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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철도교량 단부에서는 열차하중에

의한 단부회전각 발생, 교량기초의 침하 및 교량 상판의 상·

하연 온도차 등에 의해 교량 상판이 정, 동적으로 거동하게

되어 단부 궤도가 변형되고, 이러한 궤도의 변형은 궤도 구

성품(레일 및 레일체결장치)에 직접적인 상호 작용력으로 작

용하게 된다[3,13,20-26].

교량 단부회전은 교량 위에 부설된 레일의 곡률을 유발시

키고 이러한 레일의 변형과정에서 교량측과 교대측 레일지

지점에는 각각 압축력과 상향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철

도교량 단부 궤도의 성능개선을 위해 독일 및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중국 철도에서는 각국의 철도환경에 맞게 전

환부 궤도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되고 있다[4-6,13,20-26]. 현

재까지 발표된 전환부 궤도시스템 관련 국외 연구결과는 전

환부 궤도시스템을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 사례 연구가 전

부이며, 해당문헌에서는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적용 목적, 예

상효과 및 실 교량 단부에서의 주행성능시험결과를 제시하

였을 뿐 전환부 궤도시스템에 대한 정, 동적 거동특성 및 동

특성과 같은 구조적 거동특성을 비롯한 장기 내구성능과 관

련된 연구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4].

최근 국내에서도 국내 철도하중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된

전환부 궤도시스템에 대한 적용효과 및 전환부 궤도시스템

의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연구결과가 도

출되고 있는 시점이다[13,20-24]. 그러나 전환부 궤도시스

템의 설계 및 거동예측에 필수적인 구조적 거동특성과 고

유진동수 및 감쇠비 등과 같은 동특성에 대한 연구 및 공

용중 발생 가능한 피로손상 및 거동분석을 위한 실험 및 해

석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최초

로 개발된 한국형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성능요구조건과 설계 및 시공 시 성능평가를 위

한 구조적 거동특성 및 장기 내구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

요하다.

Abstract Transition tracks are an alternative for enhancing the long-term serviceability and durability of concrete track

components in railway bridge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behavior for transition track systems

of railway bridge deck ends.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behavior of transition tracks such as the variations in static,

dynamic, and fatigue behaviors and dynamic properties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are assessed and compared

through performing loading tests and finite element analyses using actual vehicle impact loading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e transition track system is expected to satisfy the actual vehicle impact loading, and the

variation in the neutral axis and dynamic characteristics are not affected by the fatigue loading. Therefore, it is inferred that

the structural capacity and long-term durability of the transition track system is proven.

Keywords : Railway bridge deck end, Structural behavior characteristics, Transition track system, Fatigue, Long term durability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철도교량 단부 전환부 궤도의 구조적 거동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내 고속철도 교

량상 궤도표준단면을 이용하여 전환부 궤도구조를 설계 및 제작하여 피로시험 전, 후에 대한 전환부 궤도시스템

의 중립축 및 동특성(고유진동수 및 감쇠비)의 변화를 비롯하여 피로균열 발생경향을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 검

토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고속철도 궤도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한 전환부 궤도시스템에 대한 동특성을 실험

적으로 산정하였으며 국내 철도하중 및 충격효과를 고려한 피로하중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을 실험 및 해석적으

로 입증하였다.

주요어 : 철도교량 단부, 구조적 거동특성, 전환부 궤도시스템, 피로, 장기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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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

독일의 콘크리트궤도 설계지침(RIL804)에는 교량 단부 상

호작용력 저감 또는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Fig. 1과 같이

전환부 궤도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국내 연구결과에도 개

략적인 소개가 된 바 있다[2,3,13,22].

