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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받침 형식에 따른 판형교 동적 분석

Analysis of dynamic behavior of Railroad Steel Bridges 

According to Bridge Bearing Types

최은수1†·최승환1

Eunsoo Choi·Seung-Hwan Choi

1. 서 론

철도 판형교는 단선철도를 지지하는 두 개의 강거더로 한

경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공이 간단하고 시공비가 저렴하

여 한반도 철도 건설 초기에 도입되어 상당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사용되어 왔다[1]. 또한, 판형교에 사용된 교량받침

은 강체받침의 일종으로 주물로 제작되어 설치되었으며(‘선

받침’이라 부름.), 특히 이교량받침은 철근보강이 없이 에폭

시와 모래를 혼합한 에폭시 모르타르 위에 설치하여 차량의

주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충격 등에 의해서 균열이 쉽게 발

생하고, 이에 따라 보수주기가 빨라지고 있다(Fig. 1참조).

1990년 이후에 철도교량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에 대한 개

념이 도입되면서 선받침의 경우 내진성능을 충분히 보유하

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현장에서 추출한 선받침을 무근콘크리트에 매립 한 후, 교

축 및 교축직각 방향의 정적재하 실험결과에 의하면, 약 40-

50kN의 수평하중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며, 약 80kN에서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취약도 곡선을 이용한 판형교

의 내진성능 평가에서 선받침이 교각 등의 다른 부재에 비

해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교축방향이 교축직각 방

향에 비해서 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선받침은 수직방향의 충격 및 수평방향의 지진운동에 대해

서 모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최근에 지속적으로 내진성능

을 갖춘 현대적인 교량받침으로 교체되고 있다. 교체를 위

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받침은 탄성받침의 일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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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량받침 교체에 의한 교량 수직변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각 받침에 따른 중앙 거더의 수직변위와 고유진

동수의 변화를 상관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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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받침과 강체받침의 일종인 스페리칼받침이 사용되고

있다. 디스크받침은 폴리우레탄 고무패드를 사용하여 수직

하중을 지지하며, 회전에 대한 변형은 패드가 회전변형 하

면서 흡수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폴리우레탄 고무는 경도가

천연고무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내부에 고무탄성받침과 같

이 강판으로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4]. 스페리칼받침은 고력

황동원판에 의해서 수직하중이 지지되며, 회전은 원판의 곡

면을 따라서 회전하면서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 회전 시, 마

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체윤활제인 탄소가루를 곡면 사

이에 삽입하여 사용한다. 두 교량받침의 장단점은 Table 1

에 정리되어 있으며, 스페리칼받침의 경우 이물질이 외부에

서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봉을 사용하는

데 재질은 고무 또는 황동 링을 사용한다. 밀봉 재료인 고

무 또는 황동 링은 내구성이 취약하여 파손되거나 부식되며

따라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5]. 이러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분리형 스페리칼받침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Fig.

2(b)에 나타나 있는 스페리칼받침은 분리기능이 있어 콘크

리트를 파쇄하지 않고도, 내부 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

체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철도판형교에 교량받침 교체용으로 사용되

는 디스크받침과 스페리칼받침 설치 시, 교량받침 및 판형

교의 동적 거동특성을 분석·분석비교하여, 서로의 장단점

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판형교 및 차량주행 실험

디스크받침과 스페리칼받침이 교체 시공된 판형교는 12m

형으로 동일하며, 경북선 옥산-상주간의 소천교 및 평천교

에 설치되어 있다. 소천교는 2경간으로 12m 형과 6m 형 판

형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천교는 12m 형 판형교 3경간으

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크받침이 설치된 판형교의 경우 강

거더 하부에 강판보강을 실시하여 교량의 강성이 증가된 상

태이다[6]. 차량 주행실험은 7500대 기관차를 사용하였으며,

기관차는 전후의 3축으로 지지되며 각 축중은 215.8kN이다.

