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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를 장착한 하중이동시험의 LOOP이음 바닥판 진동수 특성
Estimation of Frequencies for Track Loading and Loop Type
Precast Deck with Tracking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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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rease in traffic intensity and speed requires more complex analysis of structures than it was case before. toda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ynamic behaviour of structures that has been induced by loads moving over a structure. To Investigate about dynamic
coupled effects on the simple supported precast segment bridge deck and moving vehicle tracking behavior. In this paper, an
experimental study is performed in other to determine the frequencies to find the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vehicle and structures. Tracking vehicle is consist of real rubber tire and adequate mass and weight. Results presented in this paper show that a real
vehicle tracking effects are expressed more realistic dynamic behavior.
Key words : tracking machine, frequencies, precast segment bridge deck, dynamic behavior

요

지

근래에 들어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도로를 이동하는 차량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차량의 접지하중 또한 매우 크게 변화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하중의 변화에 대하여 구조물과 그 위를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동적 상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량과 이동차량의 각각에서 진동수를 파악하였다. 구조물의 진동수와 차량의 진동수 간에 고무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의 진동수
는 비교적 유사 진동대역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트랙 시험기는 설계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차량시험 장치에는 실제 트럭
용 고무 타이어를 장착하여 시험하였다. 실제 주행차량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동적거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국부 부
재 결함발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용어 : 동적 상호 효과, 진동수파악, 실동차량, 이동질량시험, 구조물-차량 상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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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하지만 타이어의 탄성에 의한 진동발생이나 자동차의 커플
운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 실제 자동차의 운동은 주행 뿐

구조물 거동에 대한 주요 인자는 구조물 사하중 및 활하중

아니라 노면조도, 가감속시 자동차의 커플운동 등의 다양한

에 의한 응답으로 정적인자와 동적인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적 가력조선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동적 추가요인이 발생할

사하중에 의한 정적응답은 일정한 값으로 예측 가능한 비교

수 있는 구조물의 피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적 간단한 변수로 두어 판단이 가능하나 활하중에 대한 응답

국부균열, 노면 spalling현상의 증가 등 초기결함요인으로 작

은 대상 방법에 따라 매우 많은 다양한 인자를 모두 파악하

용할 수 있는 결함은 전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

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하여 수명저하는 물론 보수 보강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상태이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적응답을

교량 간 동적응답을 파악 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얻고자 차량의 이동모델이 가능한 트랙 머신을 제작하여 단

그 중 실험을 통한 방법 중에는 윤하중 시험기의 개발 및

순교량 형식의 바닥판을 프리캐스트 조각으로 연결하여 제작

주행하중에 대한 WIM(Weigh-In-Motion)측정을 통하여 동적

하고 그 위를 실제 자동차 타이어를 장착한 시험 중량차량이

반응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윤하중 시험기의 경우는 이동하중

왕복 주행함에 따라 타이어의 탄성력과 주행 중 진동이 미치

상태에서 동적하중 특성을 오로지 압력하중의 진행으로만 판

는 영향을 보다 실제 이동차량의 움직임에 가깝게 나타낼 수

단하게 되고 이는 하중의 포인트가 이동하는 의미를 두어 측

있도록 구성 하였다. 교량 위를 이동하는 차량의 운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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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닥판의 응답은 설계에서 고려하는 작은 항목에 지나지
않지만 많은 연구자의 연구 대상으로 고려되어져 왔다. 이런
이유로 바닥판이 실제 동하중에 대하여 구조적뿐만 아니라
주행차량의 사고나 충돌, 전복, 전도 등의 이동되는 하중이
발생 가능한 위험인자를 파악하여 주행 중 안전성을 확보하
고 발생 가능한 결함요인을 제거하여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
지하는 방재의 개념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충분할 것이다. 또
한 차량의 왕복주행 시 움직임을 보면 진행시 크랭크의 미는
힘으로 가속되어 최대 가속 점을 통과 후에는 크랭크축이 제
동을 주게 된다. 즉 진행방향에서 정지 상태로 전환되고 다
시 반대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받게 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그림 1. 크랭크 형식 시험기

