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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PSC I형 철도교의 동적 성능 평가

Experimental Performance Estimate of a 40m PSC I Girder for Railway Bridges

여인호*

Inho Yeo

1. 서 론

우리나라의 철도 설계 속도는 일반철도 구간도 이미

230km/h 이상으로 고속화 되어 있으므로 철도교량 설계시

이러한 속도의 영향도 고려되고 있다. 철도교량의 경제성은

PC beam 형태가 타 형식에 대해 현저히 높은 것은[1]주지

의 사실이며 PC beam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식[2]이 제

안되어 경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beam형태

의 철도교량 경간장은 최대 35m 정도로 최대 50m 정도까

지 활용되고 있는 도로교에 비하면 약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25m 경간장의 PSC I 형 철도교는 현장계측을 통

해 사용성을 검증한 바가 있다[3]. PSC I 거더의 단면 효율

을 높여 경간장을 보다 더 확대하거나 형고를 낮춰 슬림화

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고강도 콘크

리트를 적용하는 방안[4], 온도 프리스트레싱 강판을 보강하

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5], 최적화 기법을 통해 형고를 최

적화하는 방안[6]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한 시도 중 하나

로 제안된 40m 경간장의 4주형 PSC I형거더 교량이, 고속

화가 현실이 된 국내 철도교량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동적

거동이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도로교량

과 가장 구분되는 고속 연행 철도차량하중에 의한 동적 특

성[7-9]은 철도교량의 가장 중요한 검토 항목이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도로 및 철도교에 널리 사용되는 PSC I거더

의 단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더 중앙부 상부 플랜지의

두께를 증대시켜 중립축을 상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더 큰

긴장력을 도입할 수 있는 PSC I거더의 철도교 적용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단면의 합리적 활용으로 거

더의 경간장을 40m까지 연장하였으며 기존에 5주형이 사용

되던 거더 본수를 4주형으로 줄여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

다. 기존의 교량에 비해 장경간 경량화를 추구한 신형식 교

량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조로 진동에 대해 사용성 측면에

서 취약할 수 있으므로 동적 성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0m 길이의 실물 크기 거더 모형시험을 통해 정·동적 물

리량을 추정하고 이를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타당

성을 입증한 후 철도교량의 전산해석 모델에 대해 실열차 하

Abstract Here we report the results of an experimental laboratory test to verify the applicability to railway bridges of a

PSC I girder of which the upper flange thickness was increased to improve sectional performance. The thicker this flange

is, the further upward the neutral axis is moved. If in this way the span length can be increased to 40m long, the bridge may

be constructed with four girders instead of five. Therefore, construction cost could be lowered by reducing the weight of the

long span structure due to increased sectional efficiency. It was also necessary to be certain that the dynamic performance

of this relatively flexible structure would be applicable to railway bridges. Therefore numerical analysis, as well as static

and dynamic tests, was carried out for a full-size PSC I girder.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verifi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SC I railway bridge satisfied the performance criteria of the design code.

Keywords : Railway bridge, PSC-I girder, Laboratory test, Dynamic performance, Performance criteria

초 록 기존의 도로 및 철도교에 널리 사용되는 PSC I 거더의 단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더 중앙부 상부

플랜지의 두께를 증대시켜 중립축을 상향으로 이동시키는 개념의 PSC I 거더의 철도교 적용을 위한 정/동적 성

능을 시험실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개념의 PSC I 거더는 단면의 합리적 활용으로 거더의 경간장을 40m까

지 연장하였으며 기존의 복선 철도교에 5주형이 사용되던 거더 본수를 4주형으로 줄여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

다. 기존의 교량에 비해 장경간 경량화를 추구한 신형식 교량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조로 진동에 대해 사용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으므로 동적성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0m길이의 실물크기 거더 모형시험을 통해 정

/동적 물리량을 추정하고 이를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입증한 후 철도교량의 전산해석을 통해

철도설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동적 성능기준치의 부합여부를 확인 검증하였다. 