차량주행은 5km/h의 유사정적 주행을 한 후, 10km/h 부터

80km/h까지 10km/h씩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왕복주행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교량받침 교체 전후에 동일한 주행실험

을 수행하여 선받침, 디스크받침 및 스페리칼받침의 거동 및

각 교량받침 상태의 교량의 거동을 측정하였다.

Fig. 3 Axial weights of a running vehicle

차량이 옥산에서 상주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 소천교는

교대에서 진입하여 교각으로 진출하게 되며, 평천교의 경우

는 교각에서 진입하여 교대로 진출하게 된다. Fig. 4는 두 교

량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진에서 좌측에 위치한 경

간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2.2 실험결과 및 분석

2.2.1 교량받침의 수직변위 비교 및 분석

차량주행에 의한 디스크받침의 수직변위는 소천교에서 측정

된 것이며, 스페리칼받침과 선받침의 수직변위는 평천교에서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disk and spherical

bearing

Spherical bearing Disk bearing

수직 지지력 우수 수직 지지력 우수

회전각이 커 경사교량에 대한 

적용성 우수

큰 회전각 수용가능 

(0.04 rad.)

실링의 내구성이 취약
폴리우레탄 고무 패드의 

내구성이 우수

중량이 무거움 중랑이 상대적으로 작음

각 부품이 보이지 않아 

손상확인이 어려움

개방구조로 손상의 

유무확인이 용이

부반력 저항기능 보유 부반력 저항기능 비보유

Fig. 2 Disk and spherical bearing i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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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것이다. 두 교량 모두 경간이 12m로 동일하므로 Fig.

3의 차량 주행에 의해서 하나의 교량받침에 작용하는 최대하

중은 273.7kN으로 동일하다. 가동단 (expansion bearing)의 디

스크받침과 스페리칼받침은 모두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원형판을 교량받침 내부에 설치하여 온도팽창 등의 교축방향

운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그러나 고정단 (fixed

bearing)의 교량받침에서는 PTFE 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교

축 및 교축직각 방향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디스크받

침은 전단핀을 사용하고 스페리칼받침은 고력황동 원판의 저

항력을 활용한다.

Fig. 5에는 차량이 5km/h 의 속도로 주행 시, 각 진행방

향에 대한 세 교량받침의 수직변위-시간이력 곡선을 표시하

였다. 고정단의 스페리칼받침과 선받침은 강체받침으로 차

량의 주행에 의해서 이론적으로는 수직변위가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그러나 강체받침도 두 표면의 접촉으로 수직하

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두 면의 접촉이 완전할 수 없으며, 차

Fig. 4 Pictures and side views of the two bridges

Fig. 5 Vertical displacement of bearings with 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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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축하중이 받침 위에 직접적으로 재하되는 경우에는 밀

착정도가 강해져서 수직변위가 하부로 발생한다. Fig. 5(a)

의 스페리칼받침은 세 개의 축하중이 일군으로 통과 할 때

마다 약 0.034mm의 처짐이 발생하고 있다. 선받침도 강체

받침이기 때문에 스페리칼받침과 유사한 거동을 보여야 하

나, Fig. 5(a)의 선받침은 마치 탄성받침인 디스크받침과 유

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선받침은 고정단이나 가동단 모

두 강체받침이므로 Fig. 5(b)에서와 같이 축하중군의 재하에

의해서 소량의 처짐 (약 0.084mm)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

나 Fig. 5(a)와 같이 고정단의 선받침이 0.217mm의 최대 수

직변위를 나타내는 것은 선받침의 불완전한 접촉으로 인한

것이다. 즉, 선받침과 교량의 강거더가 완전하게 접촉하고 있

지 않으며, 약간의 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차량의 주행

에 의해서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뜬 받침의 원인에

는 선받침 설치의 불량 또는 교량의 뒤틀림 등이 있다. 철

도판형교는 강성에 비해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량구조

로 자중에 의해서 선받침이 뜬 상태에 있게 되어 강거더와

완전하게 접촉하지 않을 수 있다. 뜬 상태의 선받침의 최대

수직변위는 디스크받침의 최대수직변위 (0.236mm)와 유사

하다. 반면, 디스크받침을 적용한 경우 폴리우레탄 패드의 연

속적인 지지에 의해서 교량받침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충격

량이 작지만, 뜬 선받침은 수직운동의 충격이 그대로 콘크

리트에 전달되기 때문에 충격량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균열 등의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정

