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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축-레일 접촉메카니즘을 고려한 열차-교량 동적상호작용 해석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of Train-bridge Considering 

Rail-wheel Contact Mechanism

민동주·곽종원·김문영*

Dong-Ju Min·Jong-Won Kwark·Moon-Young Kim

1. 서 론

열차-교량의 상호작용 해석은 이동하중에 따른 교량의 동적 충격계수의 증가 및 진동특성, 그리고 교량의 사용성 및 열차의 주행

안정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해석 분야로 토목 및 철도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상호작용 해석은 단일 하중의 이

동하중부터 시작하여 sprung-mass모델 등[1]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실제에 가까운 거동을 예측 하기 위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량의 이동하중을 포함한 동적 응답을 해석하는 방법은 Fryba[2]가 일정한 속도와 크기의 하중 또는 질

량을 단순교에 적용한 해석방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Yang and Lin[3]은 기존의 유한요소 형식에서 효율적인 해석을 위하여

dynamic condensation technique를 적용하여 좀 더 현실적인 차량과 교량의 상호작용 문제 해석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였다. 국내에

서 박흥석[4]은 관절대차를 포함하는 KTX 열차에 대한 정밀 모델 해석을 반복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김성일[5]은 KTX정밀

모델을 이용하여 교량과의 공진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궤도구

조의 상호 작용력을 고려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휠-레일 사이를 압축스프링으로 이상화한 스프링 모

델[4], 두 번째로 휠-레일 사이가 항상 접촉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적용되는 모델로 휠과 그 지점의 레일의 변위를 일치시키는 해석

법이다[6]. 마지막으로 Hertz이론을 바탕으로 휠-레일 사이의 비선형 접촉메카니즘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법[7]이 있다.

하지만 앞의 두 모델은 상호작용력을 스프링과 접촉상태로 가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응답에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며, 비

교적 정확한 고려방법인 Hertz이론 바탕의 비선형 접촉 메카니즘을 열차-교량 상호작용해석에 직접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철도분야

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사실적으로 휠과 레일 사이의 특성을 묘사하는 휠-레일 사이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onlinear algorithm for the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of KTX trains

and bridge girders with consideration of separation and flange contact phenomena between wheel and rail. For this, three

interaction models between wheel-rail are implemented and compared through numerical examples. That is, the spring

model and the non-jump model are briefly explained, and a nonlinear contact model is then proposed to accurately simulate

interaction forces of the train-bridge system.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of a simply supported girder and trains is per-

formed and the analyzed results are presented and compared for the proposed contact model and the other model types. Par-

ticularly, flange contact phenomena in the nonlinear contact model are demonstrated under a specif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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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휠-레일 사이의 접촉메카니즘을 이용하여 휠과 레일 사이의 분리를 허용하고, 횡 방향으로의 플랜지

접촉을 허용하는 비선형 동적 상호작용 해석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휠-레일 사이의 상호작용력을 압축스

프링으로 이상화한 스프링 모델과 휠-레일 사이가 항상 접촉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적용되는 non-jump모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접촉메카니즘을 이용한 비선형 접촉모델에 대해 기술한다. 위 3가지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

하여, 단순보 위를 지나가는 KTX열차에 대해 휠-레일 사이의 상호작용력을 각각 적용하여 동적 응답을 비교·분석하였

다. 또한 특정 조건하에 플랜지 접촉을 강제 발생시켜 횡방향 응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어 : 열차-구조물 상호작용, 접촉메카니즘, 상호작용력, 플랜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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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메카니즘[7]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비선형 접촉모델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횡 방향으로 플랜지 접촉을 고려하는 비선형 해석

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비선형 접촉메카니즘을 고려한 정밀 해석방법과 앞서 언급한 2가지 해석법에

기초한 상호작용해석을 실시하여 수치예제를 통한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2. 본 론

2.1 교량 및 열차의 운동방정식

2.1.1 모우드중첩법을 이용한 교량 운동방정식

열차-교량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대상 교량은 단순보 교량으로 Fig. 1과 같으며, 적용된 교량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또한

교량의 자유도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진 모드중첩법을 적용하여 교량의 운동방정식(1)을 구성한다.

(1)

여기서 q, ξ, ω는 교량의 일반화된 좌표, 댐핑비(=0.02), 고유진동수를 의미하며, φ는 모드형상이다. 또한 아래첨자 i는 i번째 모

드를, fb는 교량에 작용하는 하중벡터를 의미한다.

Fig. 1. Geometry and properties for simply supported beam.

