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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lway bridge of the domestic still has been used steel base such as sperical bearing and pot bearing widely. 

However, the bearing of steel series is occured corrosion frequently, reduced durability and raised maintenance cost 

excessively due to the nature of the material. If the elastomeric bearing which is widely used in highway bridge 

is applied to the railway bridge, it will be able to compensate this defect a lot. In order to apply to the railway 

bridge used for highway bridge, is needed the control of the bridge ends deflection, lateral displacement and 

negative reaction.

Therefore, the elastomeric bearing can be applied to the railway bridge enough, if installed negative reaction key 

for control of the bridge ends deflection, improved shear wedge performance for control of the lateral force, adjust 

the thickness of the elastomeric pad for the minimize deflection, in addition, can be economic design of 

sub-structures due to damping effect.

1. 서론

국내 철도교량의 교량받침은 최근 일부 현장에서 포트받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페리칼 

받침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스페리칼 받침만이 철도교량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왔다. 

이는 철도의 상시하중에 대해 시․제동하중 작용시 과대한 수평력에 대한 저항 및 철도교 설계기준에 명

시된 부반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공되어 공용중인 스페리칼 받침은 잦은 부식발생으로 인한 내구수명 단축 등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이 발표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문(감사실-2016, 2009.11.06)에 의하면 30m 이내의 중소교량

에는 탄성받침을 적용토록 한 방법을 들 수 있다. 탄성받침은 도로교 분야에서는 내진받침으로는 최적

의 받침형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용 탄성받침을 철도교량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

제점이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철도교량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철도교량용 탄

성받침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여 철도교량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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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도로교용 탄성받침의 특징

도로교용 교량받침은 내진받침과 면진받침의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내진받침은 고무계열인 

탄성받침과 강재계열인 포트받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교량에만 주로 적용되던 탄성받침이 최근 일체

형 탄성받침의 개발 및 지진력 감쇠 효과를 보이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교용 탄성받침 

제원은 “KS F 4420 교량지지용 탄성받침”의 기준에 따른다. 도로교는 상시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거

동과 건조수축, 크리프에 의한 장기적인 거동 등 고정단 교량받침을 중심으로 신장 및 수축 거동을 하

고, 지진시에는 쐐기가 탈락하면서 전 교량받침이 지진력을 분담해서 하부구조물의 경제적인 설계가 가

능하다.

2.2 도로교용 탄성받침을 철도교에 적용시 문제점

도로교용 탄성받침은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상시에는 고정단을 중심으로 방향성별로 신축변위를 일

으키며, 지진시에는 쐐기의 탈락으로 전 교량받침이 지진력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즉 지진시에는 모든 

교량받침이 거동을 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도로교용 탄성받침을 철도교에 적용시 지진력이 발생하게 되

면 교축방향은 물론 교축직각방향으로도 교량받침이 거동하게 되므로 레일에 큰 변위를 발생시켜 열차 

탈선 등의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탄성받침은 적층고무패드와 패드사이에 강판을 삽입

한 구조로서 상부하중에 의해 미소한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철도교에서는 지점부에서 좌․우 레일의 

단차가 3m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에 이를 만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허용지진력 이내에서는 교축직각방향의 변위가 발생하여서는 안되며, 개별 적층고무두께를 최

소화 하여 압축강성을 증대시켜 처짐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철도교에 적용 가능한 탄성받침을 제안하고

자 한다.

