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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교는 도로교와 달리 주행열차에 의한 동적하중이 궤

도를 통하여 교량으로 전달되고, 이때 궤도시스템의 동적거

동 특성에 따라 교량의 동적응답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즉,

교량상부에 궤도가 부설되는 철도교량의 동적거동은 형식별

/지간별 교량의 고유한 동특성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철

도교량의 동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동적성능평가

가 이루어져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철도교량 건설이 가능

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철도교 설계 시에는 궤도를 합

리적으로 모형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설계 및 동적안정성

검토 시 2차 고정하중으로만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1].

자갈궤도의 경우 자갈의 상태 및 다짐정도에 따라 강성의

변화가 매우 심하여 이를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자갈궤도 설계 시 도상탄성계수를 도상

두께와 무관하게 200kN/mm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

만 자갈궤도의 경우 반복적인 열차하중에 의해 소성변형을

일으켜 탄성력을 소실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뜬침목 구간이

발생하는 등 설계 시 강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교량에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Sung 등[2]은 정확한 철도교량의 동적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자갈궤도를 부설한 철도교량의 정동적거동시험을 수행하여

자갈궤도가 질량기여 뿐만 아니라 강성기여 효과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바 있으며, Sogaba 등[3]은 철도교량의

설계강성과 실강성을 비교한 결과 실강성이 설계강성에 비

해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철도교량의 동

적설계 및 동적안정성 검토 시 궤도의 질량만을 고려할 경

우 고유진동수가 감소하여 공진을 유발하는 임계속도대역이

감소하게 되고, 진동가속도응답도 감소하여 가속도에 대해

비안전측 설계가 되며, 연직변위는 증가하여 연직변위에 대

해 안전측 설계가 이루어지게 된다[5]. 

특히 국내외에서는 유지보수비용 저감을 위해 점차 콘크

리트궤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갈궤도에

Abstract Precise estimation f a structure’s dynamic characteristics is indispensable for ensuring stable dynamic response

during life time especially for the structures which can experience resonance such as railway bridges. Especially, concrete

track can change the modal properties of the railway bridge, through the contribution of stiffness as well as mass effects,

generally only the mass effect is considered in dynamic analysis of the railway bridge. In this paper, static and dynamic

behaviors of railway bridge with concrete track were investigated through experimental study. Also,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about considering only mass of concrete track and together with stiffness and mass of concrete track. These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 Numerical analysis value considering together with stiffness and mass of concrete track

was similar experiment value. Therefore, when dynamic analysis of railway bridge with concrete track is performed, the

contribution of stiffness as well as mass effects for concrete track is considered.

Keywords : Railway bridge, Concrete track, Dynamic behavior, Neutral axis, Natural frequency dynamics

초 록 철도교량과 같이 주기적 가진에 의해 공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에 있어서,정확한 구조물의 동

적거동 분석은 설계단계 및 공용중 안정적인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콘크리트궤도는 강성기여

와 질량기여를 통해 철도교량의 동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철도교량 동적해석 시 질

량으로만 고려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거더시험체를 제작하여 철도교량의 정·동

적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궤도질량만을 고려한 경우와 궤도강성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통해 중립축 위치와 고

유진동수를 실험치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궤도 부설 철도교량의 경우 정량적인 산정이 가능

한 콘크리트궤도의 강성과 질량을 고려한 해석값이 실험값과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 부설 철도교량에 대한 동적설계 및 동적안정성 분석 시 콘크리트궤도의 강성과 질

량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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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정량적인 강성값을 가지는 콘크리트궤도 부설 철도교

량에서도 교량 설계 및 동적안정성 검토 시 콘크리트궤도의

강성을 무시하고 기존 자갈궤도와 동일한 2차 고정하중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비경제적인 교량 설계가 이

루어질 수 있으며, 동적안정성 검토 결과가 실제 교량의 동

적응답과는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량의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

콘크리트궤도 부설 전후에 대한 교량의 정동적거동 변화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고, 수치해석을 통해 궤도를 질량으로

