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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교는 도로교와 달리 주행열차에 의한 동적하중이 궤

도를 통하여 교량으로 전달되고, 이때 궤도시스템의 동적거

동 특성에 따라 교량의 동적응답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즉,

교량상부에 궤도가 부설되는 철도교량의 동적거동은 형식별

/지간별 교량의 고유한 동특성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철

도교량의 동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동적성능평가

가 이루어져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철도교량 건설이 가능

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철도교 설계 시에는 궤도시스템

을 합리적으로 모형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 및

동적안정성 검토 시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를 2차 고정

하중으로만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 [1]. 

자갈궤도의 경우 자갈의 상태 및 다짐정도에 따라 강성의

변화가 매우 심하여 이를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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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교에서는 일정한 간격의 축중을 가지는 차량하중이 반복적으로 재하되므로 정적성능과 더불어 동

적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철도교의 상부에 부설되는 궤도시스템은 교량의 정·동적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궤도시스템을 적용한 거더시험체를 제작하여 궤도시스템에 따른 교량의

정·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정적거동 분석에서는 교량 처짐 및 응력을 검토하고 중립축위치를 분석하였으며, 동

적거동 분석에서는 고유진동수, 감쇠비, 하중크기, 하중진폭에 대한 영향을 궤도시스템별로 검토하였다. 궤도부설

에 따른 정적처짐 변화검토를 통해 궤도 부설전에 비해 자갈궤도는 약 7%, 콘크리트궤도는 약 50%의 강성 증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궤도 부설 시 교량의 고유진동수가 낮아졌으나 감쇠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최대하중 크기가 증가할수록 철도교량의 동적응답(처짐 및 가속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하중진

폭은 공진 시 교량의 동적응답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갈궤도는 교량의 강성을 일정 부

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자갈궤도 부설 교량에 비해 상당한 강성기여도를 가지고 있음을 실험적으

로 입증하였으나, 정량적인 강성기여도의 크기는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의 설계값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궤도의 질량 및 강성기여도 분석방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철도교, 궤도시스템, 동적거동, 매개변수연구, 시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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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철도구조물 등 설계기준·동해설의 궤도시스템

(유도상궤도)(안), 일본 철도종합연구소(RTRI)”에서는 자갈

궤도 설계 시 도상탄성계수를 도상두께와 무관하게 200 kN/

mm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7]. 하지만 자갈궤도의 경

우 반복적인 열차하중에 의해 소성변형을 일으켜 탄성력을

소실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뜬침목 구간이 발생하는 등 설

계 시 강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교량

에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5]. 특히 국내

에서는 점차 콘크리트슬래브궤도의 적용이 늘어가고 있는 추

세이지만 교량 설계 및 동적안정성 검토 시 콘크리트슬래브

궤도의 강성을 무시하고 기존 자갈궤도와 동일한 2차 고정

하중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비경제적인 교량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적안정성 검토 결과가 실제 교

량의 동적응답과는 상이할 수 있다 [5].

또한, 철도교량의 동적안정성 검토 시 궤도의 질량만을 고

려하고 강성의 영향을 무시할 경우 고유진동수가 감소하는 해

석결과가 도출되어 공진을 유발하는 임계속도대역이 감소하게

되고,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궤도시스템(자갈

및 콘크리트궤도)이 교량에 질량으로 기여하는지 강성으로 기

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궤도시스템이 철도교량의 동특성(감

쇠비, 고유진동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량의 구조적, 경제적 설계를

위해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가 교량의 동특성(감쇠비, 고

유진동수) 및 정·동적응답(처짐, 가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

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궤도시스템을 고려한 철도교량

동적거동 실내시험

2.1 시험체 제작 및 시험방법

2.1.1 시험체(교량)의 폭 및 길이

철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량의 폭으로는 고속철도 복선

의 경우 14.0 m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단선교량의 경우라 하

여도 표준화된 단면은 없으나 최소 노반폭 4.0 m에 좌우측

유지관리통로 등을 감안하여 9.0 m를 사용하고 있다 [3]. 그

러므로 실제 철도운행에 필요한 교량의 폭은 4.0 m ~ 9.0 m

정도이나, 이 경우 제작 및 운반의 어려움, 시험장소의 제

약으로 인해 단선궤도를 부설할 수 있도록 철도 침목의 폭

(2.5 m)이상인 3.0 m를 교량폭으로 결정하여 설계하였다. 

