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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은 교량 위를 주행하는 열차의 차

체연직가속도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하지만 교량을 통과중인 열차의 차체연직가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난해한 문제이므로 Sogabe는 열차-교량 상호

작용해석을 수행하여 열차의 차체연직가속도응답을 계산하

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그러나 열차-교량 상호작용해석의 경우 열차와 교량의

모델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변수가 많아 현장에서 사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철도구조물 등 설계 표

준·동해설 변위제한 [2]과 Eurocode [3]는 복잡한 열차-교

량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교량의 연직변위로서 철도교량의 진동사

용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KTX를 개통하여 운용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고속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에 관한 연구는 개념정립단계로

Abstract In order to get dynamic serviceability of a train travelling on a railway bridge, comfort limits with the deflec-

tion of bridge and vertical acceleration on car body are proposed in Eurocode, Shinkansen design criteria, The design guide-

line of the Honam High-speed railway. The design guideline of the Honam High-speed railway has quoted Eurocod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upplementation of comfort limit of railway bridge according to expansion of span length and

the improvement traveling speed of trains in the future would relatively fall behind developed countries in railway. There-

fore, in order to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world market,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deflection

limit based on vibration serviceability of railway bridges that can consider bridge-train interaction and travelling speed

increase. The parameter study and bridge-train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correlation of

vertical acceleration on car body and bridge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ravelling speed. Also, the trend of

increasing vertical acceleration on car body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ravelling speed was confirmed, and the amplifica-

tion coefficient of vertical acceleration on car body was suggested. And the deflection form and vibration of the bridge were

assumed to be in harmonic motion, and transfer function and the amplification coefficient were used to develop the dynamic

serviceability deflection limit of the high-speed railway bridge as a formula. 

Keywords : Railway bridge, Vibration serviceability, Comfort, Deflection limit, Train-bridge interaction

초 록 철도교량을 주행하는 열차의 진동사용성 확보를 위해 Eurocode, 신간선기준,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등

에서는 교량의 처짐과 차체연직가속도로 진동사용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경우

Eurocode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열차의 주행속도와 경간길이의 향상 및 확장에 맞추어 철도교량의 진동사

용성 기준을 보완함에 있어 철도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속철도교량 기

술의 국외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행속도의 증가와 열차-교량 진동전달특성 등을 고

려할 수 있는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매개변수 연

구와 열차-교량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여 주행속도의 증가에 따른 차체연직가속도와 교량변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였으며 주행속도의 증가와 더불어 차체연직가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고 가속도증폭계수를 제안하

였다. 그리고 교량의 처짐형상과 진동을 정현파와 조화운동으로 가정하고 진동전달함수와 가속도증폭계수를 이

용하여 고속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수식으로 전개하였다.

주요어 : 철도교량, 진동사용성, 승차감, 허용처짐, 열차-교량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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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자적인 진동사용성 기준은 확보하고 있지 않다. 경부

선의 고속철도교량설계에 적용된 철도교설계기준(2004) [4]

은 경간길이와 열차의 주행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허용처짐

을 사용하여 진동지속시간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진동

사용성보다 주행안정성에 중점을 둔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호남고속철도설계지침(2007) [5]은 Eurocode를 인용하

여 진동사용성 허용처짐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350km/h이

하의 주행속도와 120m이하의 경간길이에 대해 정의하고 있

으며 그 유도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3]. 그러므로 370km/h이상의 주행

속도를 고려하고 있는 차세대고속철도에 알맞은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Eurocode로부터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독자적인 고속철도교량의 진동

사용성 기준을 제안하여 고속철도교량 기술의 국외의존도를

줄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교량설계를 통한 고속철도의 경제

성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열차가 교량을 통과할 때의 처짐형상을

정현파로 가정하고 열차와 교량의 상호작용을 진동전달함수

로 표현하여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유도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열차주행속도의 증가로 인한 차체

연직가속도 증폭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기

준이 제시되었다[6]. 그러므로 열차의 주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차체연직가속도가 증폭되는 현상을 보정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열차-교량 상호작용해석을 통하여 차체연