주요어 : 철도교량, PSC-I 거더, 실내시험, 동적거동,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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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재하한 이동하중 해석을 통해 설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동적 성능 기준치의 부합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열차하중으로는 화물열차, 새마을호,

KTX, 그리고 현재 개발되어 시험운행중인 HEMU-430x 열

차를 고려하여 국내에서 운행되거나 운행예정인 열차를 대

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열차의 운행속도는 20량 1편성의 화

물열차[7]의 경우 250km/h, 8량 1편성의 새마을 호[7]의 경

우 300km/h, 20량 1편성의 KTX[10]의 경우 400km/h, 마지

막으로 Fig. 1에 주어진 6량 1편성의 Hemu-430x의 경우

450km/h까지 10km/h씩 증속하여 고려하였다.

실내 시험 대상이 되는 40m 경간의 PSC I 거더는 Fig. 2

와 같으며, 이를 활용한 철도교량 단면은 Fig. 3에 주어져 있

다. 전산해석에 사용된 software는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

그램인 LUSAS이며 이동하중 해석을 위해서는 10차모드까

지의 고유치와 고유모드를 구한 후, 선형 탄성영역에서 거

동하므로 모드 중첩법에 의한 시계열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

내 정/동적 시험을 통해 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강성을 평

가하고,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 감쇠비등 동특성을 추출한

후 전산 해석과 비교하여 수치해석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

였다. 이렇게 확인된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철도

교량을 모델링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철도교량의 동적 성

능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였다. 동적 성능기준은 철도설계

기준[11]과 국내외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일반적으로 철도

교량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 검토하였다.

Fig. 1  Configuration of HEMU-430x

Fig. 2  Test specimen of 40m PSC I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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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C I 거더 실물모형시험

2.1 정적시험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량용 PSC beam 형태의 거더에 기

반하여 40m 까지 경간을 확장한 거더에 대해 구조 성능을

검토하여 그 사용성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

적으로 10.9m 폭의 복선교량에는 5주형이 기본으로 사용되

었으나, 이번 실물 모형은 4주형으로 합리화하여 형고는 다

소 높아지더라도 건설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의 거더

에 대해 정/동적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내 시험을 수행

하였다. 철도교량에 사용될 PSC I 거더의 구조적 거동을 검

증하고자 Fig. 2에 보여진 실물 PSC I 거더 1본을 제작, 실

물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4는 완성된 시험체와 시험장면

을 보여준다. 시험거더의 정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단순

지지 조건으로 3점 정하중 시험을 수행하였다. 1,2차 강선

긴장에 따른 구조물의 응력분포를 측정하고, 이후, 슬래브 타

설, 증기양생,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양생이 완료

된 후 센서설치 및 배선 작업, 데이터로거 설치 작업을 수

행한 후 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거더에는 제작 단계에서 시험에 사용될 센서를 매립

설치 하였다. 중앙단면에서 응력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거더

상하부에 철근게이지를 설치하였고, 중심부에서 약 4m 이

격을 둔 지점에 web을 따라 수직으로 철근게이지를 설치하

여 수직방향 응력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경간중앙과

경간1/4지점에 처짐계측을 위한 처짐계를 설치하였고, 진동

시험시 동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거더 하부 중앙

지점과 2/6지점에 2개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에 1/6, 2/6, 그

리고 중앙부에 3개 설치 하였다. 

거더 제작후 슬래브 타설전에 거더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

하여 1차 시험이 진행되었고, 슬래브 타설 및 양생, 그리고

2차 강선의 긴장 및 그라우팅 후 거더와 슬래브의 합성거동

성능 확인을 위해 2차 시험이 수행되었다.

Fig. 3 Cross-section of railway bridge with 4 PSC I girders

Fig. 4  Test specimen and static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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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거더제작 및 1차강선 긴장 후에 단면 수직방향

으로 하중에 따른 변형율 분포이고, Fig. 6은 같은 단면에서

슬래브 타설 및 2차강선 긴장 후 하중에 따른 변형율 분포

이다. 두 그래프에서 단면을 따라 변형율이 선형분포를 가

지며 슬래브와 2차강선 긴장에 따라 중립축이 약 20cm 정

도 상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거더 제작후 하중 변위 곡선으로 최대 400KN까