단 디스크받침의 최대 수직변위는 0.236mm로 이 때 작용

하는 최대 수직하중은 273.7kN이므로, 디스크받침의 개략적

인 수직강성은 1159.7kN/mm이다.

 Fig. 5(b)에서 가동단의 스페리칼받침과 디스크받침은 모

두 PTFE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단에 비해서 수직변

위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최대 수직변위가 스페리칼받

침 및 디스크받침의 경우 각각 0.252mm 및 0.490mm로 측

정되었다. 따라서 가동단의 최대 수직변위가 고정단의 최대

수직변위에 비해서 크게 발생하는 원인은 PTFE 판의 변형

때문이다.

Fig. 5(c) 및 (d)는 상주->옥산 방향으로 5km/h 속도로 주

행하는 차량에 대한 시간이력곡선으로 전체적인 경향은 옥

산->상주 방향으로 주행하는 Fig. 5(a) 및 (b)와 유사하나, 차

량이 노반에서 교량의 측정구간으로 진입할 때와 옆 경간에

서 측정구간으로 진입할 때는 레일의 연속성에 의해서 상이

한 영향을 받는다. 노반에서 교량으로 진입하는 경우 레일

은 교량의 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옆 경간에서 측정구

간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레일의 휨에 의해서 측정

구간 단부의 들림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들림현상 또

한 교량받침 콘크리트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Fig. 6 에는 차량속도가 80km/h 인 경우의 각 교량받침의

수직변위-시간이력 곡선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경향은 저

속 주행과 같으나, 고속으로 주행 시, 교량의 진동특성이 교

량받침의 수직변위에도 영향을 미쳐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진동하는 주기는 교량의 기본 고유진동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차량 통과 후에도 진동하는 특성을 보이

는데 이것은 교량의 자유진동에 의한 교량받침의 진동이다.

고속주행에서도 들림 현상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에는 판형교에 사용되는 세 종류의 교량받침의 수

직변위가 속도에 따라 나타나 있으며, 진행방향 및 속도증

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주행 시,

Fig. 6 Vertical displacement of bearings with 80km/h runn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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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특성에 영향을 받으나 최대 변위에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PTFE의 변형

선받침 가동단은 교축방향의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서 원

형의 강체 위에 강거더를 놓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

우 강과 강이 접촉하기 때문에 두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는

0.5 이상으로 매우 크다. 큰 마찰계수는 온도팽창 등에 의

해서 강거더가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큰 저항력을 발

생시키며, 이는 강거더에 압축 또는 인장응력을 유발하게 된

다. 이러한 추가적인 응력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

량의 수평방향 움직임에 대한 교량받침의 마찰계수가 작은

것이 유리하다. PTFE 판은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마찰계수는 0.01-0.03으로 강과 강의 0.5에 비해서 매우 작다.

PTFE는 탄성계수가 410-750MPa로 하중에 의해서 변형을

일으킨다. 따라서 디스크 및 스페리칼받침에 있는 PTFE 판

은 차량의 하중에 의해서 수직변형을 발생시키며, Fig. 5에

서 가동단의 수직변위가 고정단의 수직변위 보다 큰 것은 이

러한 PTFE 판의 변형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단의 수직변위

를 가동단의 수직변위에서 빼면 PTFE 판의 수직변위를 얻

을 수 있다. Fig. 8은 각 교량받침 PTFE 판의 수직변위를 속

도에 따라 보여주고 있으며, 속도증가에 의한 영향보다는 진

행방향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스크

받침의 경우, PTFE 판의 평균 수직변위는 0.263mm이며, 스

페리칼받침 경우는 0.203mm이다. 따라서 각 PTFE 판의 수

직방향 강성은 1040.7kN/mm 및 1348.3kN/mm이다. 디스크

받침의 경우, 폴리우레탄 고무패드의 추정된 강성이 1159.7

kN/mm인 것을 고려하면, 가동단의 디스크받침은 두 개의 탄

성체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며, 가동단 스

페리칼받침은 강체받침이라기 보다는 탄성받침의 특성을 보

이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Fig. 5에서 스페리칼받침 가동

Fig. 8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PTFE plates according to the locomotive speed