직가속도와 교량의 연직변위를 유추하고 열차의 주행속도 증

가에 따른 차체연직가속도의 증폭경향을 파악하였으며 가속

도증폭계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가속도증폭계수와 진동전

달함수, 진동지속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진동사용성 연직가

속도기준을 이용하여 열차-교량 상호작용 및 열차의 주행속

도와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할 수 있는 철도교량의 진동사용

성 허용처짐을 수식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국내외 연구동향

2.1.1 Eurocode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

Fig. 1은 Eurocode의 철도교량 진동사용성 허용처짐기준

으로 Table 1의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 기준중 ‘very good

(1.0m/s2)’을 승객이 느끼는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으로

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경간길이에 대한 처

짐비로 전개 된 것이다[3]. Eurocode에서 승객의 진동사용

성을 결정하는 것은 열차가 교량구조물 위를 주행할 때의 차

체연직가속도이며 Table 1과 같은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

준들과 비교하여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을 판단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량 위를 주행하고 있는 열차의 차

체연직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일이기 때문에

열차-교량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여 차체연직가속도를 계산

하고 있다. 하지만 차체연직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행

되는 열차-교량 동적상호작용 해석은 변수가 많고 차량을 정

밀하게 구현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적

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교량 경간길이(L), 열차의 주행속도(V) 그리

고 교량의 연직변위의(u)의 함수로 구성하여 교량의 연직처

짐으로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단, 열차의 주행안정성과 연계하여 L/600을 허용처짐의

하한값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열차의 최대 주행속도는 350km/

h로 설정하고 있다. 

2.1.2 일본 철도교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 

일본철도종합연구소(Railway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in Japan)는 열차의 최대진동은 주로 궤도 구조물의 형상과

조도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차축에 의한 입력값과 진

동의 상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동일한 지점에서의 재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서 항공기나 선박 등의 진동

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열차의 진동사용성은

일정시간 동안의 진동사용성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의 순

간적인 진동사용성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일본 국철에서 사용중인 Janeway의 자동

차용 진동사용성 기준을 참고로 하여 고속열차에 대한 진동

사용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교량에서의 주파수에 관한 진

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은 순간의 진동가속도에 대해서 정

해진 Janeway의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을 이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2].

Fig. 2는 일본국철의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으로 1963

년에 독자적인 실험결과를 반영시켜 철도교량용 기준으로 현

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도 이전의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은 Fig. 2의 Janeway계수 1.5값

을 사용하였지만 260km/h이상의 고속열차 주행안정성을 위

Table 1 Recommended levels of comfort(Eurocode)

Level of comfort Vertical acceleration(m/s2)

Acceptable 2.0 

Good 1.3 

Very Good 1.0 

Fig. 1 Maximum permissible vertical deflection for railway

bridges (Euro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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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칸센의 연직가속도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저주파수성

분에서 엄격하지 않고 Table 2의 주행안정성 연직가속도 기

준과의 일치하지 않아 2006년 저주파수 구간에서 1.5에서

1.0으로 Janeway 계수를 변경하였다.

Fig. 2의 일본국철의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은 짧은 진

동지속시간을 가지는 신호를 평가하기 위한 주파수에 대한

기준이며 저주파수 성분에서 허용가속도 값이 크고 1Hz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기준이

전 주파수에 걸쳐 일정한 값을 가지는 Table 2의 신칸센의

주행안정성 연직가속도기준에서 제3한계에 해당하는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유진동수가 3Hz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Janeway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만족하는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적용성을 감안하여 진동사용성 기준을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1)과 같다. 여기서 주파수에 따른 진

동사용성인 는 가속도 레벨의 기준으로서 단위는 m/

s2이며 f는 주파수(Hz)이다

= 2.0m/s2, f < 1.5Hz

= 3.0m/s2/f, 1.5Hz ≤ f < 6.0Hz (1)

= 0.5m/s2, 6.0Hz ≤ f < 20.0Hz

철도 구조물 등 설계표준·동해설 변위제한 [2]에서는 차

량과 교량구조물전체를 모델화하여 열차-교량 동적상호작용

해석에 의해 얻어지는 차체연직가속도와 식(1)의 기준을 이

용해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보다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Table 3과 같은 철도교량의 진

동사용성 허용처짐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처짐

은 식(1)의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을 만족하도록 열차

-교량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여 결정된 것이다.