Fig. 1 Deformed shape of the rail and bridge deck

전환부 궤도의 적용은 교량 단부궤도에 발생되는 상호작

용력에 의한 레일체결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고 체결구와 탄

성패드(혹은 레일패드)에 작용하는 과도한 하중 및 변형을

최소화하며, 고속선에서의 우수한 승차감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3,20-24]. 독

일의 경우 교량의 거동에 종속적으로 거동하게 되는 콘크리

트궤도의 궤도구성품 중 레일체결장치의 기능유지를 열차 주

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두고 단부 궤도 체결

구의 사용성 검토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기준을 정립한 바 있

다[1-5]. 또한 국내 규정에서도 레일체결장치의 레일패드와

체결구에서 공용기간 동안 아무런 손상 없이 레일지지점(레

일체결장치)에 가해지는 상향력과 압축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7,19]. 전환부 궤도시스

템의 시공사례 등에 대한 소개는 “Feste Fahrbahn” 및

“Konstruktion und Bauarten fuer Eisenbahn und

Straßenbahn”에 제시되어 있다[4,6].

Fig. 2는 독일 베를린 중앙역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전환

부 궤도시스템의 전경이며 해당 시스템은 강구조를 기본으

로 하고 중앙부 일부 단면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강합성 시

스템이다. 베를린 중앙역의 경우 지하와 지상 플랫폼이 한

곳에 있으며 지상의 경우 교량과 연결된 구조로써 정거장 구

조물과 교량간의 연결부에는 모두 전환부 궤도시스템이 설

치되어 있다.

그밖에 다른 형식의 전환부 궤도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Rudolf Seidel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Hannover-Berlin 구간을

연결하는 장경간 철도교량구간에 적용된 독일의 전환부 궤

도시스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4]. Hannover-Berlin

구간에 적용된 전환부 궤도시스템은 2주형 강합성 구조로 설

계 및 시공되어 있으며 강재로 된 주형 속에 철근 콘크리

트를 채우고 그 위에 일정 레일지지점간격(600mm)으로 직

결식 탄성 레일체결장치(ERL, Elastic ribbed plate support)

를 시공하였다[4]. 또한, 교량바닥판을 기준으로 인접 레일

과의 레일면고(Rail level, R.L)를 유지할 수 있는 전환부 궤

도의 높이 및 받침(Port Bearing)의 높이가 결정되었다.

전환부 궤도의 받침은 교량받침의 연직 상부에 위치하였

으며 받침의 형식은 포트받침이 적용되었다[4]. 전환부 궤도

시스템의 받침은 전환부 궤도시스템 내의 첫 번째와 마지막

레일지지점의 위치와 연직방향으로 동일한 위치에 시공되었

으며 교대부는 이동단, 교량부는 고정단으로 적용되었다[4].

또한, Hannover-Berlin구간에 적용된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받

침은 앵커매입식이며 현장에서 받침부 채움몰탈을 타설하여

받침의 레벨을 맞추고 평탄성을 확보하였다[4].

본 연구의 전환부 궤도시스템은 Hannover-Berlin 구간에

적용된 강합성 형식의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장점을 벤치마

킹하여 개발된 시스템으로써 국내에서 사용되는 궤도용품과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하였다.

독일의 전환부 궤도시스템과 관련된 문헌에 따르면 전환

부 궤도구조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강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환부 궤도구조체의 변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

응력의 수준 또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피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2,4-6]. 그리고 이러한 강

성과 중량의 수준은 전환부 궤도구조가 열차의 운행속도 대

역에서 공진이 발생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고유진동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2,4-6]. 독일에

서 개발된 전환부 궤도시스템은 도시철도구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구간을 비롯하여 중량 화물전용선 구간 내에 있는

교량에 적용된 바 있으며 다양한 열차하중 및 환경에서 그

성능 및 효과가 입증되었다[6]. 중국 고속철도에 적용된 플

로팅 베어링 시스템(Floating bearing system)은 교량상 장대

레일축력 및 단부 상호작용력을 해소하기 위해 궤도슬래브

Fig. 2 Overview of the transition structure (main station, Berl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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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부유시킨 궤도시스템으로써 중국 무광선에 적용한 플

로팅 베어링 시스템은 Fig. 3과 같다[13,20-24].

