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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패드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의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 of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 Method for Rail Pad

배영훈*·김만철

Young-Hoon Bae·Man-Cheol Kim

1. 서 론

레일체결장치는 레일을 침목이나 슬래브 등의 지지체에 고정하여 궤간을 유지하고, 차량 주행에 따른 수직 및 수평하중, 레

일 신축 및 차량 시제동에 의한 종방향 하중 등을 저항하며, 이들 하중을 침목 및 도상으로 분산 또는 완충하여 전달하는

궤도의 안전을 위한 핵심 용품이다. 레일체결장치 구성품 종류로는 클립 또는 클램프, 베이스플레이트, 절연블록, 레일 패

드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가이드플레이트, 앵커볼트 등이 있으며, 특히 레일패드 및 베이스 플레이트 패드의 수직강

성은 궤도 전체의 강성 결정 시 중요 인자임과 동시에 패드 제품의 품질관리 시 중요 관리기준이 되고 있다.

궤도 설계를 위한 패드 강성 결정, 패드 유지보수 주기 수립 및 수직강성을 통한 패드 품질의 균일성 점검은 일반적으

로 시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패드의 수직강성 종류는 정적 및 동적 수직강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설계 및 품질관리

시 정적 수직강성 값이 사용되고 있다.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을 위한 시험방법은 유럽표준(EN), 국내의 철도표준규격(KRS) 및 한국산업규격(KS) 등에 정

의되어 있으며, 하중 가력속도 및 방법, 특정 하중에서의 유지시간, 시험 시 최대 및 최소하중 수준 등은 시험규격에 따라

상이하다. 철도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으로는 EN 13146-9 및 이를 부합화한 KRS TR

0014 규격이 있다. 이들 규격은 총 가력횟수 대비 예비하중 가력 단계가 불분명하여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결과 산정 시

특정 하중 주기의 강성을 채택해야 하는지 모든 하중 주기에 대한 강성의 평균값을 채택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 또한 하

중 증감 시 체결장치의 이론적인 초기 체결력 까지만 하중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산출되는 패드의 정적 수직강

성 값이 궤도설계 시 사용되는 값 또는 제작사 제시값과 차이가 발생하며, 최대 및 최소 시험하중에서의 유지시간이 정의

Abstract The vertical static stiffness of rail pads or baseplate pads, which are important components in rail fastening sys-

tems for track safety, is a key factor to determine the total track stiffness and a guideline of quality control in the manufac-

turing process. The vertical static stiffness can be checked by laboratory testing: test methods are EN 13146-9 and KRS TR

0014,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railway field. In this paper, to correct some problems, namely the preloading step, the

unloading level, and the holding time in the loading program in the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 of EN 13146-9 and KRS TR

0014, domestic and foreign test standards of pads were analyzed and then certain schemes for a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

were proposed.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the proposed schemes, the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s were performed with 4

pads and the validity of the test results was estimated.

Keywords : Rail pad,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 method, Conformity assessment

초 록 궤도 안전을 위한 핵심 용품인 레일체결장치의 구성품 중 레일패드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은 궤도 전체의 강성 결정 시 중요 인자이며, 패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기준이 된다.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확인은 시험을 통해 가능하며, 시험방법으로는 철도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EN 13146-9 및

이를 부합화한 KRS TR 0014 규격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규격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 중 예비하중 단

계, 하중 제거 수준 및 하중 유지시간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패드 관련 국내외 시험규격을 분석한 후 시험

방법 안을 제시하였고, 철도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패드 4종을 이용하여 시험방법 안을 적용한 정적 수직강성 시

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험방법 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요어 : 레일패드,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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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패드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 관련 국내외 시험규격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적 수직강성 시

험방법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시험방법을 철도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레일패드 및 베이스플레이트 패드에 적용하

여 시험을 수행한 뒤, 결과 분석 및 시험방법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여 제시된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레일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레일패드에 수직하중이 작용할 경우의 일반적인 하중-변위 곡선은 Fig. 1과 같다. 레일패드의 정적 수직강성은 하중-변위

곡선에서 체결장치가 조립되었을 때 레일패드에 가해지는 힘인 초기 체결력(f1)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운행 시 패드에 가해

질 수 있는 최대하중(f2) 사이의 할선강성(secant stiffness)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적 수직강성은 패드 실물에 대한 시험을 통

해 결정되며, 시험방법 및 f1, f2 값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정적 수직강성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은 국내외 여러 표준에 정의되어 있으며, 그 중 철도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규격은 다음과 같다.

Fig. 1. General load-displacement diagram of rail pad.

