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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 철도차량을 이용한 철도교의 상호작용해석

Vehicle-Bridge Interaction Analysis of Railway Bridg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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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numerical method is presented, which can consider the various train types and can solve the equations of
motion for a vehicle-bridge interaction analysis by non-iteration procedure through formulating the coupled equations of
motion. The coupled equations of motion for the vehicle-bridge interaction are solved by the Newmark β of a direct inte-
gration method, and by composing the effective stiffness matrix and the effective force vector according to a analysis step,
those can be solved with the same manner of the solving procedure of equilibrium equations in static analysis. Also, the effec-
tive stiffness matrix is reconstructed by the Skyline method for increasing the analysis effectiveness. The Cholesky's matrix
decomposition scheme is applied to the analysis procedure for minimizing the numerical errors that can be generated in directly
calculating the inverse matrix. The equations of motion for the conventional trains are derived, and the numerical models of the
conventional trains are idealized by a set of linear springs and dashpots with 16 degrees of freedom. The bridge models are
simplified by the 3 dimensional space frame element which is based on the Euler-Bernoulli theory. The rail irregularities of
vertical and lateral directions are generated by the PSD functions of the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 The results of
the vehicle-bridge interaction analysis are verified by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railway plate girder bridges of a span
length with 12 m, 18 m, and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data are applied to the low pass filtering scheme, and the basis fre-
quency of the filtering is a 2 times of the 1st fundamental frequency of a bridge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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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차종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고, 차량과 교량의 연성 운동방정식을 구성하여 시간 단계별 직접해를
산정할 수 있는 수치해석기법을 제시하였다. 운동방정식의 해는 직접적분법인 Newmark β을 이용하여 해석 단계별로 구성
된 유효강성행렬과 유효하중벡터를 바탕으로 정적평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원리와 동일하게 산정하였다. 또한 해석의 효율
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효강성행렬은 Skyline 법에 의해 재구성하였으며, Cholesky의 행렬 분해기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직접적인 역행렬 계산에서 야기되는 오차의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기존선 철도차량인 새마을 PMC 열차와 디젤 견인
무궁화 열차에 대한 3차원 정밀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각 차량은 차체와 전·후방 대차에 각각 6자유도씩 고려하여
총 18자유도로 수치모델을 작성하였다. 교량은 3차원 공간뼈대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고, 차륜과 레일 접촉면의 불규칙
성은 미국의 FR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직방향 및 횡방향틀림에 대한 PSD 함수를 이용하여 궤도틀림을 수치적으로 구현하
였다. 제시된 수치해석 기법은 12 m, 18 m형 판형교의 실측결과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실측 및 수치해석결과
는 교량의 1차 휨 고유진동수의 2.0배를 기준으로 Low pass filtering 하였다. 

핵심용어 : 차량-교량 상호작용, 직접해, 기존선 철도차량, 철도판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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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상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한 교량의 동적응답을 분석하

는 것은 토목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주된 관심사였다. 주행차

량에 의한 교량의 동적응답을 추정하기 위한 해석기법은 상

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이 교량상을 통과하는 차

량에 의한 교량의 동적응답 해석기법은 19세기 중반 Stocke

와 Willis에 의해 주행 차량의 관성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

동하중을 기반으로 한 해석적 방법을 시작으로 차량의 관성

효과를 고려한 이동질량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최근

컴퓨터 용량의 비약적 발전을 토대로 정밀 차량모델에 의한

교량의 동적응답을 추정 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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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의 이동하중 해석기법과 이동질량 해석기법은 교

량상을 통과하는 차량의 동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노면과

레일의 불규칙성을 고려 할 수 없어 실제적인 물리현상을

명확히 구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 그 적

용성이 확대되어진 차량-교량 상호작용 해석에서는 차량과

교량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운동방정식을 구성하는 방

법이 가장 많이 적용 되고 있다(Mulcahy 1983, Fafard

1993, Yau 1999, Sun 2002, 김성일 2000, 최성락 2001,

Xia 2001, Lei 2002, Majka 2007). 그러나 이와 같이 차

량 시스템과 교량 시스템을 분리하여 운동방정식을 구성하

게 되면 해석 단계별로 교량관련 행렬과 차량관련 행렬 요

소들이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현 해석 단계에서 가정

된 변위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해를 수렴시키게 되어 정식

화 과정이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연구(정준, 2002)에서 제시된 새마을호 열차의 수

