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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행열차하중에 대한 철도교량의 동적해석은 열차의 고속

화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특히, 국

내의 경우 경부고속철도의 도입과 더불어 도로교량과 가장

대별되는 특성인 열차 주행에 따른 교량의 동적거동을 규명

하기 위해 다양한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 방법에 대한 개

발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열

차가 교량을 주행하는 동안 탈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행안전

성과 승객의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만

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 방

법 및 프로그램[1]의 검증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

으로 고속철도 교량은 상업 운행 중에는 교량을 통과하는 열

차의 속도가 대체적으로 일정하여, 다양한 속도별 동적거동

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전 시운전 기간을 통해 열차의 속도별 시

운전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량의 열차 속도별 동적

거동을 계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경부고속철도 교량 중 가장 대표적인 형식인 PSC 박스거

더 40m 경간에서 수행된 계측과 분석된 동적응답은 개발된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으로 연계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속도대역에서 교량의 연직변위와 연직가속도가

잘 일치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공진이 발생한 임계속도 주행

부근에서의 해석과 실험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여, 실

제 발생한 감쇠비 분석 및 이를 해석에 재적용 하는 방법

으로 재검증하였다.

2. 본 론

2.1 측정 대상 교량

경부고속철도 교량은 PSC 박스거더 교량이 대부분을 차

Abstract In general, it is difficult to measure dynamic responses of a bridge with stepwise increasing speed of a train dur-

ing commercial service on a high speed railroad. However, before opening the 2nd stage of the Gyeongbu high speed rail-

road, there was an opportunity for field tests and measurements of the bridge with stepwise increasing speed(from 170km/

h to 315km/h). The measured response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a developed bridge/train interaction analysis.

Although good agreement was found throughout almost the entire range of speeds, relatively larg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vicinity of the critical speed at which resonance behavior of the bridge occur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is, re-

analyses are performed with re-estimated damping ratios from field tests.

Keywords : Railroad bridge, Moving load analysis, Dynamic behavior, Damping ratio, High speed railroad

초 록 고속철도 교량에서는 상업 운행 중에는 대부분 통과속도가 일정하여 속도별 동적 거동에 대한 실험적

계측 및 분석이 불가능하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시운전 시 KTX 열차의 속도별 시운전이 가능하였으

며, 속도별 운행에 대한 교량의 동적응답 계측이 가능하였다. 이 계측 결과는 개발된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에

대한 검증 및 비교 분석으로 연계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속도대역에서 해석과 실험에 의한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나, 공진이 발생하는 임계속도 부근 주행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응답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공진 발생 시 감쇠비 값을 측정 시 응답을 통해 재추정한 결과를 반

영한 재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요어 : 철도교량, 이동하중해석, 동적거동, 감쇠비,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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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며, 일부 도로 횡단 구간 등에 소수주형 강합성

거더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PSC 박스거더 교량은 2@40m, 3@25m 등 연속교로 대부

분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지지된 교량을 대

상 교량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단순교가 연속교

에 비하여 동적응답 측면에서 위험 측이며, 공진 시 거동 등

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고속열차 KTX의 속도별 증속실험이 수행된 대상 교량은

경부고속철도의 대표적 교량 형식인 PSC 박스거더 교량으

로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임기2고가 중 40m 단순

교이다. 측정 대상 교량인 임기 2고가 PSC 박스거더 단순

교 40m 경간의 전경 및 중앙부 횡단면도는 Fig. 1과 같다.

대상 교량인 임기 2고가 교량은 2@40 등의 연속교로 대

부분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단순교 1@40 경간을 선정하

여 KTX 운행시 속도별 증속 실험 및 이에 대한 교량의 동

적응답 계측을 수행하였다.

2.2 측정 결과

교량의 연직변위가 교량 중앙부에서 LVDT를 이용하여 측

정되었으며, 연직가속도는 L/2, L/4 등에서 측정하여 속도별

최대값을 측정하였다. 이 외 추가로 단부회전각 등을 측정

하였다.