2.1.3 국내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 

Table 4는 경부고속철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철도교설계기

준(2004)의 철도교량 허용처짐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열차의

주행속도에 따라서 허용처짐규정을 구분하였다[4]. 이것은 열

차의 주행속도와 교량의 경간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진동

지속시간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진동사용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열차의 주행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서 열차주행 안정성을 높이며 공진의 가능성을 배

제하기 위하여 더욱 엄격한 허용처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리고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2007)의 최대연직처짐제한은

Eurocode를 인용하여 진동사용성 허용처짐기준 제시하고 있

으며 차체연직방향의 진동사용성 가속도기준 또한 Eurocode

와 동일한 1.0m/s2을 사용하고 있다[5].

2.2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

용처짐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열차를 조화운동(harmonic

motion)을 하는 질량-스프링시스템(single mass spring system)

으로 가정하고 열차와 교량간의 진동전달함수를 전개하였다

[6]. Fig. 3의 질량-스프링시스템에서의 운동방정식을 식(2)

과 같이 가정하였다. 여기서, m은 열차 모델의 질량을 나타

내고 k와 c는 서스펜션의 스프링계수와 감쇠계수이다.

(2)

u··v1 2 3, ,

u··v1

u··v2

u··v3

Table 4 Korea Railway Bridge Design Specifications(2004)

 Span Length

 Velocity
0 < L < 50m L ≥ 50m

V ≤ 120km/h umax = L/800 umax = L/700

120km/h < V ≤ 150km/h umax = L/1100 umax = L/900

150km/h < V ≤ 200km/h umax = L/1600

High-speed railway umax = L/1700

mu··m k ub um–( ) c u·b u·m–( )+=

Fig. 2 Comfort limit of Japan

Table 2 Train oscillation limit(Sinkansen)

Level Vertical acceleration (m/s2)

First Limit 4.41

Second Limit 3.43

Third Limit 2.45

Table 3 Maximum permissible vertical deflection for railway bridges (Sinkansen)

Speed
Span Length L(m)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Simple span
360km/h

L/3500 L/3000 L/2200 L/1800 L/1500

Continuous span L/3500 L/2800 L/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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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스프링시스템이 조화운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교

량과 열차질량 중심의 변위를 식(3)과 식(4)로 표현하였다. 

(3)

(4)

식(3)과 식(4)를 식(2)에 대입하여 식(5)로 정리 할 수 있

으며 따라서 변위와 가속도의 열차-교량 진동전달함수는 식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진동운동은 조화운

동으로 가정되었으므로 변위와 가속도의 진동전달함수는

H(s)로 동일하다.

 

(5)

(6)

 

식(6)의 s를 iω로 두면 가속도의 열차-교량 진동전달함수

는 식(7) 및 식(8)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그리고 식(8)을

주파수영역의 함수로 바꾸면 식(9)가 된다.

(7)

(8)

(9)

 

단경간교량과 연속교량의 이동하중에 의한 처짐을 Fig. 4

와 같이 가정하였다. 그리고 각 교량 형식에 따른 처짐형상

과 연직가속도, 연직속도등은 Table 5와 같다. 교량구조물상

을 통과하는 차량의 차체진동가속도의 진동수(f)는 그 파형

이 경간 길이를 한 주기로 하는 정현파 강제 가진에 가까

운 경향이 되며 식(10)과 같이 열차의 주행속도(V)와 경간

길이(L)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진동이 조화운동

이라고 가정하면 연직최대가속도와 진동전달함수를 이용하

여 단경간교량과 연속교량의 처짐으로부터 열차의 최대차체

연직가속도를 식(11) 및 식(12)와 같이 전개할 수 있다.