만 고려하는 경우와 궤도 강성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 실

험값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콘크리트궤도 부설 철도교량의

동적거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철도교량 실내시험

2.1 시험체 제작 및 시험방법

2.1.1 시험체 폭 및 길이

철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량 폭은 고속철도 복선의 경우

14.0m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단선교량의 경우라 하여도 표

준화된 단면은 없으나 최소 노반폭 4.0m에 좌우측 유지관

리통로 등을 감안하여 9.0m를 사용하고 있다[1]. 그러므로

실제 철도운행에 필요한 교량의 폭은 4.0~9.0m정도이나, 이

경우 제작 및 운반의 어려움과 시험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단

선궤도를 부설할 수 있도록 철도 침목의 폭(2.5m)이상인

3.0m를 시험체 폭으로 결정하여 설계하였다.

일반적인 철도교량의 길이는 25~45m이지만, 시험체 설계

의 목적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교량 설계가 아닌 동적특

성 및 거동분석이므로 시험체의 제작, 시험장소를 감안하여

15m를 기준으로 하였다. 콘크리트궤도의 경우는 5m 단위로

분절을 주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5m의 비교적 짧은 경

간을 가지기 때문에 분절을 주지 않고 일체형으로 교량상판

에 부설하였다.

2.1.2 시험체 제원 및 측정항목

실내시험을 위한 시험체는 크게 거더와 콘크리트궤도가 부

설된 교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제원 Table 1, Fig.

1과 같다.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국내 고속철도에 적용된 침

목매입식 콘크리트궤도(Rheda 2000)와 UIC 60레일, 보슬로

시스템 300 체결장치(패드 정적스프링계수 : 22.5±2.5kN/mm)

를 적용하였고, 콘크리트궤도의 자중은 300kN이었으며, 교

량연장 25m미만으로 캠플레이트는 설치하지 않았다. 여기

서 콘크리트슬래브의 압축강도는 32MPa이었다.

Fig. 1(c)와 같이 정동적하중에 의한 교량의 처짐 및 진동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간중앙지점, 1/4지점, 지점부로부

터 800, 1200mm 지점에 변위계를 설치하였으며, 경간중앙

지점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정적하중에 의한 교량

의 부담력과 중립축 확인을 위해 경간중앙 상하부 플랜지에

변형률게이지를 설치하였다. 본 시험의 측정 주파수(sampling

rate)는 500Hz로 하였다.

2.1.3 하중재하조건

실내시험은 교량 상부에 궤도를 부설하고 재하 프레임을

통해 교량과 일체화 되어 가진되는 형식으로 교량중심에 정

적하중 1,000kN인 엑츄에이터(actuator)를 설치하여 정적재

하시험과 동적가진시험을 실시하였다. 정적재하시험은 0~200kN

까지 50kN단위로 단계별 재하하였으며, 동적가진시험은 최

대하중과 하중진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KTX열차

Table 1 Properties of girder and track system

Conditions

Girder
Twin I-shaped 

steel composite

Length : 15m, Width : 3m,

Height : 1.3m

Supports conditions : roller & hinge

Concrete 

Track

Track system Rheda 2000

Rail UIC 60

Sleeper RC sleeper 22ea, space : 625mm

Fastening system
Vossloh system 300

(pad stiffness : 22.5±2.5kN/mm)

Mass 300 kN

Fig. 1 View of specimens and sensor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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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 축중인 170kN의 경우를 최대하중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최대하중은 Table 2와 같이 동적윤중 변동에 따른 최

대하중 및 하중진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5%, ±15%,

±25% 3가지 경우에 대한 중간하중(median load)을 설정하

여 하중진폭에 변화를 주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진하

중 파형은 sine파형으로써 최대하중 170kN을 도입할 수 있

도록 동적하중 변동을 고려한 초기하중과 증폭하중을 모델

링하여 시험에 적용하였다. 또한,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와 같

은 동특성을 산출하기 위해 자유진동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엑츄에이터의 Quick-Release 기능을 활용하였다. 

