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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성 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궤도토목본부 궤도노반연구팀

1. 머리말

철도는 표적인 인적‧물적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도로와 많은 비교를 

하게 된다. 하지만 철도는 도로와 달리 크게 세 가지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나는 차량을 이동하는 에너지원인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 방식으로 

주로 판토그래프와 전차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제3궤조, 혹은 최근에는 무선급

전까지도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차량의 안전한 주행, 혹은 정보

의 송수신을 위해 신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에서는 도로 포장이 특화되어 있듯, 철도에서는 궤도라는 시스템이 존재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바퀴형식의 철도차량은 자갈궤도, 혹은 콘크리트궤도 상을 주행하

게 되는데, 이 궤도는 기본적으로 레일과 체결장치, 침목, 그리고 도상(자갈도

상, 콘크리트도상)으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이 중 차량과 직접적인 상호작

용을 하는 구성품은 바로 레일이라 할 수 있는데, 차량의 바퀴에 해당하는 

차륜과 맞닿아 차량을 지지함과 동시에 정해진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도로와는 다른 이 궤도의 존재로 인하여 차량의 주행안전이나 승차감을 분

석할 때에는 차륜-궤도 인터페이스라는 복잡한 비선형 접촉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 곡률로 이루어진 차륜과 레일의 프로파일에 

따라 접촉 위치를 산정하고, 또한 접촉 응력 분포를 계산하여 반복계산을 수행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과 교량을 모두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행렬의

그림 1 대표적인 궤도 시스템의 단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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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매우 커지게 된다. 접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요

소를 잘게 나누어야 하지만, 교량과 같은 커다란 구조물

을 모델링하기에는 요소를 작게만 할 수는 없는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구된 이론

과 사례 등을 정리하여 차륜-레일 인터페이스, 더 크게 

차량-궤도-교량 상호작용에 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2. 차량-궤도 상호작용 개요

우선 차량-궤도 상호작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주체인 차량이라 할 수 

있고, 이를 고정된 위치에서 지지하고 있는 궤도 및 하부구

조가 있다. 두 파트는 모델링하는 방법도 상이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모델링의 깊이도 달라지게 

된다. 이에 한 자세한 사항은 4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두 파트가 연결되는 부분인 

차륜과 레일의 인터페이스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인

터페이스를 포함한 차량-궤도 상호작용의 해석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가장 먼저 둘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발

생되는 위치에서의 작용력을 알아내야 한다. 차륜과 레일

의 형상 및 변위, 궤도틀림 등을 입력변수로 하여 접촉 

위치를 산정하고, 그로부터 계산된 차륜과 레일 사이의 

근입깊이를 통해 연직하중과 크리프력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차륜과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응력분포를 계산

하는 과정을 바로 차륜-레일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쉽게 3장에

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해진 응력분포에 따른 상호작용력을 차량과 

궤도에 적용시켜 각 응답을 구하고 수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기존의 유한요소나 동력

학 개념을 적용하여 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3. 차륜-레일 인터페이스

3.1 차륜-레일 형상

우선 차륜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이 편평한 형상이 

아닌 원뿔(conical) 형상을 하고 있으며(그림 3의 Conical 

그림 2 차량/궤도 상호작용 해석 흐름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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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 tread), 이는 차량의 곡선 주행 성능을 높이고 횡변

위가 발생하였을 때 자기 복원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플

렌지(그림 3의 Wheel flange)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횡변위가 발생하였을 때 레일을 타고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레일 역시 단순한 원통 형상

이 아니라, 다양한 곡선 반경을 갖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

며 침목 중심부를 향해 일정 기울기(경좌, 그림 3의 Rail 

inclination)로 기울어져 배치됨에 따라 직선부에서의 주행

성능을 높이고 곡선부에서는 차륜과의 플랜지 접촉을 유

도하여 차량 탈선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단순히 형상을 설명함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하였

듯이, 차륜과 레일의 단면 형상 자체를 결정하는 것도 쉬

운 일이 아니며, 또한 그 두 구성품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터페이스 현상을 해석하는 일 역시 매우 복잡하다. 특

히 차륜과 레일의 형상은 두 물체가 만나는 접촉점을 형

성하는데 지 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접촉 위치의 산정

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차륜과 레일의 접촉점을 찾는 것은 3차원 

공간상에서 발생되는 접촉을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차륜이 갖는 자유도와 양 레일이 갖는 각각의 자유도를 

고려했을 때 매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실제의 

접촉점을 찾기가 복잡하다. 그래서 단순히 레일 길이방향

에 직각인 단면을 기준으로 2차원적인 접촉 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 주행 안전과 접한 관련이 있는 

RRD(rolling radius difference)를 구하는 연구 등이 수행된 

바 있다3,4).

3차원적인 해석을 위해 차륜을 회전체로 가정하고, 레

일을 원통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였으며, 차륜과 

레일의 형상을 수식화하여 구속방정식(constraint equation)

을 푸는 과정을 통해 정해를 구하고자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드 이상적인 차륜/레일 프로파일에 

해서는 접촉점을 구할 수 있지만, 마모된 형상에서의 

접촉점을 구하거나 탄성 변형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5,6).

