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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다이어그램을 이용한 KTX와 HEMU 차량 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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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Characteristics of Simply Supported Single Span Bridges for KTX and 

HEMU using Design Diagram

조정래*
·조근희·곽종원·김영진

Jeong-Rae Cho·Keunhee Cho·Jong-Won Kwark·Young Jin Kim

1. 서 론

HEMU-430X(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430km/hr

eXperiment, 이하 HEMU) 차량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도로

201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차기 고속철 차량으로, 설

계최고속도 430km/hr, 영업운전속도 400km/hr이다. KTX 차

량에 비해 축중이 가볍고, 10량 편성, 12량 편성 등 수요에

따른 편성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1]. 기존의 고속철

도교량은 KTX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HEMU 차량

주행시 교량의 동적응답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차량이 병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요 지간장을 갖는 교량에

대한 동적응답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Fryba[2,3], Kurihara 등[4], Yang과 동료 연구자들[5-9],

Yang 등[10], Pan 등[11], Kwark 등[12], Yoshimura 등[13],

Dinh 등[14,15] 등 수많은 연구자들이 고속철도교량의 동적

응답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 중에

서 Yang등[7]은 단순지지된 보에 대해 공진과 소멸현상을 해

석적으로 유도하였다. 소멸현상은 공진과 더불어 철도교량

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하중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이다. 물리적으로는 특정 조건하에서 개별 하중이 교량을 지

나고 난 후 이로 인한 자유진동응답이 소거되는 현상을 의

미한다. 소멸현상은 공진시 응답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적용할 경우 최적 설계 지간장을 결정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단순보에 대해서는 이동하중 간격

의 1.5배로 제안하였다. Yang등[8]은 탄성받침을 갖는 단순

보에 공진과 소멸현상을 유도하였다. 탄성받침을 갖는 단순

보는 탄성받침의 연직강성에 따라 그 지간장이 변화된다. 한

국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공진시 소멸

현상을 이용하여 지간장을 적용하려 시도한 바 있으며, 일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ERRI design diagrams of KTX and HEMU applicable to simply supported single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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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KTX와 HEMU 차량 주행시 단경간 단순지지교량의 간편한 동적 해석을 위한 ERRI 설

계다이어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교량의 동적응답특성과 설계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많이 적

용되는 25m, 30m, 35m, 40m 지간장을 갖는 단경간 단순지지 교량에 대해 KTX 및 HEMU 차량 주행시 설계다

이어그램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선택된 4개 지간장 교량을 대상으로 각 열차하중에 대한 동특성을 분석하였

다. 또한 공진시 가속도 응답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단위길이당 질량을 지간길이, 차량유형, 감쇠비 등에 따라 제

시하였고 설계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25m 교량은 HEMU와 KTX 차량 모두 공진시 응답이 증폭되므로 공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30m 교량은 HEMU 차량, 35m와 40m 교량은 KTX 차량이 주

행할 때 응답이 증폭될 수 있으며 공진을 회피하거나 최소한의 단위길이당 질량을 배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요어 : 고속철도교량, 설계다이어그램, KTX, HE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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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는 초전도자기부상열차의 야마나시 시험선로에서는 차

량 중심간격이 24.3m이고 이로 인한 공진소멸을 위한 순지

간장은 36.45m인 점을 고려하여 경간을 37.5m로 결정하여

시공되었다.

ERRI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Eurocode의 토대를 구축하였

다[16]. ERRI의 연구 중 단순보를 대상으로 동적응답을 간

단히 계산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차량하

중을 이동하중으로 가정하는 방법 중에는 DER법, RIL법, 설

계다이어그램법 등이 있다[17]. 이중 DER법과 RIL법은 공

진시 응답을 근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설계다

이어그램법에서는 ETR Y500, ICE 2, Eurostar Capital Sets,

Double Thalys2 등 4종의 고속철도차량과 0.5%, 1%, 2%,

4% 등 4종의 감쇠비, 5m~40m에서 선택된 10종의 교량 길

이에 대해 설계다이어그램을 제공한다. 설계다이어그램은 교

량 길이에 따라 미리 설정된 질량과 고유진동수를 갖는 기

준계를 사전 계산을 통해 최대 변위와 최대 가속도 응답을

차량 속도와 고유진동수의 비로 나타낸 것이다. 임의 교량

의 차량 속도별 최대 동적 응답은 설계다이어그램으로부터

차량 속도와 고유진동수의 비에 해당하는 최대응답값을 읽

은 후, 해석대상교량의 질량과 고유진동수를 감안한 변환식

을 적용하여 별도의 계산없이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KTX와 HEMU 차량 주행시 단경간 단순

