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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의 발달

교량을 주행하는 차량하중에 의한 동적거동은 1970년대 이

후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철도교량의 경우 고속, 중량의 열차가 주행함에 따른 영향

과, 철도교량 특유의 열차로 인한 공진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더욱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Xia 등은 각 기초에 작용하는 비정형 지진하중에 의한 열

차/지진/교량 상호작용 시스템 해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 차륜과 레일의 동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지진하중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연성된 열차/교량 시스

템 모형을 개발하였다. 지진하중 하에서의 열차/교량 시스템

의 응답과 주행안전성에 대한 매개변수 분석을 수행하여 열

차/교량 시스템의 동적응답에 열차 속도와 지진전파 속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대

만 대북대학의 Yang과 담강대학의 Yau 등은 지진 하중의 작

용에 의해 진동하는 교량을 주행하는 열차의 동적안정성을

연구하였다. 고려된 각각의 지진하중에 대한 교량을 주행하

는 열차의 안전, 불안정영역과 안정영역을 구분하였으며 보

정된 지반가속도 하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최고 허

Abstract The estimation of traffic safety and passenger comfort when the train is running on the bridge is a estimation

unique to the railway bridge. The standards for such estimation are included in the Eurocode, the Shinkansen design criteria,

and the design guideline of the Honam High-speed railway. The items are bridge responses including vertical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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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international indexes have been presented for this method. In the present study, traffic safety and passenger com-

forts are estimated directly by bridge/train interaction analysis. The acceleration and wheel load decrement are obtained for

the estimation of traffic safety and passenger comforts of a suspension bridge which has main span length of 300m. Also,

the consideration of seismic load with simultaneous action of moving train is done for bridge/train/earthquake intera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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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량을 주행하는 열차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의 확보를 위해 Eurocode, 신간선 기준, 호남고속철도 설

계지침 등에서는 교량의 연직변위, 연직가속도, 면틀림 등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 기

준은 교량 설계자의 편의를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은 일반적인 경간(Eurocode의 경우

120m 이하)에 대한 제한 기준으로서, 이 이상의 장경간 교량의 경우에는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 등에 의한 면

밀한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여 열차에서의 응답을 통해 교량

상을 주행하는 열차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즉, 중앙경간 300m의 현수교를

주행하는 KTX 열차에 대하여 열차 내부의 가속도와 윤중감소율을 구해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이동

열차하중과 지진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를 고려한 교량/열차/지진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여 지진 시의 응답

을 평가하였다. 

주요어 :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 지진하중,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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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속도를 제안하였다[2,3].

일본은 철도총합연구소(RTRI)를 중심으로 이 분야의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 신간선 열차와 철도구조물과의 동적 상

호작용 해석프로그램인 DIASTARSII는 지진하중을 고려해 교

량 상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를 활용해 신간선 상의 장경간 케이블 교량에 대한 동적해

석을 수행하고 있다[4].

김성일 등은 KTX 20량 구성에 대한 열차의 모든 운동을

고려하는 3차원 모델을 통해 고속철도 교량의 다양한 매개

변수에 의한 동적거동 및 진동사용성을 분석한 바 있다[5,

6]. 최근에는 단순히 열차하중 뿐 아니라, 지진하중과 풍하

중 등 환경하중이 열차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

한 해석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경간 120m 이상의 장대교량 중 인

천공항철도 구간의 영종대교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최근 인천

공항철도 활성화와 더불어 KTX를 투입하려는 계획이 논의

중인 바, KTX 고속주행을 가정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1.2 교량 상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평가

열차가 교량 위를 주행할 때 주행안전성(traffic safety) 및

승차감(passenger comfort)에 대한 평가는 철도교량 고유의

문제이며 이에 대해 Eurocode [7], 신간선 설계기준 및 호

남고속철도 설계지침 등에 이에 대한 기준이 수록되어 있다.

평가 항목은 교량의 연직변위, 연직가속도, 면틀림 등 교량

의 응답이며, 원칙적으로는 열차의 응답을 통한 직접적인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교량 설계자의 편의를 위한 간접적인

평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주행안전성은 차륜에 작용하는 횡압 Q를 동적인 연

직윤중 P로 나눈 탈선계수 Q/P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교량 설계자를 위해 일반적으로 탈선계수가 0.8~1.2를 넘

지 않도록 구조물의 연직변위를 제한해 왔다. 실제의 열차

주행에서는 교량과의 상호작용, 궤도틀림 혹은 풍압 등에 의

해서도 횡압이나 윤중감소가 발생하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

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횡압 48kN, 윤중감소율 28.1%의 한

계값이 탈선계수 0.8에 근거하여 정해져왔다.