치모델에서는 동력차의 전방 동력대차와 후방 부수대차를 구

분하지 않아 이에 따른 차체 질량중심의 편심에 대해서 고

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객차의 1차 및 2차 현가장치의 특성

값에 KTX의 특성값을 적용하여 현실성이 저감 되는 문제가

있었다. 디젤기관차의 경우 1차 및 2차 현가장치의 구성요소

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향후 승차감 평가시 응답값을 과대

평가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속철도 도입에 따라 고속선에 대한 동

적응답 분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김성일 2000, 최성락

2001) KTX 정밀차량 모델을 적용한 차량-교량 상호작용 해

석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공용 중인 전국의 철도교량은

2,633개소이며 이를 주요 형식별로 살펴보면 트러스교 18개

소, PC교가 1,069개소, 판형교가 995개소로 표 1에서와 같

이 전체 교량형식 중 37.8%로 판형교는 단일 형식 교량으

로는 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형식의 교량이다. 이는 곧

무도상 교량의 분포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 철도 교량

중 단경간 무도상 교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당한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경간 판형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상시운행 열차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오지택 2003, 2004, 조은상 2006)에 의

존하고 있어 구성 비율에 비해 기존선 교량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선은 향후 증속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 적절한 수치적 평가방법의 수

립이 요구된다. 

국내 실험 여건상 기존선 구간에서 실운행 열차를 대상으

로 운행 열차의 증속에 따른 다양한 차종별 영향성을 검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증된 수치해석

기법에 의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기존선 철도교량에 대한 수치적 접근은 이동하중 해석

에 의존하고 있어 판형교의 동특성을 수치적으로 명확히 구

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선 판형교에 대한 수치적

평가기법 마련을 위해 이동질량 해석기법을 기초로 교량의

진동 방향에 따라 이동질량의 관성력을 변화시키는 해석기

법이 제시(정재운 2004) 되었으나 관성력의 변동범위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부족하며, 차륜과 레일 접촉면의 불규칙성을

고려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과 교량의 연성운동방정식을 구

성하여 시간 단계별 직접해를 산정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

법을 제시하였고, 기존선 증속주행에 대비하여 다양한 차량

에 의한 기존선 교량의 동적응답 특성 분석을 위하여 새마

을 PMC 열차와 디젤 견인 무궁화 열차에 대한 3차원 정밀

수치모델을 개발하였다.

2. 대상 교량의 수치모델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표 2에 나타낸 것처럼 12 m 및

18 m형 판형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선 판형교는 도상이

없는 무도상 교량으로 레일이 주형에 직결되어 있다. 3차원

표 1. 교량형식별 구성 비율

교 량 형 식 수량 (개소) 비  율 (%)

콘크리트교
PC교 1,069 40.6

기타 551 20.9

강교
트러스 18 0.7

판형교 995 37.8

표 2. 대상 교량 제원 

분류 12 m형 18m형

전장 (m) (L') 13.4 19.6

 지간 (m) (L) 12.8 19.2

주형중심거리 (b) 1800 2000

복부판 (h×tw) 1100×22 1600×12

상부플랜지
(B×tfu)

(A)  300×19 435×25

(B)  300×25
440×30

(C)  300×35

하부플렌지
(B×tfu)

(A)  300×19 435×25

(B)  300×25
440×30

(C)  300×33

그림 1. 대상 교량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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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뼈대 요소를 이용하여 거더, 레일 및 침목을 모델링 하

였으며, 레일 및 침목은 거더에 강결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질량행렬은 강성행렬 구성에 적용되는 형상함수를 이용하

여 질량을 구성하는 일관질량(consistence mass)과 이동방향

으로만 인접요소의 질량을 집중시키고 회전방향 관성력은 무

시하는 집중질량(lumped mass)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

게 하였다. 또한 부부재의 질량은 주거더의 질량중심의 값으

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감쇠행렬은 교량의 강성과 질량에

일정한 비율로 선형비례하는 조합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

은 비례상수는 각 모드별 감쇠비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휨 1, 2차 모드에 대응하는 고유치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궤도틀림은 궤도에서 불리하게 발생하며 궤도구조 열차하중

으로 보수작업의 균형을 이루는 특징으로 정해진다. 이에 대한

크기의 정도는 파장특성이 궤도 위를 주행하는 차량의 승차감

에 관계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 파장 성분을 나타내

는 방법으로는 공간주파수에 대한 Power Spectral Density

(PSD)가 쓰여 지고 있다. 궤도틀림에 있어 PSD는 궤도품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량 및 교량의 진동 산정시 상당

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식(2)와

같이 미국의 FR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직방향 및 횡방향 틀

림에 대한 PSD 함수를 적용하였다(Fryba 1996).

(1)

(2)

여기서, A : roughness parameter

Ω : spatial frequency

Ω1, Ω2 : break frequency 

PSD 함수가 주어지면 최종적으로 다음의 식 (3)과 같은

삼각급수에 의해서 궤도틀림을 수치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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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직방향 및 횡방향 궤도틀림 (Class 6)

그림 3. 새마을 PMC 열차의 수치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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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인위적 위상각 
     

본 연구에서는 FRA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의 궤도등급

중 궤도품질이 가장 우수한 class 6을 적용하였으며, 2,000

개의 sampling function을 이용하여 시간 단계별 차륜과 레

일의 접촉점에서 궤도틀림을 산정하였다. 