지지교량의 간편한 동적 해석을 위한 ERRI 설계다이어그램

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교량의 동적응답특성과 설계시 고

려사항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는 25m, 30m,

35m, 40m 지간장을 갖는 단경간 단순지지 교량에 대해 KTX

및 HEMU 차량 주행시 설계다이어그램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선택된 4개 지간장 교량을 대상으로 각 열차하중에 대

한 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진시 가속도 응답을 만족

하는 최소한의 단위길이당 질량을 지간길이, 차량유형, 감쇠

비 등에 따라 제시하였고 설계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2. ERRI의 설계다이어그램[17]

ERRI의 설계다이어그램법에서는 ETR Y500, ICE 2, Eurostar

Capital Sets, Double Thalys2 등 4종의 고속철도차량과 0.5%,

1%, 2%, 4% 등 4종의 감쇠비, 지간장 5m~40m에서 선택된

10종의 교량 길이에 대상으로 최대변위, 최대가속도, 동적응

답확대계수에 대한 설계다이어그램을 제공한다. 이들 설계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속도별 최대변위, 최대 가속도, 동적응

답확대계수를 별도의 계산없이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최대변위 및 최대가속도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하도록 한

다.

설계다이어그램은 단순교량을 대상으로 열차하중(T), 교량

길이(L), 감쇠비(ξ)에 따라 미리 설정된 단위길이당 질량(m)

과 1차 고유진동수(f1)를 갖는 기준계를 사전 계산을 통해 최

대변위(umax)와 최대가속도(amax) 응답을 차량속도(v)와 1차

고유진동수의 비(v/f1)로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Fig. 1은

T=KTX, L=35m, ξ=1%인 경우의 설계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으로 사용된 기준계는 m=27,000kg/m, f1=3.5Hz이다.

임의 교량의 차량 속도별 최대 동적 응답은 열차하중, 교

량길이, 감쇠비가 동일한 설계다이어그램으로부터 v/f1에 해

당하는 응답값을 읽은 후, 다음의 변환식을 통해 별도의 계

산없이 구할 수 있다[17].

(1)

(2)

여기에서 위첨자 r은 기준계를 의미한다. 식 (1)과 식 (2)은

최대가속도 및 최대변위 등의 최대응답이 열차하중, 지간장,

감쇠비, 단위길이당 질량, 1차 고유진동수이 주어진 상태에

서 v/f1에 의존하고 있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열차하중, 지간장, 감쇠비가 동일할 경우, 단위길이당 질량

과 1차 고유진동수가 다른 시스템의 최대응답은 서로 변환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T=KTX, L=35m, ξ=1%,

m=25,000kg/m, f1=3Hz 인 경우 v=300km/hr에서의 최대응답

은 Fig. 1의 설계다이어그램을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a
max

v

f
1

--- m; f
1
ξ
r
L
r
T
r

, , , ,⎝ ⎠
⎛ ⎞ m

r

m
------a

max

r v

f
1

--- m
r

; f
1

r
ξ
r
L
r
T
r

, , , ,⎝ ⎠
⎛ ⎞=

u
max

v

f
1

--- m; f
1
ξ
r
L
r
T
r

, , , ,⎝ ⎠
⎛ ⎞ m

r

m
------

f
1

r

f
1

---
⎝ ⎠
⎜ ⎟
⎛ ⎞

2

u
max

r v

f
1

--- m
r

; f
1

r
ξ
r
L
r
T
r

, , , ,⎝ ⎠
⎛ ⎞=

Fig. 1 Example of design diagram: T=KTX, L=35m, ξ=1%, m=27,000kg/m, f1=3.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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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0km/hr= 83.3m/sec에서 v/f1=83.3/3=27.8m이고, 이때의

기준계의 최대응답은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최대변위 4.04mm,

최대가속도 0.559m/sec2이다. 식 (1), (2)를 통해 변환하면 해

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v=300km/hr에서의 최대응답은 다

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m/sec2 (3)

(4)

한편 설계다이어그램으로부터 차량하중의 공진 특성을 이

해할 수 있다. Fig. 1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KTX 차량의 경

우 v/f1이 18.7m일 때 공진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18.7m

는 KTX 차량의 유효타격간격(d)이다.

3. HEMU와 KTX의 설계다이어그램

설계다이어그램은 교량의 속도별 최대동적응답을 간단하

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하중에 대한 교량의 동

적응답특성을 분석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KTX와 차세대 고속철 차량인 HEMU에 대해 국내에서 단

순지지교량 설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개 지간장에 대한

설계다이어그램을 제시하고 각 열차하중에 대한 교량의 동

특성을 비교하였다.

