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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일반적인 철도교량의 경우, 

교량구조물의 단차 및 처짐에 기인한 단부회전에 의해 

교량상판에 레일체결장치에 의해 결속되어 1차적으로 

열차하중을 지지하는 레일의 변형이 발생되며, 이러한 

레일의 변형은 레일을 지지하는 단부 레일지지점(체결

장치)에 직접적인 상호작용력(상향력 및 압축력)을 발

생시키게 된다3~6). 이에 현재 국내외 관련규정 및 기준

에서는 교량단부 레일지지점에 작용하는 상향력과 압

축력의 한계수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량상 궤도설계를 권고하고 있다1,4).

본 연구의 분석대상 궤도구조는 강직결 궤도구조이

며 레일을 지지하는 구조체가 플레이트거더 형식의 강

재로 된 단순보 구조이다. 단순보 상부플랜지 상면에 

강직결 레일체결장치에 의해 고정된 레일은 종형거더

(Track girder)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종형거

더와 레일의 변위 발생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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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rain-induced end rotation of simple supported track girder on the 
performance of a direct fixation track system (DFTS) in Yeongjong grand bridge. In this study, the influences of deflection of a DFTS and 
track girder on dynamic rail-track girder interaction forces for the track girder ends currently employed in airport express lines were 
assessed by performing field tests using actual vehicles running along the service lines. Therefore, the dynamic displacement of rail and 
track girder and the fastener stress on the center and ends sections of DFTS were measured for two different trains (AREX and KTX) 
running in Yeongjong grand bridge. A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FEA) model using the time-history function based on the 
design wheel load was used to predict the train-induced track and track girder displacement, and the FEA and field test results were 
compared. The analytical results reproduced the experimental results well within about 3-7% difference in the values. Therefore, the FEA 
model of DFTS on track girder is considered to provide sufficiently reliable FEA results in the investigation of the behavior of DFTS. 
Using the analy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the influence of train-induced end rotation of simple supported track girder on the 
interaction behavior of rail and track girder installed on a simple supported track girder ends, i.e., upward displacement of rail-track girder 
and the fastener stress, was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train-induced end rotation effect of track girder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upward displacement of rails and the fastener stresses of track girder ends. Further, the interaction behavior of rail and track girder 
were similar to or less than that of the general railway bridge deck ends, nevertheless the vertical displacement of track was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DFTS on the general railway bridge. From the results,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DFTS on track girder ends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afety and stability of DFTS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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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속배치된 단순지지보 구조의 종형거더로 인해 궤

도의 단부에서는 단부회전에 따른 상향력과 압축력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행 중앙부 처

짐(종형&레일)이 과도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단부 

궤도의 사용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단부 궤도의 거동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차

주행 시 강직결 궤도구조가 부설된 종형거더 단부에서 

발생되는 상호작용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레일 및 

종형거더의 변위 및 단부 판스프링 체결구의 발생응력

을 측정하여 종형거더의 단부 레일 및 체결구의 안전

성을 평가하였다.

1.1 영종대교 교량상 궤도구조 현황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교량은 현수교 0.55 km, 트러스

교 2.25 km, 강상형교 1.62 km로 구성된 총 연장 4.42 

km의 복합교량으로써, 주항로부에 건설된 현수교는 국

내 최초로 도로․철도 병용 3차원 자정식 현수교이다. 

또한 영종대교는 국내 최초로 강직결 체결장치를 사용

하였으며 강직결 체결장치가 설치된 구간은 Fig. 1과 

같이 영종대교 전체구간 중 2.80 km에 해당된다. 레일

은 60 kg 레일이 부설되었으며 설계기준속도는 110 

km/h이다. 

영종대교에 적용된 강직결 레일체결장치(Fig. 2)는

Fig. 1. Scheme of direct fixation track on Yeongjong grand 
bridge.

1. Insulation block, 2. Leaf spring, 3. Bolt, 4. Loosening preventive nut, 
5. Washer, 6. Insulation plate, 7. Rail pad, 8. Adjustable pad

Fig. 2. Direct fixation rail fastening system.

일본 관서 국제공항 연락교에 부설되어 사용중인 레일

체결장치로써 판스프링형 체결구와 조절패킹을 가변

패드로 적용하고 일반너트를 풀림방지너트로 개량한 

형식이다. 

