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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이동하중 작용시 구조물 접속부의 동적 거동특성 연구

Study on Dynamic Characteristics of Structure Approaches by Train Moving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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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있어서 시공공기 만회 및 동절

기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노반신설 공사의 개착터널

및 BOX구조물의 시공방법을 현장타설공법에서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BOX구조물의 동적영향에 대

한 검토 방법으로 UIC 776 방법에 의해 고유진동수 해석을

통하여 1차 휨모드 고유진동수의 경간별 허용 범위를 검토

하여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적인 동적검토를 수행하도록 되

어있다[1]. 구조물이 위치한 구간은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고

속열차의 상용화를 위한 400km/h급 인프라 건설 필요성에

의해 선정된 Test Bed가 설치되는 곳으로 현재 호남고속철

도 기준에 의해 350km/h급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차세대

고속열차의 430km/h 증속 및 KTX 운영차량의 증속 시험시

동적영향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고속철도의 열차 이동하중과 같은 동적영향에 대한 노반

및 궤도의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토공 노 반 침하

의 원인은 노반의 지지력 부족이나 지지강성의 불균일 등

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열차의 운행속도가 증

가하고 구조물의 형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원인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이 원인 중 하나가 노반의 동적응답특성으로 노

반의 구조와 재료강성의 변화를 통한 이층노반구조의 동적

응답특성과 속도대역별에 따른 동적응답특성의 연구가 수행

되었다[2-4]. 홍철기 등[5]은 콘크리트 슬라브의 노반 침하

에 대한 슬라브궤도/차량 상호동적해석 연구를 통해 350~

400km/h에서는 노반침하량이 20mm 이상일 경우 허용한계

를 초과하여 레일과 슬라브의 손상이 예상되므로 10mm 이

하의 노반침하량을 제시하였으며 조성정 등[6]은 실제 운행

선에서 발생하는 접속부 궤도의 동적거동을 감안한 설계지

침이 미약함에 따라 설계지침 개발을 위한 접속부 궤도의 동

적응답을 측정하고 이론식을 이용하여 궤도의 탄성력 및 궤

도부담력을 산출하였다. 선행된 연구에서는 접속부 궤도/노

반의 동적거동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수치해석적, 실험적 접

근방법으로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시공중인 구조물

이거나 현재 상용중인 또는 상용될 고속철도 이동하중의 통

합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공예정인 구조물을 대상으로 호

남고속철도 구간 내에 위치한 구조물 중 열차하중의 직접적

인 영향이 예상되는 토피고가 낮은 구조물을 Fig. 1과 같이

선정하였고 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고속열차의 운행시

열차하중에 의한 동적영향 검토를 수행하여 지중구조물과 인

접 토공구간 접속부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 궤도노반의 변

Abstract This paper systematically analyzes the dynamic effects of structure approaches which are expected to have

direct effects on train loads - according to the train's acceleration as the area under consideration is located in a section

where acceleration of high speed railway vehicles and the train's operating speed happens. In addition, through an examina-

tion of the dynamic train loads, dynamic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embedded structures and structure approaches were

analyzed and a numerical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rack subgrade and the safety

of the structure. As a result, we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dynamic effects by train loads is low, but somewhat high ver-

tical acceleration occurs 

Keywords : Structure approach, train moving load, Dynamic, HSR, Precast box structure

초 록 본 논문은 구조물이 위치한 구간에 대하여 향후 최고시험속도 430km/h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 및 고속

열차 운영속도의 증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인 열차하중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구조물 접속부를 대상으로

열차 증속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영향을 시스템적으로 거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열차하중에 의한 동적영향 검

토를 수행하여 지중구조물과 인접 토공부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 궤도노반의 성능평가 분석, 열차이동하중의 동

적영향으로 인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열차하중에 따른 동적영

향은 적지만 연직가속도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구조물 접속부, 열차이동하중, 동적해석, 고속철도, 프리캐스트 박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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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특성과 대상차량별 연직가속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열

차하중에 따른 지중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2. 본 론

2.1 유한요소해석

2.1.1 개요

구조물 및 성토모델을 이용하여 열차이동하중에 대한 동

적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궤도노반에 미치는 진동의 영향과 지

반의 거동, 구조물의 응력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2차원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유치해석을 통해 동적해석에 필

요한 구조물의 1차 및 2차 고유주기(고유진동수)를 계산하

고, 시간에 따른 열차이동하중 데이터를 해당 절점들에 입

력하여 열차 이동하중에 대한 동적해석을 수행 후 열차 하

중에 대한 주변 지역의 진동영향과 지반의 변위 및 응력, 구

조물의 변위와 응력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

였다. 구조물의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

하여 구조해석 프로그램 MIDAS GTS[7]를 이용하여 모델

링하였다.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유진동

수와 모드 형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MIDAS GTS에서는

Subspace Iteration방법과 Lanczos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채

택하고 있다. 본 검토에서는 Subspace Iteration방법을 적용

하였다. 

