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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일체결장치는 궤간 및 레일경사의 유지, 하부로 전달하

는 충격하중의 완충, 레일에 작용하는 윤중 및 횡압의 분산,

레일의 종방향 변위 억제, 레일과 침목 사이의 전기절연 등

열차의 주행안정성 및 가용성(availability)을 확보하고 하부

의 노반구조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철도용품의 하나이다. 체

결장치의 중요부품인 레일패드의 초기 강성이 매우 크거나

사용년수의 경과에 따라 레일패드 강성이 크게 증가될 경우

차량/궤도 상호작용에 따른 동적 윤중의 증가로 레일의 피

로 및 마모와 궤도구성품의 손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차

륜의 들림에 의한 윤중의 감소로 열차의 주행안정성이 저하

되게 된다. 따라서 체결장치 사용수명 동안 소정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레일패드 강성의 상한값을 설정하여 체결장

치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레일패드의 강성이 궤도시스템 거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다[1-4]. 그러나 적정 강

성을 산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일부 보고된 바 있으나[5,6]

레일패드 강성의 상한값 결정에 대한 연구사례는 거의 없었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08년에 개정된 유럽의 TSI[7]에 따

르면 국가간 상호 연계수송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자갈궤

도에서 콘크리트 침목을 사용하는 경우 레일패드의 최대 동

적 강성이 600MN/m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동적 윤중은

차량과 궤도의 동특성 뿐만 아니라 열차속도 및 궤도틀림 유

지관리상태 등 운영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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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의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에서 열차 주행 안전 측면에서 관리해야 할 레일패

드 강성의 상한값을 차량 및 궤도의 동특성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차량-궤도의

상호작용해석의 중요 입력 파라메타인 궤도틀림과 관련하여 프랑스 및 독일에서 제시한 고저틀림 PSD(파워 스

펙트럼 밀도)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에서 계측한 고저틀림 자료를 통하여 얻은

PSD를 기초로 하여 넓은 범위의 주파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고저틀림 PSD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PSD 기준 모델을 사용하여 시간 영역에서의 고저틀림 입력을 난수 생성(random number

generation)을 통하여 구한 후 차량-궤도 상호작용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레일패드 강성에 따른 윤중 감소율을 산

정하였다. 산정된 윤중 감소율에 대하여 국내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탈선계수 규정을 적용하여 주행

안전 측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레일패드 강성의 상한값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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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선로에 따라 레일패드 강성이 차량과 궤도에 미치는 영

향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선로에 맞는 레

일패드 강성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선로의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차량과 궤

도의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한 후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윤중

변동을 매개로 하여 레일패드 강성이 차량의 주행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

에서 열차주행안전측면에서 관리해야 할 레일패드 강성의 상

한값을 차량 및 궤도의 동특성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결정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의 해석의

중요 입력 파라메타인 궤도틀림을 고려하기 위하여 프랑스

및 독일에서 제시한 고저틀림 PSD(power spectral density)

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에서

계측한 고저틀림 자료로부터 얻은 PSD를 기초로 하여 넓은

범위의 주파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갈궤도 및 콘크

리트궤도의 고저틀림 PSD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PSD 기준

모델을 사용하여 시간 영역에서의 고저틀림 입력을 난수 생

성(random number generation)을 통하여 구한 후 개발된 차

량-궤도 상호작용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레일패드에 따른 윤

중 감소율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윤중 감소율에 대하여 국

내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8]에서 정

하고 있는 탈선계수 기준을 적용하여 주행 안전 측면에서 허

용할 수 있는 레일패드 강성의 상한값을 제시하였다.

2. 차량 및 궤도 상호작용 해석

Fig. 1은 차량과 궤도의 수직방향 상호작용 해석모델을 나

타낸다. 차량 서브모델(Sub-model)은 차체와 2개의 대차, 그

리고 4개의 윤축(wheelset)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강체

운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점(lumped mass)으로 모델

링된다. 차체와 대차를 연결하는 2차 현수장치와 대차와 윤

축을 연결하는 1차 현수장치는 스프링과 감쇠(damping) 요

소(element)로 모델링된다. 차량은 수직운동만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0개의 자유도 시스템으로 나타낸다.

궤도 서브모델은 자갈궤도의 레일, 체결장치, 침목, 도상

자갈(ballast), 그리고 노반 등이 다층(multi layers)으로 배열

된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궤도의 경우는 레일 체결장치가 강

성노반 위에 놓인 것으로 하여 각각 탄성보로 모형화하였다.