ub ûbe
st

=

um ûme
st

=

mûms
2

k ûb ûm–( ) cs ûb ûm–( )+=

H s( )
ûm

ûb
------

âm

âb
------

cs k+

ms
2

cs k+ +

--------------------------= = =

H ω( ) ciω k+

mω
2

– iωc k+ +

------------------------------------=

H ω( ) H ω( )H ω( )*=

H f( ) H
ω

2π
------⎝ ⎠
⎛ ⎞H ω

2π
------⎝ ⎠
⎛ ⎞*

=

Fig. 3 Bridge-vehicle interaction system

Table 5 Parameters according to bridge types

Continuous bridge Simple span bridge

Shape of deflection

Horizontal position V = Vxt

Vertical position

Vertical velocity

Vertical acceleration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

z
u
b continuous,

2
---------------------------- 1 cos

2π

L
------x⎝ ⎠
⎛ ⎞

––= z ub simple,

sin
π

L
---x⎝ ⎠
⎛ ⎞

–=

z
u
b continuous,

2
---------------------------- 1 cos

2π

L
------V

x
t⎝ ⎠

⎛ ⎞
––= z ub simple,

sin
π

L
---Vxt⎝ ⎠
⎛ ⎞

–=

V
dz

dt
----- π

Vx

L
-----⎝ ⎠
⎛ ⎞ub continuous,

sin
2π

L
------Vxt⎝ ⎠
⎛ ⎞

= = V
dz

dt
----- π–

Vx

L
-----⎝ ⎠
⎛ ⎞ub simple,

cos
π

L
---Vxt⎝ ⎠
⎛ ⎞

= =

u··b continuous,

d
2
z

dt
2

------- 2π
2 Vx

L
-----⎝ ⎠
⎛ ⎞

2

ub continuous,

cos
2π

L
------Vxt⎝ ⎠
⎛ ⎞

= = u··b simple,

d
2
z

dt
2

------- π
2 Vx

L
-----⎝ ⎠
⎛ ⎞

2

ub simple,

sin
π

L
---Vxt⎝ ⎠
⎛ ⎞

= =

u··b continuous,

2π
2 Vx

L
-----⎝ ⎠
⎛ ⎞

2

ub continuous,

= u··b simple,

π
2 Vx

L
-----⎝ ⎠
⎛ ⎞

2

ub=

Fig. 4 Deflection shapes according to bridg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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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식(11)과 식(12)에서 열차의 최대차체연직가속도 를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 으로 치환하여 교량의

연직변위에 대해 재정리하면 식(13) 및 식(14)와 같은 진동

지속시간을 고려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유도

할 수 있다[7].

(13)

(14)

2.3 가속도증폭효과를 고려한 고속철도교량의 진동사

용성 허용처짐 제안 

ERRI(European Rail Research Institute) [8]의 보고와 N.

Zhang 등 [9]의 연구에 의하면 열차의 주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량과 차량의 연직가속도응답은 증가하며 특히 열차

의 주행속도가 200km/h를 초과할 경우 교량의 연직가속도

응답은 크게 증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지만 앞서 식(13)과 식(14)와 같이 전개된 진동지속시간을 고

려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은 열차주행속도에 따

른 진동지속시간과 열차-교량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차체연직가속도가 증폭되는 현상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진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량의 최대처짐의 변화는

가속도 증폭효과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가정하고 식(15)

와 식(16)과 같이 가속도 증폭계수 Aa를 이용해 진동지속시

간을 고려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이 주행속도의

증가에 따른 가속도 증폭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

(16)

식(15) 및 식(16)에서 사용한 가속도 증폭계수 Aa는 열차

-교량 상호작용해석을 통한 매개변수 연구로부터 얻어진 것

이다. 열차-교량 상호작용해석에서 사용된 KTX객차모델은

Fig. 5와 같이 본체와 대차에서 x, y, z 방향의 처짐과 각 방

향의 회전운동, 즉 피칭(pitching), 롤링(rolling), 요잉(yawing)

을 고려할 수 있는 정밀한 3차원모델이다[10]. 그리고 교량

은 Fig. 6의 경부선 천안아산-대전구간의 경간 40m인 PSC

box형 교량(연제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열차-교량 상호작용

해석 시 열차의 주행속도, 교량의 감쇠비(damping ratio), 고

유진동수(natural frequency)와 형식 등을 매개변수로 하였으

며 교량의 경간길이는 40m로 고정하였다. 열차의 주행속도

는 20~420km/h이며 교량의 고유진동수는 4~12Hz, 감쇠비

는 1~3%이다.

