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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체결구 최적 수직강성

 Optimal Vertical Stiffness of Fastener of Concrete Track in High-Speed Railway

양신추*

 Sin-Chu Yang

1. 서 론

콘크리트궤도는 하부노반이 궤도의 탄성을 주로 제공하는 자갈궤도와는 달리 체결구가 주로 궤도 탄성을 제공하기 때문

에 체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체결구 수직강성(이하 체결구 강성)이 증가할

수록 레일을 비롯한 궤도 구성품의 손상이 매우 증가하며 또한 소음 및 진동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에서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체결구 강성을 가급적 작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체결 구 강성이 매우 작게 될 경우 차

량운행에 필요한 전력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 하며, 다른 한편으로 심한 경우에는 궤간 확대량이 커져 열차의 주행안정성

이 크게 저하 될 수 있다.

따라서 궤도의 유지보수비와 전력소모비의 합을 최소로 하는 최적 체결구의 강성을 평가하여 가급적 이 값을 갖도록 체

결구를 제작 및 유지관리하는 것은 국내 콘크리트궤도의 부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콘크리트궤도에서 체결구의 강성을 결정하는 기본개념은 많은 세월동안 그 성능이 입증되었던 자갈궤도와 동등한 탄성

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콘크리트궤도를 가장 일찍 개발하였고 현재도 가장 활발하게 개발 및 적용하고

있는 독일에서 주창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척도중의 하나는 레일의 탄성처짐이 1.5mm 정도가 되도록

콘크리트궤도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궤도 유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를 정량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다

분히 정성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궤도 유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를 고려하여 자갈도상의 최적 레일패드강성을 정하

기 위한 관련 연구가(López Pita 등의 연구[1]) 수행된 적이 있으나 콘크리트궤도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

Abstract In this study, to minimize both the costs associated with track maintenance and the energy consumption for

train operation, a numerical method that evaluates the optimal vertical stiffness of a fastener for concrete track is presented.

A progress model of the track damage is established in order to calculate the concrete track maintenance cost according to

the fastener stiffness. Also,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gress of the track damage and the maintenance of

the concrete track is derived. The wheel load is more exactly evaluated by using the advanced vehicle-track interaction

model, which can precisely consider the behaviors of the track components. An optimal range for the stiffness of the

fastener, a range that is applicable to the design of concrete track for domestic high speed lines, is proposed.

Keywords : High-speed railway, Concrete track, Track damage model, Track maintenance cost, Fastener stiffness

초 록 궤도의 유지보수비와 전력소모비의 합이 최소로 되는 최적 체결구의 강성을 평가하여 가급적 이 값을

갖도록 체결구를 제작 및 유지관리하는 것은 국내 콘크리트궤도의 부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철도의

경제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에서 궤도의 유지보수비와 차량

운행에 따른 전력소모비의 합을 최소로 하는 최적 체결구 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국내 고속철도 콘

크리트궤도에 맞는 최적 체결구 강성을 평가하였다. 체결구 강성에 따른 궤도 유지보수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콘크리트궤도에 적합한 체결구 강성에 따른 궤도손상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궤도손상에 따른 궤도 유

지보수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윤중 계산 시 고도화된 수치해석적 기법을 적용하여 각 궤도구성품의 거동특

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결구 강성에 따른 윤중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어 :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궤도손상모델, 유지관리비, 체결구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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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López Pita 등의 연구에서는 궤도 유지보수비가 자갈궤도의 궤도틀림을 정정하는데 주로 지출된다고 가

정하여 레일패드강성에 따른 궤도틀림진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콘크리트궤도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체결구 강성에 따른 궤도손상모델을 구축하고 또한 궤도손상에 따른 유지보수비 관

계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이들을 토대로 최적 체결구 강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ópez Pita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갈궤도의 레일패드강성의 최적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콘크

리트궤도의 최적 체결구 강성을 체결구 강성에 따른 궤도손상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궤도손상에 따른 궤도 유지보수비 상관

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López Pita 등의 연구에서 궤도에 작용하는 윤중 계산 시 Prod’Homme이 제시한 매우 간략한 근

사식[3]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도화된 수치해석적 기법을 적용하여 각 궤도구성품의 거동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체결구 강성에 따른 윤중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체결구 강성변화에 따른 궤도 유지보수비

2.1 체결구 강성에 따른 윤중변동 평가

차량이 주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윤중변동은 주파수영역에서의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해

석방법은 문헌[3]에서 자세히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윤중을 계산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동을 수직방향만 고려할 때 차량/궤도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이때 4개의 차륜 접촉위치에서 차륜과 레일의 상호작용력 FH는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FH = KH (yw−yr−yr/w) (1)