Fig. 7 Vertical peak displacement of three bearings according to the locomotiv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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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수직변위가 디스크받침 고정단의 수직변위와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은 위의 판단에 실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2.3 교량받침의 들림 현상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판형교에서 교량받침은 진출입

에 의해서 들림 현상(up-lift)이 발생한다. 들림현상은 측정

구간의 옆 경간에 차량이 위치하는 경우 레일의 연속성에 의

해서 교량받침이 들리는 현상이다.

Fig. 9에는 세 종류 교량받침의 주행방향에 따른 들림 변

위를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량받침은 들림이 발생

할 때 즉각적으로 저항하는 기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선받침은 강과 강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들림에 저항하는

것은 강거더의 자중이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듯이 다른 형

태의 받침에 비해서 들림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선받

침 고정단의 들림은 가동단의 약 1/2정도 인데, 이것은 고

정단이 뜬 받침으로 인해 들림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고 판단된다. 선받침 가동단의 평균적 들림은 0.15mm로 가

장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디스크받침의 경우 고정단의 평균 들림은 0.012mm로 가

동단의 평균 들림 0.086의 약 14% 만이 발생하고 있다. 디

스크받침은 폴리우레탄 고무패드에 요철이 있으며, 상하의

강판에도 요철이 있어 마찰저항을 증대 시켜 압축하중에 대

해서 측면으로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상당기간 사

용하게 되면 폴리우레탄 고무패드와 강판의 요철이 완전히

밀착하게 되어 강한 접착제로 부착된 것과 같은 현상이 발

생한다. 디스크받침의 고정단이 들림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

이는 것은 부착력이 들림에 저항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

면, 가동단은 폴리우레탄 고무패드는 강판에 강하게 부착되

어 있지만, PTFE 판은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부착력이 들

림에 저항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틀림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그러나 디스크받침 가동단의 들림도 선받침

가동단 들림의 57.3%로 선받침에 비해서는 개선된 값을 보

여 주고 있다.

스페리칼받침은 고정단과 가동단은 평균 들림이 0.050mm

와 0.056mm로 큰 차이가 없다. 평천교에 설치된 스페리칼

받침은 부반력 저항장치가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들림이 발

생하는 즉시 저항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인 스페리칼받침은

부반력 저항장치가 있으나, 이것은 부반력에 대한 안전장치

로 이격이 있어 들림이 발생하는 즉시 저항할 수 없으며, 상

당히 큰 들림이 발생할 경우에 저항할 수 있다. 평천교에 설

치된 스페리칼받침은 고무스프링을 사용하여 들림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저항하며, 들림이 제거 되면 고무 탄성에 의해

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

2.2.4 강거더 중앙 처짐

교량받침의 형식에 따라서 판형교 강거더 중앙에서의 처

짐 특성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10은 차량의 80km/h 주

행 시, 교량받침에 따른 처짐의 시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평천교의 경우 (Fig. 10(c) 및 (d)), 선받침과 스페리칼받침

이 모두 강체받침으로 차량 진입 시 교량의 진동이 크게 발

생하지 않으며, 축중군이 교량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에 진

동이 발생하고 진출하는 경우에도 진동의 거의 없다. 따라

서 차량이 진출한 후의 여진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

러나 소천교에서는 강체받침인 선받침의 경우도 차량 진입

시에도 진동이 있으며, 진출 진동 및 여진동도 상대적으로

크다. 디스크받침은 탄성받침이나 진동특성은 선반침의 경

우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소천교에서 디스크

받침의 탄성지지에 의해서 진동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기는

Fig. 9 Up-lift of three bearings with varying the locomotiv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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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며, 소천교의 특성에 의해서 진동이 크게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판형교에는 교측보도 등 시설물이 교량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착물들은 교량의 진동특성 즉 감