그림 2는 전형적인 연직방향 및 횡방향 궤도틀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 기존선 철도차량의 수치모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차량 모델은 새마을 PMC 열차와 디

젤 견인 무궁화 열차이다. 각 차량의 차체와 전·후방 대차

는 각각 6자유도를 고려하여 총 18자유도로 수치모델을 작

성하였다. 1차 및 2차 현가장치는 스프링과 댐퍼요소를 이용

하여 구성하였으며 모든 변위는 각 구성 질량의 질량중심에

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차체 및 전·후방 대차의

질량 및 자유도, 1·2차 현가장치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각

차량의 동적특성치(철도청 1994, 1995, 1996, 1998)는 부록

에 나타내었다. 

m11, m21, m22 : 차체, 대차 질량

Ix11, Ix21, Ix22 : 차체, 대차 롤링 회전관성 모멘트

Iy11, Iy21, Iy22 : 차체, 대차 피칭 회전관성 모멘트

Iz11, Iz21, Iz22 : 차체, 대차 요잉 회전관성 모멘트

x11, x21, x22 : 차체, 대차 종방향 변위

y11, y21, y22 : 차체, 대차 횡방향 변위

z11, z21, z22 : 차체, 대차 연직방향 변위

θx11, θx21, θx22 : 차체, 대차 롤링

θy11, θy21, θy22 : 차체, 대차 피칭

θz11, θz21, θz22 : 차체, 대차 요잉

Kvlknu, Cvlmnu : 1차 현가장치 스프링, 댐퍼

Kvlmnu, Kvlmnu : 2차 현가장치 스프링, 댐퍼

3.1 새마을 PMC 열차

새마을 PMC 열차는 통상적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전

방 PMC, 객차 및 후방 PMC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후방

PMC를 포함하여 8량이 한 조를 이루게 된다. 8량 1조의

연속된 2개의 조합으로 최대 16량 편성으로 확장하여 운행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8량 1조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력차의 질량은 1개의 차체

질량과 2개의 대차 질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체는 3방향

이동자유도와 3방향 회전자유도를 고려하였다. 전두부 동력

대차와 후두부 부수대차도 차체와 동일하게 3방향 이동자유

도와 3방향 회전자유도를 고려하였다. 

차륜과 대차 사이의 1차 현가장치는 축상 스프링, 부쉬 및

수직 오일댐퍼로 구성되어 있다. 축상 스프링은 3개의 이동방

향 강성을 갖는 스프링 요소로 모델링하였고, 부쉬는 3개의 이

동방향 강성 및 감쇠 특성값을 갖는 스프링과 댐퍼 요소의 조

합으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수직 오일댐퍼는 연직방향 감쇠

특성값을 갖는 댐퍼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차체와 대차 사이

의 2차 현가장치는 에어스프링, 부쉬, 수직·수평 댐퍼 및 요

댐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에어스프링과 부쉬는 3개의 이

동방향 강성 및 감쇠 특성값을 갖는 스프링 및 댐퍼 요소로

모델링 하였으며, 수직·수평 댐퍼는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

θk 0 2π,[ ]=

Ωu 6.28m
1–

 Ω, 0.01m
1–

= =

그림 4. 디젤 견인 무궁화 열차의 수치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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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 특성을 갖는 댐퍼 요소를 적용하였다. 요댐퍼는 종방향

감쇠 특성을 갖는 댐퍼 요소로 수치모델을 작성하였다.

3.2 디젤 견인 무궁화 열차

디젤 견인 무궁화 열차는 디젤 기관차의 편성 량수에 따

라서 디젤 1량 견인 형식과 2량 견인 형식으로 구분 되며

객차는 6량 혹은 8량으로 편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

젤 1량 견인 형식을 기본으로 객차는 8량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낸 것처럼 디젤기관차는 1개의 차체질량과

2개의 대차질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체는 3방향 이동자유

도와 3방향 회전자유도를 고려하여 총 6개의 변위가 차체의

강체 질량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후방 대차는

동일한 형식으로 각각 차체와 동일하게 각각 6자유도를 고

려하여 수치모델을 작성하였다. 

디젤기관차용 용접대차의 경우 Co-Co 타입의 대차 형태로

서 매우 복잡한 볼스타와 페데스탈 구조를 갖고 있다. 볼스

터와 대차 프레임에는 볼스터 스프링이 볼스터 양쪽 끝단에

수직방향으로 코일 스프링이 2개씩 연결되어 있다. 충격흡수

를 위한 좌·우 및 수직방향의 경사댐퍼가 볼스터 양쪽 끝

단에 4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대차 프레임 중앙 끝단에 차

체의 요잉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요우댐퍼가 차체와 연결되

어 있다. 1차 현가장치인 대차 프레임과 차륜셋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고, 2개의 수직 코일스프링으로 연결된다.

