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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 response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resonance according to KTX 

running over a railway bridges. When KTX runs over the bridge at critical speed, dynamic response is very 

depending on damping ratio. Current damping ratio for design of high-speed railway bridges adopted 

EUROCODE without verification of domestic railway brid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the 

coherent damping ratio of high-speed railway bridges. Free vibration signal after KTX runs over a high-speed 

railway bridge was applied. The representative value from distribution of damping ratio was considered.

1. 서론

고속철도교량은 일정한 축간격을 가진 열차의 고속주행 특성으로 공진발생 가능성 때문에 동적응답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고속철도교량의 동적특성 중 감쇠비는 특히 공진속도에서의 해석 및 설계 검토

에 중요하다. 일반 주행 속도에서는 감쇠비가 동적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공진이 발생되는 

조건에서는 응답이 감쇠비에 따라 민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 및 설계 검토에 적용하는 감쇠비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내 철도교 설계기준에서는 감쇠비 제시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

정이다. 1990년대 초반에 수행된 경부고속철도 교량구조물의 동적거동 분석시에는 2.5~7.5%의 감쇠비

가 사용되었으며, 호남고속철도설계지침(2007)에서는 EUROCODE(2003)와 동일하게 경간에 따라 감쇠

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설계지침에서 규정하는 감쇠비는 국내 여건을 고

려한 실험결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교량 감쇠비를 토대로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

고 있는 EUROCODE 기반의 감쇠비 기준 평가와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감쇠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감쇠비 추정은 해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계측을 통하여 측정하

여야 한다. 현장계측을 통한 고속철도교량의 기존의 감쇠비 평가 방법은 Half-Power Band Width 

Method, Logarithmic Decrement Method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감쇠비는 그 거동이 

매우 복잡하고 평가 방법 및 계측지점에 따라 추정되는 값이 달라 일관성 있는 감쇠비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연구에서는 감쇠비가 계측 지점 및 산정 방법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현상을 배제하기 위

하여 열차 주행 후 여진 데이터의 peak들을 이용하여 감쇠비 분포도를 작성하고, 분포도의 대푯값을 결

정하여 감쇠비를 추정하였다. 

2. 대상교량

분포도 작성에 의한 감쇠비 추정을 위하여 기존의 KTX 열차의 주행에 의한 현장계측 데이터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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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행실험 데이터는 2006년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연제교에서 KTX 열차의 

주행에 의한 처짐 응답이다(김병석 등, 2007). 연제교는 서울 기점으로 171km 지점에 위치한 40m 2경

간 연속의 PSC BOX 교량으로, 해당 교량의 전경과 제원은 그림 1과 같다. 연제교는 상․하행선 모두 

KTX 차량이 최고 속도로 주행이 이루어지는 교량이기 때문에 공진을 고려한 응답과 감쇠비의 측정이 

유리하다. 이 연구에서는 305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KTX 차량에 의한 변위응답을 고려하였다. 그림 

2는 2006년 계측 당시 경간 중앙부에 설치된 센서 부착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캔틸레버부 외측(W3, 

E3)과 내측(W4, E4)에서 계측된 변위를 사용하였다. 

      

교량명 연제교

교량위치 서울기점 117km 지점 (조치원)

형 식 PSC box-girder

교 고 5 m

경간장 2@40 m

공 법 MSS, FSM

그림 1. 연제교 전경 및 제원

그림 2. 연제교 센서부착위치 

3. 현장계측에 의한 감쇠비 추정

3.1 감쇠비 결정방법

실제 구조물의 감쇠비를 해석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Chopra, 2004) 실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간단한 구조물에서의 감쇠는 비교적 그 측정이 용의하지만, 복잡한 거동을 보이는 구조

물에서는 감쇠의 측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감쇠자유진동에서 두 개의 연속적인 peak 값의 비와 감쇠비()의 관계는 식 (1), N 사이클 후의 

peak 점이 에서 로 줄었을 때 두 peak 값의 비와 감쇠비의 관계는 식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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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31