2.1.2 열차이동하중

BOX구조물과 노반의 동적특성 분석시 레일선상을 통과

하는 열차하중의 시간이력을 구현하기 위하여 레일에 재하

되는 윤중 및 횡압을 시간에 따른 등가절점하중으로 치환하

였다. 여기서는 윤중 및 횡압과 이로 인한 모멘트 하중만을

고려하였으며 직선구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틀림

하중은 고려하지 않았다.

각 열차의 제원은 Table 2와 같으며 다수의 집중하중으로

Fig. 1 Section view

Table 1 Structure details

Length

(m)

Size

(m)

Skew

(o)

Depth

(m)

Slope

(%)

112 2(4.85+12) 63 0.64 0 Table 2 Train specifications

HEMU train specification

Wheel load 140kN

Time interval 0.005sec

Number of wheels 24

Train speed 430km/h

Number of rail element 45

KTX train specification

Wheel load 170kN

Time interval 0.005sec

Number of wheels 46

Train speed 350km/h

Number of rail element 45

Fig. 2 Time-history load function of HEMU train load Fig. 3 Time-history load function of KTX trai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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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되는 열차이동하중의 시간이력을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각 축의 요소 내 위치를 Time Step마다 요소길이에 대해 무

차원화하여 계산하고, 임의 요소의 양단 절점에서 치환되는

절점하중 및 절점 모멘트하중을 각 절점별로 합산하여 하중

의 시간이력을 Fig. 2와 Fig. 3과 같이 산정.적용 하였다. 검

토하중은 차세대 열차모델 HEMU차량(윤중 140kN)과 KTX

차량의 열차하중(윤중 170kN)으로 최고속도, 운행속도를 고

려하여 산정하였다.

2.1.3 해석모델링 및 해석조건

대상 BOX구조물은 접속부 단면으로 구조물에 인접한 토

공부는 퇴적층(점토), 풍화토층(연약),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

암층의 지층 구조를 보이며 해석 검토를 수행한 구조물의 하

부 지반 종단면도는 Fig. 4와 같다.

지반은 탄소성모델인 Mohr Coulomb 모델을 사용하여 모

델링하였다. 구조물과 토공구간을 포함한 해석모델의 제원

을 살펴보면 Fig. 5와 같이 구조물 인접부의 메쉬 길이는

45m로 모델링 하였고 그 외 지반 메쉬길이는 100m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모델링에 의해 선형탄성 평면변형률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델링 층은 레일, TCL(Track Concrete Layer),

HSB(Hydraulic Stabilized Base), 강화노반, 노반, 퇴적층, 풍

화토, 풍화암, 연암 순으로 모델링 하여 실제 현장 지반여

건을 고려하였다.

Fig. 4 Vertical section

Fig. 5 Modeling

수치해석 대상에 속하는 원지반 지반정수는 호남고속철도

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지반조사 보고서(2010)를 참고

하였으며[8], 그 외 궤도노반의 물성치는 실제 호남고속철도

현장에서 적용된 값을 이용하여 Table 3, Table 4와 같이 해

석에 적용하였다. 지반은 지층별로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고 BOX구조물은 시공될 적합한 위치에 구조물

의 단면강성을 고려하여 Beam요소를 적용하였다.

