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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량 최적설계를 위해 표준열차하중(KRL-2012)에 대한 동적효과인 충격

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간장의 길이와 3,4경간 연속교에서 휨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한 부등 경간 

분할교량과 등경간 분할교량을 비교하여 최적의 부등 경간 분할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를 철도교량 

설계 시 적용하면 보다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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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교량의 경우 도로교량과 달리 열차하중이 

연속적으로 구조물에 전달됨에 따라 연속교의 

경우 충격계수 산정에 인접경간의 길이가 영

향을 미치지 않으나 충격계수에 의한 충격하

중을 최소화는 것이 교량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철도교량의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연속교에서 경간별 동일한 휨모멘트(+)를 갖는 

부등 경간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

서 제시한 충격계수‘0’이 되는 경간 별 길

이와 연속교에서 최적의 부등 경간 비율을 

설계에 적용할 경우 향후 경제성이 확보된 

철도교량의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 론 

2.1 표준열차하중(KRL-2012)

여객, 화물 혼용구간의 철도 구조물은 Fig.1의 

KRL-2012 표준열차하중 재하도에 나타낸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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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RL-2012 standard railway load

2.2 충격계수

표준열차하중은 충격계수에 의한 하중이 곱해

지는 동적 충격과를 포함해야 한다. 선로의 유

지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식으로 충격계수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0 <  ≤ 0.67

충격계수 산정을 위한 구조물의 길이는 

Table 1을 적용해야 한다,

Table 1 Span length for impact factor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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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Girder

girder

Above 2 support points length of main girder

continuously over n spans
  




2 3 4 5 span length

Lc1.21.31.41.5 × Lm



2.3 해석결과

3. 결 론

철도교량 최적설계를 위한 충격계수 최소 

화 및 최적 부등 경간 비율 산정으로부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충격계수가‘0’이 되는 경간 길이는 

단경간의 경우 67m이상, 2경간 112m이상, 3 경간  

156m이상, 4경간 192m 이상인 것으로 검토 되었다.

2) 측경간의 휨모멘트(+)의 감소율은 3경 간 

8%, 4경간 9%로 나타났다.

3) 3경간의 경우 측경간과 중앙경간의 비가 

0.847~0.851 : 1, 4 경간의 경우 0.869~0.873 : 1 

이 최적 부등 경간 비율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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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3 span continuous equal & unequal span ratio          unit: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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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4 span continuous equal & unequal span ratio           unit: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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