2.1.2 KTX열차의 운동방정식

열차-교량 상호작용 해석을 위하여 적용된 KTX열차는 전체 20량으로 구성되며, 동력차, 동력객차, 그리고 객차 시스템에 대한

운동, 위치, 그리고 감쇠에너지에 대해 각각 구성한다. 또한 에너지 식으로부터 열차의 행렬운동방정식(2)를 정립하였으며, 에너지

식에대한 세부사항과 열차의 상세 제원은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5].

(2)

여기서 Mv, Cv, Kv는 각각 열차의 질량, 감쇠, 강성 행렬을 의미하며, dv, fv는 열차의 변위, 그리고 열차에 가해지는 하중을 의미

한다.

2.2 모델 유형별 상호작용력

2.2.1 스프링 모델

휠과 레일 사이의 상호작용력을 고려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다. 연결된 스프링은

Table 1. Properties of simply supported beam

Properties Unit Value

Modulus of elasticity (E) N/m2 3×1010

Poisson’s ratio (ν) - 0

Cross section area (A) m2 1.12

Geometrical moment of inertia (Iy, Iz) m4 0.471, 0.276

Polar moment of inertia (Ip) m4 0.747

Torsion constant  (J) m4 0.5144

Density (ρ) kg/m3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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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하중을 레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휠과 레일 사이의 동적 상대변위에 의해 스프링력이 결정되고 이를 열차-교량 사이의 상

호작용력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열차의 윤축과 레일 사이의 스프링 모델에 대한 형상은 Fig. 2와 같으며, 상호작용력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아래첨자 br, r, k은 교량, 조도, 그리고 k번째 휠을 의미하며, kwr은 휠과 레일 사이의 가정된 스프링 상수를 의미한다.

2.2.2 Non-jump 모델

Non-jump모델은 휠-레일 사이가 항상 접촉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적용되는 모델로 휠과 그 지점에서 레일의 응답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즉, 식 (4)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윤축의 자유도를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4)

여기서 아래첨자 a는 윤축을 의미하며, y, z는 횡 및 수직방향에 대한 변위, 그리고 θax는 윤축의 rolling운동을 의미한다. 이 모델

은 윤축의 자유도를 상쇄시켰으며 휠과 레일 사이의 상대 변위로부터 상호작용력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Fig. 3과 같이 힘의 평형

관계로부터 상호작용력을 식 (5), (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5)

(6)

여기서 k = 1,2,...,Nw, , , , Nw는 휠의 개수, b(=1m)는 윤축 중심으

로부터 휠까지의 거리, 즉, 궤간거리를 의미한다.

Non-jump모델은 상호작용력을 힘의 평형관계식 으로부터 산정하여, 정적인 하중뿐만 아니라 윤축의 가속도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윤축의 자유도를 상쇄시킴으로 인한 총 열차자유도 수의 감소로부터 해석시간의 단축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스프링 모델과 마찬가지로 비선형성, 휠과 레일 사이의 분리, 그리고 플랜지 접촉을 묘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n 2Integer
w 1+

2
----------- 1–= n′ 2Integer

w 1+

2
-----------= w Integer

k 1+

2
----------=

Fig. 2. Interaction forces for spring model. Fig. 3. Interaction forces for non-jum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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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휠-레일 사이의 접촉메카니즘을 고려한 비선형 접촉모델

비선형 접촉모델은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메카니 즘을 바탕으로 휠-레일 사이의 상호작용력을 보다 사실적 으로 고려하는 모델이

다. 즉, Hertz이론을 바탕으로 휠-레일 사이의 접촉면적, 압축변형을 산정하여 압축변형 이 일어 났을 경우 압축 스프링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정하고, 휠-레일 사이의 상대변위가 음인 경우는 분리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횡 방향으로 Kalker이론을 적용

하여 creep forces를 고려하고, 조건적으로 플랜지 접촉을 허용하는 비선형 상호작용 해석 모델이다. 접촉면에 수직 및 횡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호작용력은 Hertz와 Kalker이론으로 부터 식 (7), (8)과 같다[8]. 

(7)

(8)

여기서 , 

∆wrk는 접촉면의 수직방향으로 상대변위를, γ는 휠의 conicity(=10o), rw, rr는 각각 휠(=0.455m)과 레일의 반경(=0.3m), Ewr, νwr

은 레일과 휠의 탄성계수(=2.1×108kN/m2) 및 포아송 비(=0.3), DV, DHV는 각각 수직 및 횡방향 접촉강성을, ,

는 휠 위치에서의 휠-레일 사이 횡방향의 상대변위 및 속도, 그리고 yawing의 상대 각변위 및 각속도를 의미하며

식 (9)와 같다.