열차 하중조건은 열차 종별, 속도별로 구분하여 Table 5

와 같이 선정하였으며 궤도노반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레일상면에서 발생하는 연직변위를 Fig. 6과 같이 A, B, C

3개의 포인트에서 관찰하였다. 본 구조물은 토피고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물 직상부보다는 구조물 접속

부구간의 노반 연직변위를 s1, s2, s3의 시점부와 e1, e2, e3

Table 3 Properties applied to trackbed

Classi

fication

Unit weight

(kN/m3)

Cohesion 

(kPa)

friction 

angle (o)

Elasticity 

modulus

(GPa)

Rail 78.0 - - 210

TCL 23.0 - - 34

HSB 23.0 - - 12.9

Reinforced 

trackbed
20 - 31 0.18

Lower trackbed 18 15 25 0.06

Table 4 Properties of PC box structure

Classi fication Properties (MPa)

Concrete design strength (fck) 50

 Yield strength of reinforcement (fy) 400

Concrete elasticity modulus (Ec) 33,234

Elasticity modulus (Es) 200,000

Concrete unit weight (RC) 24.5

Table 5 Load and operation condition

Load Running speed

HEMU 
430km/h

400km/h

KTX 

370km/h

350km/h

300km/h

Fig. 6 Displacement monitor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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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점부에서 관찰하였다. 그리고 열차운행의 안정성 측면

에서 구조물의 연직가속도를 검토하였다.

2.2 결과분석

2.2.1 레일상면 연직변위

선행된 연구로 각 국가의 열차주행 판정기준은 Table 6과

같다. 일본 신간센 판정의 각종수치는 일본의 동북 신간선

의 소산지구, 북상지구 등에서 각종 시험궤도의 성능확인시

험을 통해 얻어진 많은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설계치에 대

한 고찰 및 수정을 통해 주행판정에 사용하는 표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9]. 독일고속철도 시험항목, 평가기준 및 기

준값은 독일의 DE-Consult의 표준안이며[10], 국내 고속철

도기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

산구간 시설물검증시험용역” 보고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궤

도성능평가시 열차주행 판정기준으로 검토하였다[11]. 본 논

문에서는 위의 점검항목 중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준인 레

일의 수직변위에 대하여 열차이동하중의 동적영향으로 발생

하는 레일의 수직변위(4mm 이내)와 비교 허용치 이내인지

를 판단하여 궤도노반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레일상면 연직변위는 고려

된 모든 해석조건에서 2mm 이내로 발생하였다.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연직변위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나 그 값이

0.02~0.14mm의 작은 수치로 해석결과 열차의 속도변화보다

열차 차량의 하중이 좀더 지배적인 변수로 판단된다. Fig. 7

은 해석 구간의 열차종별 속도별 결과를 구조물의 시점, 중

앙, 종점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2.2.2 노반 연직변위

열차하중으로 유발된 노반의 연직변위는 Table 8과 같고

이를 Fig. 8로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노반 연직변위는 속도

에 의한 영향보다 열차의 하중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나 레일상면 연직변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구조

물 기준 시점부보다 종점부에서 0.1~0.2mm로 다소 작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EMU차량

과 KTX차량 모두 변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

대 변위가 1.881mm로 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인 2.5mm이내

를 만족하였다[12].

Table 7 Computed vertical displacement on rail surface (mm)

Train (km/h) Start Center End

HE

MU

430 1.212 1.422 1.266

400 1.193 1.448 1.159

K

T

X

370 1.731 1.787 1.261

350 1.724 1.783 1.123

Table 6 Criteria of driving train

Classification Japanese Shinkanshen German standard Korean standard

Lateral force 68kN (6.8tonf) 40kN (4tonf) 68kN (6.8tonf)

Rail vertical displacement 4mm 1.5mm 4mm

Sleeper vertical displacement 3mm 1mm 3mm

Rail stress (pulsating range)
150N/mm2

(1500kgf/cm2)

80N/mm2

(800kgf/cm2)

Fig. 7 Vertical displacement on rail surface

Table 8 Computed vertical displacement of trackbed (mm)

Train
Speed

(km/h)

Start End

s1 s2 s3 e1 e2 e3

HE

MU 

430 1.314 1.241 1.129 1.294 1.320 1.365

400 1.267 1.199 1.062 1.276 1.304 1.349

K

T

X 

370 1.717 1.645 1.569 1.726 1.757 1.824

350 1.677 1.602 1.534 1.713 1,745 1.809

300 1.881 1.793 1.552 1.663 1.689 1.726

Fig 8. Vertical displacement of track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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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대상차량별 연직가속도

영구구조물의 경우 진동가속도 크기는 직접적으로 구조물

손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피로손상이

나 주행안전성, 승차감 등에 영향을 준다. 상판의 연직가속

도의 과도한 발생은 궤도의 불안전성과 차륜/레일 접촉력의

감소 및 교좌장치의 들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윤중변동의

증가와 도상의 교란, 교좌장치 부반력 발생 등 철도구조물

특히 교량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량 구조물

설계시 제한하고 있다.