지 하중을 재하한 결과 수치해석결과보다 다소 작은 처짐량

을 보였으나 매우 유사한 처짐을 보여주고 있다. Fig. 8은 상

부슬래브 타설후 하중 처짐 곡선으로 특히 1차 계측시에는

사용하중까지, 그리고 2차 계측시에는 균열이 충분히 진행

될 수 있는 하중까지 재하하였고, 이후 유지관리용 강선 긴

장후 거더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엑츄에이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하중까지 재하하였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하중까지는 시험치와 해석결과가 선형적으로 일치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이후 2차 시험과 유지관리용 강선 긴

장후에도 거의 일치하는 거동을 보여 유지관리용 강선의 유

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동특성 시험

철도교와 도로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중량의 열

차 하중이 열차 바퀴를 통해 교량에 재하되는데 열차 속도

와 객차간격에 의해 좌우되는 유효 타격 간격에 따른 일정

한 주기로 하중이 재하된다는 점이다. 이는 열차가 통과하

는 동안 일정한 간격의 반복하중이 재하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하중 재하주기와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일치하는

경우 공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 반복

하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진 또는 공진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처짐과 가속도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도상/무도상 궤도의 안정성과, 특히 열차 승객의 승

차감에 더욱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등 사용성에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 이러한 열차의 반복하중을 받는 교량의 동적

거동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동적 거동과 관련

되는 특성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특성 추출 시험 방법으로는 180o의 위상차를 갖는 편심

질량을 회전시켜 가진시키는 가진기를 사용하는 방법, impact

hammer로 자유진동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가진기를 이용하

는 경우 가진기 자체의 추가질량 그리고 회전체의 오차에 따

라 측정결과에 오차가 더해질 수 있다. 또한 impact hammer

에 의한 자유진동은 충격량의 크기가 구조물의 규모에 비해

작게 되는 경우 구조물의 전체를 진동시키기에 부족한 충격

량이 되어 구조물의 강성과 고유진동수가 다소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0m 실물거더 1본에 대

해 50ton급 가력기를 이용하여 수mm의 변위를 가한 후 순

간적으로 힘을 제거하여 자유진동을 유도하는 quick release

방식으로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 그리고 감쇠비를 측정하

였다. 본 시험에서는 초기 변위를 2mm, 5mm, 7mm 등 3가

지 경우로 미소한 차이를 두고 발생시켰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변위가 작은 경우 고유

진동수가 다소 크게 측정되었고, 가속도계 위치에 관계없이

Fig. 5  Strain on the vertical section after 1st pre-stressing

Fig. 6  Strain on the vertical section after 2nd pre-stressing

Fig. 7 Load-displacement after manufacturing the girder 

Fig. 8 Load-displacement at each tes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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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값이 계측되었다. 이는 초기 변위를 작게 주는 경우

impact hammer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경간을 진

동시키기에는 다소 작은 가진력이 도입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충분한 가진력이 도입되었다고 생각되는 5mm

이상의 초기 변위시에 측정된 4.102Hz를 1차 고유진동수로 판

단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감쇠비를 logarithmic decrement

(식(1))로 측정해 본 결과는 Table 2에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1)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쇠비 측정치는 다소간의 편

차가 발생하였으며 가장 작게 측정된 값이 1.4%임을 알 수

있다. 이는 Eurocode[12]와 철도설계기준(노반편)[11]에서

PSC 구조물에 대해 정하고 있는 1.0%보다는 큰 값으로 철

도 설계기준이 다소 보수적인 값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산해석

3.1 시험거더 해석

실내 시험을 통해 얻은 PSC I 거더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시험체를 수치모델화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고, 시

험 거더가 철도교량의 주형으로 적용되었을 경우 열차의 이

동하중에 의한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물 구조물에 대

해 현장실험을 수행하면 가장 정확한 구조물의 거동을 얻을

수 있지만, 실험장비와 규모 그리고 비용등의 문제로 토목

구조물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실물시험이 불가능 한 것이 현

실이다. 이런 경우 유한요소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해

석은 간접적으로 매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

용한 방법이다. 아무리 정교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실험모

델이라도 수치해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유한요소모델링 특성상 실험모델과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