일반적인 철도교량의 길이는 25 m~45 m이지만, 교량 설

계의 목적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의 설계가 아닌 동

적특성 및 거동분석이므로 시험체의 제작, 시험장소를 감안

하여 15 m를 기준으로 하였다 [6]. 콘크리트궤도의 경우는

5 m 단위로 분절(segment)을 주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절을 주지 않고 일체형으로 교량상판에 부설하였다.

2.1.2 시험체 구성 및 단면

실내시험을 위한 시험체는 크게 교량 및 궤도시험체로 구

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궤도시스템

의 경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중인 자갈궤도(PC침목, 팬

드롤 e클립)와 콘크리트궤도(침목매입식 콘크리트궤도, 보슬

로 시스템 300-1)를 적용하였고,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

의 고정하중을 계산한 결과 콘크리트궤도가 자갈궤도에 비

해 약 12 tonf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한 높이(30 cm)

의 자갈막이에 자갈궤도 시험체에서 사용한 자갈의 양보다

콘크리트궤도에서 사용한 콘크리트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도상의 중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1.3 하중재하조건

실내시험은 교량 상부에 궤도를 부설하고, 재하 프레임을

통해 교량과 일체화 되어 가진되는 형식으로 교량중심에 정

적하중 1,000 kN인 엑츄에이터(Actuator)를 설치하여 정적재

하시험과 동적가진시험을 실시하였다. 

정적재하시험은 0 ~ 400 kN까지 20 kN단위로 단계별 재하

하였으며, 동적가진시험은 최대하중과 하중진폭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KTX열차의 설계축중인 170 kN, 일반

Table 1 Properties of girder and track system

구 분 내 용

거 더 연장 : 15 m, 교폭 : 3 m

자갈

궤도

궤도시스템 자갈궤도

레 일 60 kg K

침 목 PC침목(60 kg)

체결시스템 Pandrol e-clip

콘크

리트

궤도

궤도시스템
침목매입식 콘크리트궤도

(ERS : Elastic Rail Support)

레 일 60 kg K

침 목 ERS침목(RC 침목)

방진패드
 - 정적스프링계수 : 17.5 kN/mm 

 - 두께 : 10 mm

체결시스템 Vossloh System 300-1

 Table 2 The estimate of track system weight

구분 자갈궤도 콘크리트궤도

레일 (60.8 kgf × 17 m) × 2ea = 2,067.20 kgf (60.8kgf × 17m) × 2ea = 2,067.20 kgf

침목 (2.9808 × 1ea)m 3
×  2,300 kgf/m 3 = 6,855.84 kgf (1.134 × 2ea)m 3

× 2,500kgf/m 3 = 5,670.00kgf

도상 12.4656 m 3
× 1,900 kgf/m 3 = 23,684.64 kgf 14.8405 m 3

× 2,500 kgf/m 3 = 37,101.25 kgf

총계
23,684.64 + 2,067.20 + 6,855.84 =

32,638.68 kgf ~− 33 tonf

37,101.25 + 2,067.20 + 5,670 =

44,838.45 kgf ~−45 t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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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디젤 동력차 및 새마을 객차의 동력차 축중을 대표하

는 220 kN의 2가지 경우를 최대하중으로 고려하였다. 이러

한 최대하중은 동적윤중 변동에 따른 최대하중 및 하중진폭

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 5%, ± 10%, ± 15%의 3가지 경

우에 대한 중간하중(Median Load)을 설정하여 하중진폭에

변화를 주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진하중 파형은 Sine

파형으로써 최대하중 170 kN과 220 kN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동적하중 변동을 고려한 초기하중과 증폭하중을 모델링하여

시험에 적용하였다. 또한,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와 같은 동

특성을 산출하기 위해 자유진동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엑츄

에이터의 Quick - Release 기능을 활용하였다. 