승차감에 대하여는 열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속도로 평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지표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Eurocode에서는 “매우 좋은” 승차

감에 대해 0.10g 이내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승차감

에 대해서도 교량 설계자를 위해 교량의 연직변위로 위의 열

차 내 가속도 제한값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제시하

고 있으나 이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Eurocode의 경우 연직변위 기준은 경간장 120m 이하, 신간

선 설계기준의 경우 경간장 100m 이하에만 적용되며, 그 이

상의 장경간에 대해서는 특수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2.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

일반적으로 열차와 교량의 상호작용 해석을 하기 위해서

는 열차와 교량의 질량, 감쇠, 강성행렬이 필요하다. 교량의

거동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해석모델이 필수

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 행렬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어 많

은 해석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

석 효율성을 위해 교량부분은 특정개수의 모드만을 사용하

는 모드중첩법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이때 고려되는 모드의

수는 응답의 신뢰성을 감안해 해석 교량에 따라 적절히 정

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교량의 질량, 감쇠, 강성행렬을 직접적

으로 알 필요가 없으며, 고려하고자 하는 모드의 진동수와

모드형상만 알면 교량의 질량, 감쇠, 강성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 해석에서 정밀한 교량의 해석모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MIDAS, SAP2000,

ABAQUS와 같은 교량 전용 해석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모

드 진동수와 형상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1 교량의 운동방정식

고려한 모드의 수를 n이라고 하면 교량의 질량, 감쇠, 강

성행렬의 크기는 n × n이 되며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

성할 수 있다.

(1)

여기서, ζ와 ω는 모드의 감쇠비와 각진동수, fst는 열차의 정

적 축하중, fc는 열차와의 상호작용력이다. 아래첨자 c는 열

차와 교량의 접촉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바퀴축의 개수만큼

존재하며 열차가 이동함에 따라 그 위치가 매번 바뀌게 된다. 

동해석시 구해지는 응답 qn은 모드별 응답이므로 교량의

실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드형상을 이용하여 모드중

첩을 통해 아래와 같이 구하게 된다.

(2)

2.2 열차의 운동방정식

모든 열차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종류의 차량으로 구성된

연속차량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 고려한 KTX 열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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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량의 동력차와 2량의 동력객차, 16량의 객차로 구성

되어 있다. 동력차는 각 2개의 대차로 구성되며 동력객차는

한 개의 독립적인 대차와 객차와의 연결부에 1개의 대차가

존재하며, 객차와 객차 사이에 1개의 대차가 존재한다. 대

차는 각 대차당 2개의 윤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총

20개의 본체와 23개의 대차, 46개의 윤축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국내 고속철도에서 운행되는 KTX 열차가 일반 열차와 가

장 대별되는 점은 각 객차마다 독립적인 대차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반 열차와 달리 객차와 객차사이에 병진댐퍼와 대차

가 존재하는 관절형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

라 수치모델링 시 열차 전체시스템의 모델링이 요구된다[5].

그러나 열차 전체시스템을 한꺼번에 모델링하는 것은 비효

율적일 수 있으며, 대차와 앞뒤 객차 사이의 운동을 가정해

야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대

차를 기본으로 하는 객차와 동력객차모델을 사용하며 각 객

차는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하나의 모델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절형 대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력차의 경우는 하나의 차체에 2개의 대차가 있는 그림 2

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대차 베이스 객차모델의 경우 차제의 6개 자유도 중 y축

에 대한 회전인 피칭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스프링이 없으므

로 생략하여 5개의 자유도를 가지며, 대차는 6개의 자유도,

각 휠에서 x와 z방향의 자유도 각각 4개 y방향으로 2개 하

여 총 21개의 자유도를 갖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차체의

5개 자유도에 해당하는 질량과 질량관성모멘트는 앞 뒤 객

차의 물성치를 반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림 2의 동력차 모델은 차제의 6자유도, 대차에서 각각 6자

유도, 휠에서 20 자유도로 총 38개의 자유도로 모델링하였

다[5]. 따라서 전체 KTX 열차는 2개의 동력차 모델과 19개

의 대차 베이스 모델이 사용된다.