2.3 철도교용 탄성받침 제원 선정

2.3.1 부반력 대책

철도교 설계기준에 따르면 모든 교량받침에는 계산상 부반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들림에 대하

여 저항할 수 있는 구조로 하게 되어 있다. 도로교용 탄성받침은 최근 상․하부 Plate와 탄성패드를 일체

형으로 제작은 하고 있으나, 부반력 등의 인장력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하지만 도로교에서도 상부 

구조물에 부반력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부반력 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즉, 철도교용 탄성받침에

는 도로교용 탄성받침에 전단쐐기와 더불어 부반력 키를 설치한다면 들림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2.3.2 처짐 대책

탄성받침은 KS F 4420 규정에 의거 개별 고무층 두께와 강판의 두께까지 결정이 된다. 하지만 이 규

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개별 고무층 두께가 두꺼워서 처짐량이 다소 크게 발생하게 된다. 철도교에서는 

처짐에 대한 규제가 도로교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개별 고무층 두께를 조정한다면, 도표 1에서 보듯이 

압축강성은 증대시키고 처짐량은 최소화함으로써 철도교에 적합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다음 식 1은 탄

성받침의 압축 스프링 계수 산정식으로써 개별 고무층 두께를 조절하여 압축강성을 키우고 처짐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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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단탄성계수

         : 체적탄성률

        
  : 탄성패드 가로, 세로 길이

         : 탄성패드 유효면적

도표 1은 개별 탄성패드의 유효고무두께는 동일한 조건에서 고무층 두께를 도로교용 탄성받침 대비 

50%로 했을 경우의 값이며, 고무층 두께를 줄일수록 압축스프링계수 값은 커지며 처짐량은 더욱 줄어

듦을 알 수 있다. 

도표 1. 3000kN 탄성받침의 처짐량 비교

수직

용량

(kN)

도로교용 철도교용
비 고

(압축스프핑계수/

처짐량 증감율)

고무

층수

유효

고무두께

(mm)

압축

스프링계수

(kN/m)

처짐량

(mm)

고무

층수

유효

고무두께

(mm)

압축

스프링계수

(kN/m)

처짐량

(mm)

3,000

5 48.0 2,424,985 1.237 10 48.0 5,706,767 0.526

2.353 / 0.425
6 60.0 1,939,988 1.546 12 60.0 4,565,413 0.657

7 72.0 1,616,657 1.856 14 72.0 3,804,511 0.789

8 84.0 1,385,706 2.165 16 84.0 3,261,010 0.920

2.3.3 교축직각방향 변위제어 대책

도로교용 탄성받침은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지진시에는 쐐기가 탈락하면서 모든 교량받침이 전방향

으로 가동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철도교에서는 횡방향으로의 변위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탄성받침의 탄성패드는 고무재질 특성상 수평력이 발생하게 되면 전단변형을 하는 구

조이다. 이런 전단변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용 탄성받침보다 강력한 쐐기가 필요하다. 즉 허용 

지진력 내에서 쐐기가 탈락하지 않고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한다면 교축직각방향 변위제어는 가능하

다. 따라서 고정단은 기존 강재받침처럼 고정단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교축방향 가동단은 교축직각방향

의 변위는 제어된 상태에서 교축방향의 전단변형이 발생하여 하부구조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감쇠시키

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 2 및 식 3은 쐐기의 전단응력 및 휨응력 산정 공식이며 

강재는 SM490B를 사용함으로써 허용응력 최대값은 각각 110MPa, 190MPa이다.

 
× 


                                                                         (2)

 


×





                                                                       (3)

여기서,  : 전단력(kN)

         : 쐐기 두께(m)

         : 쐐기 폭(m)

        : 휨모멘트(kN․m)

817



도표 2는 3000kN의 탄성받침을 철도교에 설계 적용할 경우 허용수평력을 수용할 수 있는 쐐기의 제

원을 예로 든 것이다.