4. 차량-교량 상호작용 운동방정식의 구성

4.1 교량의 운동방정식

본 연구에서 고려된 철도교량의 강제진동 운동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4)

여기서, [Mb], [Cb] 및 [Kb]는 각각 교량의 질량행렬, 감쇠

행렬, 강성행렬을 나타내며, , 는 각각 교량 변위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인 가속도, 속도를 나타내고, {q}는 교

량의 변위를 나타낸다. {fb}는 차량의 차륜과 교량의 접촉점

을 통해서 교량상에 가해지는 하중 벡터를 나타내며 고려되

는 차량이 새마을 PMC 열차인 경우와 디젤 견인 무궁화

열차인 경우 다음의 식 (5)로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는 특정 해석 단계에서 교량상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의 차륜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요소의 인접 절

점으로 분배하는 하중분배계수를 나타내고, 는 상호작

용력을 나타낸다. l은 1차 현가장치인 경우 2가 참조되고,

2차 현가장치인 경우 1이 참조된다. k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차륜의 위치를 나타내며 새마을 PMC와 객차는

1~4의 값이 참조되며, 디젤기관차는 1~6의 값이 참조된다.

z, x, y는 현가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스프링 및 댐퍼의 작동

방향을 나타내며 방향별로 1~3이 참조된다. u는 스프링과

댐퍼의 부착 위치를 나타내며 우측, 중앙, 좌측에 배치된 경

우 차례로 1~3의 값이 참조된다. a, b, c는 각각 고려된

차량의 차륜의 개수, 1차 현가장치 구성 요소의 작동방향

및 부착위치의 개수를 나타낸다. 

교량의 질량행렬 [Mb]는 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관

질량과 집중질량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집중질량을 적용하였다. 교량의 감쇠행렬 [Cb]는 질량

과 강성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선형조합의 형태로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6)

여기서, α, β는 비례상수로 감쇠행렬이 고유치해석을 통한

고유벡터에 대한 직교성을 만족하며 고유벡터가 질량에 대한

직교성을 이용하여 정규화 되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i, j번

째 모드를 고려하면 다음의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나타낸 휨 1, 2차 모드에 대응되는

고유진동수 값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모드별 감쇠비는 2%

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7)

여기서, i, j는 참조되는 모드의 차수를 의미하며, ω, ξ는
각 모드별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를 의미한다.

4.2 차량의 운동방정식

차량행렬은 개별적 차량에 대한 운동방정식, 스프링에 의

한 탄성위치에너지, 댐퍼에 의한 소산에너지를 각각 유도한

후 Hamilton 원리에 의하여 Euler 방정식의 형태로 유도된

식 (8)을 이용하여 개별적 자유도 별로 구성된 식을 행렬식

으로 구성하였다. 차종별 운동방정식은 부록에 나타내었다.

(8)

여기서, T, V 및 D는 각각 차량의 총 운동에너지, 위치에너

지, 소산에너지를 나타낸다. 차량의 총 운동에너지 T는 차량을

구성하는 질량의 각 방향 이동 및 회전 변위의 속도를 이용하

여 구하며, 위치에너지 V와 소산에너지 D는 차체와 대차 사

이의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구할 수 있다(조은상, 2008).

새마을 PMC 8량과 디젤 1량 견인 무궁화 열차는 식 (8)

을 이용하여 각각 144 자유도와 162 자유도로 차량행렬을

구성하였다. 

4.3 차량-교량 상호작용 운동방정식

차량과 교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교량에 가해지는 상호작용

력은 교량자유도와 관련된 부분, 차량자유도와 관련된 부분,

Mb{ } q··{ } Cb[ ] q·{ } Kb[ ] q{ }+ + fb{ }=

q··{ } q·{ }

fb{ } ψvlknu Pvlknu t( )⋅
u 1=

c

∑
n 1=

b

∑
k 1=

a

∑
v 1=

nv

∑=

ψalknu

Pvlknu

C[ ] α M[ ] β K[ ]+=

α
2ωiωj ξiωj ξjωi–( )

ωj
2 ωj

2
–

-------------------------------------------  β,
2 ξjωj ξiωi–( )

ωj
2 ωj

2
–

--------------------------------= =

d
dt
----

∂Ti

q· i
-------
⎝ ⎠
⎛ ⎞ ∂Ti

∂qi
-------

∂Vi

∂qi
--------

∂Di

∂q· i
--------+ +– Fi=

표 3. 지간형식별 휨 1차 및 2차 모드 질량 참여율 및 고유진동수

Mode
질량 참여율 고유치

(CYC/SEC)x y z

12m

Bending

1 0.00 0.00 86.09 19.65

2 0.00 0.00 8.27 172.60

18m
1 0.00 0.00 84.74 12.46

2 0.00 0.00 8.43 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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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틀림 및 정적하중과 관련된 부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며, 교량상 차륜의 위치에 따라 그림 5에 나타낸 것처럼

하중분배벡터를 통해 인접 절점으로 x, y, z의 세 방향으로

치환된다. 

식 (5)의 상호작용력 {fb}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표현

될 수 있다. 