Table 1와 Fig. 2는 KTX 및 HEMU 차량의 제원을 나타

낸 것이다. KTX는 20량 편성이고, 축중은 170kN, 유효타격간

격은 18.7m이다. HEMU는 시제차량의 경우 6량 편성(HEMU-

6)이고, 향후 다양한 편성이 예상되므로 10량 편성(HEMU-

10), 12량 편성(HEMU-12)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HEMU

의 축중은 KTX에 비해 가벼운 140kN이고, 유효타격간격은

24.3m이다.

설계다이어그램으로는 국내에서 단순지지교량의 지간장으

로 흔히 사용되는 25m, 30m, 35m, 40m등 4개의 지간장을

선택하였다. Table 2와 같이 각 지간장에 대해 기준계를

ERRI 보고서[17]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기준계의 질량과

고유진동수는 변환식인 식(1)과 식(2)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실교량에서 사용되는 대표값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쇠

비는 0.5%, 1%, 2%를 고려하였다.

설계다이어그램 계산을 위해 지간당 20개의 보요소를 적

용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해석방법은 모드해석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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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TX and HEMU trains

Train case Arrangement of trains d* (m) Wheel load (kN) Total load (kN) Total length (m)

KTX P-M-16R-M-P 18.7 170 7820 387.19

HEMU-6 P-4M-P

24.3 140

3360 149.00

HEMU-10 P-8M-P 5600 246.20

HEMU-12 P-10M-P 6720 294.80

*: Effective beating distance

Fig. 2 KTX and HEMU trains



설계다이어그램을 이용한 KTX와 HEMU 차량 주행시 단경간 단순지지 교량의 동특성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5호(2012년 10월) 501

10개의 모드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시간이력해석을 v/f1를

0.1m 간격으로 40m까지 변화시키면서 수행하였으며, 각각

의 해석 결과로 부터 최대변위와 최대가속도값으로 다이어

그램을 계산하였다. 시간이력해석에서 총 해석 시간은 충분

한 자유진동해석이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해석간격 ∆t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17].

where, fmax = max(30Hz, 1.5f1, f3) (5)

여기에서 lE는 요소 길이이고, fmax는 UIC CODE[18]에서 제

안하는 현장실험 또는 해석을 수행하는 최대 진동수이다. 식

(5)는 개별 축중이 요소당 3회이상 타격되도록 하고, fmax 내

에 있는 모드 함수를 8개 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석간격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UIC CODE[18]에서 제안한

대로 fmax까지의 진동수 대역을 포함하도록 fmax를 Nyquist 주

파수로 설정했을 때 1/8fmax 대신 1/2fmax를 사용할 수 있으

므로, 식 (5)에 사용된 해석간격은 엄밀한 시간간격이다. 

Fig. 3은 KTX 차량에 대한 설계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

다. KTX 차량의 경우 L=25m, 35m, 40m인 경우 공진조건

(v/f1 = 18.7m)에서 주변의 속도에 비해 큰 응답을 나타내며,

감쇠비가 커짐에 따라 공진시 응답이 급격이 감소함을 보이

고 있다. 하지만 L=30m인 경우 공진조건에서 주변의 속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이 덜 증폭됨을 알 수 있다. 그 이

유는 L=30m가 공진소멸지간장인 L=1.5d =28.05m에 근접하

기 때문이다. Fig. 4-6은 HEMU차량에 대한 차량편성에 따

른 설계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HEMU 차량은 6량, 10

량, 12량 등 편성된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응답의 커

지며, 차량편성과 무관하게 L=25m, 30m, 40m에서 공진조

건(v/f1 = 24.3m)에서 응답이 증폭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L=35m인 경우 공진소멸지간장(L=1.5d =36.45m)에 근접하

기 때문에 공진시 응답이 상대적으로 증폭되지 않는다. 동

일한 지간장에서 차량하중을 비교할 경우 L=25m, 30m일 경

우 HEMU가, L=35m, 40m인 경우 KTX 차량이 큰 응답을

나타낸다.

4. 가속도 설계 조건 분석

국내의 경우 철도설계기준[19]에서 고속철도교량의 주행

안전성을 위한 설계제한치로 자갈궤도의 경우 0.35g, 콘크

리트궤도의 경우 0.5g로 교량 바닥판에서의 가속도를 제한

하고 있다. 또한 승차감 향상을 위해 처짐제한조건을 제시

하며, 탈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궤도의 면틀림을 제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적설계를 만족하는 교량은 가속도

의 제한규정이 설계시 만족해야하는 중요한 제한조건이 된

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전 절에서 제시한 설계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주어진 4개 교량에 대한 설계시 고려사항을 도출

하기로 한다.