도표 2. 3000kN 탄성받침의 쐐기제원 검토

구 분

수직

용량

(kN)

허용

수평력

(kN)

유효

고무두께

(mm)

쐐기

단면적

(cm
2
)

전단응력

(MPa)

휨응력

(MPa)
비 고

도로교용 3,000 217.4 84.0 160.0 13.588 172.203 ∙쐐기 강재제원 : SM490B

∙허용전단응력 : 110MPa

∙허용휨응력 : 190MPa

철도교용 3,000

300.0

84.0

180.0 18.750 118.125

600.0 225.0 26.667 134.400

900.0 300.0 29.752 136.319

1200.0 360.0 33.333 140.000

1500.0 420.0 35.503 137.642

2.4 내진해석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검토를 위해 강재받침이 적용된 실제 설계교량을 이용해 탄성받침으로 대체

후 내진해석을 수행하여 결과값을 비교 검토하였다. 대상교량은 그림 1과 같이 2009년에 설계된 “경전

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중 IPC 거더교 형식의 “개양교”로서 폭원은 10.9m, 연장

은 3@30=90m인 교량이다. 기존 적용 교량받침은 수직용량 3,000kN의 강재받침으로 허용 수평력은 

1,200kN으로서, 탄성받침 또한 동일 허용용량을 수용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원을 적용하여 동일한 방향

성으로 배치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종단면도>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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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배치도>

∙ 상부구조형식 : IPC Girder교

∙ 경 간 구 성 : 3@30=90.0m

∙ 폭        원 : 10.9m

∙ 지진해석방법 : 응답스펙트럼(내진 1등급, 지반종류 2)

그림 1. 개양교 현황도

내진해석 결과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부재력은 도표 3, 상부구조물의 수평변위는 도표 4와 같다.

도표 3. 교각 하부 부재력

구 분
교각 하부 부재력(kN․m) 비 고

(탄성받침 / 포트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P1
교축방향 13,159.0 12,352.6 0.94

교직방향 4,734.7 4,734.8 1.00

P2
교축방향 12,308.2 9,683.4 0.79

교직방향 4,436.6 4,439.4 1.00

도표 4. 상부구조 수평변위

구 분
상부구조 수평변위(mm) 비 고

(탄성받침 / 포트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A1
교축방향 0.57 0.48 0.84

교직방향 0.14 0.15 1.07

P1
교축방향 0.67 0.63 0.94

교직방향 2.03 2.04 1.00

P2
교축방향 10.10 9.13 0.90

교직방향 1.70 1.71 1.01

A2
교축방향 8.27 6.67 0.81

교직방향 0.14 0.1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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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해석 결과 교각 하부에 작용하는 부재력의 경우 최소 6%에서 최대 21%까지 감소하였으며, 상부

구조물의 변위 역시 최소 6%에서 최대 19%까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직방향의 경우는 탄성받

침도 고정쐐기로 무한강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교축방향의 경우 가동단에서 탄성패드의 전단변형으로 

인한 지진력 감쇠효과가 작용한 결과라 판단이 된다. 즉, 철도교에 탄성받침을 적용할 경우 변위제어 뿐

만 아니라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부재력도 감소시켜 구조물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철도교에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스페리칼 받침, 포트받침 등 강재계열 받침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강재계열 받침은 재료특성상 부식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내구수명도 단축되고 그에 따라 설치후에도 주

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등 이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교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탄성받침을 철도교 특성에 맞게 개선을 한다면 

내구수명도 우수하고 지진력 감쇠효과로 인한 하부구조물의 경제적인 설계도 가능할 것이다. 철도교에 

탄성받침 적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다.

① 탄성받침에 전단쐐기와 더불어 부반력키를 설치하여 들림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함.

② 개별 고무층 두께를 조절하여 압축강성을 증대시키고 처짐량을 최소화 함.

③ 전단쐐기가 허용전단력 이내에서는 탈락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교축직각방향의 변위가 발생치 않도

록 함.

탄성받침 제원 개선사항 및 개양교 내진해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탄성받침의 최대 단점인 처짐량

을 제어하고, 쐐기의 성능향상으로 교직방향의 변위를 억제한다면, 강재계열 받침보다 경제성 및 내구성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탄성받침 제작시 쐐기가 패드규격에 비해 다소 규모가 커져서 상․하부 Plate가 

커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쐐기의 재질, 합리적인 쐐기모양 및 배치방법의 변경 등을 통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철도교용 탄성받침 개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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