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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인경전철 레일이음매의 적정 간격 산정 연구

A Study on Optimum Spacing of Rail Joint for
Personal Rapid Transit(PRT) Tr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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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레일이음매를 배제할 수 없는 각관형 레일을 사용하는 PRT궤도구조를 대상으로 레일이음매 설

치위치 및 간격을 최적화함으로써 레일이음매부의 충격 및 승차감 저하 현상을 최소화 하고자 수치해석 및 현장측정

을 통해 열차주행 시 PRT 차량의 실 열차속도를 고려한 궤도 구조의 일반부 및 레일이음매부의 동적거동을 파악하

여 레일이음매의 적정간격을 산정하였다.

주요어 : 소형무인경전철, 레일이음매, 현장측정, 수치해석, 레일이음매의 적정간격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optimum spacing of rail joint for a personal rapid 
transit(PRT) track system, and to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normal rail and rail joint by perform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FEA) and field measurements using actual vehicles. Based on the FEA and field 
measurement results compared, the optimum spacing of the rail joints was calculated to be maximum of 1.20m 
based on the rail displacement. The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normal rail was higher than that of the rail 
joint at a spacing of 1.0m, but it was considered that the vehicle riding performance and serviceability of track 
would be improved in terms of the stability of the train due to similar to rail defection between normal rail 
and rail joint. Also, because of the proposed rail joint spacing in this study was longer than the current rail 
joint spacing, the economic effect would be expected by decreasing the amount of sleepers.

Key words : 
Personal rapid transit, Rail joint, Field measurement, Finite element analysis, Optimum spacing of 
rai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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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다양한 철도분야 대충

교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은 Mass-transit에서

벗어난 Para-transit 개념에 가까운 소형무인경전철

(Personal Rapid Transit)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4,7]. 미래의 신 교통시스템 중

하나인 소형무인경전철(PRT:Personal Rapid Transit)은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

양한 경로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여 목적지까지

무정차로 운행하고, 첨단 제어 시스템에 의해 무인자동

운전으로 운행되는 방식이다[1-4,7]. 하지만 PRT 궤도

의 경우 일반적인 강재 레일-차륜시스템으로 구성된

궤도 시스템과는 달리 궤도에 탄성재료가 없고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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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박스구조로 레일이 부설되어 있으며, 장대레일화

(Continuous welded rail) 되어있지 않아 다수의 레일이

음매가 존재하며 레일이음매 부분에서 충격과 소음이

발생하고 승차감이 불안정한 실정이다[7]. 통상적으로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레일이음매의 경우 열차 통과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취약개소 중 하나로서 이음매부 레

일의 유간 및 단차구간 통과 시 발생하는 궤도충격 수

준이 일반구간 대비 약 20% 이상 크게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5-7,9]. 하지만 일반철도의 경우 레일의

장대화를 통해 취약개소를 개선하고 있지만 국내, 외

각관형 레일을 사용하는 직결궤도의 경우 레일이음매

를 배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련 연구도 부

족한 실정이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일이음매를

배제할 수 없는 각관형 레일을 사용하는 PRT궤도구조

를 대상으로 레일이음매 설치위치 및 간격을 최적화함

으로써 레일이음매부의 충격 및 승차감 저하 현상을 최

소화 하고자 수치해석 및 현장측정을 통해 열차주행 시

PRT 차량의 실 열차속도를 고려한 궤도 구조의 일반

부 및 레일이음매부의 동적거동을 파악하여 레일이음

매의 적정간격을 산정하였다.