여기서 yw 및 yr , yr/w는 차륜/접촉점에서의 레일, 차륜, 그리고 차륜/레일의 상대표면조도의 변위벡터들이고, KH는 차륜과

레일의 접촉면에서의 헤르쯔안(Hertzian) 스프링상수이다. 차륜/접촉점에서 작용하는 조도하중과 이에 따른 변위와의 관계

를 나타내는 어드미턴스(Admittance)의 정의로부터 차륜 및 레일변위는 각각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w FH = −yw (2)

 Ar FH = yr (3)

여기서 Aw, Ar는 각각 차륜/접촉점에서 차륜 및 레일의 어드미턴스 행렬이다.

식 (1), 식 (2), 그리고 식 (3)로부터 상호작용력과 레일/차륜 상대조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w+Ar+1/KH I) FH = −yr/w (4)

여기서 I는 4×4 단위행렬이다. 식 (4)로부터 상호작용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H=−[Aw+Ar+1/KH I]-1 yr/w (5)

체결구 강성에 따라 궤도에 작용하는 윤중을 계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궤도의 궤도틀림을 고려하여 차량-궤도 상호작용

Fig. 1. A numerical model for the analysis of vehicle-concrete track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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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하였다. 차량 서브모델(Submodel)은 차체와 2개의 대차, 그리고 4개의 윤축(wheelset)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각 강체 운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점(lumped mass)으로 모델링된다. 차체와 대차를 연결하는 2차 현수장치와 대차

와 윤축을 연결하는 1차 현수장치는 스프링과 감쇠(damping) 요소(element)로 모델링된다. 차량은 수직운동만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0개의 자유도 시스템으로 나타낸다. 콘크리트궤도 서브모델은 강성노반 위에 레일이 체결구로 지지되는 1층 연

속보(1-Layer continuous beam)로 모형화하였다. 최상부층을 구성하는 레일은 티모센코(Timoshenko) 보로 모델링되며, 하부

의 체결구 및 패드는 선형스프링(linear spring) 및 댐퍼(damper)로 모델링된다.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력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궤도틀림은 프랑스에서 제시한 궤도의 고저틀림 PSD를 사

용하는데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다[4].

 (m2/(1/m) (6)

여기서 f는 공간주파수(1/m)이며, C0는 궤도 상태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본 연구에서 C0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황학터널 콘크리트궤도에서 검측한 궤도틀림의 PSD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은 0.8

을 사용하였다(그림 2)[3].

해석에 사용된 차량 및 궤도의 해석 제원 및 물성치는 각각 표 1 및 표 2와 같다.

해석을 통하여 얻은 궤도강성에 따른 총윤중은 그림 3과 같다.

Sr w⁄ f( )
C

0
10

6–
×

0.36 2πf+(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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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PSD of the track irregularity, measured on concrete track of the tunnel section.

 
Table 1. Dimensions and properties of KTX train.

Parameter Value (half side)

Wagon body mass (loaded) 27.48ton

Wagon mass moment of inertia about Y axis 565.95ton.m2

Bogie mass 1.21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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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ary suspension stiffness 1.268D+3kN/m

Secondary suspension damping 2.85D+1kN/(m/s)

Primary suspension stiffness 1.252D+3kN/m

Primary suspension damping 2.85D+1kN/(m/s)

Distance between two bogie Y-direction centrelines 14.0m

Wheelset base 3.0m

Wheel radius 0.46m

Unsprung mass 1.02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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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준년도 궤도강성 및 유지보수비 산정

2007년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구간 궤도손상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km당 5.9백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콘크리트궤도의 2007

년도 평균 체결구 강성 측정값(Vossloh System 300 Pad)은 표 3과 같다[3]. 

고속철도 콘크리트구간 궤도강성에 따른 발생 변동윤중을 나타낸 그림 3으로부터 체결구 강성에 따른 발생 유사정적윤

중과 변동윤중의 합인 총윤중은 그림 4와 같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체결구 강성(kd)에 따른 발생 총윤중의 회귀식은 다

음 식으로 나타내진다.

(7)

보슬로 System 300 체결구 실험결과[3] 변위(d)와 하중(P)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얻어졌다.

 (8)

Q 118.74 0.2548kd 0.000274kd
2

–+=

Q 62.70– 107.370d 41.4587d
2

– 6.95902d
3

+ +=

Table 2. Dimensions and properties of concrete track.

