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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량의 차량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전철은 일반적으로 지상

고가구조물 방식으로 건설되는 관계로 지하에 건설되는 중

전철에 비해 건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서[1], 중전철(20,000~70,000인/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

규모의 수송 수요(1,000~30,000인/시간)에 적합한 시스템이

다[2]. 그러므로, 부산의 일부 복잡한 도심지 구간을 제외하

고는 국내 용인, 의정부, 부산4호선, 김해 등 경전철은 전구

간 고가방식으로 건설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가 방식의 경전철 구조물을 건설함에 있

어서, 경전철 고가구조물 슬림화를 위한 설계기준 기초 연

구[3]에서 나타나 있듯이 동일 차륜형식의 경전철에서도 노

선별로 서로 상이한 설계기준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국내 경전철 설계 당시 경전철 고가구조물에 대한

국내설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차량 제작

사에서 제시한 기준과 국내 일반 전동차(중전철)를 위한 철

도설계기준(철도교편)[4]을 참고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대부분의 국내 경전철 고가구조물은 비경제

적으로 육중한 규모로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경

제적인 고가구조물의 설계 및 건설이 가능하도록 국내 환경

과 경전철 차종 특성을 반영한 고가구조물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량 구조물 건설을 위해, 최

근 이종순 등[5]이 고속철도 강교량의 신뢰성 최적설계 연

구를 한 바 있는데, 향후 궁극적으로 경전철 고가구조물에

대해서도 신뢰성 기반의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고가구조물의 주요 설계요소 중

열차의 제동 시 고가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즉, 제동

하중의 설계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강재

윤 등[6,7], 진원종 등[8]이 고속열차가 장대레일 궤도로 부

설된 고속철도 교량 상을 주행 중 열차 제동 시의 교량 상

장대레일의 거동 등 주행안전성 평가 관련 연구와 1990년

대 중·후반에 일반 도로 차량의 제동으로 인한 교량의 동

적 거동 관련 연구[9,10]만 수행된 적이 있을 뿐 고무차륜

Abstract Due to the absence of design guidelines for elevated light-rail structures in Korea, most elevated light-rail struc-

tures have been designed and constructed based on the design codes of conventional railway bridges and on the codes rec-

ommended by foreign vehicle manufacturers. This is the main reason why most elevated light-rail structures are massiv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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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에 건설·운영 중인 경전철 고가구조물은 설계 당시 경전철 고가구조물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철도교 설계기준 및 국외 차량제작사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된 관계로, 고가구조물이

과다 설계되어 비경제적으로 건설된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무차륜형 경량전철이 고가구조물

위를 각각 50km/h, 60km/h, 70km/h의 속도로 주행 중 5개 제동 지점별로 제동 시 고가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제동하중을 현장 계측시험을 통해 분석하였고, 현재 설계시 반영되고 있는 철도설계기준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시된 제동하중 시험분석 결과는 향후 경전철 고가구조물 설계기준 제정 시 참조될 수 있다.

주요어 : 설계기준, 고가구조물, 제동하중, 고무차륜, 경량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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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경전철의 열차 제동 시 고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

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현재 국내 철도설계기준[11]에는 유

럽의 Eurocode, 일본 철도설계기준 등을 참조하고 국내 전

문가 연구를 통해 고속철도, 시속 200km 이하 일반철도 및

전동차(중전철)의 제동하중에 대한 철도교 설계기준을 제시

하고 있을 뿐, 고무차륜형 경전철에 대한 국내 설계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도로교설계기준에서는 표준트럭

및 레일 궤도상의 궤도차량에 대한 제동하중 기준만 제시되

어 있을 뿐 고무차륜 경전철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

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무차륜형 경량전철이 고가구조물

상을 주행 중 열차 제동 시 고가구조물에 작용하는 제동하

중에 대한 현장 계측시험 결과를 간략히 기술하였고, 열차

제동에 의해 고가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제동하중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현재 설계 시 반영되고 있는 일반 전동차

철도설계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술된 제동

하중 시험분석 결과는 향후 경전철 고가구조물 설계기준 제

정 시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현장 계측시험

2.1 시험개요

2.1.1 계측시험 대상 고가구조물

고무차륜형 경전철시스템이 운영 중인 부산 도시철도 4호

선의 고가 구간을 대상으로 계측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대상

구간은 Fig. 1(a)의 고촌역(11K265)과 안평역(12K356) 사이

상행선 직선부로서, 최고 시험속도 70km/hr을 고려하여 교

각번호 P88~P91 직선부 구간을 대상으로 계측 시험을 수행

하였다.

