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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의 철도교량에 대한 내진설계는 1999년 제정된 철도설계기준에 내진설계편이 신설되면

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일반철도교량의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90년 

초중반에 건설되어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성능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단

계적으로 일반철도교량에 대한 내진성능설계 및 보강공사를 통해 철도교량에 적용된 전단키, 교량

받침, 교각, 기초보강 등 내진보강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어 : 철도교량,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보강, 받침형식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도 규모 5.8의 경주지진(2016)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

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

요한 시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1차 

내진성능평가 용역(2006.7.~ 2008.4.) 및 2차 

내진성능평가 용역(2012.9.~ 2014.12.)을 시

행하여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교량 546개소에 

대하여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의해 일반철도

교량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수

립하고, 순차적으로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내

진성능설계 및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철도교량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법에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상부구조형식, 교량

받침, 지반조건 등을 고려한 내진성능 상세

평가를 수행하여 교각기둥, 교량받침, 교각

기초, 최소받침지지길이 등 평가항목을 통해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일반철도교량에 

적용된 내진보강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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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보강방법

2.1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상세 평가기준은 상부구조물의 낙교 

뿐만아니라 Fig.1와 같이 교각을 비롯한 교량의 

구성(받침 등)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Fig. 1 Evaluation seismic performance

교각은 단면강도와 공급변위연성도의 휨단면 

강도, 전단강도 및 변위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하며 

교량받침은 받침본체와 앵커부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평가한다. 받침지지길이(낙교)는 최소 받침 

지지길이(Nmin)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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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 철도교량의 내진보강방법

현재 일반 철도교량 내진성능보강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진받침, 전단키(낙교방지장치),구체를 

직접 보강하는 방법 등이 있다.
 

Table 1 Seismic reinforcement method of railway bridge

2.3 적용결과

일반 철도교량 중 일부는 상부구조형식이 무

도상인 판형교로 되어 있으며, 교량받침의 경우 

간이받침, 선받침, 면받침 등으로 시공되어 있다. 

판형교는 기 설치된 받침이 면받침 또는 선받

침일 경우 받침본체의 높이가 낮으므로 내진

받침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점(선형고저 조정 

및 교각 코핑부 철취 등)을 해결하기 우해 상대적

으로 받침본체 높이가 낮은 디스크받침계열을 

많이 적용하였다. 

Table 2 Type of bearing before and after reinforcement 

교각이 무근콘크리트(특랙형)일 경우 소성

힌지 발생구간에 철근보강을 실시하였으며, 

T-Beam의 경우 교량연장 10m내외, 교량폭 

4.2m, 간이받침, 지반조건 2일 때 내진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기초의 단면은 교축직각방향  

9.5m, 교축방향 8.5m 이상의 기초폭 확보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현재 일반 철도교량에 적용하고 있는 내진

성능보강방안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1) RC 슬래브교 및 T-Beam이 간이받침(무

받침)일 경우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마찰계수

(0.5)가 강재받침(마찰계수 0.2)보다 더 큰 

값을 가지며 받침장치 설치시 발생하는 문제

점을 고려하여 전단키(낙교방지)를 설치하여 

지진에 저항하도록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것

으로 나타났다.

2) 교량받침 횡방향 저항용량은 실험 또는 

국부파괴를 고려한 수치해석에 의해 결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실험에 의한 저항용량 결정은 

쉽지 않으므로 현장조건을 고려한 정확한 수치

해석이 필요하다. 

3) 교각의 공급역량 부족으로 보강해야 될 

경우 교량받침형식을 강재받침이 아닌 탄성

받침 또는 면진받침을 사용하면 에너지 소산

으로 인해 교각보강이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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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ncept Reinforcement 
concept 

Reinforcement 
scope

 seismic shoe seismic 
resistance bearing

shear key
seismic 

resistance
avoid falling 

bridge
bearing

pier
 reinforcement

seismic 
resistance pier 

footing
reinforcement

seismic 
resistance footing

Structure Type Pre-reinforcement 
bearing

Reinforcement 
bearing

RC Slab
T-Beam

sediment bearing
(or no bearing)

shear key
(avoid falling bridge)

T-Beam sediment bearing
(or no bearing)

shear key
(avoid falling bridge)

Plate Girder plate bearing
Line bearing

disk bearing
pot bearing

PSC Girder spherical bearing disk bearing
spherical be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