2.1 정적 수직강성 시험 관련 국내외 규격

2.1.1 KRS TR 0014-13R 및 EN 13146-9:2009+A1:2011

국제적으로 철도분야에서 레일체결장치 시험을 위해 통용되고 있는 시험방법 관련 표준규격은 유럽표준인 EN 13146 규

격이 있으며, 레일체결장치 조립체 및 패드 단품의 정·동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은 EN 13146-9[1]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레일체결장치 관련 EN 규격을 국내 부합화한 철도표준규격이 KRS TR 0014[2]이며, 이 규격의 별지 1 및 별지 2에 레일

체결장치 조립체 및 패드 단품의 정·동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이들 규격에서 패드 단품에 대한 수직강

성 시험 시 패드 종류별(레일패드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여부, 레일 저부 폭 고려) 하중 분배용 플레이트 크기, 하중

가력속도 및 방법, 레일체결장치 형식별 최대 시험 하중 값, 수직강성 계산을 위한 시험 하중 상·하한 값, 시험체 설치방

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정적 수직강성 시험을 위한 하중 가력속도 및 방법을 살펴보면, 하중 가력은 하중 제어를 원칙으로 하되 (120±10)

kN/min 속도가 적용되며, 하중 0에서 체결장치 형식별 최대 시험하중(FSPmax)까지 하중을 가한 후, 체결장치의 이론적인 체

결력(FSP1)까지 하중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하중 증감을 총 3회 반복한다. 이때 최대 및 최소 하중 도달 시 하중 유지시간

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하중 가력상태에서 FSP1과 FSP2(=0.8FSPmax)에 해당되는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차(dsp=δ(FSP2)−

δ(FSP1))를 계산한 후, 하중 값 및 변위차를 식 (1)에 대입하면 레일패드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단품에 대한 정적 수직

강성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KRS TR 0014 및 EN 13146-9 규격에서 패드 단품에 대한 정적 수직강성 시험 시 총 3번의 하중 가력 중 두 번

째 주기까지가 예비하중 단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패드 단품의 정적 수직강성이 3회차 하중 가력상태에서의 정

적 수직강성(kSP,3rd) 또는 각 회차별 정적 수직강성의 평균값(kSP,AVG)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3].

, kN/mm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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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KS M 604:2011

방진 또는 완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진고무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KS 규격은 KS M 6604:2011

(방진 고무 시험방법)[4]이다. 이 규격에서는 하중 가력방향과 방법, 시험 하중의 상·하한(P2 및 P1)이 언급되어 있다. 방

진패드 시험체를 대상으로 0에서 P2까지 2회에 걸쳐 예비 하중을 가감하되, 각 회마다 하중 0 및 P2에서 각각 30초간 유

지한다. 변위제어를 원칙으로 하되 하중 0~P2 사이를 30초간 오르내리는 속도가 적용되며, 제3회차의 가력 상태에서 하중

P1, P2에 해당되는 변위 δ(P1), δ(P2)를 측정하고 이 값을 식 (2)에 대입하면 방진고무의 정적 수직강성을 계산할 수 있다. 시

험 하중의 상·하한에 대한 구체적인 값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 N/mm (2)

2.1.3 ASTM D575-91:2012

고무의 압축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으로는 ASTM D575-91[5]이 있다. 이 규격에서

는 시험체 설치방법, 하중 가력속도 및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 제품에서 채취된 시편 또는 사전 제작된 제품과 동일한

물성의 시편에 (12±3)mm/min의 속도로 목표 변위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한 후 즉각 제거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반복한다. 3회차 하중 가력 시 시편의 변형량이 특정 값에 도달하는 시점의 하중을 기록한다. ASTM D575-91

은 고무 제품의 압축특성을 평가하는 규격인 관계로 결과값은 시편 두께 변화율(최초 시편 두께 대비 시험 후 두께의 변

화 비율, %) 및 압축강도(최대하중/시험 전 시편 단면적, kPa)로 표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2.1.4 JIS E 1117-1990

일본산업규격 중 JIS E 1117[6]에서는 충격 흡수용 탄성 침목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이 규격

에서는 시험체 설치방법, 하중 가력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탄성패드 시험체를 대상으로 0에서 40kN까지 하중을 가한 뒤 10kN

까지 하중을 감소시키고 다시 50kN까지 하중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변형량(∆10, ∆50)을 측정한 후, 하중 및 변형량 값을 식