3.2 접촉 응력

3.2.1 연직방향 접촉 이론

일단 접촉점이 정해지고 나면 물리적 접촉에 의해 발생

되는 응력 또는 힘의 분배를 계산해야 한다. 정적으로 맞

닿아 있는 상태에서는 물체의 탄성변형에 의한 응력 분포

를 이루지만, 차륜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레일 위를 구르

면서 주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름 접촉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구름 접촉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헤르

쯔안 접촉 이론과 크리피지이다.

헤르쯔안 접촉 이론은 1882년에 Hertz7)에 의해 제안된 

이론인데, 두 개의 구체(그림 5(a))가 서로 접함으로써 발

생되는 수직접촉 압력 분포는 타원형(그림 5(b))이라는 기

본 가정을 하고 있으며, 그때의 압력 분포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그림 3 차륜 및 레일의 형상과 접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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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접평면방향 접촉 이론

헤르쯔안 접촉 이론이 서로 접촉하는 축방향(그림 5의 

z축 방향) 압력 분포를 계산하는 과정이었다면, 크리피지

에 의해 발생되는 크리프력은 접촉면에 접선방향 평면

(tangential plane)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에 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그림 5의 xy좌표계). 단순히 맞닿아 구르지 않

는 접촉면에서 발생되는 마찰은 미끄러지기 이전의 정지

마찰이나, 접촉면 전체가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르는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발생되

는 접촉현상은 두 탄성체의 미소한 탄성변형에 따라 일부

의 미끄러짐(slipped region)과 일부의 점착영역(locked 

region)이 공존하면서 전단응력분포를 갖게 된다(그림 6). 

이 전단응력분포는 접촉면의 미세한 압축 및 인장 변형에 

따라 발생하며, 두 점촉면의 상 속도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를 3가지 크리피지로 정의내리게 되는데 접촉면

에 접하는 두 방향에 해, 그리고 연직한 회전방향에 

해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내린다8).

(a) Pombo의 전처리 방안3) (b) Malvezzi의 접촉 해석 방법4)

(c) Wang의 3차원 접촉점 산정 메커니즘5)

그림 4 차륜과 레일의 접촉점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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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접평명방향 접촉의 이해1)

여기서, ξx, ξy, ξsp : 길이방향, 횡방향, 그리고 회전방향 

크리피지

Viw, Vir : 차륜(w)과 레일(r)의 i 방향 속도

(i = x, y)
ω i
w, ω i

r :  차륜(w)과 레일(r)의 z 방향 각속도

V : 차량의 주행 속도

크리피지는 회전 속도와 접촉 위치에서의 기하학적 형

상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한 비선

형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간략화한 식을 이용하기도 

한다8). 정확한 크리피지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크리프력

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응

력 분포를 어떻게 가정하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접촉위치와 접촉응력의 분포는 

매우 많은 iteration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연산시간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

해를 구하는 방법을 Kalker9)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한 단순화된 계산 방법을 따로 제시한 바 있으며10), 

이후에도 Polach11) 등에 의해 연산시간을 최소화하고 해

석결과의 정 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4. 차량/궤도/교량 상호작용 해석

3장에서 제시한 내용은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 중 직

접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차륜과 레일의 접촉점에서 일어

나는 현상에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접촉력에 의해 차

량과 궤도의 거동이 각각 달라지는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차량에 한 분석은 주로 차량의 각 구성품을 강체로 가정하

고 이에 한 연결을 점탄성으로 가정하여 mass-spring-damper 

system을 구축한다(그림 8). 각 관성에 의한 에너지와 기하학

적 배치에 따른 스프링과 댐퍼의 에너지 항목을 통해 라그랑

지안 방정식을 풀어 차량의 방정식을 도출한다. 차량의 구성

품 수량과 배치, 그리고 각 mass에 한 자유도를 얼마나 부여

하느냐에 따라 총 차량 방정식의 자유도가 결정된다.

(a) 두 구체의 접촉 좌표 (b) 헤르쯔안 접촉 압력 분포
그림 5 차륜과 레일의 접촉점 산정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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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라그랑지안 방정식 :

Kinetic energy :

Potential energy :

(a) Carter12) (b) Johnson13)

(c) Kalker10) (d) Polach11)

그림 7 접촉점의 전단응력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

(a) side view (b) front view

그림 8 차량 자유도 및 구성품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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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ping energy :

물론 차체나 차, 윤축 자체도 탄성 변형이 가능하도

록 모델링하여 차량의 진동 모드를 확인하고 차량의 주행 

특성을 분석하는 Multibody Dynamics 해석용 상용 소프트웨

어도 다수 있지만(VI-Rail14), SIMPACK15), VAMPIRE16) 

등), 이는 주로 차량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1, 2차 현가장치 

및 기타 범퍼 등의 강성과 댐핑, 그리고 그 배치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주된 관심이 차량이기 때문에 궤

도를 고정하여 모델링하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궤도, 혹

은 교량과 같은 하부구조는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 로 인프라 차원에서는 궤도와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를 통한 차량-궤도-교량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이 설계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차체는 강체로 

