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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for proposed the deflection limit on vibration serviceability of high-speed 

railway bridges considering passenger's comfort when a train passes a railway bridge. The 

vertical acceleration signals of passenger cars obtained from test were compared with them from 

the bridge-train transfer function by riding KTX. The deflections by KTX of seven high speed 

railway bridges were assumed as sine and haversine wave. The deflection limit on vibration 

serviceability of high-speed railway bridges considering passenger's comfort when a train passes a 

railway bridge duration can be expanded using bridge-train transfer function and bridge comfort 

limit considering serviceability due to bridge vibration. And it was compared to other allowable 

deflection limits of railway bridge design specifications.

1. 서론

일반적으로 허용처짐 기준은 정적 사용성과 구조적 안전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진동

사용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따라서 진동사용성을 고려할 수 있는 교량의 허용처짐 기

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공용중인 고속철도 교량의 진동사용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고속철도 교량의 진동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

하기 편리한 진동사용성 처짐 및 강성한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공용중인 7개 교량을 대상으

로 승차감을 고려한 열차내 진동가속도를 측정하고 전달함수를 사용하여 고속철도 교량 처

짐으로 제시하고, 실제 교량 현장 동적변위와 비교, 분석하였다. 

2. 고속철도 교량의 진동사용성

2.1 기존의 철도교 진동사용성 기준   

교량의 진동문제는 교량구조물의 안전성 또는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어 왔다. 현재 적용하는 철도교 설계기준(2004)에서는 열차 통행속도에 따라 허용처짐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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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안전성(Traffic Safety) 처짐
승차감(진동사용성, Passenger Comfort) 

처짐

목적 열차의 탈선방지 승객의 승차감(진동사용성) 확보

변위기준 

근거
탈선계수, 윤중감소율로 부터 객차 내 연직가속도로 부터

재하하중

설계하중 

(LM71, HL25, LS22 등의 

정적해석)

설계하중(정적해석) 혹은 

실열차하중(동적해석)

재하방법
교량 상 선로 수에 따라 복선재하, 

3선재하 등 가장 불리하게
교량 상 선로 수에 관계없이 단선재하

제한기준 L/600

속도 및 경간에 따라 변동 

(350km/h 설계속도 40m 경간의 경우 

L/1900)

비고

일반적으로는 주행안전성 기준인 L/600은 L/1500 이상인 승차감기준에 비해 

덜 엄격해 보여 승차감기준 한가지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하중재하가 

복선재하 등 훨씬 무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 기준이 더 엄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유럽이나 일본이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Eurocode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연직변위 제한 비교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허용 처짐값 제한 규정들은 진동사용성을 만족하지 못하거

나, 반대로 너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교량 설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

다. 교량구조물의 진동 사용성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교량의 진동사용성 기준을 면밀히 고찰하고 교량구조물의 진동사

용성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로서 부산대학교에서는 고속철도 교량 2개소, 도시철

도 교량 2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동계측을 수행하고 제안한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제 교량 진동가속도 측정데이터 분석시 Peak value를 그대로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진동가속도 신호를 과다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ISO기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진동가속도 신호의 RMS값(변동폭이 작은 신호) 또는 RMQ값(변동폭이 큰 신호)을 사

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BS/ ISO기준에서는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인체가 느끼는 

승차감으로서의 진동가속도를 기준값으로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의 진동사용성 기준은 0.1g

이고, BS/ ISO기준은 RMS 0.08g, RMQ 0.089g로 제시하고 있다. Eurocode (EN1990)은 

교량 연직처짐 규정을 주행안전성(traffic safety)확보를 위한 규정과 승차감(passenger 

comfort)을 위한 사용성 확보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승차감을 위한 연직처짐 검토는 승객 승차감은 객차내의 연직방향 가속도로 판명한

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승차감 및 이와 관련된 연직가속도제한이 규정되어야 한다. 표 2에 

추천값을 나타내었다.  Eurocode (EN1990)에는 승차감 지표인 객차 내 수직가속도를 교량

의 연직처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량 경간길이, 열차속도, 경간 수, 지지형식의 함수로 

구성되었다. 단,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에 의해 직접적으로 객차내 수직가속도를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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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연구에서는 열차내에서 직접 수직가속도를 측정하여 연직처짐 검토에 적용하였다.

