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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인경전철(PRT)궤도 레일이음매의 동적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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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dynamic behavior of a personal rapid transit(PRT) track system using a rail of
rectangular tube section and a rail joint of sliding type, and to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normal rail and rail joint of a PRT track system
by performing field measurements using actual vehicles running along the service lines. The measured vertical displacement of rail and
sleeper, and vertical acceleration of rail for the normal rail and rail joint section were found to be similar, and the rail joint of sliding type
satisfied the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track impact factor for a conventional railway track.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dynamic response of the rail joint were found to be similar to or less than that of the normal rail, therefore the rail joint of sliding
type for PRT track system was sufficient to ensure a stability and safety of PRT track system.
Key Words : personal rapid transit, field measurement, rail joint, track impact factor

1. 서 론
최근의 고효율, 친환경 녹색 교통시스템에 대한 수
요와 소규모 맞춤형 교통수단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
며, 대중교통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기존의 Mass-transit
개념에서 벗어난 Para-transit 개념에 가까운 PRT
(Personal Rapid Transit) 시스템의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4). 순천만 소형무인경전철(PRT)은 국
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소형 무인 궤도
차라 불리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상의 여
러 경로 중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여 목적지 까지 무정
차로 운행하고 첨단 제어 시스템에 의해 무인자동운전
으로 운행하는 미래의 신 교통시스템이다1-4).
하지만 PRT 궤도구조는 강재 차륜-레일 시스템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철도의 궤도시스템과는 달리 각관형
레일을 사용하여 장대레일화(Continuous welded rail)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일정 간격으로 레일이음매
(Sliding type)가 존재한다. 통상적인 일반철도용 레일이

음매의 경우에도 이음매가 없는 일반레일 보다 이음매
부 레일의 단차 및 유간을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궤도
충격의 수준이 약 20% 이상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그러나 PRT 궤도와 같은 고무차륜 차량이 주행하고
각관형 레일을 사용하는 직결궤도의 궤도충격계수에
대한 국내, 외 연구 및 관련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궤도충격계수는 궤도구조 및 궤도지지구조물의 구조
적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이며 일
반적으로 궤도설계 시 하중계수로 활용된다5,8,9). 또한
향후 궤도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시에는 궤도의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한 공용중 궤도의 충격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5,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행선 현장측정을 바탕으로
PRT 차량의 특성과 실제 운행속도를 고려한 PRT 궤도
구조의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부의 동적거동을 분석하
여 레일이음매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실험적으로 입증
하였다. 또한 향후 PRT 궤도와 유사한 각관형 레일을
사용하는 직결식 궤도의 설계 및 유지관리(보수보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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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치로써 활용이 가능한 궤도충격계수를 제시하였다.

2. 현장측정
2.1 PRT 궤도구조 현황
순천 PRT의 전체 노선현황은 Fig. 1과 같이 노선의
시종점부에 정거장 2개를 포함하여 영업연장의 규모는
약 4.5 km이다. PRT 궤도의 일반부의 경우 단위길이
15 m의 각관형 레일을 사용하며 따라서 레일이음매가
15 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반부의 침목간격은
1.75 m이며 레일이음매부는 레일이음매부의 휨강성 보
완 및 처짐에 의한 단차를 최소화 하고자 침목간격을
1.0 m로 설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Fig. 3. Scheme of tested vehicle.

2.3 측정개소 선정
PRT에 적용된 레일이음매 형식(Sliding type)은 Fig.
4와 같이 각관형 레일의 신축거동을 일부 허용하면서
도 일반적인 레일이음매부에 존재하는 이음매 유간
(Gap)이 없는 사선형태의 이음매 형식이다.

(a) Top view

(b) Side view

Fig. 4. Photographs of rail joint (Sliding type).

Fig. 1. Route map of Suncheon PRT.

또한 PRT 궤도는 궤간이 1,000 mm이며 Fig. 2와 같
이 각관형(Rectangular tube type)의 레일(EN 10219
S355J2H : 150 mm × 100 mm × 10 mm)이 강재침목에
레일패드 없이 코일스프링 클립으로 체결되어 교량 바
닥판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에 앵커볼트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Fig. 2. Scheme of tested track section.

2.2 측정차량 제원
현재 PRT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1량 1편성으로 구성
된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무인자동운전 차량이며 설계
속도는 60 km/h이며 운영속도는 약 40 km/h이다. 또한
차량의 축간거리는 2.5 m이고 차량의 중량은 공차 시
17.5 kN, 만차 시 25.0 kN이며 차량의 주행전경과 개요
도는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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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이 일반부와 레일이음매
부를 대상으로 각각 1개소씩을 측정개소로 선정하여
PRT 차량의 실제 운행속도를 고려한 일반부와 레일이
음매부에서의 PRT 궤도의 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Fig. 5. Scheme of field measurement sections.