열차의 운동방정식은 운동에너지, 포텐셜에너지, 분산에너

지를 구한 뒤 Lagrange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 다

음은 일반화된 Lagrange 방정식이다.

(3)

Lagrange 방정식에 의해 정식화된 수식을 각 자유도별로

모아 행렬형태로 정리하면 질량, 감쇠, 강성행렬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레일과 접촉하고 있는 자유도를 아래쪽으로 모

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z = [ubvbwbθbxθbzutvtθtxθtyθtzua1ua2ua3ua4]
T, zc = [va1wa1

wa2va3wa3wa4]
T이고, fc는 열차-교량 상호작용력이다.

2.3 열차/교량 시스템의 운동방정식

교량의 운동방정식 식(1)과 열차의 운동방정식 식 (4)는 접

촉점의 자유도 zc와 그 때의 상호작용력 fc를 통해 서로 연

결되어 있다.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한쪽의 응답을 가정한 후

Newmark-β 방법과 corrector-iteration scheme 등을 통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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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ssenger car model for articulated bogie

Fig. 2 Power c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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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계산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 [5]과 서로 커플된 자유도에

대한 관계식을 미리 대입하여 두식을 하나의 식으로 만든 후

Newmark-β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구

조물의 질량, 감쇠, 강성행렬이 열차의 위치에 의해 바뀌지

않지만 커플된 자유도에 대한 관계식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해석이 필요하며, 후자의 경우는 열차의 위치에 따라 구조

물의 질량, 감쇠, 강성행렬이 바뀌는 대신 하나의 time step

에서 한 번의 계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식 (4)에서 접촉점의 자유도 zc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

다. 

(5)

(6)

(7)

여기서 φi(xc1)는 특정위치 xc1에서의 모드형상 값으로써 6자

유도에 대해 각각 구할 수 있다. 상용 프로그램에서 얻은 모

드형상은 각 절점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데 xc1의 위치가 절

점 사이일 경우 양쪽 절점의 모드형상 값을 이용하여 보간

하여 구한다. 이 연구에서는 Hermite interpolation 방법을 사

용하였다. wa3, wa4, wa5는 다음 위치 xc2에서 위와 같이 구

한다. L은 교량 중심에서 레일 중심까지의 거리이다. 만약

레일 중심에서는 모드형상을 이용할 수 있다면 L = 0이 된

다. 

식 (5)~식 (7)을 식 (4)에 대입하고 식 (4)와 식 (1)에서 fc

를 소거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식

에서는 대차 베이스 모델이 1개인 경우로 표현한 것이다. 

(8)

여기서,

 

 

위 식들에서 φcn은 식 (5)~식 (7)의 앞쪽 행벡터 성분을

zc = [va1wa1wa2va3wa3wa4]
T자유도 순으로 모아놓은 행렬이며,

φcn은 위치 x의 함수이므로 φcn,x와 φcn,x
2는 각각 x에 대한 1

번 미분, 2번 미분을 나타낸다. 그리고 x = vel·t이므로 미

분시 열차 속도 vel이 나타나게 된다. Rc는 레일의 Irregularity

로써 이 역시 x의 함수이므로 Rc,x는 x에 대한 1번 미분을 나

타낸다.

열차-교량 상호작용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지진하중을 고

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식 (8)의 오른쪽 하중항에 아래

의 지진하중을 추가하면 된다.

(9)

여기서, ug는 지진가속도이다. 동일한 지진가속도를 사용할

때 연직방향의 경우는 수평방향 지진가속도의 30%만 사용

한다. {1}는 해당자유도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벡터이다. 예

를 들어 연직방향의 경우는 z방향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

며, 횡방향의 경우는 y방향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된다. φn

은 모든 절점에 대한 모드벡터를 모아놓은 모드행렬이다. 만

약 연직방향의 지진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φn{1}은 결국 φcn

으로 연직방향 모드행렬이 된다.