한 방향 이동하는 이동하중과 다르며 구조물 위를 진행하는
중량차량의 노면조도나 제동 및 단차에 의한 불규칙한 진동
이 자주 작용하는 구간에서 바닥판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비
교적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윤하중 시험기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결국 트랙을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원형
(타원형)궤도를 가지고 하중을 실은 대차가 진행하도록 하는
형태는 규모 및 공간을 차지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 가동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하중조절이 가능하도록
한 유압장치를 장착한 쇠바퀴를 왕복으로 진행하여 실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이동하는 압력의 효과만 있을 뿐 이동하
중이 주는 동적성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 즉 정하중의

그림 2. 본 실험에 사용된 형식

위치이동만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동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험에서는 적절한 장치가 되지 못한다. 본연구의 궁극
적 목적은 현대 교량 위를 이동하는 차량의 특성 및 이동

표 1. 시험장치의 사양 및 시험조건
차량주행거리

사양
3.4 m (±1.7m)

실험조건
3.4 m (±1.7 m)

구동ARM 회전속도

1.6 rpm - ~ 31.2 rpm

7.8 rpm

될 것이며 새로운 신설교량에 대하여는 더욱 건전하고 내구

시편크기
(가로×세로)

최대 5.0 m × 10.0 m

2.0 m × 3.6 m

성 있는 교량이 건설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중범위

1.96 kN - 245 kN

44.1 kN

Tire 의 Rim 외경

최소 15''

17''

패턴을 보다 가깝도록 파악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설계활
하중 및 피로하중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연구가 되고자 하
며 이로부터 교량의 거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항목

2. 시험장치 구성과 특성
2.1 시험장치 구성
본 실험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점은 교량 바닥판 위를 이동
하는 차량의 거동 특성과 바닥판의 응답에 대하여 상호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험 장치에 있어 실제
주행차량의 특성을 반영하는 실험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
고자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하중위치를 이동하여 가력 가능한
시험기를 비교하였으며 그 중 그림 1과 같은 크랭크형식 시
험기는 특성상 재하하중크기의 변동이 유리하나 탄성 없이
누른 채로 이동하여 타이어를 갖는 차량의 탄성운동을 표현
할 수 없는 시험기이고 크랭크를 갖고 왕복 시험을 할 수
있으나 하중의 형태를 실제 차량형태인 대차를 활용하고 이

그림 3. 루프이음 바닥판 시험

에 트럭 타이어를 장착하여 중량이동시 타이어의 압력변화가
발생하도록 구성된 그림 2의 형식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음을 갖는 프리캐스트 바닥판 3개를 서로 연결한 후 연결부

였다. 또한 시험에 관련한 시험장치의 사양과 시험조건에 대

에 콘크리트 강도 40 MPa의 무 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강

하여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성연결을 구성하였다. 그림 4에서는 시험바닥판 하부에 설치

구성된 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크랭크를 이용한 하중시험의

된 가속도계와 LVDT, 스트레인 게이지의 선을 연결하여 측

전경은 그림 3과 같이 시험하였고 바닥판의 형상은 LOOP이

정을 위한 구성을 나타내었다. 이후 시험차량의 가속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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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번째 진폭측정치
그림 4. 바닥판 하부에 측정기 배치

그림 5. 타이어 압력분포 측정

그림 6. 타이어 압력측정을 위한 로드셀배치

그림 8. 4번째 진폭측정치

그림 9. 5번째 진폭측정치

악하기 위하여 시험차량의 이동궤적을 변위로 작성하고 이를
또한 왕복시간을 측정하여 속도 및 가속도를 파악하였다. 파

모르터 타설 후 연결하였다. 또한 타이어의 접지분포를 파악

악된 가속도는 가속도계로 측정된 바닥판의 가속도와 이동질

하고자 그림 5와 그림 6에서와 같이 타이어의 접지 면에 대

량의 가속도를 각각 따로 분리하거나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

하여 6개 구간의 셀을 두어 타이어가 접지된 공간에서 종

도록 하였다.