2.1.4 측정항목

정, 동적하중에 의한 교량의 처짐을 측정하기 위해 경간

중앙지점, 1/4지점, 지점부로부터 800 mm, 1,200 mm지점에

변위계(LVDT)를 설치하였다. 또한, 동적가진력에 의한 교량

의 진동가속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경간중앙지점에 가속

도계를 설치하였고, 정·동적하중에 의한 교량의 부담력을 측

정하기 위해 경간중앙부 상·하부 플랜지에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였다(Fig. 1(d)).

2.2 실내시험결과

동적거동 검토에 있어서 열차 주행시 발생되는 다양한 가

진주파수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

험체의 동적특성에 따라 공진이 발생되는 가진주파수를 기

본으로 하고, 다른 범위의 가진주파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시험체 특성에 따라 가진주파수의 범위를 산정하

여 시험에 적용하였다. 단, 재하프레임의 고유진동수 대역에

해당되는 2 Hz, 3 Hz는 시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외하

였다. Fig. 2는 적용하중에 대한 동적응답 파형을 나타낸다.

Fig. 2(a)에서와 같이 동적시험 결과값은 3단계로 구분된

다. Step I은 가진전 가진력의 중간값까지 재하되는 단계이

며, Step II는 가진되는 단계이며, Step III는 가진 후 교량

의 자유진동영역을 나타낸다. Fig. 2(b)의 경우 가속도응답

에 대한 파형으로 엑츄에이터의 Quick-release기능에 의해 자

유진동영역전 응답이 크게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c)는 가속도의 자유진동파형만을 발췌한 것

으로 이 파형에 대하여 FFT(Fast Fourier Transform)분석을

수행하여 교량의 고유진동수를 파악하였다.

3. 실내시험 결과 분석

3.1 정적거동 분석

시험체 형식별 교량의 중앙부 처짐 및 거더시험체 하부플

랜지 응력을 검토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4는 교량

중앙부 처짐을 각 시험체 형식별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최대정적하중 220 kN에 대하여 궤도 부설 전 거더시험체

에서 약 8.3 MPa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자갈궤도는 약

7.4 MPa로 나타났다. 콘크리트궤도의 경우에는 하부플랜지

응력이 약 5.2 MPa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g. 4에 발생한 중앙부 처짐 검토결과, 거더시험체는 약

1.38 mm 처짐이 발생하였고, 자갈궤도의 경우 약 1.28 mm,

콘크리트궤도의 경우에는 약 0.72 mm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여기서 자갈궤도 시험체의 경우, 거더 중앙부의 수직처

짐이 거더시험체에 비해 약 7%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자갈궤도의 특성상 자갈의 다짐정도, 자갈입도분

포 등에 따라 처짐값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콘크리트궤도 시험체의 경우 거더 중앙부 처

짐이 거더시험체에 비해 약 5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교량상 콘크리트궤도 부설은 교량상부구조의 강성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콘크리트궤도 부설로

교량중앙부 정적 처짐이 감소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Table 3 The conditions of load case

구  분
하중진폭 (kN) 가진

주파수1 (± 5%) 2 (± 10%) 3 (± 15%)

L.C. 1

(170kN)
161.9 ± 8.1 147.8 ± 15.4 136.0 ± 34.0

1~18 Hz
L.C. 2

(220kN)
209.5 ± 10.5 191.3 ± 28.7 176.0 ± 44.0

*동적가진시험 후 엑츄에이터의 Quick - Release 기능을 통해 교

량의 자유진동파형을 측정.

Fig. 1 View of test and sensor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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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립축 변화 분석

정적재하시험에 의해 거더 중앙 상·하부플랜지에서 발생

한 변형률을 측정한 후 응력으로 환산하여 거더의 중립축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콘크리트궤도 적용이 교량의 강성

기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콘크리트궤도에 따른 중

립축검토 결과, Fig. 5와 같이 거더시험체의 중립축위치 625.2

mm에 비해 자갈궤도가 부설된 시험체의 경우 638.7 mm로

약 0.56% 상승하였으며,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거더시험체

의 경우 677.9 mm로 약 6.74%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교량

의 중립축 상승은 교량의 강성 증가를 의미하며, 자갈궤도

에 비해 콘크리트궤도 부설 시 강성기여효과가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3.3 동적거동 분석

3.3.1 고유진동수(1st mode) 분석

각 시험체에 대해 동적가진시험 후 자유진동파형에 대해 FFT

분석을 수행하여 1차 휨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분석하였

으며, 가진주파수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변화는 Fig. 6과 같다.