2.4 노면불규칙성 및 지진하중의 고려

이 연구에서는 미국 FRA(Federal Railway Administration)

에서 제시한 PSD 함수를 이용하여 노면 불규칙성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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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포함하였다[5]. 이에 따라 노면상태에 따른 프로파일을

구한 예는 그림 3과 같다.

한편, 열차가 교량을 지나가는 동시에 지진이 발생할 가

능성은 높은 편으로 볼 수 없으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이

루어질 것이나, 해상교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불안전측에 대

한 검토로서 열차 주행과 동시에 지진하중이 작용할 경우를

고려하였다. 열차가 교량에 진입하는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연직방향 지진은 횡방향 지진 크

기의 30%를 적용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난 Mexico 지진에 대

하여 해석에서는 국내 내진 1등급 교량의 붕괴방지 수준 가

속도계수인 0.154g로 스케일 다운하여 적용하였다. 지진 발

생 시에는 노면 불규칙성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다.

3. 현수교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분석

3.1 개발 프로그램의 검증

이 연구에서 개발된 새로운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 방

법 및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상의 PSC 박

스거더 40m 단순교량에 대해서, 상용프로그램인 MIDAS를

이용한 이동집중하중 해석과 이 연구의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 그리고 현장계측 결과를 그림 5와 같이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집중하중에 의한 응답에 비해 열

차의 질량효과가 더해진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공진을 일으

키는 임계속도가 약간 저속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응답값은 감소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응

답이 나타났다. 현장 실측결과와는 일반적인 속도대역에서

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으나, 공진 부근에서는 실 교량에

서의 감쇠효과가 해석에 적용한 1.0%의 감쇠비 보다 크게

작용하고, 공진속도가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작

은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 개발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경향은 이동집중하중만 수행할 수 있는 상용해석

프로그램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임계속도에서의 응답을 제

외한 현장실측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 응답을 산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2 해석 대상 교량

이 연구에서 대상 교량으로 선정한 교량은 주경간 300m

의 현수교인 영종대교이다. 연육교인 영종대교는 도로 및 철

도의 복층구조이며 총연장 3.52km로서 트러스 및 강합성교,

특수교량 구간인 현수교로 구성되어 있다. 자정식 현수교는

125+300+125m=550m의 경간구성으로 중앙경간이 300m에

Fig. 3 Considered rail surface irregularities

Fig. 4 Accelerations of maxico earthquake

Fig. 5 Verification of developed program

Fig. 6. Longitudinal section of a suspensio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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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장경간 교량이다. 설계 당시 표준열차하중으로는 Q25

하중이 적용되었으며, 설계속도는 110km/h였다. 이 연구에

서는 현수교 구간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다.

3.3 고유진동수 및 임계속도 분석

교량의 자유진동해석(free vibrat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지배적인 첫 번째 휨 고유진동수를 구하면 특정 축 간격을

가진 열차하중에 대한 공진(resonance) 및 공진소멸(resonance

suppression)을 예상할 수 있는 열차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철도교량의 이동하중 해석 전 자유진동해석을 통해 공진이

발생되는 임계속도를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설계속도 내에서의 공진발생 파악 및 임계속도를

해석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표 1은 산출된 고유진동수와 이에 따른 임계속도를 나타

내며, 첫번째 휨모드는 표 1에서 두번째 모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7은 첫번째 휨모드의 형상을 나타낸다. 장경

간 교량의 특성 상 매우 낮은 대역에서 첫 번째 휨 고유진

동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0.50Hz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로 2006년도 영종대교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용역시 산출된

실험값은 0.491Hz로 나타났으므로, 상기 해석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단, 본 과업대상의 교량과 같이 장경간의 경우에는 공진

소멸효과가 발생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KTX 주행 시 공진

소멸은 84.15, 121.55, 308.55m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

종대교의 측, 주경간인 125m, 300m에서 공진소멸 현상 [8]

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장경간 교량의 특성상 공진

발생이 일반적인 교량에 비하여 뚜렷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열차편성 길이 대비 일반교량에 비하여 장

경간이므로 공진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교량을 통

과한 축하중에 의한 자유진동효과가 일반 경간길이의 교량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3.4 동적응답 분석