(9)

식 (8)에서 a, b는 접촉면을 타원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장축 및 단축을 의미하고 Kalker상수인 c22, c23는 다항식 보간에 의해 제

안된 식을 이용하였다[7]. 또한 ∆wrk는 접촉면의 수직방향의 상대변위를 의미하며, Fig. 4로부터 휠, 레일, 조도, 그리고 초기 변형

zN0을 고려하여 식 (10), (11)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1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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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rmal compression and deformation between wheel and rail for conta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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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a) (11b)

식 (7)과 (8)로부터 계산된 접촉면에 수직 및 횡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호작용력 Nk, Tk를 이용하여 휠과 레일 사이에 작용하는 상

호작용력을 Fig.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 (12), (13)과 같이 수직 및 횡방향의 상호작용력을 산정할 수 있다.

(12)

(13)

비선형 접촉모델에서 휠과 레일 사이의 접촉각은 휠의 conicity γ, 그리고 윤축의 rolling 회전각 θax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이는

접촉강성 Kwr 뿐만 아니라 접촉면, Hertz상수, Kalker상수 등, 접촉메카니즘에 관련된 모든 수치를 변화 시킨다. 또한 휠-레일 사이

의 상대변위가 음인 경우는 상호 분리를 식 (14)와 같이 묘사할 수 있으며, Fig. 6과 같이 조건적으로 플랜지 접촉을 허용하여 휠

의 conicity의 변화를 식 (15)와 같이 묘사하여 접촉력의 변화를 실제에 가깝게 묘사할 수 있다.

(14)

(15)

Fig. 5. Interaction forces for contact model.

Fig. 6. Flange contact for contact model.



민동주·곽종원·김문영

368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4호 (2015년 8월)

2.3 교량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력

2.2절에서 구한 상호작용력으로부터 교량의 운동 방정식(1)의 우변에 적용될 하중 항을 산정 하기 위하여, Fig. 7로부터 교량 도

심에 작용하는 하중은 식 (16)과 같다.

Fig. 7. interaction forces on bridge.

(16)

여기서 Na는 윤축의 개수를 의미하며, 식 (16)으로부터 식 (1)의 우변인 n번째 모드에 관련된 교량에 작용하는 하중 φ i
T fb은 식

(17)과 같다.

(17)

여기서 r은 교량 도심에서 열차 도심까지의 횡 방향거리, hb는 교량 도심에서 레일까지의 수직 방향 거리, xj는 휠의 위치를 의미,

φ yi(xj), φ zi(xj), φθi(xj)는 각각 휠 위치에서의 횡, 수직방향, 그리고 비틀림에 대한 모드형상 크기를 의미한다.

2.4 수치해석법

앞서 기술한 교량에 대한 운동방정식, 열차의 운동 방정식, 그리고 휠-레일 사이의 특성을 고려하는 모델에 따른 상호작용력으로

부터, 전체 교량-열차 상호작용 시스템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식 (18)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8)

식 (18)의 우변의 상호작용력은 휠-레일 사이의 특성을 고려하는 모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2.2.1절에 소개한 스프링 모델의

경우 상호작용력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교량의 변위, 조도, 그리고 휠의 변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조도를 제외한 교량과 휠의

변수에 관련된 항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식 (19)와 같이 전체시스템에 대한 연성질량, 감쇠, 그리고 강도행렬(Mt, Ct, Kt)을 사용

하여 표현할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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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형태로 지배방정식을 구성한 경우 Euler-backward기법이나 Runge-Kutta기법 등 다양한 수치적분 법을 이용하여 반복

계산과정 없이 풀 수 있다. 하지만 2.2.2절의 Non-jump모델이나 2.2.3절의 비선형 접촉 모델의 경우 식 (18)의 우변인 상호작용력

이 복잡한 형태이거나 혹은 식 (7)과 같이 비선형 항이 포함된 경우 일반적인 수치적분 방법으로의 해법은 매우 난해할 뿐만 아니

라 매 단계마다 변하는 행렬의 계산에 큰 계산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우변의 상호작용력에 포함된 미지수들

을 가정하여 수치적분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교량부와 열차부로 식 (18)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반복 수치적분을 하게 된다. 두

방법에 대한 수치적분법의 해석흐름도는 Fig. 8, 9와 같다.

2.5 해석결과

수치해석은 수식화한 교량과 KTX열차의 운동방정 식과 앞서 2.2절에서 서술한 3가지 상호작용력을 KTX열차 휠에 적용하였으

며, 해를 결정하기 위하여 2.4절에서 기술한 수치적분법을 통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한다. 레일 조도는 좌, 우 레일의 수직방향과 횡

방향을 각각 미국 FRA에 규정된 궤도불규칙성에 대한 지수스펙트럼 밀도함수 식 (20)과 식 (21)을 이용 하여 Fig. 10과 같이 인공

생성 하였으며, 식 (20)에 사용된 상수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20)

(21)

Fig. 8. Iterative flowchart for non-jump and contact model. Fig. 9. Non-iterative flowchart for sp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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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는 열차가 주행하는 전체거리 중 교량구간에만 적용된다고 가정하였으며, Fig. 11과 같이 총 20량의 KTX열차가 25m의 단

순교를 통과하고 마지막 동력차가 교량을 완전히 지나간 후까지 시간이력 해석을 실시한다. 앞서 기술한 3가지 상호작용 모델에 대

해 동일한 조건하에 해석을 실시하며, 열차의 주행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교량의 고려하는 모드개수는 각 방향에 대해 10개

씩 총 30개의 모드를 고려하며, 해석간격은 0.001초로 해석을 실시한다.