계측대상 고가구조물 형식은 Fig. 1(b)와 같이 경간 40m

의 3경간 연속 강합성 박스 거더교(제형) 형식이며, 단면 제

원은 Fig. 1(c)와 같다. Fig. 1(b)에서 보듯이, 두 번째 교각

의 받침은 회전 변위만 가능하고 신축 변위가 불가능한 고

정된 힌지(고정단)이고, 나머지 교각의 받침은 신축 및 회전

변위가 가능한 롤러(가동단)로 구성되어 있다.

2.1.2 주행시험 차량

주행시험 차량은 축중이 6톤(공차)인 고무차륜형 경량전

철로서, Fig. 2에서와 같이 열차 길이는 6량 기준으로

57.840m이며, 1량 기준 9.640m이다. 그리고, 대차 중심간 거

리가 5.3m이고, 첫 번째 차축에서 마지막 차축까지 거리가

53.5m이다.

2.1.3 시험방법 

제동하중은 주행 중인 열차가 제동할 때 차량의 무게중심

위치에서 열차의 진행 방향으로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으

로서, 고가 하부구조물의 교축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어 교

각 등 하부구조물의 응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설계 시 주

요 설계하중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동하중 시험은 Fig. 3과 같이 안평역에서 고촌역 방향

으로 직선부 구간에 열차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제동시 발생

하는 교축방향 하중이 고정단 및 가동단 교각에 최대가 발

생되도록 하였고, Fig. 3에 고정단 및 가동단 교각에 설치된

변형률 센서 번호(Str1~Str4)를 부착 위치별로 나타내었다. 열

차가 50km/hr, 60km/hr, 70km/hr 속도로 고가구조물 상을 정

속 주행 중, Fig. 3 및 Table 1에서와 같이 직선부(P88~P91)

5개소 지점에 선두 열차의 첫 번째 차축이 도달할 시 제동

이 걸리도록 하였고, 이때 발생되는 고정단 및 가동단 교각

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각 속도별 공주거리를 고려하여 열

Fig. 1 Field-test site (Gochon~Anpyeung in Line 4, Busan)

Fig. 2 The configuration of the tested AGT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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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동을 실시하였는데 즉, 기관사가 제동 조작을 하여 실

제 차륜에 제동이 걸리는 공주시간 1.2초를 고려하여 열차

가 정해진 제동지점으로부터 공주거리만큼 미리 열차에 제

동 조작하는 식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고가구조물상 열차 주행 중 열차 제동

시 고정단 및 가동단 교각의 Str1 및 Str3 센서에 제동하중

에 의한 추가적인 압축 이 발생되고, Str2 및 Str4 센서에 추

가적인 인장 변형률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동없이 속

도별로 정상적인 정속 주행 시험시의 교각에 발생된 변형률

과 상기와 같이 제동하중에 의해 교각에 발생된 변형률을 상

호 비교하여, 이 차이를 통해 제동하중에 의한 교각의 추가

된 변형률을 도출하였다.

콘크리트 변형률 게이지를 교각 변형률 측정 센서로 사용

하였고, 게이지 길이는 5mm, 게이지 factor는 2.11±1%, 게

Fig. 3 The braking points of a train running in a straight line

Table 1 Testing cases according to the braking point

Case Braking point

I

II

III

IV

V

P91

P90-P91

P90

P89-P90

P89

Fig. 4 The strain-gauge attached to the substructures

Fig. 5 The strain histories of a pier with a fixed end during the driving and the braking of the train (V=60k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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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resistance는 120.3±0.5Ω이며, Fig. 4와 같이 지면에 가

까운 교각 부위에 교각 높이 방향으로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2.2 시험결과 분석

2.2.1 시험결과

Fig. 5 및 6은 열차가 60km/hr 속도로 정상적으로 정속 주

행시의 고정단 및 가동단 교각에 발생하는 변형률 응답 이

력곡선과 동일 속도로 정속주행 중 총 5개 지점에서 열차

제동 시 교각에 발생하는 변형률 응답 이력곡선을 각각 나

타낸 그림이다. Fig. 5 및 6에서 보듯이, 정상적으로 정속주

행 시에 발생한 교각 변형률에 더하여 제동하중에 의해 교

각에 추가 변형률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및 3은 열차가 고가구조물 상을 각각 50km/hr,

60km/hr, 70km/hr 속도로 정속 주행 시 및 해당 제동지점에

서 제동 시 고정단 및 가동단 교각의 압축측(Str1, Str3) 및

인장측(Str2, Str4) 변형률을 나타내며, 이 두 개 값의 차이

(B-D) 값은 제동하중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변형률을 의미

한다.