Fig. 7은 단경간 교량과 연속경간 교량의 매개변수에 따

른 열차-교량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구해진 차체연직가속도

의 최대값과 교량의 최대처짐을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교량의 연직변위는 열차의 주행속

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나 차체연직가속도는 단경간 교

량과 연속경간 교량 모두 주행속도가 증가할수록 선형으로

증가하며 250km/h이후는 일정수준에서 수렴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 그리고 교량의 감쇠비에 의한 객차와 교량의 응답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교량의 설계 시 주

행안정성 및 교량의 수명 등을 고려할 경우 차량-교량 상호

작용에 의한 공진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

진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주행속도의 증가에 따른 차체연직

가속도의 최대값을 Fig. 7에서와 같이 선으로 표시하면 단

경간 교량과 연속경간 교량 모두에 대하여 식(17)과 같은 동

일한 가속도증폭계수 Aa를 얻을 수 있다.

Aa = 0.04v,   0 < V ≤ 225km/h

Aa = 9,   V > 225km/h (17)

Fig. 8은 단경간 교량과 연속경간 교량에 대하여 식(13)과

식(14)의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고속철도교량의 진동사용

u··m simple,

π
2
f
2
H f ( )ub H f ( )u··b simple,

= =

u··m continuous,

2π
2
f
2
H f ( )ub H f ( )u··b continuous,

= =

u··m( )

u··comfort( )

ucomfort simple,

u··comfortL
2

V
2
π
2
H f ( )

------------------------=

ucomfort continuous,

u··comfortL
2

2V
2
π
2
H f ( )

---------------------------=

ucomfort simple,

u··comfort Aa⁄( )L2

V
2
π
2
H f ( )

------------------------------------=

ucomfort continuous,

u··comfort Aa⁄( )L2

2V
2
π
2
H f ( )

------------------------------------=

Fig. 5 3-dimensional vehicle system

Fig. 6 Yeon-je high-speed railway bridge in Gyeongbu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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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허용처짐과 식(15)와 식(16)의 가속도증폭효과를 고려한

진동사용성 허용처짐, 그리고 유럽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

는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비교한 것이다. 가속도 증폭영향

을 고려하였을 경우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이 가속도 증폭효

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해 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열차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들

과 비교하였을 때 열차의 주행속도가 350km/h인 경우 단경

간 교량은 50m 이하의 짧은 경간에서 기존의 기준들과 유

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속경간 교량의 경우 40m 이하의

경간에서 기존의 기준들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단경간

교량과 연속경간 교량 모두 일정한 경간길이를 초과하면 기

존 기준들에 비하여 허용처짐이 상당히 엄격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Eurocode는 교량의 연직변위에 대한 제한에서

교량의 주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처짐은 L/60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속도 증폭영향과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철도교량의 허용처짐기준은 L/600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하였다.

2.4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에 따른 철도교량의 진

동사용성 허용처짐 

식(15) 및 식(16)과 같이 제안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처

짐 기준은 Fig. 9의 실선으로 표현된 진동지속시간을 고려

한 진동사용성 평가기준을 로 사용하여 전개된 것이

다. 이 기준은 ISO 2631 [11]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동사용

성 연직가속도기준중 “불편하다(uncomfortable)”에 해당하는

0.8m/s2을 기준으로 하여 식(18)을 이용해 전개되었으며 진

동지속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12]. 또

한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진동사용성 평가기준은 Eurocode

의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인 1.0m/s2과 일본국철의 2.0m/

s2(1.5Hz이하)에 비교하여 엄격한 기준이므로 Fig. 4에서와

같이 Eurocode 및 일본국철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기준과 비

교하여 엄격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과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철도

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ISO

2631의 0.8m/s2과 Eurocode의 Good(1.3m/s2), Acceptable

(2.0m/s2) 및 신칸센의 최대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 2.0m/

s2(1.5Hz이하)에 대하여 식(15)을 이용하여 Fig. 9와 같이 진

동지속시간을 고려한 진동사용성 평가기준을 전개하였다.