(3)에 대입하면 탄성패드의 정적 수직강성을 계산할 수 있다. JIS E 1117 규격에는 타 시험규격과 달리 하중/ 변위제어 여

부, 가력속도, 최대/최소하중에서의 유지시간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변형량 측정 시 2개의 다이얼게이지를 사용하되 동

일하중에 대한 2개의 다이얼게이지 눈금 차가 0.3mm를 초과할 경우 시험체 교체를 통한 재시험 실시 규정이 있는 점이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 kN/mm (3)

2.2 정적 수직강성 시험 개선 방향

앞서 살펴본 국내외 5종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 규격에서 예비하중 횟수는 KS M 6604, ASTM D575-91 및 JIS E 1117

규격에 정의되어 있으며, EN 13146-9 및 KRS TR 0014 규격은 총 가력횟수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예비하중 가력

단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최대 및 최소하중 유지시간이 정의된 규격은 KS M 6604와 ASTM D575-91뿐이다. KS M 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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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 by EN 13146-9(or KRS TR 0014): trend of stiffness change by loadi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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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중 유지시간 30초가 비탄성 패드에 적용될 경우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이 설계값과 비교되었을 때 왜곡된 결과가 나

타날 수 있다. 특히 철도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EN 13146-9 및 KRS TR 0014 규격에는 하중 유지시간이 언급되어 있

지 않으며, 하중 감소 시 이론적인 초기 체결력 까지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성패드 및 고무패드를 사용하여 EN

13146-9 및 KRS TR 0014 규격에 따라 정적 수직강성 시험을 수행하되 하중 유지시간은 0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하중-변

위 곡선은 Fig. 2와 같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하중 가력 주기별 정적 수직강성은 탄성패드의 경우 비교적 균일(22.63kN/

mm→23.57kN/mm→23.70kN/mm)한 반면, 비탄성패드인 고무패드의 경우 균일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69.89kN/mm→104.43kN/

mm→110.71kN/mm). 따라서 레일패드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 규격에는 예비 하중 횟수 또는 주

기, 최대 및 최소하중 유지시간이 명확이 정의되어야 하며, 패드의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특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

리적인 하중 유지시간 및 하중 제거 수준이 규정되어야 한다.

3.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의 적합성 평가

3.1 시험 프로그램

패드 정적 수직강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도출을 위해 Fig. 3과 같이 Method No.1 ~ Method No.3 시

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결과 비교를 위해 EN 13146-9 및 KRS TR 0014의 시험방법인 Method No.4를 추가하였다. 이

들 방법은 공통적으로 1~2회차의 예비 하중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중제어 기반으로 가력속도는 120kN/min이 적용되

었다. 시험하중은 EN 13481 시리즈[7-8] 및 KRS TR 0014의 체결장치 형식분류 중 C(일반철도) 및 D(고속철도)형식에 해

당하는 하중(FSP,max=85kN, FSP2=0.8×FSP,max=68kN, FSP1=18kN)을 적용하였다. 규격에 명시된 온도조건의 구현이 가능한 환

경챔버 내에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챔버 내 온도는 (23.0±0.2)oC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Method No.1은 패드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정적 수직강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최대하중 도달 직후 하중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되 하중을 0kN까지 제거하고 압축되었던 패드의 회복이 용이하도록 3분~5분의 유지시간을 부여하였다. Method

No.2는 하중을 0kN까지 제거하되 ASTM D575-91과 같이 최대(FSP,max) 및 최소하중에서 유지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하중

의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Method No.3은 Method No.2에서 최대 및 최소하중 시점에 10초간의 유지시간을 설

Fig. 3. Test program: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 methods for rail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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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소 짧은 유지시간이 히스테리시스 발생 경향 및 정적 수직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Method No.4는 EN 13146-9 및 KRS TR 0014에 근거한 하중 가력방법이며, 해당 규격에서 FSP,max와 FSP1

시점에서 하중 유지시간이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Method No.2와 같이 FSPmax와 FSP1에서 하중의 증감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2 패드 시험체 종류 및 시험체 설치

앞서 제시된 4종류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레

일패드 3종 및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1종을 이용한 정적 수직강성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방법별 정적 수직강성 결과의 반

복성 확인을 위해 패드 종류별로 3개씩의 패드를 시험에 사용하였다. 우레탄 재질(PUR)의 베이스플레이트 패드는 탄성패

드의 일종으로 고속 및 일반철도의 콘크리트 도상용 선로에 사용되고 있다. 고무 재질의 SFC 패드는 두께가 13mm이며 베

이스플레이트 패드와 마찬가지로 고속 및 일반철도의 콘크리트 도상용 선로에 사용되고 있다. TPU재질의 e-clip 패드는 국

내 철도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패드로서 두께가 5mm이며 일반철도의 자갈도상용 선로에 사용되고 있다. 고무 재

질의 Fast clip 패드는 두께가 11mm이며 고속철도 자갈도상용 선로에 사용되고 있다.

