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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 behavior of a bridge under moving loads has been investigated over many years.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High Speed Railway, numerous theoretical studies on the interaction problem between 

bridges and trains are carried out. In the present study, advanced bridge/train interaction analyses are 

performed and compared with field tests of a simply-supported 40m long PSC box girder bridge of Kyung-Bu 

High Speed Railway. Vertical displacements and vertical accelerations of a bridge with increasing speeds are 

analyzed. In addition, wheel load reduction rates and accelerations of a car-body of the train are investigated 

for a study of appropriateness of traffic safety criteria of bridge design specification.

1. 서론

  주행열차하 에 한 철도교량의 동 해석은 열차의 고속화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

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경부고속철도의 도입과 더불어 도로교량과 가장 별되는 특성인 열차 주행

에 따른 교량의 동 거동을 규명하기 해 다양한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목 은 열차가 교량을 주행하는 동안 탈선으로부터 안 한 주행안 성  승객의 만

족도를 한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한 평가이다.

근본 으로 주행안 성  승차감은 열차의 응답으로부터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주행안 성의 

경우 탈선계수 는 윤 감소율로 평가하여야 하며, 승객의 승차감은 열차 차체의 가속도 응답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차와 교량의 응답을 동시에 보는 해석 소 트웨어의 부재 등 교량 설계자의 

편의를 하여 교량 설계기 에서는 이에 한 평가를 교량의 응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

다. 이러한 운행한계(주행안 성  승차감)에 하여 교량이 설계 시 확보해야하는 기 은 Eurocode, 

신간선 설계기 ,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2011년 개정된 고속/일반 통합 설계기 에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해당 응답의 속도별/경간별 설정된 교량의 연직변 , 교량의 연직가속도, 면틀림에 한 규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 비하여 수정  향상된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 소 트웨어를 구축하고 

이의 해석 결과를 경부고속철도 상의 표 인 교량 형식인 PSC Box거더 40m 단순교에 하여 수행한 

속도별 주행시험에 의한 실측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 다. 속도별 교량의 연직변   연직가속도에 

한 응답을 비교분석 하 으며, 장 실험에서의 계측 상은 아니었으나, 정 한 열차 모델  상호작용 

해석에 의해 구해질 수 있는 열차의 윤 감소율과 열차 차체의 가속도 응답을 분석하여, 행 교량 운

행한계기 과의 정성 분석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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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 량  상  주 행 안 성   승 차 감  평 가

  열차가 교량 를 주행할 때 주행안 성(traffic safety)  승차감(passenger comfort)에 한 평가는 철

도교량 고유의 문제이며 이에 한 평가 항목은 교량의 연직변 , 연직가속도, 면틀림 등 교량의 응답이다. 

원칙 으로는 열차의 응답을 통한 직 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교량 설계자의 편의를 한 간 인 

평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먼 , 주행안 성은 차륜에 작용하는 횡압 Q를 동 인 연직윤  P로 나  탈선계수Q/P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 이다. 교량 설계자를 해 일반 으로 탈선계수가 0.8~1.2를 넘지 않도록 구조물의 연직변

를 제한해 왔다. 실제의 열차 주행에서는 교량과의 상호작용, 궤도틀림 혹은 풍압 등에 의해서도 횡압이

나 윤 감소가 발생하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도 개정된 기 에서 윤 감소

율 37.1%를 참고값으로 주행안 성 확보에 한 기 을 설정하 다.

  승차감에 하여는 열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속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며, 이에 한 

국제  지표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Eurocode에서는 “매우 좋은” 승차감에 해 0.10g 이내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승차감에 해서도 교량 설계자를 해 교량의 연직변 로 의 열차 내 가속도 

제한값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간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Eurocode의 경우 연직변  기 은 경간장 120m 이하, 신간선 설계기 의 경우 경간장 100m 이하에만 

용되며, 그 이상의 장경간에 해서는 특수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고속철도 PSC 박스거더가 운행한계를 해 만족해야 할 기 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40m 단경간 PSC 박스거더의 주행안 성  승차감 확보를 한 제한값

항목 제한값

교량의 응답

연직변위 (철도교 설계기준 (2011)) L/1900 = 21.05mm

연직가속도 (철도교 설계기준 (2011)) 0.50g

면틀림 (철도교 설계기준 (2011)) 1.2mm/3m

열차의 응답
윤중감소율 (신간선 설계기준 (2006)) 37.1%

열차 차체 가속도 (Eurocode (2003)) 0.10g

3 . 교 량 / 열 차  상 호 작 용 해 석

  일반 으로 열차와 교량의 상호작용 해석을 하기 해서는 열차와 교량의 질량, 감쇠, 강성행렬이 필요

하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교량의 거동을 정확히 표 하기 해서는 정 한 해석모델이 필수 이다. 이

와 같은 경우 행렬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어 많은 해석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해

석 효율성을 해 교량부분은 상  특정개수의 모드만을 사용한 모드 첩법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이때 고

려되는 모드의 수는 응답의 신뢰성을 감안해 해석 교량에 따라 히 정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교량의 질량, 감쇠, 강성행렬을 직 으로 알 필요가 없으며, 고려하고자 하는 모

드의 진동수와 모드형상만 알면 교량의 질량, 감쇠, 강성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 해석