국내에서도 교량 단부회전에 기인한 철도교량 단부 궤도

의 궤도-교량 상호작용력을 저감시키고 단부 궤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적 대안으로써 독일의 전환부 궤도시

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전환부 궤도시스템

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효과를 실험 및 해석적으로 입증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13,20-26]. 최근 국내 철도설계기준을 준용

하여 한국형 전환부 궤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콘크리트궤도(레일체결장치 일체)가 고려된 교량부 및 교대

부를 조합한 단부 궤도-교량 시험체를 이용하여 전환부 궤

도 설치유무에 따른 단부 궤도의 거동특성(상향력 및 압축

력, 변위)을 검토함으로써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적용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3,22,25,26].

선행연구결과, 동일한 단부유간(600mm) 조건에서 전환부

궤도 적용에 따라 레일저부응력은 약 75%, 단부 체결구응

력이 약 90%, 단부레일의 상향변위(변형)가 약 87% 저감되

어 전환부 궤도시스템이 단부 궤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력

을 저감시키기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바 있다[13,22,25,26].

2.2 수치해석

고속철도 교량상 콘크리트궤도 표준단면을 이용하여 교량

단부에 부설될 전환부 궤도구조의 높이와 폭을 결정하였으

며, 국내 철도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하였다[13,20-24]. 전

환부 궤도시스템의 경간은 경부고속철도교량의 최대 유간 조

사결과를 고려하여 2.4m(받침간 거리)로 선정하였으며, 전

환부 궤도의 폭은 일반구간의 궤도폭인 2.8m를 기준으로 상

부는 2.8m, 하부는 2.9m인 변단면으로 설계하였다[20-24].

전환부 궤도시스템이 설치되는 구간의 레일면고는 인접 궤

도의 레일면고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레일면고가 고정

된 조건에서 교량바닥판의 PCL 사이의 제한된 공간에 전환

부 궤도용 받침을 설치하면서 전환부 궤도시스템이 TCL

(Track concrete layer)로써의 성능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전환부 궤도구조자체의 형고가 비교적 낮

으면서도 충분한 강성과 중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받

침의 높이(0.084m) 및 궤도 전단보강(Cam plate)의 높이를

고려하여 0.33m로 설계하였다[20-24]. 전환부 궤도시스템을

구성하는 궤도구성품으로는 UIC 60 레일과 Rheda 2000 Bi-

block 침목을 적용하였으며 레일체결시스템은 Vossloh system

300-1(skl-15)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환부 궤도구조의 구조부

재인 주형과 하부강판은 일반 구조용 강재인 SM490을 사

용하고 도상층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단면은 설계기준강도

45MPa의 콘크리트로 설계함으로써 충분한 강성 및 발생응

력에 대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합성 구조로 설계

하였다. 전환부 궤도시스템에 적용된 받침은 탄성받침으로

써 탄성고무의 두께는 30mm이고 평면치수는 150×250mm

이며, 정적 스프링강성은 121.45kN/mm이다[20-24].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정, 동적 거

동특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실내시험 결과와의 비교분석

을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12

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20-22]. 전환부 궤도시

스템의 구조적 형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Fig. 4와 같이 3차

원 요소로 모델링 하여 KTX 및 디젤동력차 하중에 대한 전

환부 궤도시스템의 거동을 검토하였다[20-22].

강재주형은 Shell element를 이용하였으며 주형 내부에 충

진되는 콘크리트는 Solid element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레

일은 Beam element로 모델링하여 UIC 60레일의 재료 및 단

면특성이 반영되었으며 레일요소 위를 이동하는 열차하중의

효과가 레일체결장치를 통해 전환부 궤도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모사하기 위하여 레일체결장치는 정적 스프링 강성

을 갖는 Spring element (Elastic link element)로 모델링하여

레일과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콘크리트단면에 일정간격

(600mm)으로 연결하였다[20-24].

Table 1은 해석모델에 적용한 입력제원을 나타낸 것이며,

해석 시 고려한 열차하중은 KTX(170kN)와 디젤 동력차

(220kN)의 설계하중과 피로시험에 적용한 최대하중(220kN)

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20-24].