고속주행을 고려하여 sampling rate는 500Hz 이상으로 설

정하였으며, 측정된 가속도 신호는 100Hz low pass filter를

적용하여 신호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Euroocode 등에서는

30Hz 정도의 필터링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저주파

성분만 포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철도교

량의 가속도 분석에서는 50~100Hz low pass 필터링을 적용

하고 있다. Table 1은 측정이 수행된 KTX 열차의 속도 및

각 속도별 연직처짐과 연직가속도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동적응답 신호를 통해 추출된 대상교량의 첫 번째 휨 고

유진동수는 4.64Hz로 나타났다. KTX의 객차 간 중심간격

인 18.7m를 고려하면, 약 312km/h에서 공진이 발생함을 예

상할 수 있다.

정적 재하 시의 응답에 비해 일반적인 속도 대역에서는 응

답의 증폭이 매우 작으나, 공진이 발생하는 300km/h 주변

에서는 응답이 급격하게 증폭함을 알 수 있다. Fig. 2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250km/h 주행 시의 중앙부 연직변위 응답

Fig. 1 Imgi II bridge and cross-section of PSC box girder

Table 1 Measured speed of the train and dynamic responses of

the bridge

 Measured speed 

(km/h)

 Maximum vertical 

displacement (mm)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 (g)

 Static  1.28  -

 170  1.30  0.057

 200  1.32  0.048

 230  1.28  0.062

 240  1.26  0.066

 250  1.30  0.074

 260  1.28  0.066

 270  1.33  0.067

 280  1.39  0.077

 300  1.60  0.084

 315  1.45  0.083

Fig. 2 Time history curves of bridge vertical displa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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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인 KTX 주행에 의한 파형인 반면, 300km/h 주행

시에는 공진 시의 전형적인 동적 응답 형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3.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 및 현장 실험 

결과와의 비교

3.1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

일반적으로 열차와 교량의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열차와 교량의 질량, 감쇠, 강성 행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AP2000, MIDAS 등 상용 구조해석 S/

W에서 교량의 모델링을 수행하여 추출한 진동수와 모드형

상을 받아 교량의 시스템 행렬을 구성하고, 별도로 모델링

한 열차의 시스템 행렬을 커플링시켜, 열차와 교량의 상호

작용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의 장점은 복잡한 교량의 모델링을 상용 구조해석 S/W의 다

양한 요소를 적용해 쉽게 구성하고, 모드중첩법을 사용함으

로 인해 상호작용해석을 빠른 시간에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

다.

동력차 2량, 동력객차 2량, 객차 18량의 전체 20량으로 구

성된 KTX 열차의 모델링은 대차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동력차에 대해서는 총 38개의 자유도를 갖는 전체 모델링

을 수행하였으며, 관절형 대차가 적용된 객차에 대해서는

Fig. 3과 같은 대차 베이스 모델을 적용하여 차체(car-body)

에서 5개, 대차(bogie)에서 6개, 각 휠에서 x, z 방향 자유

도 각각 4개, 축에서 y방향으로 2개 등 총 21개 자유도를 갖

는 모델을 적용하였다[1]. 따라서, 전체 20량 KTX 모델에

대하여 2개의 동력차 모델과 19개의 대차베이스 모델이 사

용되었다.

열차의 시스템 행렬이 완성되고 상용 구조해석 S/W로부

터 교량의 시스템 행렬을 얻으면 식 (1)과 같이 최종 교량

-열차 운동방정식 행렬이 구성된다. 상세한 정식화 과정은 참

고문헌[1]에 수록되어 있다.

(1)

여기서, bb는 교량의 행렬, vv는 열차의 행렬, bv 및 vb는 교

량-열차의 커플링된 행렬을 나타낸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상호작용 해석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교량과 열차의 시스템행렬을 각각 구성한 후, 접

촉점에서 커플링된 교량/열차 행렬이 구성되며, 계산은 반복

없이 한번에 이루어지게 된다.