(9)

여기서, kv, cv는 각각 차량의 1차 현가장치의 스프링 및 댐

퍼 특성값을 나타내고, Δ는 차량의 변위, q는 교량의 변위,

r(x)는 차륜과 교량의 접촉점에서의 궤도틀림을 나타낸다. 또

한 ξ는 윤하중의 작용방향에 따라 종방향 마찰력과 연직방

향 정적하중을 의미한다. 

식 (9)를 식 (4)에 대입 정리하고, 식 (8)에 의해서 개별적

자유도별 구성된 식을 행렬식으로 정리한 차량행렬과 식 (9)의

관성력에 해당하는 차량하중벡터를 조합하면 다음의 식 (10)과

같이 coupled된 형태의 운동방정식으로 정리 될 수 있다. 

(10)

여기서, Mb는 교량의 질량행렬을 나타내며, 와

는 교량의 감쇠 및 질량 행렬과 상호작용력 중 교량자

유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교량의 감쇠 및 강성행렬과 시간

단계별로 차량의 1차 현가장치와 coupling되는 부분이다. 해

석시간별로 다음의 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11)

(12)

여기서, [Cb], [Kb]는 차륜의 교량의 위치에 따라 차량의 1차

현가장치와 coupling되는 교량의 감쇠 및 강성행렬을 나타내

고, {ψ}은 하중분배벡터를 의미한다. 또한 [Cv(t)], [Kv(t)]는

시간에 따른 차륜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며 각각 차량의 1차

현가장치의 댐퍼 및 스프링의 특성값으로 구성된다.

[Cbv(t)], [Kbv(t)]는 상호작용력 중 차량의 자유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차륜의 교량상 위치에 따라 교량의 자유도와 관련

되는 부분이며 차량의 1차 현가장치의 특성값으로 구성되는

상호작용행렬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행렬의 크기는 교량자

유도(row)×차량자유도(column) 이다. 이들 행렬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행렬 내의 위치는 와 행렬 구성법과 유

사하게 상호작용하중이 교량의 어떤 자유도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행의 위치가 결정되며, 차량 자유도의 구성 순서에

따라서 열의 위치가 결정된다.

식 (9)에서 차량 자유도와 관련된 부분은 상호작용하중의

작용 방향별로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3)

(14)

(15)

여기서, cvx, cvy, cvz는 각각 1차 현가장치의 각 방향별 댐퍼

의 특성값을 나타내고, kvx, kvy, kvz는 각각 1차 현가장치의

각 방향별 스프링의 특성값을 나타낸다. 또한 x, y, z, θ는
대차의 자유도를 나타내며, h, λ는 차량 모델별로 차이가

있으며, 차륜 중심에서 대차 질량중심까지의 거리와 윤축거리

를 의미한다. 

는 의 전치행렬로 시간

단계별로 상호작용하중의 관성력에 해당하는 차량하중을 이

용하여 구성되며, 실제로는  부분만 구성되

면 자동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 (10)의 부행렬 와

을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식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식 (16)의 {fb(t)}는 교량 및 차량의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이 제거된 순수한 기지의 값으로만 구성된다. 이와 같이

하중항에 존재하는 교량자유도 및 차량자유도의 미지수항을

제거하면 차륜과 교량의 접촉점에서 가정된 변위의 수렴 과

정 없이 차량과 교량의 변위, 가속도, 속도응답을 동시에 산

정할 수 있게 되어 해석의 효율성이 상당히 증진된다(조은상,

2008). 또한 {fv(t)}는 {fb(t)}의 관성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호작용하중과 반대의 부호를 갖게 된다.

5. 운동방정식의 해법

직접적분법 중 implicit 법에 해당되는 방법은 해를 결정

하는 방법에 따라 반복법과 직접해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반복법은 초기 가속도를 가정하여 수렴조건이 만족 될 때까

지 반복적으로 해를 개선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선형시스템

에 적용 할 때는 반복적인 수렴과정이 요구되어 해석의 효

율성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비선형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의 해를 결정하는 과정은 반복적인 수렴과정이 요구

되어 반복법은 해석 대상의 확장에 유리한 면이 있다. 직접

해법은 해석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수렴과정 없이 유효강

성행렬과 유효하중 벡터를 시간단계별로 산정하여 정적평형

방정식의 해를 결정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현 시간단계에서

fb{ } ψvlknu Pvlknu t( )⋅
u 1=

c

∑
n 1=

b

∑
k 1=

a

∑
v 1=

nv

∑=

ψv2knu kv q– r x( )+Δ( ) cv Δ
·

v q·– r· x( ) ξ+ +( )+[ ]=

Mb 0

0 Mv

q··

Δ
··

⎩ ⎭
⎨ ⎬
⎧ ⎫ Cb

*
t( ) Cbv t( )

Cbv
T

t( ) Cv

q·

Δ
·

⎩ ⎭
⎨ ⎬
⎧ ⎫ Kb

*
t( ) Kbv t( )

