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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의 감쇠비 가정은 동적해석 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공진속도 부근에서 구조물의 동적응답은 감쇠비에 의

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고속철도 등 공진을 필연적

으로 경험하는 구조물에서는 이에 대한 가정이 설계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다. KTX 실열차에 대한 대상 구조물의 공진

을 유발하는 임계속도 주행 시 동적처짐의 증폭, 상판 연직

가속도, 단부회전각은 감쇠비가 작아짐에 따라 응답의 크기

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감쇠비의 경우 일반 주행속도에서는 동적응답에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하며, 공진을 유발하는 임계속도 부근에서 매

우 큰 영향을 미친다[1]. 그러나 실제 구조물의 감쇠는 점성

감쇠보다 구조적감쇠 특성이 있고, 처짐이력 등에 영향을 받

아 큰 응답이 발생할 경우 감쇠비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궤도형식이 교량의 감쇠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2].

Eurocode에서는 기존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2~5% 감

쇠비를 적용하였으나, 현장계측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이

를 매우 엄격하게 변경하였다[3,4]. Eurocode 감쇠비 하한값

은 과도한 적용으로 판단하여 스페인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상향된 감쇠비를 적용하는 사례[5]도 있으며, 일본 역시 PSC

를 포함한 콘크리트 교량에 대해 2%의 감쇠비를 적용하고

있다[6].

국내에서는 Eurocode를 준용하여 감쇠비 하한값에 대한 기

준을 설정하였으며[7], 고속철도 교량과 같이 필연적으로 설

계속도 내에 임계속도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교량 및 매우

유연하거나 장대화되어 임계속도가 낮은 교량의 경우 감쇠

비의 적용은 동적설계 및 동적안정성 평가 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9]. 감쇠비 하한값에 대한 기준은 안전성의 측

면에서는 매우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겠으나, 실내외 실험 등

의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측면을 부가해 기준을 정

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

속 및 일반철도의 대표적 교량형식들에 대하여 실내 모형실

험과 운행 중 열차에 대한 동적실험을 수행하여 감쇠비를 산

정하고, 철도설계기준과 비교·분석하여 철도교량형식별 감

쇠비 하한값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damping ratio of railway bridg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dynamic design and

dynamic stability of railway bridge. In the present study, laboratory and field test were performed for railway bridges such

as a twin I-shaped steel composite girder, PSC box, steel box, PSC, IPC, PRECOM, preflex. The damping ratio of railway

bridge according to structure types was estimated by logarithmic decrement method. Therefore, magnitude, frequency and

amplitude of load did not affect damping ratio of railway bridge. Also, damping ratio limit of steel composite and PSC

bridges was evaluated in 1.0%

Keywords : Railway bridge, Structure type, Damping ratio, Laboratory test, Field test, Resonance

초 록 철도교량 동적 설계 및 동적 안전성을 해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감쇠비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속 및 일반철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수주형강합성교, PSC

Box, Steel Box, PSC, IPC, Precom, Preflex에 대하여 실내 모형실험 및 운행 중 현장계측을 하였다. 이러한 고

속 및 일반철도의 대표적 교량형식에 대한 실내외 시험을 통해 대수감소율을 적용하여 감쇠비를 분석하였다. 따

라서 철도교량의 감쇠비는 하중크기, 가진주파수, 진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 철도

설계기준에 제시된 감쇠비 하한치와 비교하여 PSC구조 및 강합성구조 철도교량의 경우 감쇠비 하한값을 1.0%

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었다.

주요어 : 철도교량, 구조형식, 감쇠비, 실내실험, 현장계측,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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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교량 구조형식별 모형실험

2.1 개요

복합적인 동적하중이 재하되는 철도교량에서 감쇠비 산정

을 위해서는 실 열차하중에 의한 철도교량 동적거동 실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의 실 교량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실

험은 하중재하의 조건과 다양한 인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실

험 환경이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축소모형 시험을 통해 상

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속 및 일반철도 교량형

식들에 대하여 형식별, 재료별 대표단면을 선정한 후, 공진

이 발생하는 가진주파수에 대한 동적하중을 재하하여 이에

대한 각 교량형식별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를 분석하였다.

2.2 모형교량 선정 및 시험방법

철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량의 폭으로는 고속철도 복선

의 경우 14.0m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단선교량의 경우라 하

여도 표준화된 단면은 없으나 최소 노반폭 4.0m에 좌우측

유지관리통로 등을 감안하여 9.0m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

로 실제 철도운행에 필요한 교량의 폭은 4.0~9.0m 정도이

지만, 이 경우 제작 및 운반의 어려움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되며 실험장소의 제약으로 인한 실내시험의 어려움 등이 발

생된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단선궤도를 부설할 수 있도

록 철도 침목의 폭(2.5m)이상인 3.0m를 교량폭으로 결정하

였다. 