고속철도 교량의 최대응답은 일반적으로 공진조건(v/f1 =

d, where d=18.7m for KTX, d=24.3m for HEMU)에서 발

생하게 된다. 식 (1)은 열차하중, 교량길이, 감쇠비가 동일

한 조건하에서 v/f1이 같을 경우 두 시스템의 최대가속도는

질량비를 통해 환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v/f1 = d

인 공진조건을 부과하여 임의의 단위길이당 질량을 갖는 교

량의 공진시 최대가속도를 기준계의 공진시 최대가속도로부

터 계산 가능하며 이 값은 공진을 허용하는 설계에서 설계

제한치보다 작아야 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6)

여기에서 ad는 자갈궤도의 경우 0.35g, 콘크리트궤도의 경

우 0.5g이다[19]. mr은 설계다이어그램시 적용된 기준질량이

고, armax은 설계다이어램 상에서 공진조건에서의 최대가속

도이다. 따라서 식 (6)에서 가속도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최

소한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 Table 3은 열차종류과 궤도

유형에 따라 설계속도 대역내에 공진속도가 존재하는 경우

가속도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한의 단위길이당 질량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HEMU 차량은 10량 편성(HEMU-

10)만을 고려하였다.

Table 3에 의하면 지간길이 25m의 경우의 KTX와 HEMU

모두 다른 지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단위길이당 질량

이 필요하다. 따라서 25m 교량은 강성을 키워 설계속도 대

역내에서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Table 4는 설계속도의 1.1배내에서 공진을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유진동수를 나타낸 것다. 다시말하면

25m교량은 KTX 차량의 경우 5.72Hz, HEMU 차량의 경우

5.41Hz 등 공진을 회피할 수 있는 고유진동수 이상을 갖도

록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30m 교량은 KTX 차량에 대

해 공진소멸지간장 근방에 있으므로 HEMU 차량에 비해 경

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만약 HEMU 차량과 KTX 차량이

병행하여 주행하는 신설노선의 경우에는 Table 4에 주어진

고유진동수 이상을 갖도록 설계하여 공진을 회피하도록 하

거나, Table 3에서 주어진 대로 HEMU 차량에 대한 최소

한의 질량을 배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KTX 차량이

공진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30m 기존교량의 경

우 HEMU의 주행 안정성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35m,

40m 지간장은 30m 지간장과는 반대로 HEMU 차량의 공

진소멸지간장에 근접한다. KTX 차량에 대해 가속도 기준

을 만족하고 있다면 HEMU 차량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족

하게 된다.

t∆ min
lE

3v
-----

1

8f
max

------------,⎝ ⎠
⎛ ⎞=

a
max v f

1
d=

m
r

m
------a

max

r

v f
1
d=

ad≤=

Table 2 Reference system for design diagram

Span L(m) m (kg/m) f1(Hz)

25m 20,000 4.5

30m 25,000 4.0

35m 27,000 3.5

40m 30,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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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sign Spectrums of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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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sign Spectrums of HEM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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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sign Spectrums of HEM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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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sign Spectrums of HEMU-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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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경간 단순지지교량을 대상으로 KTX와

HEMU 차량 주행시 동적특성을 ERRI 설계다이어그램을 통

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는 25m, 30m, 35m,

40m 지간장을 갖는 단경간 단순지지 교량에 대해 KTX 및

HEMU 차량 주행시 설계다이어그램을 계산하였다. 설계다

이어그램은 휨모드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1차 비틂 고유진동

수가 1차 휨 고유진동수보다 작거나 근접하는 경우에는 적

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교량 길이가 짧은 경우 궤도 구조를

따라 차량 하중이 종방향으로 분포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없

기 때문에 응답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도출된 설계다이어그램은 교량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별도

의 계산없이 속도별 응답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실무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진시 가속도 응답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단위길이당

질량을 지간길이, 차량유형, 감쇠비 등에 따라 제시하였고 이

를 통해 설계시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25m 교량은 공진

을 허용할 경우 가속도 응답을 만족하기 위해 KTX와 HEMU

차량 모두 다른 지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단위길이당 질

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계속도 대역내에서 공진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30m 교량은 공진

속도로 주행시 KTX 차량에 대해 유리하지만 HEMU 차량

에 대해 불리하다. 따라서 KTX 차량에 대해 설계된 기존

30m 교량은 별도의 동적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반면에 35m

및 40m는 공진시 HEMU 차량에 대해 유리한 지간장이므

로 KTX 차량에 대해 가속도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면

HEMU 차량 역시 기준을 만족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초

기 설계 단계에서 유용하게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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