화에 따른 동적증

폭계수는 약 270 km/h에서 가장 크게 검토되었으며,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양

상은 공진현상에 의한 결과이며, 구조설계 시, 이에 대한 상

세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교량의 동

적성능을 검토한 결과, 단부회전각, 고유진동수 및 경간 중

앙부 수직처짐은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충격계

수는 관련기준 이하의 양상을 평가되었으나, 교량상판의 최

대 수직가속도는 공진 속도 주변에서 관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량상판의 최대 수직가속도에

대한 적절한 진동저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다양한 하중조건 및 지반조건을 고려한 고속철도교량의 동

적성능 검토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속철도교량에 포함된 불확실성의 영향에 따른 신

뢰성평가 및 최소생애주기비용에 기초한 최적설계에 관해서

도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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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상교량의 고유진동수 평가 

표 7. 대상교량의 동적성능 검토

평가항목 제한기준 동적성능 평가

충격계수 30.09% 최대 충격계수는 270 km/h일 때, 제한기준의 94.1% 수준으로 만족

교량상판
최대 수직가속도

0.35 g 270 km/h일 때, 39.5% 초과; 280 km/h일 때, 23.6% 초과
다른 속도구간은 제한기준 만족

단부회전각 최대 단부회전각은 270 km/h일 때,  제한기준의 39.4% 수준으로 만족

고유진동수 2.656 Hz(하한)~6.002 Hz(상한) 고유진동수는 4.40 Hz로써, 제한기준 만족

경간 중앙부 수직처짐 16mm 최대 수직처짐은 270 km/h일 때, 제한기준의 12.5% 수준으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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