Kbv
T

t( ) Kv

q

Δ⎩ ⎭
⎨ ⎬
⎧ ⎫

+ +
fb t( )

fv t( )⎩ ⎭
⎨ ⎬
⎧ ⎫

=

Cb
*

t( )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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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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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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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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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 t( )[ ]+=

Cb
*[ ]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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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x x· h θ· y λy θ· z⋅–⋅–[ ] kvx x h θy λy θz⋅–⋅–[ ] cvx{ }T
R·{ }= kvx{ }T

R{ }+ + +=

cvy y· h θ· x λx θ· z⋅–⋅–[ ] kvy y h θx λx θz⋅–⋅–[ ] cvy{ }T
R·{ }= kvy{ }T

R{ }+ + +=

cvz z· λx θ· y λy θ· x⋅–⋅–[ ] kvz z λx θy λy θx⋅–⋅–[ ] cvz{ }T
R·{ }= kvz{ }T

R{ }+ + +=

Cbv
T

t( )[ ] Kbv
T

t( )[ ], Cbv t( )[ ] Kbv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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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호작용력의 적용 개념



第29卷 第1A號 · 2009年 1月 − 37 −

운동방정식의 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성행렬 구성에 따라 직접해를 산정하는 과정

은 매 시간 단계별로 연성행렬의 재구성과 행렬의 분해과정

이 요구 된다. 그러나 연성행렬 구성시 차륜의 위치별로 연

성되는 부분만 원행렬에 더해져 현 시간단계에서 운동방정

식의 해를 결정하고, 다음 시간 단계에서 차륜의 위치 판별

전까지 연성되기 이전의 원행렬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연성행렬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렬의 요소단위

로 처리 되어 전체 해석 단계에서의 효율성에는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Newmark β법은 Wilson θ법과 유사하게 선형가속도 법

의 확장으로 이해 할 수 있다(Bathe 1996).

Newmark β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17)

(18)

t+Δt에서의 동적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식 (18)을 에 대해서 정리하고, 식 (1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20), 식 (2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0)

(21)

식 (20)과 식 (21)을 식 (19)에 대입하여 에 관하

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여기서, 

   

     

식 (22)에서 좌변과 우변은 다음 식 (23)과 식 (24)를 이

용하여 정리하면 t+Δt에서의 정적평형방정식과 동일한 형태

로 식 (2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3)

(24)

(25)

6. 수치해석결과의 검증 및 비교

해석결과는 현재 공용중인 철도판형교의 지간 중앙에서 차

종별 최대 변위 이력과 횡방향 및 연직방향 최대 가속도 응

답의 실측결과를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12 m형 판형교의

경우 계측은 상행선에서 실시하였으며 총 70개의 열차에 대

해서 운행열차의 교량 통과에 따른 지간 중앙에서 수직·수

평 가속도(Av, Ah) 및 수직·수평 처짐(Dv, Dh) 신호를 수집하

였다. 18 m형 판형교의 경우 계측은 하행선에서 실시하였으

며 총 72개의 열차에 대해서 지간 중앙에서의 수직·수평 가

속도(Av, Ah) 및 처짐(Dv, Dh) 신호를 수집하였다. 각각의 실

험은 초당 1000개의 실측 데이터로 시간 이력을 구성하였다.

대상 교량별 측정센서 부착 형상은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실측결과는 대상 교량의 휨 1차 고유진동수의 2.0배를 기

준으로 Low pass filtering 하였으며(조은상 2005, 2006),

차량-교량 상호작용 해석결과도 데이터 후처리에 대한 영향

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측결과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후 처리 과정이 요구 된다(ERRI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해석 결과에 대해 실측결과

와 동일한 수준으로 데이터 후 처리를 하였다. 

6.1 해석결과의 검증

그림 7은 새마을 PMC 8량에 의한 지간 중앙에서의 연직

방향 변위이력에 대한 상호작용 해석결과를 실측결과와 비

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대상 교량은 현재 공용중인 18 m형

판형교이며, 실측 운행 차량의 주행속도는 86.30 km/h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해석결과는 실측결과와 상당히 유사

함을 알 수 있으며 차량의 교량 통과 이후의 여진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림 8은 디젤 1량 견인 무궁화 9량 편성 열차에 의한

U· t tΔ+ U· t 1 δ–( )U·· t δU·· t Δt++{ }Δt+=

Ut Δt+ Ut U· tΔt 1 2⁄ α–( )U·· t αU·· t Δt++{ }Δt
2

+ +=

M[ ]U·· t Δt+ C[ ]U· t Δt+ K[ ]Ut tΔ++ Rt tΔ+= =

U·· t tΔ+

U·· t Δt+
1

αΔt
2

----------- Ut tΔ+ Ut– Ut
·

– Δt⋅[ ] 1
2α
------ 1–
⎝ ⎠
⎛ ⎞U·· t–=

U· t Δt+ 1
δ
α
---–⎝ ⎠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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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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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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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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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α tΔ⋅
------------ Ut tΔ+ Ut–( )+ +=