다. 다만 실험치와 수치해석결과와의 차이가 유의할 수준 이

하이고 수치해석결과가 다소 안전측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수

치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실험이 불가능한 구조물에 대한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험체의 거동을 검증하기 위한 수

치해석에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LUSAS를 적용

하였다. 수치해석결과 주된 관심의 대상인 첫번째 연직 휨

모드의 고유진동수가 4.168Hz로 시험치인 4.102와 약 2%의

오차로 매우 유사한 값을 보여 수치해석 모델이 실제 실물

모형을 적절히 모사하고 있고 해당 모델을 이용한 열차 이

동하중 해석도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시험체 거더의 수치모델에 대해 고유치해

석을 한 결과로 5차모드까지의 모드형상과 고유진동수를 보

여준다. 거더의 높이가 높고 상대적으로 폭이 좁아 1차모드

는 횡방향 휨모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개의 거더로 폭

10.9m의복선철도교를 시공한 후에는 수직방향 모드가 1번

째 모드가 된다.

δ
1

N
----ln

y

y n+
----------
⎝ ⎠
⎛ ⎞ 2πξ≅= ξ

δ

2π
------≅

Table 1 Measured natural frequencies

Initial displacement ACC1 ACC2 ACC3 ACC4 ACC5

2mm 4.248 4.248 4.248 4.248 4.248

5mm 4.102 4.102 4.102 4.102 4.102

7mm 4.102 4.102 4.102 4.102 4.102

Table 2 Measured damping ratio by logarithmic decrement

n yi Yi+n δ ξ (%)

2mm
15 0.033949 0.009095 0.087809 1.4

10 0.033949 0.012666 0.098594 1.6

5mm
15 0.122250 0.021978 0.114402 1.8

10 0.122250 0.043480 0.103377 1.6

7mm
15 0.168036 0.035051 0.104492 1.7

10 0.168036 0.063498 0.097317 1.5

Fig. 9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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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SC 거더 철도교량 이동하중 해석

PSC I 거더 철도교량의 동적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8량

1편성 새마을호, 20량 1편성 화물열차, KTX, 그리고 현재

개발되어 시험운행중인 KTX-Hemu 430x에 대하여 주행속

도별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철도교량으로써의 타당성을 분석

하였다. 교량의 수치모델은 8절점 solid 요소를 사용하여 가

능한한 실물형상과 유사하게 모델링하고자 하였다. 열차의

모델링은 집중하중의 연행하중에 의한 모사를 하였다. 본 연

구에서 교량의 경간장은 40m 단경간 교량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앞선 실내 시험의 대상이었던 PSC I 거더를 적용하는

교량으로 기존의 PSC 형태의 거더 교량으로는 최장 교량이

된다. 대상 교량은 Fig. 3에 보인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산해석 모델은 Fig. 10과 같다. 지점조건은 단순지지를 가

정하였다. 이동하중 해석은 모드 중첩법을 적용하였고, 사용

한 모드는 첫번째 종/횡방향 모드를 포함하고 충분히 정확

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차 모드까지를 사용하였다. 1차 모드

의 고유진동수는 3.456Hz로 계산되었다. 감쇠비는 거더 시

험을 통해 얻은 값 중 가장 불리한 값인 1.4%를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일반철도교량의 경우 교량의 연직방향 후미강성

이 다른 강성에 비해 작기 때문에 교량의 자유진동해석(free-

vibration analysis)를 수행하면 연직 1차 휨모드가 첫 번째

고유진동모드로 발생한다. 이 첫번째 모드가 특정 차량 간격

을 갖는 열차하중에 의해 공진(resonance)및 공진소멸(resonance

cancellation)을 발생시키는 열차 속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다. 연행하중과 철도교량의 공진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해석

교량의 공진을 야기하는 열차의 임계속도를 식(2)에 의해 구

하면 Table 3과 같다. 