실험체 교량의 형식은 현재 철도교량의 상부구조로 사용

되고 있는 대표적인 형식 중에서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교량

및 일반철도에서 장지간으로 사용되는 PSC Box, 소수주형

(Twin I-shaped steel composite girder), Steel Box를 선정하

였다. 사용되는 일반적인 철도교량의 길이는 25~40m이지만,

교량 설계의 목적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의 설계가 아

닌 구조적 감쇠에 대한 분석이므로 실험체의 제작, 실험장

소를 감안하여 10~16m정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Steel Box

의 길이를 10m로 한 것은 구조해석결과 단선에 대한 궤도

하중을 지지할 수 있고, Eurocode에서 제시한 20m미만 교

량에 대한 감쇠비 하한값 분석을 위해 제작하게 되었다. 여

기에 교량형식별 단면강성과 고유진동수를 감안하여 Table

1과 같이 형식별로 최적의 교량길이를 적용하였고, 지점조

건은 롤러(roller)와 힌지(hinge)로 양단부를 지지하도록 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재하장치는 250kN용량의 동적 가진기

(actuator)로 별도로 구성된 재하 프레임을 통해 교량과 일

체화되어 가진되는 형식이며, 감쇠비를 추정하기 위한 자유

진동 신호를 얻기 위해 Quick Release기능을 활용하였다. 센

서는 교량중앙부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였고, 0.1~25Hz까지 각

주파수별로 가진 후 Quick Release를 통해 확보된 자유진동

신호를 추출하였다. 

Table 1 The specimens for modal test 

Type of bridge Size(m) Cross section View of bridge models

Concrete PSC Box model

width: 3.0

length: 16

height: 1.5

Steel-Concrete 

Composite

Twin I-shaped steel 

composite girder model

width: 3.0

length: 15

height: 1.25

Steel Box model

width: 3.0

length: 10

height: 1.25

Table 2 Maximum to minimum load range

Index
Max. load

(kN)

Median load

(kN)

Min. load

(kN)
Load range(kN)

17-1 170 161.9 153.8 ±8.1(±5%)

17-2 170 147.8 125.7 ±15.4(±15%)

17-3 170 136.0 102.0 ±34.0(±25%)

22-1 220 209.6 199.0 ±10.5(±5%)

22-2 220 191.3 162.6 ±28.7(±15%)

22-3 220 176.0 132.0 ±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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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비는 자유진동 신호영역에 대한 대수감소율(logarithmic

decrement)[8] 분석을 통해 그 값을 추정하였으며, 감쇠비의

경우 최대하중과 하중의 진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70kN, 220kN의 2가지 경우의 최대하중에 대해 각각 하중

진폭을 Table 2와 같이 구분하여 시험체에 재하하였다. 여

기서 최대하중 170kN는 KTX의 축중을, 220kN은 일반적인

디젤 동력차 및 새마을 객차와 동력차의 축중을 대표하는 값

이다. 재하된 하중의 중앙하중(Median Load)으로부터 케이

스별로 고정된 최대하중까지 5%, 15%, 25%의 3가지 경우

에 대한 진폭이 발생되도록 가진기(actuator)를 설정하여 시

험체별로 가진하였다.

2.3 철도교량 구조형식별 실험결과

Fig. 1은 모형시험체에 대한 동적가진 시험결과에 대한 예

시를 보여준다. Fig. 1(a)는 비공진시 응답이고, (b)는 공진

시 응답을 나타낸다. 시험체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는 가진

주파수 재하 시 동적응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실 열차하중에 의한 동적응답 측정결과에 비해 매우

선명한 자유진동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응답 자유진동영역에 대하여 대수감소율

을 적용하여 감쇠비를 분석하였다. 