우선 휠-레일 사이의 상호작용력을 고려하는 3가지 모델에 대해 열차속도 500km/h 주행 시에 교량 중앙에서의 수직방향 처짐과

가속도, 그리고 KTX 열차의 첫 번째 동력차의 변위와 가속도 응답을 살펴본다. 해석 결과 Fig. 12에서 보듯이 3가지 모델에 대한

시간이력 응답이 대부분 잘 일치하고 있지만 교량 가속도에서 Non-jump 모델의 경우 응답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식 (5),

(6)에서 윤축에 대한 가속도 항이 추가됨 으로써 이로 인한 국부 가속도의 증가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Antolín et al.[9]

의 연구에 의하면 Non-jump모델은 다른 접촉모델과는 달리 조도의 영향이 휠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가속도 응답을 크게 발생시

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리고 Fig. 12에서 보여지듯이 스프링모델과 비선형 접촉모델의 해석결과가 매우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 모델의 휠-레일 사이의 메커니즘이 스프링상수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음 예

제에서 소개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두 모델간의 해석결과는 매우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선형 접촉모델에서 플랜지 접촉을 묘사하기 위하여 플랜지 접촉 허용범위를 임의로 8mm, 그리고 극단적으로 1.2mm

로 가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13은 위 두 조건하에 해석을 실시하여 교량 중앙에서의 횡방향 가속도 변화와 상호작용력의

변화, 첫 번째 휠과 레일 사이의 횡방향 상대변위 변화, 그리고 첫 번째 윤축의 횡방향 변위와 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3(a)

에서 보듯이 약 23m이후부터 교량 가속도 응답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Fig. 13(b) 에서 상호작용력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휠-레일 사이의 횡방향 상대 변위를 보면 Fig. 13(c)에서와 같이 23m부근에서 1번째 휠이 허용범위인

1.2mm를 초과하고 있다. 즉, 23m부근에서 플랜지 접촉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횡방향 상호작용력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횡방향 교량의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13(d), (e)에서 보듯이 플랜지 접촉이 발생한 후 접촉방향과 반

대방향으로 윤축의 횡방향 변위와 가속도가 급변하는 응답이 관찰된다. 즉, 횡방향 플랜지 접촉 발생시 교량뿐만 아니라 열차의 응

답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플랜지 접촉 현상은 Non-jump모델에서는 휠과 레일이 항상 접촉하고 있

다는 가정으로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스프링 모델 역시 이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Fig. 10. Surface irregularity generated from PSD function.

Fig. 11. KTX train traveling on simply supported beam.

Table. 2. Parameters for the PSD function of FRA.

Direction Grade A(m) Ω1(m
-1) Ω2(m

-1)

Vertical 6 2.16×10-8 23.3×10-3 13.1×10-2

Lateral 6 3.15×10-8 29.2×10-3 2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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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dynamic time-history responses.

Fig. 13. Comparison of dynamic time-histor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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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비선형 접촉모델은 횡방향 플랜지 접촉현상을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곡선교를 주행하는 열차의 경우 플랜지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선형 접촉메카니즘을 통한 해석이 반듯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궤도구조의 상호작용력을 고려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휠-레일 사이의 접촉 메카니즘을 보다 사실적으로

고려하는 비선형 동적 상호작용 해석 법을 제시하였다. 3가지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각 모델이 갖는 특성을 살펴 보았

으며, 수치예제를 통하여 3가지 모델에 대한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 3가지 모델에 대한 시간이력 응답이 잘 일치하고

있으며, 교량 가속도에서 Non-jump 모델의 경우 응답값이 크게 나오는데 이는 윤축에 대한 가속도 항이 추가됨으로 인해 그로부

터 국부 가속도의 증가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선형 접촉모델에서 플랜지 접촉을 묘사하기 위하여 플랜지 접촉 허용범

위를 임의로 가정하여 해석한 결과, 횡방향 상대 허용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횡방향 상호작용력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횡방향

교량 및 열차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곡선교를 주행 하는 열차의 경우 플랜지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비선형 접촉 메카니즘을 통한 해석이 반듯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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