Parameter Value (half side)

Rail mass per meter 60.3kg/m

Rail cross-section area 7.687D-3m2

Elastic modulus of rail 210.0D6kN/m2

Poisson's ratio of rail 0.3

Rail second moment of area 3055.0D-8m4

Rail profile radius on top 0.3m

Timoshenko shear coefficient 0.34

Fastener damping Variable

Fastener stiffness Variable

Fig. 3. Wheel loads subjected to concrete track of the high-speed

line according to the track stiffness.

Fig. 4. Wheel loads according to the fastener stiffness of the

concrete track.

Table 3. Rail-pad stiffness measured on concrete track of high-speed line in 2007.

 Static (kN/mm)  Dynamic (kN/mm)

 No.1  27.6  34.0

 No.2  28.8  35.7

 No.3  30.3  38.3

 No.4  29.8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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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위 및 하중과 동적 강성계수와의 관계는 다음 식과 같다.

(9)

윤중과 체결구가 받는 하중과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2].

(10)

여기서 EI는 레일의 휨강성이고, l은 침목간 거리이다.

이제 식 (7)~(10)로부터 윤중(Q)은 125.84kN이고, 강성(kd)은 28.71kN/mm이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고속선 자갈궤도에서 2007년도 궤도강성은 28.71kN/mm이고, 이 때 연간 km당 소요된 유지보수비는 5.9

백만원/km정도로 평가된다.

2.3 궤도강성에 따른 궤도 유지보수비 산정

교통량과 관련된 연간 궤도 유지관리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다[5].

(11)

여기서 Ctr는 교통량에 비례하는 연간 궤도 유지관리비, CT는 궤도 교체비용과 같이 축중에 종속적이지 않는 통과톤수에 의

존하는 연간 유지관리비, CX는 축중 및 통과톤수에 비례하는 연간 유지관리비, T는 통과톤수, ref는 기준년도, 즉 현재 상

태, eu는 피로와 동하중에 의한 손상지수, es는 마모에 의한 손상지수이며, L는 곡선반경을 최소곡선반경에서 무한대까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마다 별도 계산할 때 주어진 곡선반경 간격을 갖는 총궤도길이를 정규화(Normalize)한 값으

로, 0~1의 값을 갖는다.

곡선반경에 따른 피로 및 마모에 의한 레일 손상지수는 그림 5와 같다[5].

그림 5로부터 고속철도의 경우 곡선반경(R)이 5000m이상이므로 마모보다는 피로에 의하여 궤도가 손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궤도 유지관리비는 식(11)으로부터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12)

곡선반경의 함수로서 피로에 의한 손상지수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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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ear and fatigue mechanisms as a function of curve radii. The degradation index corresponds to the relative degradation ra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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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u는 검토대상 궤도구간의 출력(비용)을 조정하는 계수이고, kuf는 피로를 유발하는 능력에 대한 각 차종의 가중치. 총

윤중에 실험치를 토대로 작성된 상대적 분류값으로서 다음 식으로 주어지고 차종에 대한 계산자료는 다음 표 4에서 주어진다.

(14)

식 (13)에서 는 곡선반경,열차속도, 차량특성 등이 고려된 총윤중(정적유중+동적윤중) 이고, nf는 각 차종의 년간 통

과 윤축 수이다.

고속철도구간에서는 동일차종을 투입시키므로 식 (13)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

(15)

여기서 kc는 비례상수이다. 따라서 궤도 유지관리비는 식 (12), (15)으로부터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16)

따라서 윤중에 변동되는, 즉 체결구 강성에 따라 변동되는 콘크리트궤도 유지관리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다.

(백만원) (17)

식 (7) 및 식 (17)로부터 궤도강성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그림 6과 같다.

3. 궤도강성에 따른 소모 전력비 산정

Sauvage and Fortin의 연구를 기초로 UIC60레일인 경우 KTX 열차속도 V km/h로 주행시 궤도강성에 따른 소모되는 에

너지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다[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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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of vehicles showing their ability to cause wear and fatigue on track [5].

Vehicle type
Vehicle constant

ksf wear kuf fatigue

X2 locomotive 3.6 1.14

X2 passenger car 2.9 0.94

RC locomotive(passenger) 7.3 1.43

Passenger car 7.3 0.88

X10A 1.4 1.03

X10B 1.4 1.03

RC locomotive(freight) 7.3 0.91

Freight car(2 axles) 3.6 1.29

Freight car(4 axles)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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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D는 차량의 일일 평균운행 횟수이고, Wtotal는 KTX 총중량, Qnomianl는 KTX 명목상 윤중이며, P300(KW)는 열차속

도 300km/h에서 1축당 발산되는 에너지이다. 또한 V(km/h)는 열차속도이고, K(kN/mm)는 궤도강성이며, CkWh는 1kWh당 전

력단가이다. φV는 속도 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9)

2007년 고속선의 kW당 단가는 79원으로 조사되었는데[3], 이 값과 그리고 표 5의 KTX 300km/h 운행시 전력비용 산출

을 위한 기본자료를 토대로 궤도강성에 따른 전력소모비용을 계산하면 그림 7과 같다.