방향과 횡방향의 분포압력 구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바퀴하부에 있는 시험바닥판과 게이지는 시험바닥판 내부
주 철근 및 배력 철근의 위치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연결하고

타이어의 접지압력이 등분포화 되지 않고 방향이나 기울기에
따라 편 재하 하는 현상도 발생됨을 볼 수 있다.

표면에는 휨과 전단에 대한 콘크리트 게이지를 연결하였으며
처짐계 및 가속도계를 6개소에 각각 부착하여 연결된 각 패
체결형태는 LOOP형 이음상태를 가진 패널을 보여주고 있다.

2.2 시험장치 특성
시험편의 총 길이 402 cm에 대하여 가이드 진출입 거리
270 cm를 포함한 전체 시험차량 주행거리에 대한 각 패널의

바닥판을 각각 제작하여 현장에서 연결하여 일체식 바닥판을

진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측정을 수행하고 그중 몇 가지를

구성하는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시험하였고 프리캐스트 바닥

아래 그림 7, 8, 9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10과 그림 11

판의 대표적 이음방법인 F2F(Female-to-Female)이음 방법과

에서는 시험 바닥판에 주행하는 시험차량의 범위를 나타내었

널의 데이터를 따로 측정하였다. 그림 3에 보이는 바닥판의

LOOP이음 방법을 적용하여 동적특성을 비교하여 시험하였다.

고, 진폭그래프를 통하여 3개의 프리캐스트 패널을 LOOP형

시험바닥판과 거더의 연결은 각 패널마다 6개의 전단포켓을

식 이음으로 연결한 하나의 교량 바닥판의 특징은 초기

설치하고 이를 하부에 있는 거더와 스터드로 연결한 후 베딩

3,4,5번째의 진폭 테스트 결과를 표시하였다. 또한 시험차량

타이어를 장착한 하중이동시험의 LOOP이음 바닥판 진동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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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험장치 이동범위
그림 12. LOOP이음을 가진 패널

그림 11. 시험바닥판에 차량이동 위치

의 이동 범위에 대한 시험형태에서 바닥판의 시험장에 대하
여는 그림과 같다.

그림 13. LOOP이음과 전단포켓 형태

3. 각 패널의 진동수 분석
그림 11과 같이 3개의 패널로 연결된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각 패널별 진동수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진동수의 파악에서
패널로 연결된 바닥판의 진동수와 차륜이 고무타이어로 된
실동하중을 모사한 시험차량의 이동에 따른 진동수를 파악하
여 바닥판-차량의 진동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1 패널의 구성과 특징
시험을 위한 바닥판은 그림 12와 그림 13과 같은 프리캐
스트 패널을 연결하여 양단에 거더를 배치한 하나의 바닥판
으로 구성하였고 각 패널은 LOOP이음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음간의 전단체결을 위하여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였다. 또
한, 각 패널의 진동수를 파악하고자 패널의 하단부에 가속도
계 및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그림 14. 9단계로 본 반응시간

의 합성체에 대한 하중에 대한 진동수를 파악하고 동시에 바

3.2 각 패널별 진동수
하중의 재하에 대한 소요시간을 그림 14에 비교하였다. 1

닥판의 구조진동을 비교하므로 하중의 진동 및 구조체의 진

왕복 재하 시 소요시간은 개략 8.51초로 비슷한 시간을 가지

한편, 그림 15에서는 전체 바닥판(3개 패널+2개 거더)에서

며, 그림 15에서는 1왕복에서 초기 1회와 15회 운전을 평균

측정된 가속도계의 값과 시험 주행차량 시험기의 운동에 따

동수에 대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기하고자 하였다.