2.3 실내시험

국내 철도하중에 대한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구조적 거동

특성 및 장기 내구성능을 분석하고자 초기하중의 크기와 동

적 하중진폭의 수준 변화를 고려한 실험하중을 산정하여

Fig. 3 Overview of floating-bearing system (China)

Fig. 4 Transition track syste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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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동적 재하시험 및 피로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하중진폭 및

피로효과를 고려한 전환부 궤도구조의 중립축 검토 및 동특

성(고유진동수, 감쇠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20-24].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정적응력을 측정하여 중립축을 검토하였고, 동

적 재하시험을 통해 획득한 자유진동파형을 이용하여 측정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300만회 피로시

험 전, 후의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균열 발생경향 및 동적응

답 측정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300

만회 피로시험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 및 장기 내구성능을 검

토하였다[20-24].

정적하중 500kN인 Actuator와 별도로 구성된 재하 프레

임을 통해 레일상면을 가력하여 시험체를 가진시키는 방식

으로 300만회 가력시험을 실시하여 피로시험 전, 후의 중립

축,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의 변화 수준을 분석하였다[20-24].

또한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를 측정하기 위한 자유진동 신호

를 얻기 위해 Actuator의 Quick Release기능을 이용하여 일

정 주파수(5Hz, 10Hz)를 가진한 후 시험하중을 시험체에서

일시에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유진동신호를 추출하였

다. 본 연구의 실내시험에서 적용한 하중케이스는 Table 2

와 같다[20-24,27].

Fig. 6은 동적 가진시험에 적용된 주기하중의 예로써 최

대하중의 크기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중진폭의 변화가 전

환부 궤도시스템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초

기하중(Median load)부터 동적하중 변동의 수준을 매개변수

로 설정하여 각각 5%, 15% 및 25%까지 고려함으로써 최

대하중 170kN, 200kN 및 220kN을 각각 만족시킬 수 있는

진폭하중의 형태로 가진하였다[20-24,27]. 즉, 최대하중은 고

정된 상태에서 초기하중과 하중의 변동수준(하중진폭)만이

변화할 때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동적거동을 분석함으로써 공

용중 발생가능한 열차하중의 변동수준에 따른 구조적 거동

Table 1 Properties of the FE model for the transition track

Components Elements Modulus of elasticity Poisson’s ratio
Specific weight

(N/mm3)

Unit mass

(kN/mm3/g)

Rail Beam 2.0594E+02 (kN/mm2) 0.3 7.698E-08 7.85E-12

Concrete Solid 2.8634E+01 (kN/mm2) 0.167 2.452E-08 2.5E-12

Steel Plate 2.0594E+02 (kN/mm2) 0.3 7.698E-08 7.85E-12

Rail fastening system Elastic link 21.3 (kN/mm) - - -

Bearing Elastic link 121.56 (kN/mm) - - -

Fig. 5 Measurement setting for the experiment (transition track

specimen)

Table 2 Test load cases

Test type Loading condition Frequency

Static 0 ~ 220kN (loading step : 20kN) -

Dynamic

Case 1 (5%) Case 2 (15%) Case 3 (25%)

LC1 (170kN) 161.9±8.1kN 147.9±22.1kN 136.0±34.0kN 5, 10Hz

LC2 (220kN) 209.5±10.5kN 191.3±28.7kN 176.0±44.0kN 5Hz

LC3 (200kN) 105.0±95kN 5Hz

Fatigue
• 176±44.0kN 

• Repeated cycle: 3,000,000 cycles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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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27]. 또한 피로효과의 경우 최대

하중의 크기뿐만 아니라 초기하중 대비 하중진폭의 수준이

발생응력의 변동수준(응력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하중진폭이 클수록 발생응력 범위가 증가하여 피로

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피로시험

시에는 초기하중으로부터 하중 변동의 수준을 25%까지 고

려함으로써 하중진폭이 큰 상태에서 최대하중 220kN을 300

만회 반복재하하는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20-24,27].