Fig. 2 Example of measured dynamic response for the specimen installed concrete track

Fig. 3 The bending stress of girder according to the static load Fig. 4 The displacement of girder according to the stat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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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진동수 분석을 위한 FFT분석 결과 거더시험체는

15.6 Hz, 자갈궤도 부설 시험체는 14.2 Hz, 콘크리트궤도는

14.1 Hz로 궤도시스템 적용시 고유진동수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성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 콘크리

트궤도가 자갈궤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시험에 적용한 콘크리트궤도의 중량(약 45 tonf)이 자갈궤도

(약 33 tonf)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고유진동수가 다소 작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되나, 적용된 질량의 크기가 큼에도 불구

하고 고유진동수가 비슷한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콘크리

트궤도가 자갈궤도에 비해 강성기여도가 높은 것이 분명함

을 알 수 있다.

Fig. 7은 시험체 종류별 1차 휨모드 형상으로써 시험체별

거더중앙부 변위값을 거더시험체의 측정값에 대한 상대변위

량으로 환산하여 변위계 설치위치별로 정리한 것이다. 거더

시험체(Girder Only)의 중앙부 처짐을 기준으로 자갈궤도

(Installed Ballast track)의 경우에는 0.93 mm(약 7.1% 감소),

콘크리트궤도(Installed concrete track)는 0.62 mm(약 38.1%

감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궤도부설에 따라 궤도시

스템의 강성이 거더시험체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갈궤도에 비해 콘크리트궤도 부설 시 강성기여

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3.3.2 감쇠비 분석

감쇠비에 대한 평가는 자유진동응답을 이용한 대수감소법

(Logarithmic decrement) [3, 13]에 의한 추정방법을 이용하

였다.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감쇠비의 특성은 가속도 응답 크

기의 변화에 따라 감쇠비의 변화가 일부 발생하였으며, 이

는 얻어진 자유진동응답이 정확하게 Exponential decay가 일

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속도 응답 크

기에 따라 변화하는 감쇠비를 평균한 값을 시험체의 대표 감

쇠비로 추정하였다. Fig. 8은 시험체 종류별 가진력 및 주파

수 변화에 따른 감쇠비 값을 나타낸다. 

Fig. 8, Table 5와 같이 감쇠비 분석결과, 궤도시스템별 교

량의 감쇠비는 가진력 및 가진주파수에 따라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3.4 영향인자 분석

3.4.1 궤도시스템에 따른 영향

각 시험체 형식별 중앙부 진동가속도 및 처짐 응답은 Fig.

9와 같다.

 Table 5 The analysis of damping ratio for specimens

구 분 감쇠비 평균값(%)

Girder only 0.998

Installed ballast track 1.031

Installed concrete track 0.975

Fig. 5 The neutral axis analysis of girder

Table 4 The result of neutral axis analysis of girder

구 분

시험체

종류

상부

플랜지

응력
(MPa)

하부

플랜지

응력
(MPa)

중립축

위치 

(mm)

증감율(%)

①:②:③ ②:③

①Girder 

only
- 4.33 8.35 635.1 - -

②Installed 

ballast track
- 3.75 7.54 638.7 0.56 -

③Installed 

concrete 

track

- 2.54 5.71 677.9 6.74 6.14

Fig. 6 The result of FFT analysis for 1st mode

Fig. 7 The result of max. displacement for specimens according

to the dynam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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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형식별 진동가속도 응답결과, 궤도부설 전 시험체

의 진동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궤도부설로 인한

질량 증가 시 가속도 응답이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

다. 또한,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가진주파수 변화

에 따른 가속도 응답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

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설계시 궤도시스템 부설로 인해 발

생되는 부가적인 질량을 비슷한 조건으로 설계함으로써 두

시험체의 고유진동수가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중앙부 처짐응답의 크기는 궤도부설 전, 자갈궤도, 콘크리

트궤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궤도의 강성이 전체 교

량시스템 강성에 부가되기 때문에 궤도강성에 따라 처짐이

감소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각 시험

체의 최대 처짐을 기준으로 하중을 170 kN 가진시 자갈궤도

는 약 12.25% 감소하였고, 콘크리트궤도의 경우에는 39.23%

감소하였다. 최대하중 220 kN 가진시 자갈궤도는 약 7.14%

감소하였고, 콘크리트궤도의 경우에는 약 38.14%로 많은 감

소량을 보였다. 