Ⅱ. PRT 궤도의 거동분석

본 연구에서는 PRT 궤도의 이론적 거동 수준을 파

악하고 현장측정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PRT 궤도구조

의 실제 형상 및 제원을 반영한 수치해석 모델링을 이

용하여 현장측정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1. PRT 궤도구조 전체모델 해석

본 연구에서는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USAS

15.1을 사용하여 PRT궤도구조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궤도해석을 위한 모델은 각관형 레일과 침목은 3차

원 쉘요소(Shell element)로 구성하고 각관형 레일과 강

재침목 사이의 경계조건은 아무런 탄성패드가 적용되

지 않고 직접 접촉된 현장조건과 동일하게 모사하고자

마찰-접촉요소경계조건(Friction-contact constraint)을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10]. 실제 현장의 레일은

종방향으로 비교적 길게 연속배치되어 있는 조건이므

로 실제 현장조건과 유사한 해석모델 구성을 위해 해석

모델링의 시종점 레일단부는 대칭경계조건을 설정하여

무한히 연속적으로 배치된 레일과 침목에 의한 궤광지

지력을 해석모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

용한 대칭경계조건을 통해 비교적 작은 길이의 모델이

긴 하나 실제 현장에 부설된 궤도와 같이 인접된 레일

및 침목의 종방향 강성에 대한 기여효과가 해석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강재침목이 지지되는 콘크리트블

럭은 3차원 솔리드요소(Solid element)를 이용하고 강재

침목과 콘크리트블럭의 연결상세를 모델링에 고려하여

그림 1의 노란색 부재가 콘크리트블럭에 앵커에 의해

지지되는 조건(Surface contact and point supporting

constraint)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

한 모델링과 수치해석결과는 그림 1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PRT궤도의 FEA모델

Figure 1. FEA model of PRT track

수치해석결과, 그림 2와 같이 침목간 중앙부에서 최

대 인장응력이 발생되었으며 침목 중앙부에서도 레일

지지점을 경계로 중앙부에서 최대 변위 및 응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강재침목에 의해 지지되

는 각관형 레일의 지지점(Rail supporting point)에서는

부반력에 의한 압축응력이 발생되었으며 침목을 거쳐

콘크리트블럭으로 전달되는 열차하중에 따른 응력수준

은 매우 미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수치해석 결과와 측정결과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s
Displacement(mm) Stress(MPa)

FEA Measured FEA Measured

Rail 0.32 0.34 7.59 7.78

Sleeper 0.40 0.41 9.81 10.19

또한 표 1과 같이 현장측정을 통해 획득한 PRT 궤

도의 레일과 침목의 변위 및 응력 측정결과가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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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약 2∼6%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나 수치해석

모델의 적정성을 입증하였다.

(a) The entire of PRT track

(b) Sleepers

(c) Rails

그림 2. PRT궤도의 FEA 수치해석 결과

Figure 2. FEA result of PRT track(stress and displacement)

2. PRT 궤도의 레일이음매장치 상세해석

본 연구에서는 PRT 궤도에 적용되어 있는 레일이음

매장치 중 Sliding type을 대상으로 현재 단면의 적정성

을 해석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신설선에 적용 가능한 레

일이음매 장치의 적정 간격을 산출하고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의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현재 공

용중인 Sliding type의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실제형상

과 동일하게 모델링하였다. Sliding type 레일이음매장

치의 수치모델에 적용된 부재는 각관레일과 연결되는

반단면 각관레일과 이와 요철형태로 연결되어 상대하

는 레일의 신축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간부재를

모두 해석모델에 반영하였다[10]. 또한 전술한 부재들이

연결되는 볼트를 모델링하여 Sliding type 레일이음매

장치 직상부에 열차 주행시 발생되는 각각의 부재별 발

생응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a) Full model

(b) Hidden section of rail joint(Half section of the full model)

그림 3. 레일이음매(슬라이딩타입)의 FEA모델

Figure 3. FEA model of rail joint(Sliding type)

Sliding type으로 형상화된 중간부재간의 경계조건은

마찰-접촉경계조건(Friction-contact constraint)을 설정

하였으며, 볼트와 각각의 부재간의 연결은 절점을 공유

하지 않고 접촉된 상태에서 위치만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볼트의 강성과 이음매판의 부재별 강

성이 서로 경합되지 않도록 설정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서 발생 가능한 볼트와 부재별 경계에서의 응력상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10]. 레일이음매에 대한 정밀 수치해