2.4 측정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공용중인 PRT 궤도에서의 차량통과
시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부 궤도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각관형 레일 및 침목에 변위계와 가속도계를 설
치하여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레일이음매 전,
후 레일의 단차로 인한 충격수준을 평가하고자 전, 후
레일에 각각 변위계를 설치하여 차량통과 시 단차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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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함으로써 측정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동적하
중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5,8). 또한 측정결과의 확률
분석을 통해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반부
와 레일이음매부의 발생변위 수준을 확률밀도함수의
정규분포로 표현하였다. 레일수직변위 측정결과, Fig.
7(c)와 같이 레일이음매부의 경우 레일 전, 후의 변위
차이가 약 0.03 mm로 나타나 이음매부 열차통과 시 레
일단차의 발생수준이 매우 미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 Scheme of sensors instrumentation

(a) Time history of dynamic rail displacement measured

(b) Rail section (Normal)

(c) Rail joint section (Sliding type)

Fig. 6. Photographs of field test site and instrumentation.

(b) Measurement results of dynamic rail displacement

을 측정하였다. 센서설치 위치도 및 센서설치 전경은
Fig. 6과 같다.

2.5 측정결과 및 분석
2.5.1 레일수직변위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부의 차량주행에 따른 레일에
작용하는 동적 수직변위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고자 레
일에 변위계를 설치하여 동적 레일수직변위를 측정하
였다. 또한 레일이음매의 경우 Fig. 6(c)의 ①, ②와 같
이 레일이음매 전, 후 레일의 처짐을 측정하여 차량주
행에 따른 레일이음매부의 단차를 측정하였다.
Fig. 7과 같이 차량주행 시 발생하는 레일수직변위
한국안전학회지, 제31권 제5호, 2016년

(c)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rail displacement

Fig. 7. Comparison between normal and rail joint for measured
dynamic rail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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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부(1.75 m)와 레일이음매부(1.00 m)의 침목간
격이 상이하지만 처짐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일
반부와 레일이음매부는 동등수준의 휨강성을 확보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위계를 설치하여 동적 침목수직변위를 측정하였다.
침목수직변위 측정결과, Fig. 8(c)와 같이 레일수직변
위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부와 레일이음매부의
침목변위 차이가 약 0.02 mm로 나타나 일반부와 동등
한 수준의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2 침목수직변위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부의 차량주행에 따른 침목에 작
용하는 동적 수직변위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고자 침목에

2.5.3 레일가속도

차량주행 시 레일의 수직가속도를 측정하여 PRT 차
량에 의한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부 레일의 진동 발생
수준을 분석하였다.

(a) Time history of dynamic sleeper displacement measured

Fig. 9. Measured vertical acceleration of rail.

(b) Measurement results of dynamic sleeper displacement

레일 수직가속도 분석결과, Fig. 9와 같이 레일이음
매부 보다 일반부에서의 진동가속도의 최대치(Peak
value)가 약 2.8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부의 침목
간격이 레일이음매부 보다 약 75% 크고, 동일위치에서
의 레일이음매부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속
도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상선로에 사용된 레일이음매의 경우 레일신
축을 유도하기 위한 Sliding plate가 침목간 중앙의 각
관형 레일에 용접되어 있어 속이 빈 각관형 레일을 사
용하는 일반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질량이 증가하
여 발생 가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분석 및 고찰

(c)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sleeper displacement

Fig. 8. Comparison between normal and rail joint for measured
dynamic sleepe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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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진 영향 분석
본 절에서는 레일의 측정가속도 응답의 자유진동 파
형을 이용하여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의 고유진동수를
산출함으로써 PRT 차량에 의한 공진가능성을 분석하
였다.
측정가속도 응답의 자유진동파형을 이용한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결과, Fig. 10과 같이 일반부와
레일이음매의 고유진동수의 차이는 약 1%(약 72Hz 수
J. Korean Soc. Saf., Vol. 31, No.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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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 of FFT analysis using measured acceleration.