Ut tΔ+

ao M[ ] a1 C[ ] K[ ]+ +{ }Ut tΔ+

Rt tΔ+ aoUt a2U· a3U·· t+ +( ) M[ ] a1Ut a4U· t a5U·· t+ +( ) 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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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Δ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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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Δt
---------  a3, 1

2α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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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상 교량별 측정센서 부착위치

그림 7. 새마을 PMC 8량에 의한 수치해석 및 실측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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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간 중앙에서의 연직방향 변위에 대한 수치해석결과를 실

측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대상 교량은 18 m형 판

형교로 열차의 주행속도는 83.94 km/h 이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전두부 디젤기관차부의 해석결과는 실측결과와 잘 일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후 객차부에서는 약간의 편

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객차부 승객비율 산정에 따른 윤중

편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는 새마을 PMC 8량에 의한 18 m형 판형교의 지간

중앙에서의 최대 수직·수평 가속도 응답을 실측결과와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다. 열차의 운행속도가 90 km/h~100 km/h에

서는 실측결과가 수치해석결과 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의

속도 구간에서는 수치해석결과와 실측결과는 잘 일치하였다. 또

한, 속도별 최대 가속도 응답은 실측결과에서 실측 데이터 수

의 부족으로 속도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그림 10은 무궁화 열차에 의한 18 m형 판형교의 지간중

앙에서의 열차의 속도에 따른 최대 수직·수평 가속도 응답

을 실측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대 수직가속도 응

답의 경우 열차의 운행속도가 80 km/h인 경우 실측결과가

수치해석에 의한 결과에 비해 약간 크게 분석되었으나 90

km/h 근방에서는 수치해석결과와 실측결과는 상당히 잘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평가속도 응답의 경우 실운

행 열차의 운행속도 구간대역에서 수치해석 결과는 실측결

과를 상당히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2 해석방법에 따른 비교

본 절에서는 이동하중, 이동질량 및 3차원 차량모델의 차량

수치모델에 따른 응답특성을 비교하였다. 12 m형 판형교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새마을 PMC 8량, 디젤 1량 견인 무궁화 열

차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선 차량인 경우 60 km/h에서

최대 운행 가능속도인150 km/h까지 10 km/h씩 증속하여 차량

모델별 최대 수직가속도 및 수직변위 응답을 비교하였다.

그림 11은 새마을 PMC 열차와 디젤 1량 견인 무궁화

열차에 의한 해석기법에 따른 속도별 최대 수직가속응답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a)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

하중 모델과 3차원 차량 모델을 이용한 해석 방법은 유사한

응답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운행

속도가 130 km/h 이상의 속도대역에서는 이동하중 모델에

의한 응답이 3차원 차량 모델에 의한 응답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질량 모델에 의한 응답은 60 km/h이

상의 속도를 제외한 전 속도대역에서 이동하중 및 3차원 차

량 모델에 의한 응답값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판형교와 같이 교량의 중량에 비해 차량의 중량 비율

이 더 큰 경우 이동질량 모델은 교량에 과도한 부가 질량

그림 8. 무궁화 열차에 의한 수치해석 및 실측결과 비교

그림 9. 새마을 PMC 8량에 의한 최대가속도 응답 비교

그림 10. 무궁화 열차에 의한 최대가속도 응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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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유발(Akin 1989)시켜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모델에

비해 교량의 진동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림 10(b)는 디젤 1량 견인 무궁화 열차에 의한 해석방법별

속도에 따른 최대 가속도응답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70

km/h이하의 속도에서는 이동하중 모델이 3차원 차량모델 보

다 응답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주행 속도가 80 km/h~100

km/h인 경우 3차원 차량 모델에 의한 응답값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동질량 모델의 경우 60 km/h의 속도에서 이동하

중 모델과 3차원 차량모델은 서로 유사한 응답수준을 나타

내고 있으나 다른 속도 대역에서는 응답값이 다른 해석방법

에 의한 응답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이동질량 새마을 열차 모델과 유사하게 차량의 중량이

교량 중량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량에 과도한 부가

질량 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는 새마을 PMC 열차와 디젤 1량 견인 무궁화

열차에 의한 속도에 따른 차량 모델별 최대 수직변위 응답

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a)의 새마을 열차의 경

우 이동하중 모델과 3차원 차량모델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려된 전 속도 대역에서 이동하중 모델에

의한 응답이 약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동하중 모델과 3

차원 차량모델에 의한 최대 수직변위응답은 속도에 따른 영

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상시운행 하중실험(오지택 2003)과 증속실험(조은상 등

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동하중 모델과 3차원 차

량모델은 교량의 동적변위 응답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질량 모델의 경우 열차의 차량의 주행속도