석결과, 그림 4와 같이 2개의 절연된 각관레일의 경계

부에서 최대 변위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의 좌우대칭성이 입증되어 해석모델링에서 고려한 경

계조건 및 해석모델의 요소구성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최대 주응력 발생위치는 Sliding type으로

형상화된 중간부재의 상단 요철부위로써 해당 위치는

Sliding type 레일이음매 장치의 중앙부에 하중작용 시

다른 위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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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 contour

(b) Deformed shape(displacement contour)

그림 4. 레일이음매의 FEA 수치해석 결과

Figure 4. FEA result of rail joint

또한 각관형 레일과 중간부재의 연결부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최대 주응력 4.17MPa)이 나타났으나 강

재의 허용응력(284MPa)에 비해 매우 미소한 수준으로

써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볼

트에서 발생되는 주응력은 최대 0.83MPa으로써 매우

미소한 응력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Sliding type

의 레일이음매를 지지하는 볼트의 전단 및 휨에 따른

구조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레일이음

매의 상세해석을 바탕으로 산출된 레일변위와 측정결

과의 차이가 약 4∼6% 수준으로 나타나 복잡한 단면을

갖는 레일이음매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링의 적정성을

입증하였다.

Ⅲ. 현장측정

1. 현장측정 개요

측정대상 구간에 운영중인 차량은 고무차륜을 사용

하는 1량 1편성으로 구성된 무인자동운전시스템 차량

이며 설계속도는 약 60km/h, 운영속도는 약 40km/h이

다[7]. 차량 중량은 공차 시 17.5kN, 만차 시 25.0kN이

며 축간거리는 2.5m이다[7]. 본 연구의 대상구간에 운

행중인 차량 및 주행전경은 그림 5와 같다. 측정대상

구간은 시종점부 정거장 2개를 포함하여 선로연장은 약

4.5km로 부설되어 있다[7]. PRT 궤도의 경우 일반구간

은 15m길이의 각관형 레일이 부설되어 있으며, 이에 따

라 레일이음매의 경우 1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7].

그림 5. PRT 차량 및 주행전경

Figure 5. Photographs of tested vehicle

침목간격은 일반부의 경우 1.75m로 부설되어 있으

며, 레일이음매부의 경우 휨강성 보완 및 처짐에 의한

단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1.0m로 부설하여 운영되고 있

다[7]. 구간별 현장에 부설된 PRT 궤도구조의 전경은

그림 6과 같다.

(a) Straight

(b) Turnout

그림 6. PRT 궤도구조 전경

Figure 6. Photographs of PR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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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RT 궤도는 궤간이 1,000mm이며, 각관형

(Rectangular tube type)의 레일(EN 10219 S355J2H :

150mm × 100mm × 10mm)이 강재침목에 레일패드 없

이 코일스프링 클립으로 체결되어 교량 바닥판에 설치

된 콘크리트 블록에 앵커볼트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

다[7].

본 연구에서는 현재 PRT 궤도조건에서의 차량통과

시 일반 레일(Normal)과 레일이음매(Sliding type)에서

발생하는 동적응답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레일이

음매의 적정 간격을 산정하기 위해 각관형 레일 및 침

목에 변위, 응력 측정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레일이음매의 경우 전, 후 레

일의 단차 발생 여부를 평가하고자 레일이음매 전, 후

레일에 각각 변위계를 설치하여 단차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측정 데이터의 통계

및 확률분석을 수행하였다[7]. 현장측정구간 및 센서설

치 전경은 그림 7과 같다.