장경간 현수교의 고속열차 주행에 대한 주행안전성 및 승

차감 분석을 위해 교량의 연직변위, 연직가속도, 면틀림을 분

석하였으며, 직접적 판단을 위해 윤중감소율 및 열차 내 연

직가속도 응답도 분석하였다. 노면불규칙성이 없는 경우, 보

통(Normal) 상태인 경우, 좋지 않은(Poor) 상태인 경우에 대

해 분석하였다. 또한, 해상교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진하중

이 열차 이동 시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한 지진/열차

/교량 상호작용해석도 수행하여 지진 발생 시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3.4.1 교량의 연직처짐

그림 8은 현수교 중앙경간 중앙부 교량의 속도별 최대 연

직처짐을 나타낸다. 평상 시와 지진 시, 그리고 각 노면상

태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8 Maximum vertical displacements of center span

Eurocode는 경간 120m까지에 대해서만 승차감 확보를 위

한 연직변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이상 경간에 대해

서는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여, 열차 내 연직가속도 응답 등

으로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대상 교량의 경우 중앙경

간 300m에 대해서는 적합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열차 내 연직가속도 응답에 의한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승차감 확보를 위한 교량 연직변위에 대해 L/

1700 기준을 대입하면 176.47mm의 제한값이 나온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면 불규칙성을 고려하더라도 주

행속도 350km/h까지 최대 53mm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교

량의 연직변위에 대하여 충분한 사용성을 확보하고 있고 판

단된다. 지진 발생 시에도 최대값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저

속에서 평상 시에 비해 큰 값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3.4.2 교량의 연직가속도

그림 9는 현수교 중앙경간 중앙부 교량의 속도별 최대 연

Table 1 Natural frequencies and critical speeds

구분

고유

진동수

(Hz)

임계

속도

(km/h)

질량참여율(%)

비 고
x y z

1st Mode 0.4194 28.2 94.16 0.00 0.01 교축

2nd Mode 0.4990 33.6 0.06 0.00 19.22 연직휨

3rd Mode 0.5361 36.1 0.00 58.59 0.00 교직

Fig. 7 The 1st bending mode shape (0.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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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가속도를 나타낸다. 교량의 연직가속도는 주행안전성 확

보를 위해 자갈도상에 대해 0.35g, 콘크리트궤도에 대해

0.50g 이하를 확보하여야 한다. 해석 결과 노면조도를 고려

한 경우에도 0.012g 이하로서 매우 안정적인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에는 평상 시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경간 0.06g 이하로서 교량 연직가속도에 대해 충분한 주

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장경간에 따른 질량효과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

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장경간 교량의 경우 교량/열차 상호

작용 모델에 의한 열차 내 연직가속도 응답에 대한 승차감

확보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Fig. 9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s of center span

3.4.3 교량의 면틀림

그림 10은 면틀림 최대 응답을 나타낸다. 면틀림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불리한 경우 양쪽 레일의 캔트변

화량 1.2mm/3m를 확보하여야 한다. 면틀림의 계산은 교량

진입부, 첫 번째 지점 통과부, 교량 중앙부, 교량 진출부 등

에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평상 시 노면 불규칙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최대 1.2mm/

3m 이하로서 Eurocode에서 제시하는 제한값을 만족하고 있

으며, 지진 발생 시에는 면틀림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속도대역에서 1.2mm/3m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소

요의 주행안전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보다 비안전측인 붕괴방지 수준 가속도계수를

적용한 것으로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3.4.4 윤중감소율

열차의 윤중감소율은 열차의 탈선과 관계되어 교량 상 주

행안전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값이다. 일본의 경

우 28.1%로 제한하고 있다. 

그림 11은 KTX의 영종대교 통과 시 안 좋은 노면상태 및

지진 발생 시에 따른 속도별 최대 윤중감소율을 나타낸다.

노면이 불규칙하고 열차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윤중감소

율은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노면상태에 따라 28.1%

의 윤중감소율을 만족하고 있는 속도는 다르나, 노면상태가

가장 안좋은 경우에도 250km/h 주행까지는 제한 기준을 만

족하고 있다. 또한, 지진 발생 시에도 약 270km/h까지는 소

요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로 볼 때 영종대교의 경우 KTX 250km/h까지는 주

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250km/h 이상 속도 주행 시

에는 윤중감소율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

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11 Maximum reduction rates of train wheel loads

3.4.5 열차 내 가속도

승차감의 직접적 판단을 위한 열차 내 연직가속도에 대해

Eurocode에서는 0.10g 이하를 확보할 경우 “매우 좋은” 승

차감으로 판단한다.