Fig. 3과 Fig. 4는 각각 영종대교 교량상 강직결 궤도

의 전경 및 개요도를 나타낸다.

영종대교 교량상 종형거더의 좌우측에는 Fig. 4(a)와 

같이 중앙 및 측부 점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종

형거더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열차하중의 영향이 미치

지 않는다. 또한 강직결 궤도는 Fig. 4(b)와 같이 12.5 

m 길이의 단순보 형식의 종형거더가 연속적으로 배치

되어 레일을 지지하는 구조형식이다. 

 

Fig. 3. Photographs of field test site.

 1. Side bridge inspection passage
 2. Center bridge inspection passage
 3. Cross beam of main bridge (Truss & Cable bridge)

(a) Cross section 

(b) Side view

Fig. 4. Schematics of direct fixation tr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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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량 단부 궤도의 역학적 거동 특성

열차주행 시 발생하는 교량 상판의 변형은 교각 또는 

교대부에서 발생하는 단차 및 교량단부의 회전으로 구

분될 수 있다2-6). 단차 및 단부회전은 교량상판에 직결

식으로 고정된 레일체결장치에 의해 레일의 변형을 초

래하며, 이는 레일을 지지하는 단부 레일지지점에 직접

적인 상호작용력(상향력 및 압축력)을 발생시킨다2-6). 

Fig. 5(a)는 일반적인 철도교량 단부회전에 따른 교

량 단부 궤도 레일의 변형을 나타낸다5).

(a) Conventional railway bridge and slab track5)

(b) Yeongjong grand bridge and direct fixation track

Fig. 5. Deformed shape of rail and bridge by end rotation.

하지만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의 경우 Fig. 5(b)와 같

이 메인거더의 가로보 상부에 레일지지 구조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형거더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

어 일반적인 교량단부의 레일 변형과 달리 종형거더 

단부에서 레일의 곡률변화에 따른 상향변위가 연속적

으로 발생될 수 있다.

3. 수치해석

3.1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의 수치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영종대교 강직결궤도의 거동특성 분

석을 위해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USAS 15.0을 이

용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현장측정결과와 비

교하였다.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구조의 구조적 형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Fig. 6과 같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Fig. 6. 3D view of FE model.

(a) AREX(70 km/h) (b) KTX(90 km/h)

Fig. 7. Examples of time-history function.

종형거더와 수직보강재는 3D Shell 요소로 구성하고 

레일, 가로보 및 브레이싱은 Beam 요소로, 레일패드는 

Spring 요소로 모델링하여 실운행 열차하중 주행시 레

일과 종형거더의 발생변위와 응력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측정에서 산출된 열차운행 속도를 고려하

여 Fig. 7과 같이 각각 70 km/h와 90 km/h의 속도로 주

행하는 AREX와 KTX 열차하중(윤중)을 시간이력함수

로 모델링하여 일정간격으로 분할한 레일의 요소 위를 

지나가는 이동하중을 해석에 적용하였다.

3.2 수치해석 결과

KTX 차량의 경우(V=90 km/h), Fig. 8(a)와 같이 종형

거더 중앙부 최대처짐이 3.82 mm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장측정을 통해 획득한 실제 레일 및 종형거더의 수

직변위 측정결과(Fig. 10(a), (b)참조, 레일:3.97 mm, 종

형거더:4.18 mm)와 약 5% 미만의 오차범위를 나타내

어 해석모델의 적정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측정결과와 해석결과 모두 레일과 종형거더의 

변위차는 3% 미만으로 매우 유사하여 열차주행 시 종

형거더와 레일은 일체거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강직결 궤도의 경우 종형의 처짐이 레일의 

처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과도한 레일처짐은 

열차주행 시 차륜과 레일의 접촉상태의 불안정성을 야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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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ormed contour

(b) Stress contour (Bottom view)

Fig. 8. Results of deformation & stress analysis.

