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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ed Increasing Test of BIMODALTRAM for Dyna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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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imodal tram is a new design vehicle introduced to improve a current transportation system, and it has
advantages of a bus and a subway. A pipe truss bridge, an exclusive road of the bimodal tram, is constructed for introduction
of the bimodal tram. An analysis of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is required because this new bridge has never constructed before. A speed increasing test on the pipe truss bridge was conducted with attaching a sensor to bottom of the
bridge. Also,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measuring displacements, the maximum vertical and horizontal acceleration about the new bridge through the experiment.

Keywords : Pipe-truss bridge, Bimodal tram, A speed increasing test,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초 록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은 현행 교통체계를 해소하고자 도입되는 신형식 차량으로 버스와 지하철
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차량의 도입으로 인해 전용선로인 파이프트러스교가 건설 되어지는
데 기존에 시공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교량으로 이에 대한 동적응답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바이모달트램의 전용선로인 파이프 트러스교에 대하여 교량 하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차량의 주행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신형식 교량에 대한 변위 및 최대 수직·수평가속도를 계측하여 동적응답 특
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증속주행에 대한 거동을 예측하였다.
주요어 파이프트러스교, 바이모달트램, 주행실험, 동적응답특성, 수치해석
:

1.

서 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바
이모달트램(bimodal tram)은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개발
되고 있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으로 지하철이나 경량전철처럼
안전 및 정시성을 가지며 버스와 같이 접근성이 좋다. 또한
전용궤도와 일반도로를 모두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자동운전, 정밀정차 및 교통약자를 위한 수평 승·
하차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 도로를 이
용하거나 전용궤도를 시공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교량
형식은 강재와 콘크리트의 재료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파
이프 트러스교가 대표적이다. 이는 강관 트러스 주형에 콘
크리트 바닥판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교량으로써 상부에 마
그네틱 유도선을 사용하여 바이모달트램의 자동운전이 가능
한 형식이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교량형식과는 달리 새로운
형식의 교량인 파이프 트러스교는 상부를 주행하는 차량이
현행설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차량과 다른 신형식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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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에 대한 동적거동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교량인 파이프 트러스교에 대해 바
이모달트램이 주행시에 변위계와 가속도계를 이용한 실측
을 통하여 대상 교량의 동적응답을 분석하고 수치해석을 통
한 증속주행시 나타나는 동적거동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였
다.
2.

본 론

2.1 실험대상 교량 및 차량

실험대상 교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량은 강관 트러스 합성형 교량으로
국내에 건설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교량으로써 Fig. 1과
같다. 시험교량은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전용선을 설치
한 콘크리트 슬래브와 하부는 파이프 트러스 형태로 연결
되어 있으며 총 지간이 16m인 신형식 교량이다. 상부 바닥
판과 하부 트러스의 연결은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볼
트로 연결되며 상부 바닥판은 마그네틱 유도선을 설치하고
공명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바이모달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차량은 바이모달(Bimodal)로 2개의 모
드 특성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버스와 지하철의
2.1.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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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tail dimensions of pipe-truss bridge

detail dimension of bimodal tram
Length
Dimension
Width
(m)
height
Empty vehicle weight
Weight
(kN)
Total weight
1st axle
Wheel load
2nd axle
(kN)
3rd axle
1st ~ 2nd
Longitudinal
2nd ~ 3rd
Wheel Base
(m)
1st axle
Lateral
2nd & 3rd
Max
Speed
(km/h)
Ave.
Table 1

Sensor type
Sensor type
Direction
Accelerometer
Vertical
Displacement
Horizontal
Strain gauge
Vertical
Accelerometer
Longitudinal
Accelerometer
Accelerometer
Vertical
Displacement
sensor
Strain gauge
Longitudinal
Strain gauge
Axial
Table 2

18.0
2.50
3.42
172.5
245.0
65.70
89.20
90.20
7.70
7.58
2.20
2.16
80.0
60.0

Position
A
B
C
D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Table 1은 바이모달 차
량의 상세제원으로 총 길이는 18m,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체의 기본 구성은 전두부, 측면구조, 지붕구조 및 칸
막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량화, 안전성, 에너지 절감, 유지

1
1

측정센서
파이프트러스교의 동적거동을 측정하기 위해 Fig. 3과 같
은 위치에 측정센서를 부착하였다. 총 16m 지간에 두개의
파이프 트러스 거더가 지나가는 형태이므로 대칭성을 고려
하여 주행면 아래의 트러스에 계측센서를 부착하여 차량이
주행할 때 계측되는 신호를 측정하였다.
계측 교량의 수직·수평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속도
계를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Fig. 4와 같이 부착하였다. 측정
간격(sampling rate)은 0.002이며, 측정센서의 종류 및 개수
는 Table 2와 같다. D지점에 변형률계를 부착하였으나, 바
이모달트램 전용선로에 설치된 마그네틱에 의해서 전기적 노
이즈가 유입되어 유효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다.
증속주행실험
바이모달트램의 주행에 따른 파이프트러스교의 동적응답
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동적특성을 구하기 위하여 차량의 증
속주행실험을 실시하였다. 차량의 주행속도는 개발된 차량
2.2.1

Vehicle of bimodal tram

1

보수 비용 절감 및 승차감 향상을 위해 복합소재를 적용하
여 설계하였으며 Fig. 2와 같다.
2.2 바이모달트램의 주행실험

Fig. 2

EA
1
1
1
1
1
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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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감쇠비를 산출한 결과 Fig. 5와 같이 0.014로 수
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