한 이동에 대하여 전체 바닥판의 진동수-진폭의 관계에 대한

른 변위로부터 계산된 진동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주행차

비교를 나타내었다. 시험 차량의 운동궤적은 비슷한 양상을

량의 진동수는 초기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충격발생효과로 인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6, 17, 18에서는

하여 진폭이 큰 값을 나타내나 이후에 시험 바닥판과 유사

각 패널의 가속도를 FFT로 수행하여 내측, 중간, 외측패널에

진동 발생구간이 4개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대하여 진동수를 표기 하였다.

짧은 시간에 유사 진동대역을 가지므로 동적 증가효과는 그

여기서 볼 때 교량의 바닥판을 구성하는 3개 패널과 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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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험 바닥판 진동수

그림 19. 바닥판 및 시험차량의 진동수비교

그림 16. 패널1의 진동수
그림 20. 처짐에 대한 동적증폭계수

른 바닥판 시험편의 진동수를 파악하고 이를 가력하는 시험
차량의 고유진동수와 비교하여 그림 19와 같이 나타내었다.
여기서 볼 때 3.7 Hz 및 5 Hz와 9 Hz의 영역에서 유사한
진동수를 나타내어 타이어를 장착한 중량 차량의 이동에서
교량에 대한 동적효과는 때로 국부파단을 발생하는 진동동기
(공명)의 상태가 몇 번 발생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시험가력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충격발생을 보이
그림 17. 패널2의 진동수

나 이후 왕복구간까지는 일정 진동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볼
수 있어 주행차량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에서는 처짐에 대한 패널들의 동적증폭계수(DAF)를 나타
내었다.

4. 결과 및 분석
연구에서는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프리캐스트 패널로 연결
된 바닥판의 동적응답을 파악하고자 각각 바닥판의 진동수를
파악하고 또한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따라 진동수를 파악
하여 바닥판-차량의 진동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제 교량
그림 18. 패널3의 진동수

상부구조는 장지간화 하므로 동적 분석에서 최 저차 진동수
대역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동하는 차량

에 따라 구조물의 진동 대역이 유사한 경우가 초기에서 발생

에 대한 진동이 타이어의 진동형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타이

되는 것은 실제 교량의 경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어 진동수가 낮으면 국부적으로 검토의 필요가 발생할 수 있

부분으로 파악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을 것이다. 이를 파악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하중진동수파악과정과 전체 결과를 분석하고

3.3 패널진동수와 하중진동수 비교
시험가력장치인 타이어를 가진 시험가력 차량의 이동에 따
타이어를 장착한 하중이동시험의 LOOP이음 바닥판 진동수 특성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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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Loading Frequency 계산
4.1.1 Center point (panel 2 center) P-2를 기준으로 한 측
정된 시험 바닥판의 총길이에 대한 차량의 이동시간을 통하여
Vv(차량속도) = 108.93 cm/sec를 알 수 있어 각 위치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진동수를 분석할 수 있다.
- 전륜 → 후륜 통과시간 270 cm/108.93 cm = 2.479 sec =
0.403 Hz
- 크랭크쪽 Max → 후륜통과시간 84.75 cm/108.93 cm/sec =
0.7 sec = 1.285 Hz
- 후륜통과 → 전륜통과 270 cm/108.93 cm/sec = 2.479 sec =
0.403 Hz
- 전륜통과 후 끝단(시험기) 108.75 cm/108.93 cm/sec = 0.998
sec = 1.001 Hz
- 가운데정차 → 크랭크쪽Max 219.75 cm/108.93 cm/sec =
2.017 sec = 0.496 Hz

그림 21. 각 패널 진동수와 전체 바닥판 진동수

어진 바닥판은 구조물진동의 최 저차 진동대역에서 차량의
진동과 유사 진동수를 가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는 국부적인 하중의 증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량의 진동을 표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가 더 진행될

4.1.2 반응발생 예상 시간 (center point ACC #10, LVDT #3)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응발생 단계를 9단계로 보아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왕