따라서 열차주행 안전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인 면틀림 발생수준을 실 운행열차를 고려한 동적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강직결궤도 종형의 

최대처짐 3.82 mm와 종형의 경간 12.5 m를 감안할 때, 

허용기준은 약 5 mm(1.2 mm/3 m당)이므로 관련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형거더 중앙부 응력 해석결과, Fig. 8(b)와 같이 

KTX 차량(V=90 km/h)에 의한 최대응력이 약 70 MPa

로 나타나 관련기준(허용응력:140 MPa)을 만족하는 것

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현행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

의 처짐 발생수준은 일반적인 궤도보다 다소 크게 검

토되었으나 처짐에 따른 휨응력 수준은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현장측정

4.1 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열차주행 시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 

단부에서 발생되는 레일-종형 상호작용력을 평가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종형거더의 중앙부 및 단부에서 레

일과 종형의 수직변위를 측정하였다. 또한 종형거더의 

단부 변형에 기인한 단부 레일지지점(체결구)의 부담

력을 분석하고자 판스프링 체결구 상면에 수직 및 횡

방향으로 1축 Strain gage를 설치하여 체결구 응력을 

측정하였다(Fig. 9(c)). 

(a) Illustrations of sensors instrumentation

(b) Instrumentation of displacement transducer

(c) Attachment of strain gages(fastener stress)

Fig. 9. View of sensor installation.

4.2 현장측정 결과

4.2.1 변위 측정결과

영종대교 강직결궤도의 종형거더 단부의 레일 및 종

형의 거동분석을 위해 종형거더 중앙부와 단부측에 레

일과 종형의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파형의 예

(KTX)는 Fig. 10과 같다.

열차주행 시 레일 및 종형거더의 위치별 발생 변위

를 측정하였으며, 레일과 종형거더의 발생 처짐을 비

교하기 위해 대상구간에서 주행하는 AREX와 KTX 열

차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레일과 종형거더의 구간별 변위 측정결과, Fig. 

11(a), (b)와 같이 단부측의 레일 및 종형거더의 변위는 

매우 미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REX와 KTX 열차주

행 시 중앙부 처짐의 차이는 뚜렷하나 단부측 레일 및 

종형거더의 상향 변위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레일과 종형거더의 처짐 비교 검토결과, Fig. 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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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 (rail) (b) Center (track girder)

(c) End (rail) (d) End (track girder)

Fig. 10. Example of measured displacement of rail and track 
girder.

(a) Vertical displacement for rail

(b) Vertical displacement for track girder

(c) Comparison of between rail and track girder for vertical displacement

Fig. 11. Results of measured vertical displacement. 

와 같이 12.5 m의 종형거더 전구간에서 레일과 종형거

더의 발생변위 차이가 매우 미소하여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구조의 경우 레일과 종형거더가 일체거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부에서 레일변위는 KTX의 

경우 0.24 mm, AREX의 경우 0.15 mm로 나타났으며, 

종형거더의 변위는 KTX의 경우 0.31 mm, AREX의 경

우 0.18 mm로 나타나, 이는 공용중인 열차하중에 따른 

종형거더의 변형수준이 단부궤도의 레일 및 종형변위

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여 영종대교 강직결궤도의 단

부궤도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2.2 체결구 응력 측정결과

강직결 궤도 단부 레일 체결구의 안전성 평가를 위

해 단부 체결구의 각부에 Strain gage를 설치하여 발생

응력을 측정하였으며, 측정파형의 예는 Fig. 12와 같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철도교량의 경

우 교량 처짐(단부회전)에 의해 단부 레일지지점에는 

상향변위가 발생하여 단부 체결구에는 초기 응력상태

(초기 체결력에 의한 압축응력 도입7))와 반대되는 인

장응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단부 체결구는 일반 구간

에 설치된 체결구 보다 발생응력의 범위가 증가하여 

체결구의 장기내구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따라

(a) Vertical stress (b) Lateral stress

Fig. 12. Example of measured clip stress on end (AREX).

Fig. 13. Results of measured clip stress at track girde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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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y of SUP9

Hardness
(HB)

Proof stress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363~429 1,079 1,226 9

서 본 연구에서는 공용중인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 단

부 체결구의 수직 및 횡방향 응력을 측정하여 발생응

력의 수준을 판스프링 강재의 허용응력과 비교하였다. 

단부 체결구 응력 검토결과, Fig. 13과 같이 수직 응

력의 경우 횡방향 응력보다 AREX와 KTX 모두 약 

26% 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 응력은 판스프링 강

재(SUP9)의 허용기준(Table 1 참조)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행 강직결궤도의 단부 변형수준은 단부 궤

도 체결구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5. 분석 및 고찰

5.1 변위 및 응력 분석결과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에 대한 현장측정 결과의 해석

적 검증을 위해 현장조건과 동일한 수치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다. 