그림 12는 KTX의 영종대교 통과 시 속도별 열차 내 최

대 연직가속도 응답을 나타낸다. 윤중감소율과 마찬가지로Fig. 10 Maximum slab twist of center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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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증가하고 노면이 불규칙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직가

속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노

면 불규칙성이 없거나, 보통 상태인 경우에는 350km/h까지

“매우 좋은”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노면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270km/h 주행까지만 “매우 좋은” 승차감

을 확보하고 있으며, 350km/h 주행까지는 “양호”의 승차감

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발생 시에는 전체

적인 속도대역에서 승차감이 평상 시에 비하여 많이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속도구간에서 “매우

좋은” 혹은 “양호”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횡방향 진동에 의한 열차 내 교축직각방향 가

속도를 나타낸다. 평상 시 횡방향 노면 불규칙성이 존재하

지 않을때는 값이 나타나지 않으나, 노면 불규칙성에 따라

교축직각방향 가속도가 발생한다. 최대 0.05g 이하로서 “매

우 좋은”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에는 보

다 큰 값이 나타나나, 역시 0.10g 이하의 “매우 좋은” 승차

감을 확보하고 있다.

4. 결 론

장경간 교량 고유의 유연성은 동적거동에 있어서는 필연

적으로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열차 주행 시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주행 열

차에 대한 동적거동 검토는 탈선계수, 윤중감소율과 관련된

주행안전성과 열차 내 가속도 응답으로 판단 가능한 승차감

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토를 위해서는 정밀한 교

량/열차 상호작용해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용 소프트웨

어의 부재, 복잡성 등으로 인해 교량 설계 시에는 교량의 연

직변위, 가속도, 면틀림 등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도

록 국내외 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rocode,

신간선의 설계기준 모두 경간 120m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

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경간 특수교량의 경

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경간 300m 현수교인 영종대교에 대하

Fig. 12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s of car-body Fig. 13 Maximum transversal accelerations of car-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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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차원 KTX 모델을 이용하여 모드중첩법에 의한 새로운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교량에서의 응답

은 물론, 열차의 응답(윤중감소율, 열차 내 연직가속도)에 대

한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확보 여부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KTX 20량 편성에 대하여 향

후 증속을 가정하여 350km/h까지 10km/h 간격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노면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향후 운행 시를 대

비하였다. 또한, 열차 주행 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

할 수 있도록 지진/열차/교량 상호작용 해석도 수행하였다. 

자유진동 해석 결과 교량의 첫 번째 휨 모드는 약 0.50Hz,

그에 따른 KTX 임계속도는 34km/h로 나타났으나, 장경간

교량의 특수성 상 공진소멸 경간의 중복 등으로 인해 임계

속도 주행 시에도 일반적인 경간 교량에서와 같은 급격한 동

적응답 증폭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량에서의 동적응답은 현

행 120m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량의 연직변위, 연

직가속도, 면틀림 모두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확보와 관련

된 기준에 대해 노면불규칙성 및 지진하중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도 모두 만족하였다.

주행안전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윤중감소율은 노

면이 가장 좋지 않은 상태를 고려하여도 250km/h까지는 한

계값인 28.1% 이하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시에도 약

270km/h까지는 한계값인 28.1% 이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그 이상의 속도대역에서는 주행안전성이 좋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차감의 판단 지표인 열

차 내 연직가속도는 노면이 좋지 않은 상태를 고려하여도

270km/h까지는 “매우 좋은”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으나,

350km/h 주행까지는 “양호”의 승차감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진 발생 시에는 전체적인 속도대역에서 열차 내

연직가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구간에서 “매우 좋

은” 혹은 “양호”의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다. 열차 내 교축

직각방향(횡방향) 가속도의 경우에도 0.10g 이하의 “매우 좋

은”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량의 응답만으로는 모든 속도대역에서 동적

안정성에 대한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정밀한 교량

/열차 상호작용해석에 의한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에 대한 직

접적인 판단결과 속도대역에 제한사항이 나타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경간 철도교량의 경우 교

량의 응답에 의한 판단만이 아닌 보다 면밀한 열차응답에 대

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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