쇠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천교의 진동이 크게 발생하

는 것은 이러한 감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탄성받침

인 디스크받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진동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속도별 선받침에 대한 교체 교량받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Fig. 11에 선받침의 처짐에 대한 스페리칼받침 또는

디스크받침의 처짐의 비를 나타내었다. 전 속도 및 각 방향

에 대한 평균 처짐비는 디스크받침 및 스페리칼받침의 경우

각각 1.063 및 0.895이다. 디스크받침은 탄성받침이므로 강

체받침인 선받침에 비해서 처짐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약 6.3%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페리칼받침은 선

받침과 같이 강체받침이며, 가동단 스페리칼받침은 뜬 받침

인 고정단 선받침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처짐에 있

어서 거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스페리칼받침 설치

에 의해서 중앙 거더의 처짐이 평균적으로 10.5% 감소하였

다. 이러한 원인은 Fig. 1과 2에서 보듯이 스페리칼받침의 지

지 면적은 선받침에 비해서 넓다. 따라서 스페리칼받침으로

지지하는 경우 순지간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서 거더 중앙

의 처짐이 감소한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진동특성은 충격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5km/h 주행 시의 응답을 정적응답으로 가정하고 각

속도에서 발생하는 충격계수 (impact factor)를 계산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소천교에서 디스크받침은 충격계수가 선

받침에 비해서 유사하거나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디스크받

침을 판형교에 사용한다고 진동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속도가 80 km/h 에서 충격계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또

한 탄성받침인 디스크 받침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

Fig. 10 Time history of vertical displacements at mid-span according to bearing types

Fig. 11 Vertical displacement ratio as a function of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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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선받침에서 동일한 증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페리

칼받침의 경우 충격계수가 선받침과 유사하거나 크게 발생

하고 있어 스페리칼받침 사용 시 진동현상이 증가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3.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철도 판형교에 사용되는 선받침과 교체용

으로 사용되는 디스크받침 및 스페리칼받침의 동적 거동 특

성 및 각 교량받침에 따른 교량의 동적 거동 및 특성을 분

석하였다.

선받침은 강체받침으로 차량의 주행에 의해서 수직변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뜬받침인 경우 상당한 수직

변위가 발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크기가 탄성받침

인 디스크받침의 고정단과 유사했다. 스페리칼받침 또한 강

체받침으로 고정단에서는 수직변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

만, 가동단에서는 PTFE 판의 영향으로 상당한 수직변위가

발생했으며, 그 크기가 탄성받침의 수직변위와 유사했다. 따

라서 스페리칼받침의 설계 및 해석 시에 이러한 영향을 고

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스크받침은 탄성받침으로 차

량에 의한 수직변위가 다른 교량받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게 발생했으며, 가동단의 경우 폴리우레탄 고무패드와 PTFE

판의 스프링 작용으로 수직변위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 따

라서 이러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동단의 폴리우

레탄 고무패드의 수직 강성을 고정단의 강성보다 더 크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철도 판형교에서는 차량 주행에 의해서 교량받침에 들림

현상이 발생하며, 선받침이 가장 크게 발생했으며, 선받침의

이러한 들림현상은 교량받침 콘크리트에 충격을 가하여 손

상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 디스크받침의 경우 고정단과 가

동단에서 들림의 양이 차이가 발생했으며, 가동단에서 월등

히 큰 들림현상이 관찰되었다. 스페리칼받침의 경우 고정단

과 가동단에서 모두 유사한 들림량이 측정되었고, 이는 설

치된 스페리칼받침이 들림에 대한 특별한 탄성저항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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