(a) Normal rail section

(b) Rail joint section

그림 7. 센서 설치 전경

Figure 7. Photographs of sensors instrumentation

2. 측정결과 및 분석

1) 레일수직변위

일반레일(Normal)과 레일이음매부의 열차주행 시 레

일에 발생하는 동적 레일수직변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위계를 설치하여 레일수직변위의 발생수준을

분석하였다[7]. 또한 레일이음매부의 경우 레일이음매

전, 후 레일의 처짐을 각각 측정하여 레일이음매부 열

차 통과시 발생되는 단차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a) Time history of dynamic rail displacement measured

(b) Measured dynamic rail displacement

(c)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rail

displacement

그림 8. 일반레일과 레일이음매의 레일수직변위 분석

Figure 8. Comparisons of measured vertical displacement

of rail between normal rail and rai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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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과 같이 열차 주행 시 발생하는 동적 레일수

직변위를 측정함으로써 대상구간 통과하는 차량의 동

적하중을 평가할 수 있다[5-9]. 또한 측정결과의 신뢰성

을 확보하고자 확률분석을 통해 구간별 레일수직변위

발생 수준을 확률밀도함수 정규분포도로 표현하였다[7].

레일수직변위 측정결과, 그림 8(b)와 같이 침목간격

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레일에서 레일 이음매부 보다 레

일의 변위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레일이음매부에서

의 레일단차의 발생범위는 최대 0.1mm 미만으로 발생

되어 Sliding type의 레일이음매부의 경우 레일이음매

부의 단차는 매우 미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측정결과의 가우시안 확률밀도분포 해석결과,

그림 8(c)와 같이 레일이음매부와 일반 레일의 레일수

직변위의 편차는 매우 미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레

일의 휨강성과 Sliding type의 레일이음매부의 휨강성

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침목수직변위

일반레일(Normal)과 레일이음매부 열차주행 시 동적

침목수직변위를 파악하기 위해 침목에 변위계를 설치

하여 침목수직변위를 측정하였다[7].

(a) Time history of dynamic sleeper displacement measured

(b) Measured dynamic sleeper displacement

(c)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sleeper

displacement

그림 9. 일반레일과 레일이음매의 침목수직변위 분석

Figure 9. Comparisons of measured vertical displacement

of Sleeper between normal rail and rail joint

침목수직변위 측정결과, 그림 9(b)와 같이 레일이음

매부와 일반 레일의 침목수직변위가 유사하게 나타나

레일이음매부의 침목부담력은 일반레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침목간격의 차이와

레일 단면의 강성차이에 따른 레일지지점(침목) 부담력

의 편차는 매우 미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레일 휨응력

레일응력의 측정은 각관형 레일 하부와 측면에 변형

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차량주행 시 발생하는 동적 휨변

형률을 측정하여 응력으로 환산하였다.

레일응력 측정결과, 그림 10(b)와 같이 레일이음매부

보다 일반 레일에서 다소 크게 발생되었으며 레일이음

매부의 경우 일반 레일보다 발생응력이 다소 넓게 분포

되는 것으로 나타나 발생응력의 변동수준이 일반 레일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c)와 같이 레일이음매부와 일반 레일의 발생

응력의 크기 차이는 일반 레일의 침목간격이 레일이음

매부 보다 큰 것에서 기인한 현상이며, 또한 일반 레일

과 레일이음매의 단면형상이 다르므로 변형률 게이지

를 붙인 위치가 서로 상이하고 레일이음매의 경우 양쪽

레일이 볼트나 용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써 하중

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일반 레일의 경우에는 각관형 레일이 하나의

구조체로 거동하여 차량의 하중이 레일의 휨에 직접적

으로 작용한 효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일반

레일 및 레일이음매부에서의 발생응력 수준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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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레일의 휨 피로거동에 따른 장기내구성 측면에서 안

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 Time history of dynamic rail stress measured

(b) Measured dynamic rail stress

(c)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rail stress

그림 10. 일반레일과 레일이음매의 레일응력 분석

Figure 10. Comparisons of measured bending stress of rail

between normal rail and rail joint

Ⅳ. 레일이음매 적정 간격 검토

본 연구에서는 현장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Sliding type 레일이음매에 대한 정밀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신설선에 Sliding type 레일이음매 장치

적용을 고려한 적정 레일이음매 장치의 간격을 산정하

고자 침목간격을 변수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레일이음매 상세해석을 바탕으로 산출된 레일변위

