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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철도교량의 경우 소음저감 성능이 우수한 교량형식이 요구된다. 개발 

중인 교량은 주거더 상부플랜지를 콘크리트와 합성한 구조인 강합성 하로판형 교량으로 철도차량

을 감싸는 단면으로 교량단면 자체가 방음벽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형식 강

합성 하로판형 철도교를 대상으로 지간 20m, 교폭 6m의 실물교량을 제작하고 하중재하실험을 실시

하여 충분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철도교량, 실물실험, 하로교, 하중재하실험, 구조안전성

1. 서 론

도심지를 통과하는 철도교량의 경우 소음저

감 성능이 우수한 교량형식이 요구된다. 개

발 중인 교량은 주거더 상부플랜지를 콘크리

트와 합성한 구조인 강합성 하로판형 교량으

로 철도차량을 감싸는 단면으로 교량단면 자

체가 방음벽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형식 강합성 하

로판형 철도교를 대상으로 지간 20m, 단선의 

실물실험체를 제작하여 하중재하실험을 수행

하여 구조안전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실물실험

2.1 실험체 개요

실험체는 지간 20m, 교폭 6m로 제작되었고, 

바닥판과 궤도슬래브는 30MPa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고 상부 플랜지와 합성되는 콘크리

트는 50MPa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슬래

브 내부 철근(SD400 D16, D13)을 제외한 나

머지 강재는 SM5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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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test specimens

2.2 실험 방법

가력은 설계하중인 1,200kN까지는 하중제어

방식으로 재하하였으며, 이후 3,000kN까지는 

1mm/2min의 속도로 하여 변위제어방식으로 

재하하였다. 하중재하 계획은 실험체 설계하

중의 2.5배인 3,000kN까지 가력과 실험체의 

회복상태와 잔류변위,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

서 1차 최대하중 가력과 2차 재하중 가력으

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1차 하중재하시 

목표하중이 3,000kN 도달 후 하중을 완전히 

제거하고 2차로 2,000kN까지 하중을 재도입

하여 주요 부재의 손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

도록 계획하였다. 

2.3 실험 결과

Fig. 2는 교량 중앙부의 하중-변위 곡선으

로 설계하중 1,200kN의 2.5배에 해당하는 

3,000kN까지 재하 하였으며 최대재하하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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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지간중앙 처짐값은 24mm가 발생하였다. 

활하중 처짐제한 값 (L/600 = 31mm) 보다도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재의 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평방향의 변위도 

최대재하하중 시 최대 6.91mm로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으므로 횡방향 변위에 대한 강성

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Load-displacement curves at the center of the bridge

Fig. 3은 메인거더와 가로보 및 세로보의 

강재 주요부재 중 최대하중재하 시 최대의 

변형률이 발생하는 CROSS BEAM 하부 플렌지

의 하중-변형율 선도를 나타낸다. 최대 발생 

변형률은 3,000kN 하중 재하시 1122 이 발

생하였고 이를 응력으로 환산하면 235MPa 이

다. 설계하중의 2.5배에서도 강재의 허용응

력인 215MPa을 크게 넘지 않는 값을 나타내

고 있으므로 강재부재는 좌굴 혹은 항복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Load-strain curves at the cross beam

Fig. 3는 메인거더 G1의 상부플렌지 콘크리

트의 하중-변형율 선도를 나타낸다. 최대재

하하중에서 콘크리트에 발생한 압축변형율은 

0.00068 로 보통 철근콘크리트의 강도설계법

에서는 철근의 항복을 철근의 파괴로 보며, 

압축측연단의 콘크리트의 압축변형율이 

0.003에 도달한 것을 콘크리트의 파괴로 본

다. 따라서 설계하중의 2.5배인 최대재하하

중 상태에서 콘크리트 극한 압축변형율의 

23% 수준의 변형율 발생으로 메인거더 상부

플렌지 콘크리트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Load-strain curves at the upper flange concrete

3. 결 론

설계하중의 2.5배의 하중재하를 상태에서 

메인거더, 가로보 및 세로보의 강재 주요부

재들이 항복에 도달하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급격한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최대재하하중 3,000kN 도달 후 다

시 하중을 제거하고 2,000kN 까지 재하 시 

변형율 선도의 기울기가 동일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부재의 급격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본 교량은 설계치에 비해 2.5

배의 내하성능을 확보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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