준)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부와 레일이음매의 휨강
성의 차이가 미소하고 질량의 차이는 지간의 차이로
보정되어 고유진동수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연행 집중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경우 이
동하중에 의한 가진주파수 및 구조체의 고유진동수의
영향을 받아 구조계의 공진이 발생될 수 있다7). 즉,
PRT궤도의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와 침목간격,
차량의 속도 및 유효타격간격(Effective beating interval)
등을 고려한 가진주파수를 분석함으로써 PRT 궤도의
공진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7).
본 연구에서는 PRT 차량의 속도, 유효타격 간격 및
일반부와 레일이음매부의 고유진동수 및 침목배치간
격을 고려하여 가진주파수(Hz)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3.2 일반부와 레일이음매부의 궤도충격계수 비교·분석
통상적인 궤도충격계수(Track impact factor)는 동적
윤중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윤중변동율을 이
용하여 궤도충격계수를 평가한다5,8,9). 그러나 각관형 레
일을 사용하는 PRT 궤도의 동적 윤중을 계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량
구조의 충격계수 산정 시 사용되는 방법인 처짐 기반의
정, 동적 처짐비를 산출하여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의
궤도충격계수를 분석하였다6,7).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부에서 측정된 실측 동적 처짐
응답을 LPF(Low pass filtering) 기법으로 필터링하여
Fig. 11과 같이 궤도충격계수를 산정하였다7). 또한 일
반부 및 레일이음매의 측정 궤도충격계수 산정결과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1)

여기서,  은 동적 최대 레일변위이며  은 LPF
(5 Hz)를 통해 산출한 의사 정적 변위(Pseudo-static
displacement)를 나타낸다7).

Table 1. Result of excitation frequency
Type

Vehicle
l(m)

Ωv(Hz)

Sleeper
d(m)

Normal rail 2.5 m

Rail joint

1.75 m
4.44
(by Vmeasured)
~
2.5 m
1.00 m
6.67
(by Vdesign)

Ωs(Hz)

ω(Hz)

6.35~9.50

71.56

11.11
(by Vmeasured)
~
16.67
(by Vdesign)

72.29

(a) Normal rail

· Vmeasured (측정 열차속도)= 40 km/h, Vdesign (설계 열차속도) = 60 km/h
· l(m) : 차량의 유효타격거리, Ωv(Hz) : 차량에 의한 가진주파수,
· d(m) : 침목간격, Ωs(Hz) : 침목 통과주파수, ω(Hz) : 궤도 고유진동수

공진 영향 검토결과, Table 1과 같이 설계속도(60 km/h)
와 실제운행속도(40 km/h)를 반영한 PRT 차량에 의한 가
진주파수(Hz)는 4.44~6.67 Hz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침목
통과주파수는 6.35~16.67 Hz 범위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부의 고유진동수 산출결과와 차량
및 침목간격에 의한 가진주파수 대역이 매우 상이하여
PRT 차량의 유효타격 간격 및 침목 배치간격에 의한 공
진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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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ail joint

Fig. 11. Comparisons of time-rail displacement measured
between raw data and low pass filtered data.

93

최정열⋅김준형

Table 2. Comparisons of measured track impact factor
between normal rail and rail joint
Type

Track impact factor (i)

Ratio (B/A)

Normal rail (A)

1.096

-

Rail joint (B)

1.131

3%

궤도충격계수 검토결과, Table 2와 같이 일반부 대비
레일이음매부의 궤도충격계수는 약 3% 큰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는 일반철도의 레일이음매부에서 발생되
는 충격수준(일반부 대비 20% 이상 증가)을 크게 하회
하며 일반부와 레일이음매부의 충격수준이 거의 유사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9). 이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레일
이음매의 경우, Sliding 형식으로 설계되어 이음매부의
유간을 없애고 sliding plate 용접을 통해 단면강성을 보
강하여 단차를 최소화한 효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레
일이음매부의 침목간격을 축소하여 일반부와 동등한
수준의 처짐수준을 확보함으로써 본선구간에서의 레
일처짐 수준을 일정하게 유도할 수 있었으며, 이음매
부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 레일이음매부에서의 열차주
행안정성 및 궤도충격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RT 차량의 특성과 실제 운행속도를
고려한 운행선 현장측정을 통하여 PRT 궤도구조의 일
반부 레일과 레일이음매부의 동적거동을 비교·분석하
였다.
1) 현장측정결과, 레일이음매의 변위 및 가속도는 일
반부와 동등이상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PRT 궤도구조와 같은 각관형 레일을
사용하는 궤도의 경우 사선형태의 유간이 없는 Sliding
type의 레일이음매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실험
적으로 입증하였다.
2) 처짐을 줄이기 위하여 침목간격을 축소하고 이음
매부 유간을 배재하면서 레일의 신축을 허용할 수 있
도록 적용된 PRT 궤도의 레일이음매는 일반부에서 발
생하는 궤도충격 및 처짐수준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PRT 궤도구조에 적용된 Sliding
type 레일이음매는 일반부와 동등수준의 휨강성을 확
보하는 것은 물론 이음매부 열차통과 시 궤도충격 및
처짐 측면에서의 열차주행안정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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