(18)

열차의 주행속도를 각각 350km/h와 370km/h로 설정하고

단경간 교량의 가속도증폭효과와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철

도교량의 허용처짐인 식(15)에 Fig. 9의 진동사용성 연직가

속도기준들을 적용하면 Fig. 1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으며 같은 방법으로 연속경간 교량에 대한 진동사용성 허용

u··comfort

VDV RMS 1.5T4 RMQ T4= =

Fig. 7 Maximum train acceleration signals and bridge deflections

according to train speeds

Fig. 8 Comparison of bridge deflection limits on vibration

serviceability considering acceleration a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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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을 구하면 Fig. 11과 같다. Fig. 10와 Fig. 11에서 가속

도증폭효과와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철도교량의 허용처짐

은 열차의 주행속도가 350km/h로 계산되었을 경우, 진동사

용성 연직가속도기준이 1.3m/s2일 때 60m이하의 경간에서

기존의 Eurocode에서 제시된 기준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고 370km/h로 계산되었을 경우, 경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관

대하고 길어질수록 엄격한 경향이 나타났다. 기존의 기준들

은 열차의 주행속도가 350~360km/h일 경우의 기준으로서

370km/h로 계산되어진 KTX객차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 기

준과도 비교대상으로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a)와 Fig. 11(a)에서 350km/h로 계산되었을 경우의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이 단경간 교량에서 1.3m/s2, 연속

경간 교량에서 2.0m/s2일 때 60m이하의 경간에서 Eurocode에

서 제시된 기준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Fig. 10과 (b)

와 Fig. 11(b)에서도 370km/h의 경우 경간의 길이가 짧을수

록 관대하고 길어질수록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 

Fig. 9와 Fig. 10을 통하여 연직가속도기준의 크기에 따라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의 크기가 결정되며 그 경

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엄격한

연직가속도 허용기준인 0.8m/s2을 사용하는 것이 철도교량

의 진동사용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 해 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Fig. 9 Bridge comfort limit considering the exposed time

duration of bridge vibration depending on acceleration

comfort levels

Fig. 10 Comparison of existing deflection limits with developed

deflection limit depending on acceleration comfort levels

: simple span

Fig. 11 Comparison of existing deflection limits with developed

deflection limit depending on acceleration comfort levels

: continuous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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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을 통과하는 열차에 의한 가진진동수는 열차의 통과

속도와 경간길이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Fig. 10을 Fig.

12(a)와 같이 정리하여 식(15)와 식(16)에서 분모에 포함되

는 열차-교량의 진동전달함수와 비교하였다. 진동전달함수의

최대값은 약 0.6Hz에서 존재함에 따라 해당 주파수에서 본

논문에서 전개한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이 낮게 계산되는 것

으로 판단되며 Fig. 12(b)와 같이 경간길이에 대해 정리된 연

속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과 비교할 경우 장경간 영역

에서 기존의 기준들과 다르게 엄격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열차의 물성치 변화에 따른 철도교량의 진동사용

성 허용처짐 

앞선 매개변수 연구들은 열차가 KTX로 가정하고 수행하

였다. 하지만 설계기준의 특성상 특정한 열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KTX객차의 물성치를 기준으

로 질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매개변수로서 Table 6과 같

은 스프링계수(k)와 감쇠계수(c)를 사용하여 열차-교량 전달

함수(transfer function)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전개된 진동전

달함수를 식(15)와 식(16)에 대입하여 철도교량의 진동사용

성 허용처짐을 계산하였다. 이때 열차의 주행속도는 370km/

h로 하였으며 식(15)와 식(16)의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

인 는 Fig. 9의 0.8m/s2으로 유도된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진동사용성 평가기준을 사용하였다.