120 km/h가 이상인 경우 다른 차량 모델의 응답보다 약간

크게 분석 되었으나 고려된 전 속도 대역에서 속도에 동적

수직변위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림 12(b)에 나타낸 것처럼 무궁화 열차의 경우 이동하중

모델과 3차원 차량모델에 의한 응답은 서로 유사한 응답 경향

을 나타내고 있으나 3차원 차량모델에 의한 응답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동질량 모델에

의한 응답은 속도증가에 따라 최대 수직변위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해석방법에 의한 응답과 차이가 발

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동질량 모델은 차량의 속도

및 중량에 따라 이동하중 모델에 의한 응답에 비해 상당한 오

차가 발생(Akin 1989) 될 수 있어 교량의 고정하중 대비 활하

중 비중이 큰 교량에 이동질량 모델을 적용할 때는 차량의 관

성효과를 재평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본 연구는 차량과 교량의 연성운동방정식을 구성하여 시간

단계별 직접해를 산정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법을 제시하고,

기존선 증속주행에 대비하여 다양한 차량에 의한 기존선 교

량의 동적응답 특성 분석을 위하여 새마을 PMC 열차와 디

젤 견인 무궁화 열차에 대한 3차원 정밀수치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로 얻은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선 철도 차량인 새마을 PMC 8량, 디젤 1량 견인

무궁화 열차에 대한 수치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각 차량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2. 다양한 형태의 차량을 고려하여 철도교량의 동적응답을

예측할 수 있는 차량 및 교량의 상호작용 연성해석기법을

이용 하여 차량 및 교량의 동적운동방정식의 직접해를 산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해석방법별 최대 수직가속도 응답 그림 12. 해석방법별 최대 수직변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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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시된 해석기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는 실측에 의한

지간 중앙에서의 변위 및 최대 수직·수평 가속도 응답과

의 비교를 통하여 교량의 동적응답 예측에 상당한 신뢰도

가 있음이 검증 되었다.

4.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로부터 이동질량 해석기법

은 철도 판형교와 같이 활하중 비중이 큰 경우 과도한

부가질량 효과를 나타내어 최대 가속도 응답을 가장 크게

평가하였으며, 이동하중 해석기법도 제시된 해석기법에 비

해 최대 가속도 응답을 약간 과대평가 하였다. 그러나 제

시된 해석기법은 실험적 결과를 가장 잘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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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현가장치 특성값

표 A-1. PMC 동력차의 1차 현가장치 특성값

spring
damper l k n u

characteristic value

MN/m MN·s/m

Kvlknu Cvlknu 2
wheel 

position
1~4

z:1 R, L:1, 2 1.658 0.0301

x:2 R, L:1, 2 16.758 0.0160

y:3 R, L:1, 2 4.758 0.0040

표 A-2. PMC 동력차의 2차 현가장치 특성값

spring
damper l m n u

characteristic value

MN/m MN·s/m

Kvlmnu Cvlmnu 1
front
(rear)
1(2)

z:1
R, L:1, 2 0.94(0.79) 0.0400

R, L:3 0.06 0.0002

x:2
R, L:1, 2 0.24(0.22) 0.1690

C:3 2.20 0.0010

y:3
R, L:1, 2 0.24(0.22) 0.0000

C:3 0.09 0.0802

표 A-3. 디젤기관차의 1차 현가장치 특성값

spring
damper

l k n u
characteristic value

MN/m MN·s/m

Kvlmnu Cvlmnu 2
wheel 

position
1~6

z:1 R, L:1, 2 2.38 0.10

x:2 R, L:1, 2 0.82 0.02

y:3 R, L:1, 2 1.64 0.10

표 A-4. 디젤기관차의 2차 현가장치 특성값

spring
damper l m n u

characteristic value

MN/m MN·s/m

Kvlmnu Cvlmnu 1
front
rear

1,3,4,6

z:1 R,L:1,2 2.640 0.0643

x:2 R,L:1,2 0.932 0.000

y:3 R,L:1,2 0.932 0.000

1 2,5 x:2 R,L:1,2 0.000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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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차종별 운동방정식

B-1. 새마을 PMC 동차 운동방정식

표 A-5. 새마을호 객차 1차 현가장치 특성값

spring
damper l k n u

characteristic value

MN/m MN·s/m

Kvlmnu Cvlmnu 2
wheel

position
1~4

z:1 R, L:1, 2 1.088 0.012

x:2 R,  L:1, 2 30.00 0.024

y:3 R, L:1, 2 30.00 0.024

표 A-6.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객차의 2차 현가장치 특성값

spring
damper

l m n u
characteristic value

MN/m MN·s/m

Kvlmnu Cvlmnu 1
front
rear
1~2

z:1 R, L:1, 2 1.114 0.078

x:2 R, L:1, 2 0.778 0.000

y:3
y:3

R, L:1, 2 0.778 0.000

C:3 0.000 0.058

(R : Right, C : Center, L :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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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디젤기관차 운동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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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객차의 운동방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