Fig. 2는 최대하중 170kN, 220kN 재하하였을 때 가진주

파에 따른 PSC Box, 소수주형강합성, Steel Box model의 감

Fig. 1 Example of measured dynamic response for the specimen

Fig. 2 Damping ratio of specimens according to the dynamic loading conditions



철도교량 구조형식별 감쇠비 하한값 산정을 위한 시험적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2호(2012년 4월) 157

쇠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진주파수 변화로 인한 교량

의 감쇠비 변화는 크지 않으며 최대하중, 하중진폭에 대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각 경우에 따

라 계산된 PSC Box model의 감쇠비는 0.60~1.70%로 170kN

재하 시 평균 1.208%, 220kN 재하 시 평균 1.272%로 분석

되었다. 이는 Eurocode에서 제시하는 1.28%(PSC 경간 20m

이하 산정)의 감쇠비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소수주형강

합성 model 감쇠비의 경우 0.92~2.19% 범위로 170kN 재하

시 평균 1.492%, 220kN 재하 시 평균 1.230%로 분석되었

으며, Steel Box model 감쇠비의 경우 0.70~2.30% 범위로

170kN 재하 시 평균 1.419%, 220kN 재하 시 평균 1.528%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SC Box에 비해 낮지 않은

감쇠비임을 알 수 있다. 즉, 소수주형강합성교와 Steel Box

의 경우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와 강거더의 합성에 의해 PSC

Box(콘크리트 교량)에 비해 낮지 않은 감쇠비를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단, 감쇠비가 하중의 크기, 즉 변위량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실험에서의 하중재하에

는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이나 스페인의 현장계측결

과에 비해 비교적 작은 감쇠비가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철도교량 구조형식별 현장계측

3.1 현장계측 대상교량 및 시험방법

유럽 및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

감쇠비 선정 등에 있어 현장계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철도교량의 운행열차하중에 의한 동적거동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행 중 실제 열차에 의한 현장계측이 필

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도 현장계측을 통해 국내 대표 교량

형식들에 대한 감쇠비를 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주요 간선에서 대표적인 교량형식

들을 선정하고 실 운행 상태에서 철도교량의 동적응답에 따

른 감쇠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대상교량으로 선정된 고속선 6개소, 기존선 3개소의 현황

및 구분은 Table 3과 같다. 다양한 지간 및 교량형식이 반

영되도록 계측교량을 선정하였으며, 모든 교량에서 명확한

계측응답결과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간 중앙 하부에 2g 가

속도계를 설치하였고, 응답스펙트럼의 해상도를 위하여 데

이터 취득속도(sampling rate)는 100~1,000Hz로 설정하였다.

대상차량은 고속차량(KTX)과 일반차량(무궁화, 새마을) 모

두를 기록하였으며, 각 교량별 열차운행에 따른 계측횟수는

8~30회였고, 기간은 열차가 교량에 진입하기 일정시간 전부

터 통과 후 자유진동이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계측하였다. 

3.2 현장계측 결과

Fig. 3은 현장계측을 통해 교량형식별 측정된 진동가속도

예를 보여준다. Fig. 3(a)와 같이 PSC Box인 연제교(단순교)

의 경우 KTX 운행에 따른 전형적인 공진측정파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열차 통과 후 뚜렷한 자유진동파형이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실 열차하중이 통과한 후 교량의 자유진

동영역에 대하여 대수감소율을 적용하여 감쇠비를 산정하였

다.

4. 철도교량 구조형식별 감쇠비 분석

4.1 실내외 실험을 통한 감쇠비 산정

감쇠비 추정은 제어된 실험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분포도를 갖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내외 실

험을 통해 측정된 가속도파형에서 자유진동영역에 대한 측

정결과를 대수감소율을 적용하여 감쇠비를 산정하였고, 통

계학적 분석을 통해 감쇠비를 산정하였다.

4.1.1 실내실험을 통한 감쇠비 산정

실내실험을 통한 감쇠비 산정결과는 Fig. 4, Table 4와 같다.

콘크리트 재질의 PSC Box의 감쇠비는 0.603~1.707%사이

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평균 1.208~1.272%정도로 분석되었

다. 소수주형강합성 및 Steel Box와 같이 강합성 교량은 다

소 큰 분포도를 보이며 평균 1.230~1.528% 감쇠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Eurocode의 제안치와 비

슷하거나 다소 상향된 결과를 보이며, 일본이나 스페인에서

제안하는 PSC 교량에 대한 결과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재하된 하중이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변위이력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장계측 결과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

Table 3 Type and span length of object bridge

Name line Length (m) Type remark

Yunjea bridge 1 Kyeong-Bu high speed line 40 PSC Box Prestress concrete

Yunjea bridge 2 Kyeong-Bu high speed line 2@40 PSC Box Prestress concrete

Jitan bridge Kyeong-Bu high speed line 2@50 Twin I-shaped girder Steel/Composite

Yiwon bridge Kyeong-Bu high speed line 40 Twin I-shaped girder Steel/Composite

Bongsan bridge Kyeong-Bu high speed line 25 PSC girder Prestress concrete

Dasu bridge Kyeong-Bu high speed line 40 PSC Box Prestress concrete

Chunan-Meagok bridge Janghang line 35 IPC beam Prestress concrete

Dogok bridge Jungang line 39 Precom Steel/Composite

Chochunchun bridge Kyeong-Bu line 26.5 Preflex beam Steel/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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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강합성 교량의 경

우 Eurocode에서는 경간장 15m의 경우 1.125%의 값을 제

안하고 있고, PSC 교량의 경우에는 1.035%의 감쇠비 하한

값을 제안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경간장 15m에서

강합성구조가 PSC 구조에 비해 낮지 않은 감쇠비를 확보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1.2 현장계측을 통한 감쇠비 산정

현장계측을 통한 감쇠비 산정결과는 Fig. 5, Table 5와 같다.