 4. 최적 레일패드강성 산정

앞서 평가된 궤도강성에 따른 궤도 유지보수비와 전력소모비를 토대로 고속선 콘크리트궤도에서 궤도강성에 따른 유지

보수비 및 전력소모비와 이들의 총합을 나타내면 그림 8(a)와 같고, 이들을 다시 체결구 강성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8(b)와 같다.

그림 8(b)로부터 궤도 유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를 최소로 하는 체결구의 최적 동적 강성(kdyn)은 33.6kN/mm이 되는 것

VφV
V

300
---------⎝ ⎠
⎛ ⎞

2.25

=

Fig. 6. Maintenance cost of concrete track according to track

stiffness.

Fig. 7. Energy costs dissipated in the track according to the track

stiffness.

Fig. 8. Total costs given by the sum of the maintenance cost and the energy cost according to the stiffness of track and fasteners.



양신추

5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1호 (2015년 2월)

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곡선부에서 레일패드강성에 따른 체결구 작용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로부터 동적 강성 33.6kN/mm에 대응하는 하중은 58.6k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최적 동적 강성 33.6kN/mm는 초기

체결력을 20kN으로 가정할 때 하중범위를 20~78.6kN로 측정한 강성이여야 한다.

보슬로(Vossloh) 시스템 300 체결구인 경우 정적 강성과 동적 강성의 관계는 대체로 그림 10(a)와 같이 나타내지므로 최

적 동적 강성에 대응하는 정적 강성은 26.0(=33.6/1.29183) kN/mm이다. 한편 SFC체결구의 경우 정적 강성과 동적 강성의

관계는 시험으로부터 그림 10(b)와 같이 나타내지므로 최적 동적 강성에 대응하는 정적 강성은 25.5(=33.6/1.3187) kN/mm

이다. 따라서 제품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정적 강성과 동적 강성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20)Kdynamic 1.3Kstatic=

 
Table 5. Data for calculation of energy cost.

Notations Values Comments

fD 110trains/a day

φV 1.0 300km/h(reference speed)

Wtotal 421.5t Total weight of KTX

Qnominal 8.15t Average axial load

C(kWh) won

Fig. 9. Wheel loads subjected to fastener of concrete track in HSL according to the fastener stiffness.

Fig. 10. Relationship between static stiffness and dynamic stiffness in the fast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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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5% 상승에 대응하는 동적 강성범위 20.0~56.7kN/mm(하중범위 20~78.6kN)로서 정적 강성으로 환산하면 15.4~

43.6kN/mm(하중범위 20~78.6kN)가 된다.

한편 기존 보슬로 시스템 300 및 SFC 체결구에 대한 정적 강성 시험결과 그림 11(a)와 그림 11(b)를 기초로 하여 하중

범위 20~78.6kN와 하중범위 20~95kN에 대응하는 강성들의 관계식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20~95 = 1.5K20~78.6 (21)

식 (21)으로부터 하중범위 20~78.6kN에 대응하는 정적 강성범위는 하중범위 20~95kN국내 체결구 성능시험기준에서 제

시한 정적 강성 시험하중범위에 대응하는 정적 강성범위로 환산하면 18.0~50.0kN/mm이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에서 궤도의 유지보수비와 차량 운행에 따른 전력소모비의 합을 최소로 하는 최적 체결구 강

성을 평가하였다. 체결구 강성에 따른 궤도 유지보수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궤도에 적합한 체결구 강성

에 따른 궤도손상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궤도손상에 따른 궤도 유지보수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체결구의 수직강성에 따라 궤도 유지보수비의 변동이 자갈궤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강성범위를 갖는 체결구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평가결과 국내 고속철도에

서 KTX차량이 300km/h로 운행될 때 최적 체결구 동적수직강성은 하중범위를 20~78.6kN로 측정할 때 33.6kN/mm이며, 총

비용 5%상승에 대응하는 동적 강성범위는 20.0~56.7kN/mm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설계 시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 체결구 성능시험기준(KRS)에서 제시한 시험하중범위로 환산하면 18.0~50.0kN/m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콘크리트궤도의 최적 체결구 강성은 차량, 궤도, 그리고 운영 조건 등 국내의 고속철도의 조건이 반

영되었기 때문에 국내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의 설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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