300만회 피로시험에 따른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중립축 변

화 및 발생응력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주형상면, 하부강판의

상, 하면 및 매입철근까지 총 13개의 스트레인게이지를 부

착하였으며,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 산출을 위해 전환부 궤

도시스템의 주형과 궤간중심의 콘크리트 상면에 가속도계(2g)

를 설치하여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가진주파수의 수준(최대

10Hz)과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약 38Hz)를 감안하여 측정시

Sampling rate를 500Hz로 설정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

정을 위한 센서설치 위치도와 센서설치 전경은 각각 Fig. 7

및 Fig. 8과 같다[20-24].

2.4 분석 및 고찰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구조적 특징 및 구성품의 특성을 반

영한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정, 동

적 거동특성을 비롯한 중립축 및 고유진동수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실물스케일로 제작한 시험체를 이용하여 정, 동

적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300만회 피로시험 전, 후의 실험결

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2.4.1 정적거동 분석

KTX 열차하중에 대한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정적변위를 검

토하였다. 하중재하 방법은 전환부 궤도시스템 경간 중앙부

레일에 열차하중을 재하하였으며, 자중을 포함하는 KTX 열

차하중에 대한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최대 정적 변위를 검토

하였다.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하부강판 중앙부, 주형 중앙부, 받침

부에서의 정적변위 검토결과 최대 정적 변위는 하부강판 중

앙부에서 약 0.51mm로 나타나 독일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정

적 변위 한계기준(0.9mm 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3,24].

Fig. 9는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콘크리트 및 강재 주형단

면에서의 정적 응력 및 변형도(Deformed shape)를 나타낸 것

이다.

Fig. 6 Example of time history load (sine-wave, 5 Hz)

Fig. 7 Illustration of sensor instrumentation

Fig. 8 Photograph of sensor instr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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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의 허용응력은 시험체에서 사용된 강재인 SM490과 하

부강판의 두께 28mm를 고려하여 190MPa를 적용하여 주형

하부플랜지의 인장응력을 검토하였다.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강재 주형과 콘크리트 단면에 대한

정적 응력 검토결과, Fig. 10(c)와 같이 강재 주형의 휨응력

은 8MPa로 나타나 설계기준(190MPa)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은 2MPa로 설계기준(0.4fck

=18MPa)을 만족하여 강재와 콘크리트단면 모두 충분한 안

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24].

Fig. 10과 같이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매우 유사하

여 해석모델은 시험체의 거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최대하중 250kN 재하 시 받침부 및 하부강판

의 총 변위량은 약 0.7mm로 나타나 독일 전환부 궤도시스

템의 성능요구조건(0.9mm) 및 국내 궤도면틀림 허용기준

(1.2mm/3m)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20-24].

정적 하중에 의해 발생한 주형 및 매입철근의 변형률을 측

정한 후 각 측정 부재의 탄성계수를 고려하여 응력으로 환

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합성거동특성 및

중립축 위치를 검토하였다[20,24].

Fig. 11은 피로시험 전, 후 정적하중 220kN 가력 시 측정

된 응력을 이용하여 산출된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측정 중립

축과 수치해석 모델의 해석 응력 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전

환부 궤도시스템의 해석 중립축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0,24].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중앙부 외측 주형과 하부강판

상면에 설치한 매입 게이지를 비롯하여 하부강판 하면에서

측정된 응력이 모두 인장응력으로 나타나 전환부 궤도시스

템의 강합성 단면은 피로시험 후에도 합성단면으로 거동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24]. 또한 피로시험 전, 후 발생응

력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아 중립축의 변화 역시 약 5% 이

내로 작게 나타났다. 또한 외측 주형 단면에 대한 해석과 측

정 중립축 비교 결과, 해석치와 측정치의 차이는 약 2~6%

로 나타나 수치모델링의 적정성과 충격 및 피로효과가 고려

된 피로시험 이후에 대한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구조적 건전

성을 입증하였다[20,24].