최상부층을 구성하는 레일은 Timoshenko 연속보로 나타낸

다. 하부의 체결장치 및 패드는 질점, 선형스프링(linear spring)

및 댐퍼(damper)로, 침목은 질점(mass)으로만 나타낸다. 도

상자갈은 상층자갈-하층자갈 피라미드모형이 사용된다. 따라

서 상부의 자갈층과 하부의 자갈층은 질점, 선형스프링, 그

리고 감쇠로 나타낸다. 이들 층에서 인접 블록(block) 사이

의 상대변위에 따른 간섭(coupling) 효과는 블록을 연결하는

점탄성요소로 나타내며, 스프링 및 감쇠 계수는 수직방향 값

의 30%를 적용한다. 본 해석방법을 토대로 개발된 해석프

로그램(GTDAP)은 문헌[9]을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

다. 해석에 사용된 KTX 차량의 제원과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고,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의 제원과 물

성치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Fig. 1 Train-track vertical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model

Table 1 Dimension and properties of KTX vehicle (half-vehicle)

Parameter Value

Car body mass (loaded) 27.48ton

Car body mass moment of inertia about Y axis 565.95ton.m2

Bogie mass 1.210ton

Bogie mass moment of inertia about Y axis 1.297ton.m2

Secondary suspension stiffness 1.268×103kN/m

Secondary suspension damping 28.5kNs/m

Primary suspension stiffness 1.252×103kN/m

Primary suspension damping 16.0kNs/m

Distance between two bogie Y-direction 

centerlines
14.0m

Wheelset base 3.0m

Wheel radius 0.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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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궤도틀림 모델링

차량/궤도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는 궤

도틀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궤도틀림을 현장조건과 유

사하게 입력하는 것이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궤도틀림은 파장이 50m인 장파장성분에서부터 파

장이 10cm까지 작은 단파장까지 차량/궤도 상호작용에 영

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파장성분을 포함할 수 있는 궤도

검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검측 시스템으로서는 이러한

광대역의 파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에서

구축한 고저틀림 PSD를 기초로 하되 국내 궤도 검측 시스

템으로 측정 가능한 파장대역(3m~50m)의 고저틀림을 반영

하여 그 크기를 조정하였다.

Fig. 2는 프랑스 국철에서 양호한 궤도 관리 구간과 보통

의 궤도 관리 구간에서 측정한 장파장(2~40m) 고저틀림의

PSD[10], 독일 고속철도 구간에서 측정한 단파장(7m이하) 고

저틀림 PSD[10], ISO에서 규정한 차량의 소음성능을 측정하

기 위해서 궤도가 관리되어야 하는 단파장 고저틀림 PSD한

도[11], 통상의 일반철도 궤도의 PSD[12] 등을 나타낸 것이

다. 해석의 기준이 되는 PSD, 즉 Reference PSD(전 주파수

대역의 고저틀림 PSD)를 장파장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양호

한 고저틀림 PSD를 취하고 단파장에 대해서는 독일 고속철

Table 2 Dimension and properties of track (half- track)

Parameter
Input values

Ballasted track Concrete track

Rail mass per meter 60.3×10-3ton/m 60.3×10-3ton/m

Rail cross-section area 7.687×10-3m2 7.687×10-3m2

Elastic modulus of rail 2.10×108kN/m2 2.10×108kN/m2

Poisson's ratio of rail 0.3 0.3

Rail second moment of area 3.055×10-5m4 3.055×10-5m4

Rail profile radius on top 0.3m 0.3m

Timoshenko shear coefficient 0.34 0.34

Rail pad damping Variables Variables

Rail pad stiffness Variables Variables

Sleeper spacing 0.6m -

Sleeper mass 0.14ton -

Sleeper spacing 0.6m -

Sleeper damping 300.0kNs/m -

Sleeper stiffness 326.6kN/mm -

Effective length of sleeper 2.6m -

Effective width of sleeper 0.27m -

Ballast height 0.35m -

Unit weight of ballast 2.0ton/m3 -

Elastic modulus of ballast 200.0MN/m2 -

Elastic modulus of subgrade 100.0MN/m3 -

Damping of subgrade 100.0kNs/m -

Ballast stress distribution angle 35° -

Ratio of vertical and horizontal stiffness 0.3 -

Fig. 2 Reference PSD



주행 안전을 고려한 고속철도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 레일패드의 강성 상한 결정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4권 제6호(2011년 12월) 529

도 PSD를 취함으로써 Fig. 2의 원형마크와 같이 구축하였다.