에서 정 한 교량의 해석모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MIDAS, SAP2000, ABAQUS와 같은 

교량 용 해석 로그램에서 추출한 모드 진동수와 형상을 그 로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국내 고속철도에서 운행되는 KTX 열차가 일반 열차와 가장 별되는 은 각 객차마다 독립 인 

차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반 열차와 달리 아래 그림과 같이 객차와 객차사이에 병진 퍼와 차가 존재

하는 형 시스템이라는 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수치모델링 시 열차 체시스템의 모델링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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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열차 체시스템을 한꺼번에 모델링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림 1

과 하나의 차를 기본으로 하는 객차와 동력객차모델을 사용하며 각 객차는 독립 인 것으로 가정하여 

하나의 모델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형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력차의 경우

는 하나의 차체에 2개의 차가 있는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1. 차 베이스 객차모델

  그림 1의 차 베이스 객차모델의 경우 차제의 6개 자유도  y축에 한 회 인 피칭에 해서는 

항하는 스 링이 없으므로 생략하여 5개의 자유도를 가지며, 차는 6개의 자유도, 바퀴는 각 바퀴에서 

x와 z방향의 자유도 각각 4개 y방향으로 2개 하여 총 21개의 자유도를 갖는 것으로 모델링하 다. 동력

차 모델은 차제의 6자유도, 차에서 각각 6 자유도, 바퀴에서 20 자유도로 총 38개의 자유도로 모델링

하 다. 따라서 체 KTX 열차는 2개의 동력차 모델과 19개의 차 베이스 모델이 사용된다.     

  열차의 운동방정식은 운동에 지, 포텐셜에 지, 분산에 지를 구한 뒤 Lagrange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화된 Lagrange 방정식이다.

 





























                          (1)

  여기서, T는 열차의 운동에 지, V는 퍼텐셜에 지, D는 분산에 지이다. 


는 각 자유도를 나타낸다. 

  최종 으로 아래와 같은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을 한 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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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측정 상  교 량

  측정 상 교량은 경부고속철도의 표  교량 형식인 PSC Box 거더 40m 단순교로서 임기2고가이다. 임

기2고가의 단면도  장측정 사진은 그림 2와 같다. 동 응답 측정기는 고속주행을 고려하여 sapmling 

rate는 500Hz 이상으로 설정하 으며, 측정된 동 신호는 100Hz low pass filter를 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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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부고속철도 PSC Box거더 40m 단순교 단면도

그림 3. 임기2고가 경  계측기 설치

5 . 해 석  실 험 결과  분석

표 2는 측정된 속도 역별 앙부 연직처짐  연직가속도를 나타낸다.

표 2. 측정결과

열차 속도(km/h) 연직처짐(mm) 연직가속도(g)

KTX 
20량 
편성

170 1.30 0.057

300 1.60 0.084

270 1.33 0.067

260 1.28 0.066

240 1.26 0.066

200 1.32 0.048

 정재하 1.28 0

230 1.28 0.062

280 1.39 0.077

250 1.30 0.074

315 1.45 0.083

  그림 4는 측정결과와 상호작용해석 결과  상용 로그램인 MIDAS에 의한 이동집 하  해석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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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나타낸다. 공진이 발생된 300km/h 후를 제외하면 측정결과와 해석결과는 매우 잘 일치하며, 특히 

실험결과와 상 으로 큰 오차가 상되는 연직가속도의 경우에도 비교  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동집 하  해석은 열차 질량효과가 제외됨에 따라 공진 상속도가 상호작용에 비해 약간 속에서 평가

될 수 있으며, 동 응답의 경우 과 평가 될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a) 교량의 속도별 연직변

(b) 교량의 속도별 상  연직가속도

그림 4. 교량의 속도별 응답 (주행안 성  승차감의 간  단)

  그림 5(a)는 주행안전성의 직접적 평가방법인 속도별 윤중감소율을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에서는 곡선부를 기준으로 37.1%를 주행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준치로 제안하고 있다. 전

체 속도 대역에서 10% 미만의 안정적인 윤중감소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계속도 부근에서는 공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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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상대적으로 큰 윤중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5(b)는 승객의 승차감에 대한 직접적 지표인 열차 내 연직가속도의 속도별 변화를 나타낸다.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승차감의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전 속도 대역에서 Eurocode에서 제시하는 “매우 

만족”의 높은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열차의 속도별 윤중감소율

(b) 열차의 속도별 열차 내 연직가속도

그림 5. 열차의 속도별 응답 (주행안 성  승차감의 직  단)

6 . 결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표 인 형식인 PSC Box거더 40m 단순교량에 하여 속도별 주행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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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고 개발된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과의 비교를 수행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공진발생 부근

을 제외하고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교량의 응답 외에 주행안 성과 승차감

에 한 평가를 직 으로 단할 수 있는 지표인 윤 감소율과 열차 내 연직가속도 응답을 분석하

으며, PSC Box거더는 매우 우수한 주행안 성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열차 응답의 실측데이터를 해석결과와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감 사 의  

  이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400km/h  고속철도 인 라 시범 용 기술개발”과제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한국철도시설공단(2007),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한국철도시설공단

2. 한국철도시설공단(2011), 철도설계기 (노반편), 한국철도시설공단

3. Eurocde - Basis of Structural Design, 2005.12

1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