표 2. 승차감 추천값

승 차 감 차체 연직가속도(

) (m/s

2
)

매우 양호 1.0

양  호 1.3

보  통 2.0

2.2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를 이용한 진동가속도의 교량 처짐으로의 변환

교량구조물의 진동사용성 분석은 진동지속시간에 따라 인체가 느끼는 진동사용성의 정도

가 변하는 것에 착안하여 VDV(variation dose value)(m/s
1.75

)를 사용하여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교량구조물의 진동사용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진동신호의 시작점을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나 crest factor가 상당히 큰 경우에 VDV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동신호에 대

한 RMS값, RMQ값, VDV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진동신호를 조화운동으로 가정하여 식을 

정리해보면 VDV는 진동의 지속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대학교에서는 철도교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철도

설계기준의 허용처짐 규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기존 기준과의 비교는 

VDV(variation dose value)(m/s
1.75

)를 RMQ(root mean square)(m/s
2
)으로 변환하여 사용

한다. 식 1은 RMS와 RMQ를 정의하고 있다. 차량-교량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여 차체내 

진동가속도를 지표로 하여 진동신호의 최대값으로 판단하며, 해석 또는 실측한 진동가속도

를 변위응답으로 제시하기 위해 전달함수 T(f)를 사용한다. 교량의 진동신호는 조화운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표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주파수영역의 진동사용성 기준과 

철도교설계기준(2004)의 허용처짐값으로부터 계산된 가속도, 속도, 변위 성분으로 나타내어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계산된 가속도, 속도, 변위성분은 frequency weighting filter가 적

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승차감을 고려하여 측정을 수

행한 7개 고속철도 교량의 차체내 가속도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α(보정계수)를 고려한 

교량의 처짐으로 변환하여 제안한 진동사용성 허용처짐 기준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식 1

변위(x) 속도(v) 가속도(a)

변위(x) x=x x=v/2π ․ f x=a/(2π ․ f)
2

속도(v) v=2π ․ f ․ x v=v v=a/2π ․ f

가속도(a) a=(2π ․ f)
2
․ x a=2π ․ f ․ v a=a

표 3. Transfer Function (In Harmonic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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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차감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 진동사용성 평가

3.1 개요

(1) 교량 현장 동적 계측시 차량내 승차감 측정

차량내 인체가 느끼는 승차감 측정을 위하여 KS R 9216 철도차량-승차감 측정 및 평가

방법에서는 2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약식법 : 객실 마루면에서 측정된 진동가속도 신호만으로 좌석승객의 승차감을 

           개략적으로 결정 

 ②정식법

  - 입석 : 객실 마루면에서 측정된 수평방향의 진동가속도값

  - 좌석 : 좌석 쿠션, 등받이 및 객실 마루면에서 측정된 진동가속도 값으로 평가함

(2) 실험 수행 방법

이 연구에서는 상,하행 KTX 차량에 탑승 후 교량통과시 실험을 수행하였다. 휴대용 동적 

계측기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교량통과시 KS에서 약식법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객실 마루

면에서의 진동가속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저진동수용 가속도계를 

설치한 무선 데이터로거를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열차내 수직 진동가속도 측정방법

3.2 현장 계측 실험

하절기에 공용중인 경부고속철도 교량을 대상으로 7개 교량을 선정하여 교량 하부에 변

위계와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동적계측을 수행하였다. KTX 열차내에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차량의 대상교량 통과시 차체내 연직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상,하행 각각 2case씩 측

정을 수행하였고,교량 통과시 열차속도를 확인하였다. 데이터 샘플링은 1000Hz로 하였고, 5

초이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그림 1에 측정 장면을 나타내고, 표 4에는 측정대상교량을 나