Fig. 7(a)과 Fig. 7(b)에 열차 속도별, 제동 지점별로 제동

하중에 의해 고정단 및 가동단 교각에 추가 발생된 압축측

(Str1, Str3) 및 인장측(Str2, Str4) 변형률(B-D)의 총합을 각

각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2.2.2 결과분석

상기한 열차 제동 시 추가 발생한 교각의 변형률에 대한

계측시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2 및 3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정속 주행 시에 발생

하는 교각의 변형률에 더하여 열차 제동 시 추가적으로 발

생된 교각의 변형률 크기를 분석한 결과, 가동단 받침의 마

Fig. 6 The strain histories of a pier with a moveable end during the driving and the braking of the train (V=60km/hr)

Table 2 The strain differences of a pier with a fixed end between the driving and the braking of the train

Type Case I : P91 Case II : P91～P90 Case III : P90 Case IV : P90～P89 Case V : P89

V

(km/h)
Sensor

Drive

(D)

Brake

(B)
B-D

Drive

(D)

Brake

(B)
B-D

Drive

(D)

Brake

(B)
B-D

Drive

(D)

Brake

(B)
B-D

Drive

(D)

Brake

(B)
B-D

50
Str1 -22.28 -33.45 -11.17 -22.28 -33.15 -10.87 -22.28 -34.35 -12.07 -22.28 -33.63 -11.35 -22.28 -33.55 -11.27 

Str2 -12.25 -7.82 4.43 -12.25 -7.87 4.38 -12.25 -8.68 3.57 -12.25 -8.21 4.04 -12.25 -7.79 4.46 

60
Str1 -21.45 -33.19 -11.74 -21.45 -33.34 -11.89 -21.45 -33.34 -11.89 -21.45 -33.84 -12.39 -21.45 -34.49 -13.04 

Str2 -11.46 -7.46 4.00 -11.46 -7.83 3.63 -11.46 -8.23 3.23 -11.46 -8.11 3.35 -11.46 -7.40 4.06 

70
Str1 -27.46 -39.02 -11.56 -27.46 -38.99 -11.53 -27.46 -37.88 -10.42 -27.46 -37.44 -9.98 -27.46 -36.57 -9.11 

Str2 -10.36 -6.12 4.24 -10.36 -6.80 3.56 -10.36 -6.30 4.06 -10.36 -6.50 3.86 -10.36 -6.59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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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력에 의해 일부 종방향 제동력이 가동단 교각에도 작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정단 교각(최대 12.07µε)이 가동단

교각(최대 2.39µ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제동에 의한 추

가 압축 변형률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차의 제동 지점별로 교각의 추가 변형률을 분석한 결과,

Fig. 7에서 보듯이 열차가 고가구조물 진입 시 및 첫번째 경

간에서 열차 제동시(Case I~III) 제동에 의한 추가 변형률이

두번째 경간에서 제동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열차 제동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동

차륜의 제동력이 가동단 및 고정단 교각에 작용하기 때문이

다.

또한, 제동에 의한 추가 변형률이 최대인 고가구조물 첫

번째 경간에서, 50km/hr, 60km/hr, 70km/hr의 주행 속도별

로 열차 제동 시 교각의 추가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60km/hr의 속도로 열차 주행 중 제동 시 고가 하

부구조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추가 압축 변형률이 발생되었

으나, 최대 변형률 값 자체가 -12µε ~ -14µε로 작은 데다가

그 값 차이가 2µε로 크지 않아 열차 운전조건, 계측오차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열차 주행속도에 따

른 제동 시 교각의 추가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으로 판단된다.

3. 제동하중 분석

3.1 전산 구조해석

SAP20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Fig. 8과 같이 교각을 보

요소로 하고 교각 기초부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매립층과

점토질자갈층을 스프링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해석에 사용

된 교각의 제원 및 물성치는 Table 4에 나타냈다.

Table 3. The strain differences of a pier with a movable end between the driving and the braking of the train

Type Case I : P91 Case II : P91～P90 Case III : P90 Case IV : P90～P89 Case V : P89

V

(km/h)
Sensor

Drive

(D)

Brake

(B)
B-D

Drive

(D)

Brake

(B)
B-D

Drive

(D)

Brake

(B)
B-D

Drive

(D)

Brake

(B)
B-D

Drive

(D)

Brake

(B)
B-D

50
Str3 -7.02 -8.72 -1.70 -7.02 -8.51 -1.49 -7.02 -8.51 -1.49 -7.02 -7.14 -0.12 -7.02 -7.47 -0.45 

Str4 -12.40 -8.11 4.29 -12.40 -7.94 4.46 -12.40 -8.23 4.17 -12.40 -8.35 4.05 -12.40 -8.69 3.71 