3.1 교량-열차 상호작용 해석

상호작용해석에 앞서 수행된 교량 수치 모델만의 자유진

동해석 결과 첫번째 휨 고유진동수는 4.41Hz로 나타나 공

진이 발생되는 임계속도는 297km/h로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험에 의해 나타난 4.64Hz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

었다.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은 350km/h까지 10km/h 간격으로

수행하였으며, 감쇠비의 경우 Eurocode[2] 및 철도설계기준

(노반편)[3]과 동일하게 PSC 구조에 대한 값인 1.0%를 가

정하여 적용하였다. 이 결과를 현장 측정 결과와 함께 비교

하였다. 또한 교량과 열차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열

차의 축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의 이동집중하중 해석

을 상용 구조해석 S/W인 MIDAS를 이용해 수행한 결과와

동시에 도시하였다.

Fig.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직변위의 경우 공진과 관

계없이 일반 속도 대역에서의 값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해석은 상용 구조해석 S/W에 의한 이동집

중하중 해석에 비해 공진을 일으키는 임계속도가 열차의 질

량효과가 포함되어 미세하게 저속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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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ssenger car model for KTX

Fig. 4 Flow chart of bridge-train intera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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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동집중하중 해석이 전반적으로 응답을 과대평가

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측정 결과와 해석 간의 상당한 오차를 나

타내는 연직가속도의 경우에도 Fig. 6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단, 공진이 발생되는 임계속도, 즉 본 교량의 경우 300km/

h 근방에서의 오차는 연직변위와 연직가속도 모두 상당히 크

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감쇠비 보정

전술한 바의 교량-열차 상호작용해석에 적용된 교량의 감

쇠비는 1.0%의 값이다. 감쇠비는 일반적인 속도대역에서는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으나, 공진이 발생하는 임

계속도에서의 응답의 크기에 대해 매우 지배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진동해석과 현장에서의 고유진동수 분

석을 통해 교량의 강성 및 질량에 대해서는 설계값과 현장

측정값의 충분한 일치를 확인했다고 판단하여, 해석 시 가

정된 감쇠비의 보정에 주목하였다.

현장 측정 신호로부터 감쇠비를 추출하는 일반적인 방법

은 자유진동 신호에 대해 대수 감쇠(logarithmic decrement)

를 적용하여 추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제의 자유진동 감쇠

는 대수 감쇠가 아니고 랜덤한 성향이 강하므로 본 연구에

서는 최근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확장형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에 의한 감쇠비 추출법[4]을 적용하였다.

칼만 필터는 백색잡음을 가지는 선형시스템의 최적 필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확장형 칼만 필터는 기존의 칼만필

터를 이용하여 비선형 시스템이나 가변 시스템 등에서도 적

용이 가능하도록 확장한 것으로 준최적상태 추정방법 중 하

나이다. 칼만 필터와 확장형 칼만 필터는 기본적으로 prediction

process와 filtering process로 구성된다. Prediction process는

전 단계의 상태벡터와 상태천이함수(state transfer function)

를 이용하여 현 단계의 상태벡터를 예상하는 시변개선과정

(time updating process)이며, filtering process는 prediction

process에서 개선된 현 단계의 상태벡터를 계측값과 천이함

수, 칼만 계수(Kalman factor) 등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계측

값을 이용한 개선 과정(measurement updating process)이다.

Fig. 7은 칼만 필터 및 확장형 칼만 필터의 간략한 알고리

즘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x0는 상태벡터의 초기값이며, 은 전 단계 상태

벡터 xk-1와 상태천이 행렬 A, 외부 입력 Uk와 외력의 천이

행렬 B로 예상되는 k 단계에서의 예상 상태 벡터이다. 또한,

x̂
k

Fig. 5 Measured and analyzed maximum vertical displacements according to the speed of the train

Fig. 6 Measured and analyzed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s according to the speed of the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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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는 예상 벡터 와 계측 벡터 Mk, 계측 벡터의 천이 행

렬 H로 확정되는 k 단계에서 최종 확정 상태벡터이며, vk,

wk, qk는 각각 상태 예상, 외력의 천이, 계측치를 이용한 보

정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이다[4].