실제 운행열차 속도별 동적해석 결과 최대연직가속도는

Table 9와 같으며 Fig. 9와 같이 표현하였다. 구조물 중앙부

에서 측정한 최대연직가속도 결과는 0.7~0.9g이나 호남고속

철도 설계기준에서는 주행열차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철도교

량 상판의 최대 연직가속도는 유도상 궤도에서 0.35g, 무도

상 궤도에서는 0.5g로 연직가속도를 제한하고 있다[12].

하지만 호남고속철도의 설계기준은 안전율 2를 적용한 기

준으로 ERRI D214 보고서에 따르면 지점에서의 들림 현상

과 충격손상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바닥판의 가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바닥판이 상향가속 할 때 지점 반력은

줄어들고 상향가속의 최대값은 경간이 열차의 가장 긴 차축

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재하 된 하중이 없을 때나 마지막 차

축이 바닥판에서 벗어난 직후 교량이 자유진동 할 때에 나

타난다[13]. 따라서 바닥판 가속도가 전 경간에 걸쳐 평균

적으로 1.0g를 초과할 경우에는 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링은 레일 패드 및 열차차륜

의 감쇠효과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BOX구조물의 특성상 들

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교량과 같은 연직가속도에 불리한

조건의 구조물이 아니므로 안전율 2를 고려하지 않은 1.0g

의 연직 가속도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

로 연직가속도 해석결과 값은 허용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3.2 지중 구조물의 안정성

3.2.1 구조물의 단면력 검토

지중구조물은 지반의 거동에 따라 변위의 영향을 받아 변

형하며 단면력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이동하중 재

하시 발생하는 처짐을 충격계수를 고려한 정적하중 재하시

구조물에 발생하는 단면력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

과 충격계수를 고려한 정적하중 재하시 발생하는 단면력은

92.76kN.m로 Fig. 10의 결과와 같이 열차이동하중의 동적영

향에 의한 단면력 보다 크게 고려되어 활하중에 대해 안전

측의 단면력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3.2.2 활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철도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사

용성과 더불어 승객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구조물 상부 슬래

브 중앙부 처짐을 검토하기 위해 철도설계기준에서 규정하

는 허용처짐량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인 L/1600을 적용하여

허용처짐량을 검토한 결과와 본 논문에서수행한 동적이동하

중 재하시의 처짐량을 비교 검토 하였다. 열차이동하중에 의

한 동적영향 결과는 구조물에 대한 상부슬래브의 처짐량을

측정하였다.

프리캐스트 상부 슬래브에서 발생하는 처짐은 Fig. 11과

같이 1.7mm이내로 발생하였다. 구조물 상부 슬래브 중앙부

처짐을 검토한 결과 Table 10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열차이

동하중의 동적영향 고려시 철도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허용

처짐량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인 L/1600을 만족하여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도노반의 안정성을 검토한 레일연직변위, 노반연직변위,

열차운행의 안정성을 검토한 연직가속도, 지중구조물의 안

정성을 검토한 단면력과 구조물 처짐의 검토결과를 Table 11

과 같이 정리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향후 최고시험속도 430km/h급 HEMU 및

KTX 운영속도의 증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위치한 프리캐

스트 BOX 구조물 접속부를 열차 속도별로 하중을 재하하

여 열차하중에 따른 동적영향을 시스템적으로 검토, 분석하

였다. 해석결과 400km/h 증속에 따른 HEMU와 KTX 열차

이동하중에 의한 레일상면에 측정한 연직변위는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변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2mm 이내로

발생하였고 노반에서 측정한 연직변위는 레일상면 연직변위

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최대변위는 1.88mm로 설계기준인

2.5mm이내를 만족하여 궤도노반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단면력과 구조물 처짐도 허용기준 이내로 분석되어 동

적영향은 지중구조물 안정성과 궤도노반의 안정성에 미비한

Table 9 Computed vertical acceleration(g)

Train Speed (km/h) Center

HEMU
430 0.9033

400 0.8951

KTX 

370 0.8458

350 0.7206

300 0.7100

Fig. 9 Vertical acceleration by trai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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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연직가속도의 경우 변위에서 보이지 않

았던 속도상관성에 따른 가속도 결과를 보여주며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500km/h급 고속철도 연

구개발시 구조물 접속부에서 발생하는 연직가속도의 정확한

실제 계측과 이에 따른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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