N 번의 연속적인 반복에 따라 같은 크기의 감쇠를 갖는 경우에는 식(1) 및 식(2)의 적용이 용의하지

만 실제로는 이러한 감쇠가 진폭의 크기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진폭이 큰 전반부에서의 감쇠와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후반부의 감쇠가 서로 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ogarithmic Decrement 

Method를 이용한 추정방법은 자유진동신호의 peak 점들을 1차 대수감쇠곡선으로 가정함으로써 식(1) 

및 식(2)과 같이 소수의 peak 점에 의한 감쇠비 추정 오차를 줄이고자 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감쇠자유진동구간에서 수집된 peak 점들로부터 감쇠비 표본을 작성하였다. 감쇠자유진

동구간에서  개의 peak 점을 추출한 후 임의의 ( ⋯) 사이클 전후의 두 peak에 대하

여 식(2)를 적용하면  개의 감쇠비 표본을 얻고, 분포도를 작성하여 대푯값을 조사하였

다.

3.2 연제교 감쇠비 추정

그림 3은 305km/h의 주행속도를 갖는 KTX 열차에 의한 센서 위치에 따른 시간-변위 이력을 나타내

고 있다. 시간-변위 이력에서 열차가 통과한 후 변위가 감소하는 여진 구간의 peak 점을 추출하여 감

쇠 특성을 분석하였다. 감쇠특성은 여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동이 작

은 후반부 여진의 고려 여부에 따라 감쇠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의 여진 구간을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구간1은 열차가 통과한 후 진폭이 큰 전반부 진동과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후반부 진동까

지 포함한 것이며, 구간2는 전반부 진동만 고려한 것이다. 

(a) E3 (b) E4

(c) W3 (d) W4

그림 3. 시간-변위 이력곡선

해당 구간 내의 peak 점을 추출하고 N 사이클 전․후의 peak 점에 식(2)을 적용한 후 감쇠비 표본을 

구하여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8은 구간1에 대한 감쇠비 분포도이며, 그림 9는 구간 2에 대한 감쇠

비 분포도이다. 각 분포도의 최빈값을 대푯값으로 가정하여 도표 2에 정리하였다. 도표 2에 따르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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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1의 경우 계측 위치별 평균 감쇠비는 0.8% 이지만, 구간 2에 대해서는 1.32%로 감쇠비는 여진구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정되는 감쇠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포도에 의해 감쇠비

를 추정하는 경우 열차의 재하측과 비재하측에 따라 감쇠비 크기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감쇠비를 얻을 수 있었다. 

(a) E3 (b) E4

(c) W3 (4) W4

그림 8. 감쇠비 분포도(여진 구간1)

(a) E3 (b) E4

(c) W3 (4) W4

그림 9. 감쇠비 분포도(여진 구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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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1 구간2

W3 0.86% 1.38%

W4 0.86% 1.34%

E3 0.78% 1.29%

E4 0.71% 1.25%

평균 0.80% 1.32%

변동계수(COV) 0.09 0.04

도표 3 여진구간에 따른 감쇠비 대표값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고속철도교량의 현장계측에 의한 동적응답 자료로부터 감쇠비 분포도를 작성하여 감쇠

비를 추정하였다. 열차 주행 후 감쇠자유진동구간에서 수집된 peak 점들로부터 감쇠비 표본을 작성하였

으며, 최빈값을 대푯값으로 가정하였다. 감쇠비는 여진 구간의 설정에 따라 오차를 크게 보였지만 측정

위치에 따른 오차는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여진 구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감쇠비 크기 결정이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비 지원(과제명: 철도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용역)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Anil K. Chopra, “Dynamics of Structures,” 2004

2.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EUROCODE 1 Part2:Actions on Structures-Traffic 

loads on bridges,”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2003

3. 김병석 등,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시스템 안정화 기술개발," 건설교통부, 2007.

4.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교량의 동적 검토 지침”, 2007

2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