(2)

여기서, ω1: 교량의 첫번째 휨 고유진동수, Seff: 열차의 지배

적 타격간격(객차간격)

기존에 운행중이 무궁화호의 경우 차량 제원이 새마을호

와 일치하므로 새마을호만 적시하였다. Table 3에 따르면 새

마을호의 경우 임계속도가 기존철도에서의 일반적인 최고 운

행속도(160km/h)보다 거의 2배이고, 화물열차의 경우에도 일

반적인 화물열차 최고운행속도보다 훨씬 높은 임계속도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그리고 화물열차가

설계속도 이하로 운행되는 일반철도(기존철도)구간에서는

40m 경간의 PSC I 거더 교량에서 운행열차에 의한 공진 발

생위험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KTX와 Hemu-430x의 경우 설계속도가 350km/h, 430km/h

이므로 40m 경간의 PSC I거더 철도교량에서의 임계속도가

설계속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철도설계

기준[11]에 따르면 고속·일반 철도 모두를 포함하는 철도

교량의 주행열차하중에 대한 주행안전성, 승차감 및 교량의

동적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설계속도 200km/h 이

상의 고속철도 교량은 일정간격의 연행하중 작용에 의한 공

진위험 등이 항상 존재하므로 모든 교량에 대하여 이 규정

에 의한 동적거동 검토를 필수적으로 수행한다. 실 운행열

차 하중에 의한 동적거동은 속도별 최대응답을 검토하며, 검

토항목은 상판의 연직가속도, 교량의 연직처짐, 상판의 면틀

림이다. 수치해석 결과는 Table 4와 Fig. 11 그리고 Fig. 12

에 정리되어 있다.

Fig. 11과 Fig. 12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연직가속도와 최

대 연직변위는 Table 3에서 예측되었던 임계속도에서 발생

하고 있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연직처짐의 경우 40m 철도

교량의 최대 허용처짐은 21.1mm인데 화물열차 주행시

7.4mm, 새마을호 주행시 3.6mm, KTX의 경우 5.7mm, 그리

고 Hemu-430x의 경우 2.9mm, 즉 각각 허용처짐량의 35%,

17%, 27%, 그리고 13% 수준이 발생하여 모두 안정적인 결

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판 연직가속도에 대해서도 KTX 주

행시 최대 0.158g가 발생하나, 자갈도상궤도의 허용치 0.35g

및 콘크리트 궤도의 허용치 0.5g에 훨씬 못미치고 있음을 알

Vcr ω
1

Seff×=

Fig. 10 Cross section of railway bridge with 4 PSC I girders

Table 3 Critical speed according to vehicle type

Main beating 

distance
Critical speed

Natural frequency (Hz) 3.456Hz

Saemaul 23.5m 292(km/h)

Freight 13.95m 174(km/h)

KTX 18.7m 233(km/h)

KTX-HEMU430x 21.7m 270(km/h)

Table 4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Freigth Saemaul KTX Hemu-430x

Max. vertical acceleration
1.26m/sec2

(0.13g)

0.705m/sec2

(0.072g)

1.55m/sec2

(0.158g)

0.586m/sec2

(0.0598g)

Max. vertical displacement 7.4mm 3.6mm 5.7mm 2.9mm

Max. twist 0.425mm 0.014mm 0.012mm 0.00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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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상판 면틀림의 경우에도 허용 면틀림의 최대 35%

이내의 값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철도교량 건설비를 절감하기 방안으로 교량의 경간을 연

장하고 주형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기 위해 제안된 PSC

I 거더 철도교량의 동적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PSC I 거

더에 대해 실내 실물모형 시험을 통해 거더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 등 동적 성능을 취득하였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

용한 전산해석을 통해 수치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PSC

I 거더를 사용한 40m 단경간 철도교량에 대해 전산해석을

통해 동적 성능을 검증하였다. 최근 고속철도뿐 아니라 일

반철도에 대해서도 230km/h 이상의 고속화가 추진되고 있

는 바 일반 철도교량에 적용되는 교량 형식에 대해서도 동

적 성능검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적 성능 검증은

철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열차 하중을 재하하여 이

동하중 해석을 수행하였다. 