아래의 Fig. 3은 이미지 맵핑(image mapping)기법을 사용

하여 경부고속철도 교량/토공/터널 별로 대표적인 구간의 외

측, 내측레일의 고저틀림을 측정한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

이다. 측정한 고저틀림의 유효파장은 3m~50m이다.

국내 고속철도 토공(자갈궤도), 교량(자갈궤도), 터널(콘크

리트궤도)구간에서 측정한 궤도틀림의 PSD를 나타내면 Fig.

4와 같다(샘플링 구간의 길이는 개소당 1km, 샘플링 구간 수

는 교량, 터널, 토공 각 5개소). 궤도틀림에 대한 해석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저틀림 PSD들을 회귀 분석하여 PSD

함수로 나타내었다. 적용된 회귀 분석식은 프랑스 SNCF에

서 제시한 고저틀림 PSD 함수[10]와 동일하며 식 (1)과 같

이 나타내진다.

(1)

여기서, S(F)는 공간 주파수 F(cycle/m)에 대한 양측(two-

sided) 고저틀림 PSD(mm2/(cycle/m))를 나타내고, C는 궤도

상태를 나타내는 회귀 분석 변수(parameter)이다. 토공, 교량,

터널구간별로 각각 5개의 PSD 함수를 구할 수 있고, 이들

PSD 함수들의 평균값(C값의 평균)을 취하면 Fig. 5와 같이

나타난다.

S F( )
C

0.36 2πF+( )
3

--------------------------------=

Fig. 3 Vertical track irregularity data measured at Kyeong-Bu 1st phase high-speed railwa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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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inued

Fig. 4 Vertical track irregularity PSD measured at Kyeong-Bu 1st phase high-speed railwa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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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의 결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1단계 토공구간 자갈

궤도의 고저틀림은 기준 고저틀림의 96% 정도이며, 교량구

간에서는 126%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의 입력으로 사용될 자갈궤도의 고저틀림은 터

널구간보다는 크고 교량구간의 고저틀림보다는 약간 작은 정

도로 보아 Fig. 2에서 제시한 기준 고저틀림의 120%로 설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Fig. 6 참조). 한편 Fig.

5로부터 터널구간 콘크리트궤도의 고저틀림은 기준 고저틀

림의 40%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0.3~50m 파장 영

역에서의 고저틀림이며, 0.3m 이하의 단파장 고저틀림의 크

기는 독일 고속철도의 PSD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주파 영역(장파장 영역)에서

고주파 영역(단파장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고저틀림

PSD는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터널구간

궤도틀림보다는 비교적 큰 기준 고저틀림의 80%로 설정하

였다.

한편 공간 영역의 궤도틀림 PSD를 라디안(radian)으로 표

현된 공간 주파수 Ω(rad/m)(=2πF)에 대한 PSD로 변환하면

아래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Ω = 2πF) = (2)

여기서, S(Ωn)는 라디안으로 변환된 공간영역 궤도틀림 PSD

를 나타낸다. 

1

2π
------S F( )

Fig. 5 Average PSD fitted for regression equation

Fig. 6 Average PSD of vertical track irregularity for ballasted and

concret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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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궤도틀림 PSD로부터 식 (3)을 이용하여 거리(xi)별

궤도틀림을 다음과 같이 재생할 수 있다[13].

(3)

지정된 seed number에 대하여 난수 생성(random generation)

을 통하여 N개의 θn을 구하여 저장한 후, 궤도틀림 PSD가

유효한 주파수 범위 내에서 ∆Ω 간격으로 주어진 Ω = n ∆Ω

대응하는 궤도틀림 S(Ωn)와 n에 대응하는 θn을 식 (3)의 괄

호 안에 대입하면 xi 위치에 대응하는 궤도틀림 y(xi)를 구

할 수 있다.