가정하고 단순화된 모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궤도, 그 중에서 레일의 변위를 허용하게 될 경우 

비록 레일 면에서 발생하는 변위는 수 mm이내에 불과하

더라도 이 변위에 의한 차륜-레일 접촉 압력은 매우 크게 

변하기 때문에 정확히 접촉 위치에서의 변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1].1)하지만 레일을 Timoshenko beam으로 모델

링하여 전단 변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노드와 노드 사

이에서는 형상함수에 의해 보간된 변위 값이 계산되므로, 

실제 차륜-레일의 접촉력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오차가 발

생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드의 개수를 늘리면 레

일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연산시간의 증가를 가져오며, 

실제 차량/궤도 동력학 해석시 수~수십 μs의 시간 간격으

로 해석이 진행됨을 볼 때[2]2)해석의 비효율이 커진다. 따

라서 정확하게 차륜의 위치에서 이동노드를 추가하거나20), 

차륜 재하 위치에서의 헤르쯔안 접촉 스프링 강성의 변화

를 통해 모델링 하는 방법21) 등을 이용해서 해석의 정확도

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하부구조를 포함한 모델링은 시스템 행렬도 크고 이를 

동력학적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보통 연직방

향 해석이 주를 이루어 왔다. 2차원 해석은 기존에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

법도 많이 있다. 특히 레일의 이음매나 결손부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한 분석이나, 차륜 찰상(wheel flat)

이 있는 경우의 충격하중 해석 등 접촉점의 불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해서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21,22). 

하지만 교량이 점차 길어지고 횡방향 하중에 의한 해석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원 해석은 아직까

지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중국의 Southwest Jiaotong University에서도 Zhai23), Chen24) 

등을 중심으로 하여 3차원 차량/궤도 상호작용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그림 9). 1개 차량을 상으

로 하여 차륜과 레일의 접촉 위치를 찾고, 헤르쯔안 비선

형 접촉 이론을 적용한 수직 하중을 산정한 뒤, 접촉점의 

기하학적 조건과 속도에 따른 크리피지를 계산해 내서 

접선 방향 하중을 계산해내는 정통적인 방법을 통해 상호

작용 해석을 수행하였다. 궤도에 한 모델링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으며, 도상 역시 모델링을 하여 일반 노반 

위의 상호작용에 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직 

구조물 상에 놓인 궤도에 해서는 해석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차량/궤도 상호작용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RTRI에서 

오래전부터 DIASTARS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

다(그림 10)25,26). DIASTARS는 차량관점이 아닌 궤도, 구

조물 관점에서 차량-궤도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프로그램

으로서, 궤도나 교량의 다양한 비선형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진시 사장교에서의 주행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 관련 분야에서는 가장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

고 있다. 하지만 차륜과 레일의 접촉에 해서는 그림 

10(b)와 같이 단순화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3차원 해석 사례가 적은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궤도만

을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까지 모델링을 한다면 

인프라의 자유도는 매우 커지게 되므로 실제 3차원 해석

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궤도와 

교량을 모두 모드해석을 수행하여 차량과의 인터페이스

만을 고려하게 되면, 궤도면에서의 국부적인 변위를 모드

해석에서 추출하기 위해 많은 노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연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다. 그래서 궤도는 유한요

[1] 헤르쯔안 접촉 이론을 통해 차륜과 레일의 선형 스프링 강성을 추정하면 략 2.7×109N/m이기 때문에 미소한 변위에도 하중의 

변화는 크게 된다1).

[2] Zhai17) : 10×10-5(sec), Xiao18) : 7.2×10-6(sec), Chollet19) : 1.5×10-3(sec, nominal)~0.11×10-6(sec,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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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Finite Element Method, FEM)로 모델링하고 교량은 모

드중첩법(Modal Superposition Method, MSM)으로 모델링

해서 국부적인 레일의 변형도 고려하며 해석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된 바 있다. FEM과 MSM을 

연결하기 위한 정식화는 Yang and Hwang27)을 참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방정식은 아래 식과 같다. 교량의 

주요 모드에 한 거동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궤도와 

차량의 상호 작용 및 인터페이스를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해석 방법으로 판단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작게는 차륜-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촉 문

그림 9 Southwest Jiaotong University의 차량-궤도 상호작용 모델링23)

(a) DIASTARS의 개요도 (b) DIASTARS의 접촉 모델
그림 10 DIASTARS의 차량-궤도 상호작용 모델링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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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부터, 크게는 차량-궤도-교량 상호작용까지 전체적

인 개념과 이를 해석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실 차륜-레

일 인터페이스만 하더라도 다뤄야 할 개념이 여러 가지이

고 또한 그 거동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

다. 접촉응력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리

하였으며, 그 연산의 효율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차량과 궤도, 그리고 하부구조물에 한 상호작용 역시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기사

를 통해서는 그 중 일부 사례만을 제시한 한계가 있다. 

특히 3차원 해석에 해서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며, 보다 정확한 접촉 해석 

및 상호작용 해석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미약하지만 철도 궤도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현상에 

해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해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사를 구성하였으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는 연구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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