Fig. 11 Comparison of the neutral axis between the experiment

and FEA

2.4.2 동적거동 분석

동적재하시험 및 해석결과, Fig. 12와 같이 가진하중의 크

기 및 진폭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성

능요구조건(0.9mm) 및 국내 궤도면틀림 허용기준(1.2mm/

3m)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0-24]. 

동적가진시험을 통해 획득한 가속도 응답은 최대 약 0.16g

로 나타나 콘크리트 도상 가속도 허용기준(0.25g)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7].

Fig. 9 Analytical results for static stress and deformed shape

Fig. 10 Comparison of the static behavior for the transition track

between the experiment and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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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동특성 검토

전환부 궤도시스템은 4개의 탄성받침을 갖는 단경간 강합

성 판구조 형식의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전환부 궤

도구조는 주행 열차하중이 유발하는 가진 주파수에 의한 구

조적 공진(Resonance)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

로 짧은 전환부 궤도구조 내에서 공진에 의한 동적 처짐 및

가속도의 증폭은 열차의 주행안정성 확보 및 전환부 궤도구

조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시스템의 강성과 질

량을 조정해서 고유진동수 조정이 가능하며 궤도시스템의 질

량을 키워서 고유진동수를 낮추어 열차의 가진수파수 대역

을 피하도록 설계하거나 질량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프트한 강성의 고무재료를 이용해서 강성을 낮추어 고유

진동수를 열차의 가진 주파수와 어긋나게 만드는 원리가 있

다[20-24]. 독일에서는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중량과 강성을

조정함으로써 전환부 궤도구조의 고유진동수를 상용 열차의

고정축간거리와 운행 가능한 속도대역에 의해 발생 가능한

가진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공진발생을 구조

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20-24].

본 연구에는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휨

모드 및 비틀림 모드를 포함한 10차 모드까지의 고유진동

수를 검토하였으며 수치모델을 이용한 해석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 분석결과(1차 모드)는 Fig. 13과 같다. 

1차 휨 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약 38.08Hz로 나타나

1차 고유진동수 상한치(94.76×L-0.748=49.23Hz)를 만족하며

상용열차(KTX)의 주행속도대역(400km/h 이하)에서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공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20-

24]. 1차 휨 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의 중력방향 질량기여

도(Dz)는 약 98.9%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험체에는 적용된

Rheda 2000 Bi-block이 수치모델에는 반영되지 않은 데에

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20-24].

본 연구에서는 하중조건별 초기하중(Median load)까지 정

적재하 후 가진을 시작하여 Actuator의 Quick-release기능을

활용하여 일정시간 가진 후 일시에 하중을 제거함으로써 자

유진동신호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자유진동신호에 대한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을 수행하여 시험체의 측

정 고유진동수를 분석하였다[20-24,27]. Fig. 14는 자유진동

응답 측정결과를 FFT 분석하여 얻은 시험체의 측정 고유진

동수 산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조건별 고유진동수 산출 결과, Fig. 15(a)와 같이 전

Fig. 12 Comparison of the dynamic behavior for the transition

track between the experiment and FEA

Fig. 13 Mode shape of FE model for transition track system

(Mode 1 : 38.08Hz)

Fig. 14 Natural frequency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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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궤도시스템의 고유진동수는 가진 하중의 크기(하중진

폭) 및 가진 주파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피로시

험 전, 후의 고유진동수의 차이가 매우 미소한 것(0.82%)으

로 나타나 피로시험에 따른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단면강성

의 변화 및 질량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20-24]. 또한 해석 고유진동수와 측정고유진동수의 차이

가 약 1.2% 수준으로 나타나 수치모델의 적정성을 입증하

였다[20-24].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물스케일의 전환부 궤도 시험체를

이용한 실내시험을 통해 획득한 가속도파형의 자유진동응답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대수감소법(Logarith mic decrement)으

로 감쇠비를 산정하였다[20-24,27].

전환부 궤도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형식 궤도시

스템으로써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성능평가기준 및 방법은 아

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

능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적 접근방

법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구

조 및 재료적 건전성 평가 방법의 일환으로 300만회 피로

시험 전, 후의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의 변화수준을 비교, 검

토함으로써, 피로하중에 따른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구조 및

재료적 특성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장기 내구성능(구조 및 재료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Fig.