검토결과, 현장측정 결과와 수치해석결과가 매우 유사

하여 수치모델링의 적정성을 입증하였다. 레일이음매

장치의 적정 간격 산정의 근거를 일반 레일의 레일변위

로 설정함으로써 레일이음매 개소이더라도 일반부와

동등한 수준의 레일변위를 유도하여 레일이음매부 열

차 주행 시 승차감을 개선하고 레일이음매부 궤도구성

품에 작용하는 충격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레일이음매의 적정 지간 산출 결과

Figure 11. Result of optimum spacing of rail joint

해석결과, 레일이음매의 단면치수를 고려할 때 레일

이음매판과 침목의 경합을 회피할 수 있는 최소간격은

700mm이며,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산출된 레일이음매

의 적정 간격은 그림 11과 같이 최대 1.2m로 산출되었

다.

레일이음매부의 간격이 1.2m인 경우, 현재 사용중인

1.0m의 경우 보다 레일변위는 다소 증가하나 본선 일반

부(침목간격 1.75m)와 동등한 수준으로써 레일이음매부

주행시 일반 레일과의 레일변위 차이가 감소하여 열차

의 주행안정성 측면에서는 그 성능과 사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RT 본선 일반구간에 적용되어 있는

레일이음매 중 Sliding type을 대상으로 향후 신설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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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레일이음매의 적정 간격(레일이음매부 침

목간격)을 산출하고자 운행열차를 대상으로한 현장측정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현장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Sliding type 레일

이음매의 정밀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결과,

레일이음매의 적정 간격은 최대 1.2m로 산출되었으며

기존의 레일이음매 설치 간격(1.0m) 보다 확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침목간격이 1.75m인 일반 레일의 처짐수준

과 동등한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열차의 주행안정성 측

면에서 그 성능과 사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현행 1.0m로 적용되고 있는 레일이음매의 설치

간격이 길어짐에 따라 향후 신설선 PRT 궤도 건설에

투입되는 전체 침목수량이 감소될 수 있어 초기건설비

측면에서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향후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 각관형 레일을 사용하는 PRT 궤

도를 장대레일화 함으로써 레일이음매의 설치수량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침목설치 수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PRT 궤도의 최적 설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References

[1] J.S. Lee, K.T. Kim, “PRT Application Study

Using Corridor Analysis; Focused on Nan-Gok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 14, No. 2, pp. 188-193, 2011

[2] J.S. Lee, “PRT Benefit Estimation Study

Focused on Nan-Gok 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 14, No. 4, pp.

370-375, 2011

[3] J.G. Cho, J.S. Koo, S.W. Kang, R.G. Jeong, “A

Study on Design Specifications and Evaluation

of Structural Strength for PRT”, Transactions

of Korea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1, No. 4, pp. 153-161, 2013

[4] J.G. Cho, J.W. Kim, H.T. Kim, J.S. Koo, S.K.

Kang, R.G. Jeong, “A Study on the Durability

and Running Stability Evaluation of the Korean

PRT”, Transactions of Korea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2, No. 5, pp. 50-58,

2014

[5] J.Y. Choi, “Qualitative Analysis for Dynamic

Behavior of Railway Ballasted track”, Ph.D

dissertation,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2014

[6] J.Y. Choi, “Prediction of Displacement Induced

by Tilting Trains Running on Ballasted Tracks

through Measurement of Track Impact Factors”,

Engineering Failure Analysis, Vol. 31, pp.

360-374, 2013

[7] J.Y. Choi, J.H. Kim, “Evaluation of Dynamic

Behavior of Rail Joints on Personal Rapid

Transit Trac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1, No. 5, pp. 89-94, 2016

[8] H.T. Kim, “A Study on Suspension Optimization

of the Korean PRT Vehicle to Improve Its

Running Stability and Ride Qualit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5

[9] J.Y. Choi, “Influence of Track Support Stiffness

of Ballasted Track on Dynamic Wheel-Rail

Forces”, Journ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139:709-718, 2013

[10] Y.K. Han, S.R. Baek, J.K. Yoon, J.H. Lim, “A

Study on Side Impact from Car-to-Car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IIBC), Vol. 15, No. 3, pp.201-209,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