자갈궤도의 경우 교량에서의 강성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가

정하여 그 강성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의 시

험결과와 같이 궤도 부설전 상태보다 처짐이 다소 감소하는

결과로 볼 때, 자갈궤도 부설로 인해 교량의 강성이 일정 부

분 증가하는 것이 시험적으로 입증되었다.

3.4.2 최대하중 크기에 따른 영향 분석

최대하중 크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대하중

170 kN과 220 kN을 기준으로 하중진폭 ±15%의 동적하중을

가진주파수별로 가진하였다. 최대하중 재하에 따른 각 시험

체 형식별 중앙부 진동가속도 응답은 Fig. 10과 같다.

거더시험체의 경우 최대하중이 클수록 가진주파수 변화에

따른 가속도 응답의 차이가 뚜렷하였으나, 자갈궤도의 경우

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진주파수 대역에서

응답이 미세하게 변화하였다. 콘크리트궤도의 경우도 자갈

궤도에서와 같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거더시험체 중

앙부 처짐의 경우 최대하중의 비에 비례하여 가진주파수에

의한 영향보다는 하중 변동폭에 따른 영향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처짐응답 발생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3.4.3 하중진폭 크기에 따른 영향

실제 운행하중 상태에서 하중진폭은 교량의 지간길이와 대

차간격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하중진폭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대하

중 220 kN을 기준으로 ±5%, ±10%, ±15%의 하중진폭에 변

화를 주었으며, 그 결과는 Fig. 11과 같다.

동일한 조건에서 비공진시와 공진시의 각 시험체 형식별

로 중앙부 진동가속도를 정리한 결과, 거더시험체에서는 공

진상태에서 하중진폭 증가에 따른 응답증가폭이 급격히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

에서는 비공진시와 공진시를 비교했을 때, 하중 진폭에 따

른 동적응답치의 경향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궤도부설로 인해 교량의 질량이 증가하여 진

동가속도 응답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는 교량상부에 궤도가 부설되는 철도교량의 특성상

궤도형식이 교량의 정·동적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Fig. 8 The analysis of damping ratio for specimens according to

the dynamic load

Fig. 9 The result of dynamic response for specimens according to

the dynamic frequency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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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정적 재하시험 결과, 궤도 부설 전의 거더시험체에 비

해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 부설 시 교량의 처짐 및 하

부플랜지 응력이 감소하였으며, 자갈궤도에 비해 콘크리트

궤도 부설 시 정적응답의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또한, 시험

체 형식별 중립축의 변화 검토결과, 자갈궤도에 비해 콘크

리트궤도 부설 시 약 6% 교량의 강성기여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궤도형식에 따른 철도교량 동적거동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 부설 시 고유진동수가 낮

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궤도부설로 인한 교량의 감쇠

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최대하중에 의한 영향은 전체 가진주파수 영역에서 철

도교량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하중진폭에 의한 영향은 공진시 교량의 동적응답을 크

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자갈궤도와 콘크

리트궤도가 부설된 시험체의 경우 궤도의 질량기여효과로 인

해 공진시 교량의 동적응답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Fig. 11 The analysis of max. acceleration for specimens accord-

ing to the dynamic amplitude loadFig. 10 The result of max. acceleration for specimens according

to the max. dynam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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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자갈궤도는 교량의 강성을 일정 부분 증가시

키고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자갈궤도 부설 교량에 비해 상당

한 강성기여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험적으로 입증하였다. 하

지만 정량적인 강성기여도의 크기는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

궤도의 설계값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궤도의 질량 및 강성기여도 분석방법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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