15(b)는 300만회 피로시험 전, 후에 대한 시험조건별 감쇠

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 감쇠비 분석결과, 고유

진동수와 마찬가지로 가진 하중의 크기와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측정 감쇠비(2.46%)는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강합성

구조의 감쇠비 하한 값(2.23%)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피로시험 전, 후 감쇠비의 차이가 약 1.26% 수준으로

매우 미소하게 나타나 강합성 구조인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300만회 피로하중에 대한 구조 및 재료적 건전성을 입증하

였다[20-24].

2.4.4 피로균열 검토

반복 피로하중에 따른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균열 발생위

치와 균열을 유발하는 하중의 수준을 검토하였으며, Fig. 16

은 300만회 반복 피로시험 후 전환부 궤도시스템에 발생된

피로균열의 위치를 해석결과 도출된 응력 Contour와 비교하

여 나타낸 것이다[20-24].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피로균열 검토결과, 반복재하 횟수

증가에 따른 균열폭 및 균열길이의 증가경향은 뚜렷하지 않

았으나 미세균열의 대부분은 전환부 궤도의 단부에서 발생

되었다[20,24]. Fig. 16은 피로시험하중을 적용한 수치해석

모델에서 도출된 콘크리트의 응력과 300만회 피로시험 후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균열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

으로써 수치해석결과 도출된 전환부 궤도 단부의 인장응력

과 압축응력의 경계면의 위치가 300만회 피로시험 이후에

발견된 피로균열의 위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0, 24].

전환부 궤도의 콘크리트 단면에서의 해석응력은 약 -1.6~

1.8MPa로 콘크리트 허용응력의 약 8~10%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단부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폭 0.1mm 미만의

미세균열이며 피로시험 전, 후의 중립축, 고유진동수 및 감

쇠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실험결과를 감안할 때 이

러한 미세균열은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

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20,24].

Fig. 15 Comparison of the measured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according to the fatigue test

Fig. 16 Comparison of the fatigue cracks on a concrete section

(after 300×104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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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전환부 궤도시스템에 대한 측정 및 해석 결과

를 요약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설계기준을 준용하여 개발한 한

국형 전환부 궤도시스템에 대한 정, 동적 거동특성 및 동특

성 분석을 위한 실험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로효과

를 고려한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장기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자 피로시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측정 및 해석 중립축 및 고유진

동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립축은 약 6%, 고유진동수는

약 1.2%의 차이가 나타나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수치해석모

델은 실물 시험체의 거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고유진동수는 38.08Hz로써 국내

운행 열차속도 대역에서 공진발생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측정 감쇠비(2.46%)는 국

내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강합성 구조의 감쇠비 하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만회 피로시험 전, 후

의 중립축의 위치, 감쇠비 및 고유진동수의 변화가 매우 미

소한 것으로 나타나 피로하중에 따른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구조적인 손상(단면강성 및 질량변화) 및 재료적 특성의 변

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300만회 피로시험 후 발생된 균열의 위치는 수치해석

결과 도출된 전환부 궤도 단부의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의 경

계면의 위치와 일치하였다. 또한 균열발생 위치에서의 해석

최대응력은 콘크리트의 허용응력 대비 약 10% 미만으로 나

타났다. 이는 수치모델을 이용한 콘크리트 응력해석을 통해

전환부 궤도의 균열발생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응력해석 및

중립축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단부 콘크리트의 균열은 구조

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정, 동적 재하시험 결과, 처짐 및

응력, 가속도 등과 같은 정·동적 거동특성이 성능요구조건

을 모두 만족하며 국내 철도하중에 대한 충분한 구조안정성

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본 연구결과 도출된 강합성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구조

적 거동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전환부 궤도시스템의 설계 및

현장적용을 위한 성능요구조건 및 검토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장기 내구성능 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 및 해석

적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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