Fig. 13은 열차의 주행속도를 370km/h로 고정하고 열차모

델의 스프링계수와 감쇠계수의 변화에 따른 철도교량의 진

동사용성 허용처짐을 계산하여 주파수와 경간길이에 따라 나

타낸 것으로 점선은 분포된 응답들의 최대값을 이은 것이고

실선은 평균값을 이은 것이다. 그리고 회색선은 경간길이 별

로 분포된 처짐값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식(19)

와 같이 경간길이들을 표본 군으로 하여 하나의 표본 군에

대하여 처짐값들의 평균값 (mi)에 표준편차 (σi)를 더한 것

u··comfort

Fig. 12 Effect of transfer function on bridge deflection limit of vibration serviceability

Table 6 Train properties for parameter study

Case 1 Case 2

k [N/m] c [N.s/m] k [N/m] c [N.s/m]

2.54E+05

1200 2.54E+04

12000

3600 7.62E+04

6000 1.27E+05

8400 1.78E+05

12000 2.54E+05

18000 3.81E+05

24000 5.08E+05

36000 7.62E+05

48000 1.02E+06

60000 1.27E+06

72000 1.52E+06

84000 1.78E+06

96000 2.03E+06

108000 2.29E+06

120000 2.54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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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으로 여기서 i는 경간길이를 나타낸다. 최대값을 이은 선

은 열차모델의 감쇠계수와 스프링계수가 가장 낮은 경우이

며 허용처짐값들이 분포된 위치가 동떨어져 있어 대푯값으

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ui = mi + σi (19)

Fig. 14는 Fig. 13에서 구한 최대값과 평균값 그리고 평균

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과 기존의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

용처짐들을 비교한 것으로 Fig. 14(a)는 단경간 교량의 경우

이고 Fig. 14(b)는 연속경간 교량에 대한 내용이다. 최대값

은 기존의 기준들과 유사한 경향을 가지며 단경간 교량의 경

우 기존의 기준들보다 약간 관대하며 연속경간 교량의 경우

조금 엄격하다. 평균값은 40m이하의 경간에서는 기존의 기

준들과 잘 일치하지만 경간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진동전달

함수의 영향에 의해 기존의 기준들과 비교하여 엄격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값에 표준편차를 더한 경

우 60m이하의 짧은 경간에서 기존의 기준들과 잘 일치하며

기존기준들과 유사하게 경간길이가 증가할수록 허용처짐기

준이 커지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열차의 주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량의 연

직변위는 큰 변화가 없으나 차체최대연직가속도는 이중선형

(bilinear)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고

려하기 위하여 매개변수연구를 통해 KTX객차의 가속도증

폭계수 Aa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속도증폭효과를

고려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기준을 전개하였다.

인체가 느끼는 사용성은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이며 기존

의 기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동사용성 연직가속도기준의

레벨 또한 서로 다른 실정이다. 따라서 진동사용성 연직가

속도기준과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기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urocode와 ISO2631, 일본국철의 진동사용

성 연직가속도기준들을 적용하여 열차주행속도에 따른 가속

도증폭효과를 고려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계

산하였다. 또한 운행 중 이거나 운행 예정인 모든 차량을 포

Fig. 13 Bridge deflection limit of vibration serviceability depending

on mechanical properties of train, Train speed : 370km/h
Fig. 14 Comparison of existing deflection limits with developed

deflection limit depending on mechanical properties of

train, Train speed : 37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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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기 위해 KTX

객차모델의 스프링계수와 감쇠계수에 대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여 진동전달함수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주행

속도의 증가에 따른 가속도증폭효과와 진동지속시간을 고려

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계산된 허용처짐값들의 최대값은 타 기준들과 유사하나 일

관성이 부족하였으며 평균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절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경

우 60m이하의 경간에서는 단경간 교량과 연속경간교량의 경

향이 일관성이 있으며 기존의 기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

히 근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기

준은 기존 해외기준과 비교하여 경간 및 주행속도의 확장 및

향상을 시도하였으며 열차의 고속화에 의한 가속도 증폭효

과를 고려하였다. 특히 철도교량을 주행중인 열차의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유

도하는 과정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차후 국내 실정에 적

합하며 보다 발전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연

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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