2.2 실내시험결과

2.2.1 정적재하시험결과

정적재하시험에 의한 시험체 교량의 중앙부 처짐 및 하부

플랜지 응력은 Fig. 2(a), (b)와 같으며, 구조강성에 대한 분

석을 위해 모멘트-곡률 곡선을 Fig. 2(c)에 나타내었다. 모

멘트-곡률 곡선의 기울기는 식 (1)과 같이 구조물의 휨강성

을 나타낸다.

(1)

여기서, EI는 휨강성, M은 휨모멘트, φ는 곡률을 나타낸다.

거더시험체의 I형강 상하부플랜지에 부착한 변형률게이지

를 통해 측정된 결과값을 토대로 중립축을 확인한 결과,

Model-A의 경우 723.1mm였으며, Model-C의 경우 843.6mm

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식 (2)와 식 (3)을 이용하여 Fig.

2(c)와 같은 모멘트-곡률곡선을 도출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거더시험체의 파괴까지의 거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탄성영

역에서의 거동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모멘트-곡률곡선의 기

울기는 선형으로 나타났다. 

(2)

(3)

여기서, ε은 발생 변형율, y는 중립축으로부터 발생 변형율

점까지의 거리, P는 하중, x는 지점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위치까지의 거리이다.

Fig. 2 (a), (b)로부터 최대정적하중 200kN에 대하여 교량

만 존재하는 시험체에서 약 1.4mm와 3.4MPa, 콘크리트궤

도가 부설된 시험체에서 약 0.9mm와 2.1MPa의 정적응답이

발생하였다. 콘크리트궤도 부설 시험체의 경우 거더만 존재

하는 경우에 비해 수직처짐은 약 35.7%감소하였으며, 응력

은 38.2%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콘크리트궤도 부설로 인

해 교량상부구조의 강성이 증가하여 교량중앙부 정적응답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2 (c)에서와 같이 거더만 존재하는 Model-A의

경우 기울기는 33.04였으며,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Model-

C의 기울기는 60.30으로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됨에 따라 약

1.8배 휨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

더시험체의 경우 실제 교량의 축소모형인데 반해 콘크리트

궤도 시험체의 경우 실제 단선궤도의 크기가 그대로 적용됨

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강성이 적용되어 높은 강성기여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정적거동시험을 통

해 질량으로만 고려되던 콘크리트궤도가 교량상에 강성기여

를 함으로써 휨강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I Mr
M

φ
-----= =

φ
ε

y
--=

M
P

2
---x=

Table 2 The conditions of load case

Load case(kN) Frequency

(Hz)17-1 17-2 17-3

170kN
161.9±8.1

(±5%)

147.8±15.4

(±15%)

136.0±34.0

(±25%)
1~16

Fig. 2 The static response of bridge according to the stat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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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동적재하시험결과

동적거동 검토에 있어서 열차 주행 시 발생되는 다양한 가

진주파수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

험체의 동적특성에 따라 공진이 발생되는 가진주파수를 기

본으로 하고, 다른 범위의 가진주파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시험체 특성에 따라 가진주파수의 범위를 산정하

여 시험에 적용하였다. 단, 재하프레임의 고유진동수 대역에

해당되는 2~3Hz는 시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외하였다.

Fig. 3은 동적하중에 대한 동적응답 파형을 보여준다. Fig.

3(a)는 비공진 동적응답에 대한 결과이며, (b)는 공진 시 동

적응답에 대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조건별 중간하중까지 정적으로 재하 후

가진을 시작하여 엑츄에이터의 Quick-release기능을 활용하

여 가진이 멈추면 시험체의 자유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와 같은 하중조건에서 발생한 응답을 측정하였다. 또한, 시

험체의 고유진동수를 분석하기 위해 가진 후 자유진동영역

에 대한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을 수행하여 시험

체의 고유진동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 4는 가속도응답

에 대한 자유진동영역을 FFT 분석하여 얻은 시험체의 고유

진동수를 나타낸다. 고유진동수 분석결과, 교량만 존재하는

경우 13.1Hz,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교량의 경우 12.2Hz로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됨에 따라 고유진동수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5는 콘크리트궤도 부설 전후 교량시험체에서 최대하