타내었다. 분석을 위해 FWF(Frequnency Weighting filter)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5~16Hz를 적용하였고, 차체내 진동가속도의 RMS값을 도출하였다. 승차감을 고려하

여 측정을 수행한 7개 고속철도교량의 차체내 가속도 실측데이터를 갖고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를 이용하여 교량변위 도출 및 도출된 교량변위와 계측한 교량 동적변위와 비교,분

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분석시 신호가 양호한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처짐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강성한계 C를 구하고, 그때의 처짐을 실측된 교량처짐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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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강성한계를 구하는 식은 식 2와 같다. 식 2를 이용하여 환산된 교량처짐을 구하였다.

Cs=L/�=2�(vx
2
π

2
/amaxL) (단순교),  Cc=L/�=�(vx

2
π

2
/amaxL) (연속교)         식 2

(여기서,�는 고속승객열차하중에 의한 처짐, �는 0.4, amax는 차체수직가속도, L은 교량

 길이)

그림 2. 열차내 수직가속도 측정장면

교량명 교량전경 교량형식 도상조건
처짐제한(mm)

(L/1700)

매야지고가 PSC BOX (2@25m) 슬래브도상 14.7

태기고가 PSC BOX (1@35m) 슬래브도상 20.6

궁현1교 라멘 (2@16m) 자갈도상 9.41

비룡교 라멘 (5@10m) 자갈도상 5.88

고모고가 PSC Beam (1@25m) 자갈도상 14.7

지탄교
강합성 

2주형(2@50m)
자갈도상 29.4

송선고가 PSC BOX (2@40m) 슬래브도상 23.5

표 4. 측정대상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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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주행

속도

(km

/hr)

(방향)

온도

(℃)

최대

가속도

(m/s
2
)

FWF

(16Hz)

(m/s
2
)

RMS

(m/s
2
)

RMS 

이용

환산

처짐

(mm)

실측

최대

처짐

(mm)

환산

처짐/

실측

처짐

(%)
측정신호

환산

처짐/

제한

치

(%)

매야지

고가

236

(상행)
25.7 2.78 0.15 0.00436 0.16 0.46

34.78 

1.09 

태기

고가

200

(상행)
26.3 1.62 0.15 0.00473 0.24 0.86

27.91 

1.17 

궁현

1교

301

(상행)
32.0 2.23 0.37 0.0124 0.11 0.21

52.38 

1.17 

비룡

교

301

(하행)
27.2 3.55 0.28 0.0085 0.03 0.22

13.64 

0.51 

고모

고가

128

(하행)
22.2 1.14 0.33 0.013 1.14 0.87

131.0 

7.76 

지탄

교

256

(하행)
24.2 2.62 0.41 0.0129 1.62 2.79

58.06 

5.51 

송선

고가

250

(하행)
28.0 2.93 0.11 0.03487 2.94 0.96

306.3 

12.51 

표 5. 측정 결과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공용중인 고속철도 교량의 진동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고속철도 교량의 진동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편리한 진동사용성 처

짐 및 강성한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공용중인 7개 교량을 대상으로 승차감을 고려한 열차내 

진동가속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FWF(Frequnency Weighting filter)는 인체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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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가장 높은 16Hz를 적용하였고, 필터링한 값을 갖고 RMS값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진동가속도의 실효값을 갖고 전달함수를 사용하여 환산된 고속철도 교량 처짐으로 제시

한 후, 실제 교량 현장 동적변위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개교량을 제외하고는 실측

치의 50%내외의 처짐을 나타내었다. 또한 도출된 처짐값은 교량 처짐 제한치내에 모두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VDV(variation dose value)(m/s
1.75

)를 사용하여 진동지속시

간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고, 차량-교량 상호작용 해석을 통해 차량내부의 진동신호를 유

추하여 현장 실측값과 비교, 검토한 후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허용처짐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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