PSC 구조인 연제교, 봉산고가, 다수고가, 천안매곡교의 경우

1.05~3.10%사이의 감쇠비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26~2.38%

의 감쇠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합성 교량인 지

탄교, 이원고가, 도곡교, 조천천교의 경우에는 0.78~2.82%의

다소 큰 분포도를 보였으며, 평균 감쇠비는 1.12~1.53%로 분

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실내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Eurocode

Fig. 3 Example of acceleration signal measured from railway bridge

Fig. 4 Normal distribution of damping ratio by statistics analysis

Table 4 Damping ratio estimation results by laboratory test

Max. 

load

(kN)

Average

(%)
S.D.

Min.

(%)

Max.

(%)

Number 

of data

PSC Box 

model

170 1.208 0.126 0.918 1.458 75

220 1.272 0.204 0.603 1.707 75

Twin I-

shaped steel 

composite 

girder model

170 1.492 0.327 1.019 2.198 56

220 1.230 0.241 0.920 2.087 52

Steel Box 

model

170 1.419 0.341 0.825 2.302 48

220 1.528 0.365 0.708 2.13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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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값과 비슷하거나 다소 상향된 결과를 보이며, 일본이나

스페인에서 제안하는 PSC 교량에 대한 결과보다는 다소 낮

은 수치이다. 특히 강합성 교량의 경우 Eurocode에서는 경

간장 20m이상에 대해 0.5%의 감쇠비 하한값을 제안하고 있

고, PSC 교량의 경우에는 1.0%의 감쇠비 하한값을 제안하

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현장계측 결과 강합성구조가 PSC

구조에 비해 낮지 않은 감쇠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Fig. 5 Normal distribution of damping ratio by statistics analysis

Table 5 Damping ratio estimation results by laboratory test

Bridge name
Length

(m)

Average

(%)
S.D.

Min.

(%)

Max.

(%)
Number of data

Yunjea bridge 1 40 1.92 0.194 1.77 2.43 17

Yunjea bridge 2 2@40 1.42 0.602 1.05 2.80 26

Jitan bridge 2@50 1.12 0.222 0.92 1.46 12

Yiwon bridge 40 1.47 0.762 0.78 2.82 24

Bongsan bridge 25 2.38 0.798 1.84 3.10 21

Dasu bridge 40 1.64 0.689 1.25 2.33 16

Chunan-Meagok bridge 35 1.26 0.220 1.05 1.45 13

Dogok bridge 39 1.53 0.526 1.32 2.06 12

Chochunchun bridge 26.5 1.26 0.253 1.11 1.4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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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철도교량 구조형식별 감쇠비 평가

실내외 실험을 통해 철도교량 형식별 감쇠비를 평가한 결

과는 Table 6과 같으며, 이를 Eurocoded와 비교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Eurocode의 변경된 감쇠비는 과도한 규정이라는 의견이 있

으며, 이에 따라 스페인 및 일본 등은 자체적인 감쇠비 규

정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실내/외 실험결과, 국내 PSC 구

조 교량의 경우에는 안전측으로서 Eurocode의 감쇠비 제안

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경간장이 20m이상

으로 슬래브가 콘크리트로 이루어지거나 강재가 매립된 형

태의 강합성 구조의 경우에는 PSC 구조와 감쇠비에서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고 1.0% 이상의 감쇠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량 모형실험과 현장계측을 통해 철

도교량 구조형식별 감쇠비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철도교량 구조형식별 감쇠비 분석결과, 하중크기, 진폭, 가

진주파수에 따른 감쇠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PSC구조의 경우 감쇠비는 약 1.2~2.5%, 강합성구조의

경우 감쇠비는 약 1.1~1.7% 범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분

석되어 Eurocode의 강합성구조에 대한 감쇠비 하한값인 0.5%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m이상의 PSC 구

조와 강합성구조 철도교량은 감쇠비 하한값을 1.0%로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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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limit for design manual of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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