Beam 거더 실물모형시험을 통하여 거더의 1차 고유진동

수는 4.102Hz, 그리고 감쇠비는 1.4%로 계측되었다. 1차 고

유진동수는 수치모델의 모달해석결과인 4.186Hz와 2%정도

의 오차로 잘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는 경간장의 미소한 오차, 계측 당시의 온/습도 등의

영향에 민감하므로 시험결과는 수치해석결과와 매우 잘 부

합하며 수치모델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거더모델의 수치모델을 활용하여 교량에 대한 수

치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

철도교량의 수치모델에 대해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열

차하중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운행하고 있는 8량 1편성 새

마을호, 20량 1편성 화물열차, KTX, 그리고 현재 개발되어

시험 운행중인 HEMU-430x을 고려하였다. 설계속도의 1.1

배까지 10km/h 간격으로 동적해석을 수행하게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화물열차는 250km/h, 새마을호 300km/h, KTX

400km/h, 그리고 HEMU-430x는 430km/h까지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연직 처짐, 상판 연직가속도,

그리고 면틀림 모두 허용치의 최대 35%이내의 값이 발생하

여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SC I 거더의 실물 크기 부재시험을 통해

얻은 물리적 특성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철도교량의

동적 해석을 수행하여 주행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현장에 건설되는 철도교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해석에 적용된 값들을 다소 보

수적인 값들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측으로 해석이 되었고, 향

후 건설되는 해당 형식 교량의 현장 계측을 통해 보다 신

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T.-G. Lee, S.-W. Oa (2008) Comparison of Girder High and

Construction Cost by Span in Various Types of Railway

Brid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1(5), pp.

471-476.

[2] K.-S. Kim, I.-H. Yang (2008) Development of New Type PSC

Beam Girder Bridges in Korea, Magazine of the Korea Con-

crete Institute, 20(3), pp. 26-33.

[3] S.-H. Kang, T.-G. Choi, S.-J. Park, S.-I. Kim (2009) Dynamic

Serviceability Estimation of the Simple Railway Bridge with

PSC I Girder,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azard Mitiga-

tion, 9(1) , pp. 65-71.

[4] J.S. Sim, I.H. Bae, J.K. Kim (1999) An Analytical Study for

Design of Long-Span Prestressed Concrete Bridge I-Gir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9(I-4), pp.

581-590.

[5] S.-H. Kim, J.-H. Ahn, J.-H. Won, Y.-J. Park, (2006) A Study

on PSC I girder using Thermal Prestressed Steel Plate(TPSC),

Proceeding of KSCE Conference, Gwangju, pp. 1456-1459.

[6] S.H. Kim, J.M. Jeong, J.W. Seo, Y.H. Park (2006) The Evalu-

ation of Structural Performation for PSC I Girder deigned by

Optimizing, Proceeding of KSCE Conference, Gwangju, pp.

1423-1426.

[7] S.I. Kim, W.S. Chung, E.S. Choi (2005) A Study on the Opti-

mal Span Length Selection of Conventional Railway Bridges

considering Resonance Sup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8(2) , pp. 137-144.

[8] S.I. Kim, N.S. Kim, H.U. Lee (2006) Dynamic Performance

Estimation of the Incrementally PSC Girder Railway Bridge by

Fig. 11  Vertical acceleration according to vehicle velocity

Fig. 12 Vertical displacement according to vehicle velocity

vehicle



40m PSC I형 철도교의 동적 성능 평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6권 제5호(2013년 10월) 401

Modal Tests and Moving Loa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6(4A) , pp. 707-717.

[9] R.-K. Min, D.-Y. Sung, Y.-G. Park (2012) Experimental Evalu-

ation for Damping Ratio Limit of Railway Bridge according to

Structure Ty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5(2) , pp. 154-161.

[10] S.H., Han, M.S. Bang, W.S. Lee (2010) A Study on Dynamic

Capacity Assessment of PSC Box Girder High Speed Rail

Bridges Using Time Series Load , Journal of the Korean Soci-

ety of Civil Engineers, 30(3A) , pp. 211-219.

[11]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1) “Railway Design Stan-

dard(Infrastructure)”.

[12] EUROCODE 1 Part 2 (2006) “Actions on Structures : General

actions –Traffic loads on bridges”,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접수일(2013년 6월 7일), 수정일(2013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2013년 9월 22일)

Inho Yeo : ihyeo@ krri.re.kr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360-1, Woram-dong, Uiwang-si,

Gyeonggi-do 437-757, Korea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