1

Fig. 3

Locations of measurement sensors on the bridge

1

u

ζ = -------- ln -------- = -------- ln -------2π j u +
2π j u +
i

i

j

i

i

(1)

j

변위 및 가속도
바이모달트램의 주행시험에 따른 파이프트러스교량의 최
대변위는 Table3와 같이 중앙 평균최대변위 1.04mm, 1/4지
점 평균최대변위 0.74mm로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처짐은
1.11mm로 교량의 강성에 비하여 가해지는 차량의 하중이 적
어 교량의 처짐이 작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3

Fig. 4

Measurement sensors and installed locations

의 주행관련 프로그램이 조정 중에 있어 40km/h이상 주행
이 불가능하여 최저 10km/h에서 최대 30km/h까지로 설정하
였으나 시험교량의 종점부에 곡선구간의 존재로 인하여 충
분한 목표속도까지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대
23km/h의 속도까지는 계측이 가능하였고 차량실험을 위해
상시 주행하는 데이터를 측정하여 연구에 필요한 계측데이
터는 충분히 확보하였다.
2.3 실험결과

고유진동수
교량의 교유진동수는 교량 하단부의 주트러스 중앙부, 1/
4지점에서 임팩트 해머를 가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를 FFT
분석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때 얻어진 파이프트러스 교
량의 고유진동수는 7.75Hz로 같으며 상용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의 결과인 7.8Hz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감쇠비
실제 구조물의 감쇠비 ζ 를 해석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바이모달트
램의 주행실험을 통하여 교량 하부에 부착된 가속도계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1)에 의해 감쇠비를 추정할 수
있다. 주행실험에 의한 측정값의 연속적인 최고점 간의 비
(ui/ui+j)인 주기 TD를 30으로 하였고, 32개의 실험데이터를
2.3.1

maximum displacement response
Max. displacement
Max. displacement
(middle of span)
(1/4 of span)
(mm)
(mm)
0.99
0.69
1.02
0.73
1.06
0.74
1.05
0.75
1.03
0.72
1.04
0.77
0.99
0.67
1.11
0.79
1.04
0.74

Table 3

Speed
(km/h)
9.26
11.41
13.78
14.06
16.07
17.65
21.40
23.12
Ave.

2.3.2

Fig. 6

차량의 주행시험에 따른 파이프트러스교의 속도대역별 가
속도 응답특성은 Fig. 7, Fig. 8과 같으며 중앙부 최대 수직
가속도 응답은 0.1g~0.3g 사이 값으로 분포하며 중앙부의 최
대 수평가속도 응답은 0.2g를 근방으로 값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치해석
바이모달트램의 증속주행실험은 현장조건에 의해 평균주
행속도인 60km/h의 주행실험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
2.3.4

Fig. 5

Estimation of damping ratio

Vertical displacement curve of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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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ig. 7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 response

Fig. 10

Fig. 8

3D FE model of pipe-truss bridge

natural frequency and mode shapes of pipe-truss bridge

Maximum horizontal acceleration response

로 저속도대역의 증속주행실험의 실측결과와 비교하여 수치
해석을 실시하여 실제 차량의 주행속도에 대한 동적거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Fig. 9는 상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파이프트러스교를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로
작성한 것이다. 하부구조는 프레임 요소, 상부구조는 쉘요소
로 모델링하였으며 rigid rink를 사용하여 일체화하였다. 수
치해석결과 Fig. 10과 같이 모드형상과 고유진동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동하중해석을 실시하여 Fig. 11과 같이 실
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비교한 결
과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차량의 윤중편차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적응답특성
속도별 최대 수직변위는 그림 Fig. 12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프트러스교의 경우 바이모달트램의 운행속도가 10km/
h~20km/h에서는 수치해석결과가 약간 크게 분석되었다. 이
는 실운행 차량의 차륜에 따른 영향 및 차량의 주행특성 차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값의 차이가
0.2mm로 그 값은 매우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6m
인 교량상에서 중앙변위의 차이인 이 값은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량의 실제 주행속도인 40km/h~ 60km/h
에서는 교량의 변위가 1.5mm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13은 속도대역별 수직가속도 응답특성을 나타낸 것
으로 증속주행 실험에 의한 중앙부 최대 수직가속도 응답은
0.15g 부근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행속도 10km/
2.3.5

Fig. 11

Comparison of driving test results and numerical analysis
results

h~20km/h 에서는 실험값이 수치해석결과보다 약간 적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응답은 유사한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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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결과는 최대 수직가속도의 경우 0.425g, 최대 수평
가속도 응답의 경우 0.287g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바이모달트
램의 주행에 따른 가속도 응답은 설계규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3.

Fig. 12

Fig. 13

Comparison of displacements at mid-span

Comparison of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형식 교량인 파이프트러스교의 동적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이모달트램의 주행실험을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하여 계측교량의 고유진동수를 확인할 수 있
었으며, 계측센서를 통하여 교량의 최대수직변위 및 최대 수
직·수평가속도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최대 수직변위는 교
량의 강성에 비해 중량이 적은 바이모달트램에 의해 1.1mm
임을 알 수 있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수치해석결과
와 실측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30km/h 미만의 속도대역에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
이모달트램의 실제 주행속도인 40km/h~60km/h에 대한 동
적거동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수직변위는 1.5mm가
됨을 예측할 수 있다. 차량의 중량이 교량중량에 비해 매우
적으므로 증속하였을 때 관성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교량의
변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
대 수평가속도는 실험결과에 의해 저속도대역에서는 수직가
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수치해석결과 증속주행
시 수평가속도에 대한 영향은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다. 향
후 바이모달트램과 파이프트러스교의 상호작용해석을 통한
상세 수치모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동적거동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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