5. 결

복의 시간은 동일하여 비교적 대칭되는 소요시간을 갖고 있

론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 누적시간은 왕복 하중재하 시간
으로 8.508초가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 파악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1.3 기계측 Center (Acc #11, LVDT #2)에 대한 각 위
치별 시간 파악은 아래와 같다.
1. 후륜 도달 소요시간 (기계측 max) : (135 cm + 84.75 cm)/
108.93 cm/s = 2.017 sec
2. P-1 center 전륜 도달 소요시간 : (270 cm − 37.25 cm)/
108.93 cm/s = 2.137 sec

1. 실제 도로교의 결함 발생을 보면 충분한 동적검토를 갖
고 설계 및 시공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불 특정한 이유
로 인하여 국부적인 결함이 발생됨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인 교량 바닥판의 진동에
대한 차량진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할 수 있었다.
2. 실제 설계 시 동적문제는 충격계수와 최대 허용 처짐에

3. 전륜도달 → max도달 소요 시간 : (37.25 cm + 84.75 cm
+ 108.75 cm)/108.93 cm/s = 2.118 sec

한계를 두어 처리되고 있다. 충격계수는 반복응력의 범

4. P-1 Center 전륜 도달 소요 시간: 2.118 sec

과 진동으로 인한 피로의 영향과 이용자의 심리적 불안

5. Initial 위치 도달 시간 : 13 cm/108.93 cm/s = 0.119 sec

감을 피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이것은 교량의 동적특

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최대 허용 처짐의 제한은

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산된 값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왕복운동에 도입하여 역으로 계산하여도

3. 일반적으로 차량과 교량의 상호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과는 유사한 양상을 가지며, 가속도계와 처짐 계의 응답결

이동하중의 개념을 도입하나 이는 철도차량과 같은 철제

과를 분석하여 프리캐스트 패널1의 중앙 점에서 반응발생시

의 바퀴가 레일 위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교적 일치하고

간을 측정하였다. 반응발생과정은 6단계로 구분하였고 소요시

도로를 주행하는 중 차량과 같이 고무타이어 바퀴를 갖

간을 측정한 결과 작은 크기의 프리캐스트 패널을 지난 하중

고 노면조도를 갖는 바닥을 주행할 때에는 가속 및 감

이 패널 중앙부에 반응을 발생하는 데는 패널2와 패널3를 지

속의 영향과 타이어의 탄성 진동영향을 고려하기가 어렵

나 다시 패널3와 패널2를 통과한 후 패널1의 중앙에 위치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이어의 주행을 통하여

는 시간적 배분에 따라 총 누적 소요시간은 8.509초가 되는

탄성진동영향이 포함된 동적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시간과 일치하는 값으로 시험기의

4. 동적해석에서 이동하중의 해석으로 Time History해석을

반응 발생과정과 시간을 파악하여 추후에 해석과정 및 다른

수행하는데 이는 해석 시 구조물의 진동수에 따른 모우

시험에 자료로 활용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간-

드 중첩을 통하여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에서 파악

이력해석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한 하중의 진동수는 누르고 진행하는 하중과 달리 바닥
판의 진동수에 대하여 피크를 따라 진동하는 고무타이어

4.2 전체 구조계 진동수 비교
그림 21에서는 현재까지 언급된 각 패널의 진동수와 바닥
판전체의 진동수를 같이 나타내었다. 이는 프리캐스트 바닥판

의 진동대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바닥판진동과 상

을 구성하고 있는 각 패널의 진동에 대하여 전체가 함께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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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유관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중 차량의 이동에
따른 바닥판의 결함요인이 발생 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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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에는 과거와 다르게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
므로 교량 위를 통행하는 차량의 중량 및 진행속도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축을 가진 중량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증가된 하중을 지지하는 타이어가 노
면에 작용하는 현상을 단순히 중량재하로 판단하는 것은
늘어나는 교통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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