4. 윤중변동에 대한 열차주행 안전 검토

열차의 탈선은 곡선에서의 원심력, 곡선전향 등에 의해 적

극적으로 횡압이 발생하지 않아도 궤도의 고저틀림, 궤도강

성, 차량속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열차의 편측 차륜의 윤중

이 감소하는 경우 양측 차륜간의 내력으로서 횡압을 발생시

켜 탈선에 이르게 된다[14]. 여기서 차량의 윤중에 관해서

윤중의 변동(감소)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해진다. 일본의

경우, 동적 윤중 감소에 대한 윤중 감소율의 목표치를 0.8

로 하고 있으며, 열차 주행 시 윤중 감소율의 누적빈도를 고

려하여 윤중에 대한 주행안전 기준을 두고 있으며[15], 국

내의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8]”에서도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UIC 518 [16]에서 탈선

계수(윤중/횡압비)와 윤중 증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

으나, 윤중 감소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 주행 안전성 측면에서 자갈궤도와 콘

크리트 궤도에서 레일패드 강성에 따른 동적 윤중 감소율이

누적빈도를 고려한 동적 윤중 감소율의 허용한도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자갈궤도의 경우 앞서 제시

한 기준(reference) 고저틀림의 120% 모델을, 콘크리트 궤도

의 경우 80%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자갈궤

도의 경우 레일패드 강성범위를 100~700kN/mm, 콘크리트

궤도에서는 100~150kN/mm 범위에서 파라메타 해석을 수행

하였다.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 모두 고저틀림 PSD에서

4회 난수 생성(random number generation)을 통해 고저틀림

을 생성한 후 각각을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7, 8은 각각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에서 열차가

300km/h의 속력으로 주행할 때, seed number와 레일패드 강

성에 따라 윤중 감소율의 누적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갈궤도의 윤중 감소율의 누적빈도를 나타낸 Fig. 7로부

터 자갈궤도에서는 윤중 감소율-누적빈도는 레일패드 강성

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갈궤도

y x
i

( ) 4S Ω
n

( )∆Ω cos Ω
n
x
i
θ
n

–( )[ ]

n 1=

N

∑=

Fig. 7 Cumulative occurrence frequency of wheel load reduction according to rail pad stiffness for ballasted track(train speed=3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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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일을 지지하는 궤도 지지강성이 레일패드와 하부의 자

갈, 그리고 노반 등의 강성이 직렬로 연결된 시스템의 등가

강성으로 모델링될 수 있으므로, 레일패드 강성이 하부노반

강성보다 커질 경우(150kN/mm 이상) 노반 강성이 주 역할

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17]. 반면에 고저틀림 PSD로부터 시

계열 고저틀림 데이터를 생성할 때 seed number에 따라 어

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궤도

지지강성과 관계없이 고저틀림에 윤중 변동이 민감하게 반

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8의 결과로부터 자갈궤도에

서는 레일패드 강성이 700kN/mm까지 윤중 감소율에 대한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행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레일

패드가 열화 되더라도 강성이 700kN/mm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6]. 따라서 주행안전 측면에서 레일패

드 강성의 상한값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궤도의 윤중 감소율의 누적빈도를 나타낸 Fig. 8

로부터 콘크리트궤도는 자갈궤도와 달리 윤중 감소율-누적

빈도는 레일패드 강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콘크리트궤도의 강성이 레일패드에 의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레일패드 강성의 증가가 궤도지지강성의 증가로 직

Fig. 8 Cumulative occurrence frequency of wheel load reduction according to rail pad stiffness for concrete track(train speed=3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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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자갈

궤도보다 seed number에 따라 윤중 감소율 누적빈도 차이

가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레일패드 강성이

궤도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8의 결과로부터 고속철도에서 콘크리트궤도의 레일패드 강

성이 130kN/mm 이상이 될 경우 윤중 감소율 기준을 만족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을 만족하는 120kN/mm

를 레일패드 강성의 상한값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

에서 열차 주행 안전 측면에서 관리해야 할 레일패드강성의

상한값을 차량 및 궤도의 동특성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결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의

해석의 중요 입력 파라메타인 궤도틀림 PSD(power spectral

density)를 고려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고속철도와 경부 1

단계구간에서 계측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넓은 범위의 주

파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의

고저틀림 PSD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PSD 기준 모델을 입

력자료로 하고 레일패드 강성을 주 파라메타로 하여 차량-

궤도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한 후 국내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윤중 감소율에 대한 기준을 만

족하는 레일패드 강성의 상한값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부터 자갈궤도에서는 레일패드 강성이 700kN/

mm까지 윤중 감소율이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하고 있는 주행 안전 기준을 만족하므로 주행 안전 측

면에서 레일패드 강성의 상한값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콘크리트궤도에서는 레일패드 강성이

130kN/mm 이상이 될 경우 윤중 감소율이 주행 안전 기준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120kN/mm를 레일패드

강성의 상한값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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