Fig. 3 Example of measured dynamic response

Fig. 4 The natural frequency by FFT analysis Fig. 5 The result of max. dynamic response fo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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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70kN 상태에서 하중진폭 case별 가진주파수변화에 대

한 교량의 가속도, 처짐응답을 나타내며, 교량만 존재하는 시

험체의 경우 공진주파수에 해당하는 13~14Hz, 콘크리트궤

도가 부설된 교량의 경우 12~12.5Hz 대역에서 최대응답이

발생되었다. 특히,하중의 진폭이 클수록 공진영역에서의 동

적응답 증가 추세는 크게 발생하였다. 즉, 철도교량의 고유

진동수와 가진주파수가 일치하게 되면 공진발생으로 인해 동

적응답은 크게 증가하게 되며, 궤도틀림, 표면요철, 속도증

가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하중의 변동폭이 증가하게 되

면 공진주파수 대역에서 철도교량의 동적응답은 크게 증가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3.2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3.2.1 중립축 분석

교량의 중립축(neutral axis) 상승은 교량의 강성 증가를 의

미한다. 정적재하시험에 의해 거더 중앙 상하부플랜지에서

발생한 변형률을 측정한 후 응력으로 환산하여 거더의 중립

축을 산정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해 센서 설치위치와 동일

한 위치에서의 응력을 확인하여 중립축을 비교분석하였다.

Fig. 6과 Table 5는 중립축 위치에 대하여 실험값과 해석값

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5와 같이 중립축 분석결과, 궤도 부설 전 교량만 존

재하는 경우에 대한 중립축은 콘크리트부설로 인해 16.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석값과는 4.4%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콘크리트궤도가

교량에 질량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기여를 함으

로써 중립축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경우 중립축 실험값은 궤도

를 질량으로만 고려한 Case 2의 경우 약 22%, 궤도를 질량

으로 적용하고 레일과 슬래브를 frame과 spring-damper로 모

델링한 Case 3의 경우 약 16.5%, 콘크리트 슬래브를 shell

요소와 레일 및 체결장치를 모델링한 Case 4의 경우 약 2.9%

의 오차를 보였다. 즉,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철도교량의 정

적거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레일과 슬래브를 frame과

spring-damper로 모델링한 경우와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강성을 shell요소로 모델링한

경우 실제 콘크리트궤도 부설 철도교량의 정적응답과 매우

근사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concrete track

Characteristics Value

Rail

Type UIC60

Radius of rail crown (mm) 300

Mass (kN/m) 0.6

Bending stiffness (kN/m2) 6.42×103

Pad
Stiffness (kN/m) 22.5×103

Damping coef. (kNs/m) 5.0

Concrete

slab

Mass (kN) 300

Stiffness of concrete supporting 

concrete slab (kN/m)
0.89×106

Damping coef. of concrete 

supporting concrete slab(kNs/m)
980.0

Table 4 Railway bridge modeling for numerical analysis

Case 1

(Bridge only)

Case 2

(Bridge + Track mass)

Case 3

(Bridge + Track mass + Rail + 

Slab)

Case 4

(Bridge + Track mass + Track 

stiffness)

Girder : Shell, Slab : Shell Girder : Shell, Slab : Shell

Girder : Shell, Slab : Shell, 

Rail : Frame

Fastening system : Spring/Damper

Concrete slab : Spring/Damper

Girder : Shell, Slab : Shell, 

Rail : Frame

Fastening system : Spring/Damper

Concrete slab :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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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고유진동수 분석

열차하중에 의한 교량의 동적거동은 교량의 동적특성과 차

량의 동적운동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열차하중에 의한

교량의 공진현상은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차량의 운행진동수

가 일치할 경우 발생한다. 즉, 철도교량에서 1차 휨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철도교량의 동적거동을 결정하는 주요인

자이다. 고유진동수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강성에 비례하며,

철도교량의 공진을 유발하는 열차의 임계속도는 식 (4)와 같

다.