일반적으로 감쇠비는 구조체의 재료 성질뿐 아니라 변위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해 변하게 된다. 즉, 변위가 크게 발생

하는 공진 시에는 감쇠비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공진 시 동적응답이 해석과 실험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실제 발생한 감쇠비가 가정된 1.0%의 감쇠비 보다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감쇠비를 보다 정확한 추출방

법인 확장형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8은 공진이 발생하는 임계속도와 가장 가까운 300km/

h 주행 시 교량 중앙부 연직가속도의 시간이력곡선을 나타

낸다. 실제로 응답의 자유진동신호는 정확한 대수감쇠를 형

성하지 못해 이 응답의 자유진동신호를 이용하여 전술한 바

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장형 칼만 필터 방법을 적용한 결

과 3.23%의 감쇠비가 추출되었다.

감쇠비는 일반적인 속도 대역에서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

은 적은 반면, 공진 시 속도에서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진이 발생하는 300km/h 주행

시 도출된 감쇠비를 적용하였다.

4. 최종 비교 결과

실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응답신호를 확장형 칼만 필

터 방법에 의해 분석하여 추출된 3.23%의 감쇠비를 적용하

여 기존 해석 시 가정하여 적용하였던 1.0%의 감쇠비에 의

한 응답과 비교하였다.

Fig. 9는 연직변위에 대한 실험 및 해석 결과이며, Fig. 10

은 연직가속도의 실험 및 해석 결과이다. 연직변위와 연직

가속도 모두 기존의 감쇠비 1.0% 적용 시에 비해 실험결과

와 매우 근접하게 잘 일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진

과 관계없는 일반 속도대역에서는 감쇠비에 의한 응답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부공진 영역인 150km/h 근방과 특

히 실험과 해석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던 공진 영역인 임

계속도 300km/h 근방에서의 응답 오차가 확연히 줄어들어

현장 측정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쇠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실측에 의

한 분석의 경우에도 매우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

이다. 다만, 본 실험 및 대상 교량의 경우에는 1.0% 감쇠비

의 가정은 매우 엄격한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

은 결과는 향후 감쇠비 기준의 개정에도 좋은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고속철도 교량은 상업 운행 중에는 대부분 통과하는 열차

의 속도가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학문적 가치가 높은

열차의 속도별 주행시 교량 동적응답에 대한 실측의 기회는

매우 드물게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2

단계 개통 전 시험운행 기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 교량의

대표적 형식인 PSC 박스 거더 교량에 대한 KTX 열차의 속

도별 통과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실측된 교량의 운행한계기준 평가 항목인 동적 연직변위

와 동적 연직가속도 응답은 새롭게 개발된 교량-열차 상호

작용해석 결과와의 비교 검증에 활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속도 구간에서 변위 및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잘

일치하였으나, 공진이 발생되는 임계속도 부근에서의 응답

은 해석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 과정 중, 실 교량에서 발생되는 감

쇠비는 국내외 기준 등에서 가정하는 감쇠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가장 최신의 감쇠비 분석 방법인

확장형 칼만 필터 방법을 적용하여 실 응답 신호로부터 감

쇠비를 추출하였다.

새롭게 추출된 감쇠비를 적용하여 교량-열차 상호작용해

석을 재수행한 결과 임계속도 부근에서의 연직변위 및 연직

가속도 응답의 실험 및 해석 결과가 매우 근접한 값으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공진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큰

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감쇠비가 국내외에서 가정하는 값에

x̂
k

Fig. 7 Algorithms of extended Kalman filter method

Fig. 8 Time history curve of vertical accelerations at a speed of

3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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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실제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쇠비는 공진 시 동적응답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요소이

며, 이에 따라 설계 시 동적안전성 검토의 가장 지배적인 요

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열차 속도별 교량 응답의 데이터 확보 및

개발된 해석프로그램의 검증 외에도, 공진 시 응답 신호로

부터의 감쇠비 추출에 대한 데이터를 다수 확보할 경우 향

후 감쇠비 기준의 합리적 개정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400km/h급 선로구축물(호남고속철

도) 설계기준 연구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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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measured and analyzed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s with revised damping ratio

Fig. 9 Comparison of measured and analyzed maximum vertical displacements with revised damping ra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