60
Str3 -6.80 -8.52 -1.72 -6.80 -9.16 -2.36 -6.80 -9.19 -2.39 -6.80 -6.84 -0.04 -6.80 -6.87 -0.07 

Str4 -12.24 -7.64 4.60 -12.24 -7.89 4.35 -12.24 -8.13 4.11 -12.24 -8.01 4.23 -12.24 -10.41 1.83 

70
Str3 -7.64 -9.65 -2.01 -7.64 -9.62 -1.98 -7.64 -9.54 -1.90 -7.64 -8.25 -0.61 -7.64 -7.64 0.00 

Str4 -11.35 -6.57 4.78 -11.35 -6.40 4.95 -11.35 -7.05 4.30 -11.35 -7.45 3.90 -11.35 -9.47 1.88 

Fig. 7 The braking forces inducing strain in the pier

Fig. 8 Modeling of the 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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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산 구조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교각 상부에 교축

방향 단위하중 1kN과 이에 의한 모멘트를 교량받침 높이

(0.4m)를 고려하여 0.4kN·m 작용시킨 경우에 계측센서와

동일한 지점에 발생하는 교각의 변형률을 산정하였다. 그 결

과, 단위하중 1kN에 변형률 0.46µ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상기 2절에서 계측된 열차 제동에 의한 추가된 변형

률을 가지고 전산 구조해석을 통해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제동하중을 분석하였다.

3.2 제동하중 분석결과

고무차륜 경전철 고가구조물에 작용하는 최대 제동하중은

31.0kN(3.1톤)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때 교각의 최대 변형률

은 14.28µε이다. 시험 주행차량의 축 개수는 총 12개로서,

축 당 제동 하중은 2.6kN(0.26톤)이 된다. 시험 주행차량의

축중은 6톤(공차)이므로, 고무차륜형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설

계 제동하중은 축중의 4.3% 해당되는 것으로 계측시험 결

과 나타났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무차륜형 경전철 고가구조물에 대한 현

장 계측시험을 통하여, 열차가 고가구조물 상을 주행 중에

제동 시 고가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제동하중을 분석하였

다. 제동하중 분석을 위한 현장 계측시험은 3경간 연속의 강

합성교 상을 차량하중이 12톤(공차)인 차량 6량 1편성의 열

차가 정속 주행 중 인위적인 제동을 통해 수행되었다. 정상

적인 정속 주행 시 고가 하부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률과 제

동 시 발생하는 변형률을 분석하여, 순수 제동에 의해 발생

한 추가 변형률을 도출하였고, 이를 전산 구조해석 프로그

램인 SAP2000을 활용하여 작용된 제동하중을 역산하였다.

열차 제동 시 현장 계측시험 결과 및 전산구조해석을 통

한 제동하중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상적인 정속 주

행 시에 발생하는 교각의 변형률에 더하여 열차 제동 시 교

각에 추가적인 변형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

동단 받침의 마찰력에 의해 일부 종방향 제동력이 가동단 교

각에도 작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정단 교각(최대

12.07µε)이 가동단 교각(최대 2.39µ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제동에 의한 추가 압축 변형률이 발생하였다, (3) 열차

의 제동 지점별로 교각의 추가 변형률은 열차 진입후 첫번

째 경간에서 열차 제동시(Case I~III)의 값이 두번째 경간에

서 제동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50km/hr, 60km/hr, 70km/hr 주행 속도별 열차 제동 시 교각

의 추가 변형률을 분석한 결과, 속도별 최대 변형률 값 자

체가 작은 데다가 그 값 차이가 크지 않아 열차 운전조건, 계

측오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열차 주행

속도에 따른 제동 시 교각의 추가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계측시험을 통해 도출된 제동에

의한 교각의 최대 변형률은 14.28µε이며, 최대 제동하중은

31.0kN(3.1톤)으로 분석되었다, (6) 최대 제동하중은 축 당

2.6kN(0.26톤)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축중의 4.3%에 해당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시험 대상인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설계 당시, 국

내 경전철용 고가구조물 설계기준이 없어 당시 일반 철도교

설계기준[2]을 준용하여 제동하중을 축중의 12.5%를 적용한

바 있는데, 본 논문의 시험·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상당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기술된 제동하중 시험분석 결과는 향후 경전

철 고가구조물 설계기준 제정 시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이를 위해, 향후 제동하중에 대한 추가 반복 시험결과

를 토대로 확률론적 분석을 통하여 제동하중에 대한 적정 설

계하중을 제시하고, 하중조합시의 제동하중에 대한 하중계

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계측된 변형률을

가지고 전산구조해석에 의해 제동하중으로 개략적으로 가늠

해 보았으나, 향후 실제 교각에 단위 하중 작용시 변형률을

계측하여 제동하중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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