(4)

여기서, ω1은 교량의 1차 휨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나타

내며, k는 강성, m은 질량, vcr은 열차의 임계속도이고, Seff

는 열차의 유효타격간격을 나타낸다. KTX와 같이 일정한 유

효타격간격(18.7m)를 가지는 경우 1차 휨모드에 대한 고유

진동수에 따라 임계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

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을 통한 1차 휨모드에 대한 고유진

동수 분석결과는 Fig. 7과 같다.

고유진동수는 질량과 강성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콘크리

트궤도 부설에 따른 질량 및 강성기여효과를 분석할 수 있

다. Table 6, Fig. 8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내시험과 수치

해석을 통해 도출된 고유진동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고유진동수 분석결과, 콘크리트궤도 부설 전 교량만 존재

하는 경우에 비해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경우, 고유진동수

에 대한 실험값은 약 7.4%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량

만 모델링한 Case 1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Case 2의 경우 약

27.6%, Case 3의 경우 약 25.0%, Case 4의 경우 약 10.3%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콘크리트궤도 부설 전 교량

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실험값과 해석값의 오차는 약 5.5%

ω
1

k

m
---- vcr, ω

1
Seff×= =

Table 5 The result of neutral axis analysis

Stress of top

(MPa)

Stress of bottom

(MPa)

Neutral axis

(mm)

Difference(%)

①  : all ② : all

① Bridge only(measured) -1.10 3.37 723.1 - -16.7

② Bridge with concrete track(measured) -0.35 2.17 843.6 16.7 -

③ Case 1(analysis) -0.90 3.02 755.2 4.4 -

④ Case 2(analysis) -1.50 3.63 658.0 - -22.0

⑤ Case 3(analysis) -1.20 3.17 704.7 - -16.5

⑥ Case 4(analysis) -0.27 2.07 868.0 - 2.9

Fig. 6 The neutral axis analysis

Fig. 7 The result of natural frequency by numerical analysis

Table 6 The result of natural frequency analysis

① Measured

(Hz)

Analysis (Hz) Difference

(%)② Case 1 ③ Case 2 ④ Case 3 ⑤ Case 4

Bridge only 13.18 13.94 13.94 13.94 13.94 5.5

Bridge with concrete 

track
12.21 - 10.09 10.45 12.51

①:③⇒21.0

①:④⇒16.8

①:⑤⇒2.4

Effect of stiffness and 

mass of concrete track on 

railway bridge

7.4%↓ - 27.6%↓ 25.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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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Case 2의 경우 약 21.0%, Case 3의 경우 약 16.8%,

Case 5의 경우 약 2.4%로 분석되었다. 즉, 콘크리트궤도를

자중으로만 고려한 Case 2의 경우와 궤도를 frame요소와

spring-damper요소로 모델링한 Case 3의 경우 실제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궤도가 부설된 교량의 고유진동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콘

크리트궤도의 강성과 질량이 모델링된 Case 4의 경우가 가

장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유진동수가 철도교량의 공진을 유발하는

임계속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고속철도에서는 철

도교량의 공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승차감 및 주행안전

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동적거동해

석에서 철도교량의 궤도는 간단하게 질량으로만 고려되어지

고 있으나, 실내시험으로부터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교량

의 경우 1차 휨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 값이 실제 설계값

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졌다. 이것은 콘크리트궤도가 철

도교량에 정량적인 강성기여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본 연

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 부설 철도교량의 정동적거동

을 분석하기 위해 실내시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정적재하시험결과,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됨에 따라 처

짐과 응력이 약 35% 감소되었으며, 중립축의 위치가 약

16.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멘트-곡률곡선

의 기울기 분석을 통해 콘크리트궤도 부설에 따라 강성기여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동적가진시험결과,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될 경우 고유

진동수가 약 7.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하중진폭의

크기가 커질수록 공진대역에서의 동적응답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수치해석을 통한 중립축 변화 및 고유진동수 분석에

서는 콘크리트궤도를 질량으로만 고려할 경우와 궤도강성을

spring-damper요소로 모델링한 경우 실제 철도교량의 정·동

적거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콘크리트궤도 부설 철도교량에 대한 동적해석 시에는 정량

적인 산정이 가능한 콘크리트궤도의 강성 및 질량을 함께 고

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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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first bending frequency according to the concret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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