Table 2. Comparison of between FEA and field test for direct 
fixation track and track girder

Category 
AREX(70 km/h) KTX(90 km/h) Relative 

error
(%)FEA Test FEA Test

Displacement
(mm) 3.02 3.15 3.82 3.95 3.3~4.1

Stress
(MPa) 67 63 70 65 6.3~7.7

Fig. 14. Results of vertical displacement at track girder end.

종형거더의 중앙부 변위 및 응력 해석결과, 측정치

와의 오차범위가 약 3~7% 수준으로 나타나 수치해석

결과 및 모델링의 적정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종형거더 단부에서 발생되는 레일 및 종형거더

의 변위 측정결과를 확대하여 Fig. 14에 나타내었다.

열차종별 종형거더 단부 레일 및 종형거더의 변위 

측정결과, Fig. 14와 같이 레일변위는 KTX의 경우 0.25 

mm, AREX의 경우 0.16 mm로 나타났으며, 종형거더의 

변위는 KTX의 경우 0.23 mm, AREX의 경우 0.14 mm

로 나타났다.

또한 레일과 종형거더의 상향변위가 발생되는 위치

가 각각 약 12.2 m 및 11.3 m로 검토되어 레일의 휨변

형 곡률이 보다 완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종형거더 

간 연결위치(13.0 m)에서는 레일과 종형거더의 변위수

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종형거더 연결부에서의 체

결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직결 궤도 단부 레일 및 종형거더의 변형특성 분

석결과, Fig. 14와 같이 종형거더 단부에서의 레일 상

향변위가 0.3 mm 미만으로 나타나 공용중인 열차하중

에 따른 종형거더의 휨곡률(변형수준)이 단부 레일 및 

종형의 상향변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여 강직결궤

도의 단부 궤도 사용성 및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단부 체결구 응력 분석결과

단부 체결구 응력 검토결과, 수직방향 응력이 횡방

향 응력보다 AREX와 KTX 모두 약 26% 정도 크게 나

타나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에 사용되는 판스프링 체결

구의 주요 응력 발생위치(Dominant weakness point for 

stress)는 열차진행방향의 직각방향임을 실험적으로 입

증하였다. 따라서 판스프링 체결구의 주행열차하중에 

의한 발생응력의 특성은 판스프링의 절곡된 방향(Fig. 

9(c)-①)으로 최대 휨응력이 발생되며 단부 궤도 종형

거더와 레일의 상호작용력(상향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직방향 응력의 발생수준은 판스프

링 강재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단부 

궤도의 상향변위에 저항하는 현행 강직결 궤도의 단부 

체결구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구조의 단부 궤

도 거동 분석을 위해 실운행열차 하중을 고려한 현장

측정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단부 궤도의 변형특성 

및 체결구 응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종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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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결궤도 단부의 레일과 종형거더의 안전성을 평가

하였다.

1) 강직결 궤도구조의 단부 궤도 거동 분석결과, 레

일과 종형거더의 상대변위 차이가 매우 미소하여 일체

거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강직결 궤도의 

종형거더 중앙부 최대처짐은 일반 강직결 궤도 보다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종형거더의 처짐에 기인

한 단부 레일 및 종형거더의 상향 변위 발생수준이 미

소하므로 단부 궤도의 안전성 및 사용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단부 체결구 응력 검토결과, 단부 레일의 상향변

위에 기인한 판스프링 체결구의 발생응력은 미소하며 

판스프링 강재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영종대교 강직결 궤도에 사용된 강직결 체

결장치의 경우 체결구 역할을 하는 판스프링과 레일사

이에 절연블럭이 설치되어 레일의 상향변위 및 상향력

을 일부 완충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레

일과 체결구 사이에 외력에 대한 저항 단면강성을 충

분히 확보하고 판스프링의 기하학적 특성에 의해 상향

변위를 스프링구조에서 완충시킴으로써 발생응력 측

면에서 큰 여유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일반적인 코일스프링 형식의 체결구(클립) 

보다 단부 변형에 보다 유연한 거동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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