KS M 6604 및 ASTM D575-91과는 달리 EN 13146-9(또는 KRS TR 0014) 규격에서 정의된 시험체 설치방법은 여러 종

류의 레일체결장치가 실제로 체결되었을 때를 최대한 모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EN 13146-9에 의거하여 정

적 수직강성 시험용 시험체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상세는 Fig. 5와 같다.

Fig. 4. Test arrangement for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

Fig. 5. Test arrangement for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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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험 결과

Fig. 3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4종의 패드별 3개의 시료에 대한 정적 수직강성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패드의

하중 주기별 정적 수직강성은 Table 1과 같다. 또한 패드 종류 및 시험방법별 하중-변위 곡선은 Fig. 6~Fig. 9와 같다. 하

Table 1. Results of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s.

Test

method

No.

Pad

specimen

No.

Vertical static stiffness, kN/mm

Baseplate pad SFC pad e-clip pad Fast clip pad

Preloading kSP Preloading kSP Preloading kSP Preloading kSP

1st cycle 2nd cycle 3rd cycle 1st cycle 2nd cycle 3rd cycle 1st cycle 2nd cycle 3rd cycle 1st cycle 2nd cycle 3rd cycle

Method

No.1

No.1 22.261 22.540 22.586 26.562 27.497 27.432 179.112 181.697 181.132 55.571 57.793 58.015

No.2 22.974 23.196 23.224 26.848 27.604 27.447 184.350 192.434 194.992 58.044 61.299 61.687

No.3 22.366 22.641 22.660 27.365 27.826 27.226 187.490 193.767 194.938 58.543 61.315 61.382

Method

No.2

No.1 22.590 22.746 22.775 26.290 27.115 27.176 181.156 203.433 207.980 53.807 57.547 58.303

No.2 23.218 23.371 23.401 26.587 27.467 27.491 194.741 217.639 221.797 55.244 59.284 59.995

No.3 22.689 22.840 22.875 27.111 27.952 27.872 195.167 217.454 221.397 53.592 57.873 58.666

Method

No.3

No.1 22.614 22.735 22.750 26.389 26.832 26.876 188.678 202.273 205.590 55.064 56.950 57.337

No.2 23.247 23.357 23.370 26.758 27.168 27.215 200.302 214.424 216.629 56.760 58.821 59.214

No.3 22.729 22.847 22.883 27.162 27.490 27.455 201.239 214.986 217.263 54.601 56.870 57.318

Method

No.4

No.1 22.666 23.765 23.909 26.250 39.325 40.701 193.760 289.279 297.219 55.713 88.251 96.437

No.2 23.287 24.486 24.648 26.750 40.413 41.104 201.922 297.204 305.456 57.143 90.028 97.073

No.3 22.790 23.796 23.945 26.908 40.107 41.450 202.395 295.407 302.817 55.192 93.797 104.627

Fig. 6. Vertical force-displacement diagrams of baseplate pad No.1 for each 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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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rtical force-displacement diagrams of SFC pad No.1 for each test method.

Fig. 8. Vertical force-displacement diagrams of e-clip pad(TPU) No.1 for each 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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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0kN까지 감소시킨 Method No.1~Method No.3은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및 SFC 패드의 경우 하중 주기별 정적 수직강

성의 차이가 5% 미만이었고, e-clip 패드 및 Fast-clip 패드의 경우 하중 주기별 정적 수직강성의 차이가 10% 미만이었다. 그

러나 초기 체결력까지만 하중을 감소시킨 Method No.4의 경우 베이스플레이트 패드를 제외한 3종의 레일패드의 경우 패

드의 히스테리시스 특성 때문에 1회차 대비 2회차 수직강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1회차 대비 3회차 수직강성 최대 변화

율은 SFC 패드 55.05%, e-clip 패드 51.27%, Fast-clip 패드 89.57%였다.

Method No.1과 Method No.3에서 0kN까지 하중을 감소시킨 후 유지시간을 3분에서 5분 사이를 부여한 경우와 최대/최

소하중에서 10초 유지한 경우 e-clip 패드를 제외하고 정적 수직강성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e-clip 패드는 두 방법간 정적

수직강성 차이가 최대 13.5%였다. 또한 Method No.2와 Method No.3에서 최대/최소 하중 도달 후 유지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의 영향을 살펴보면, 패드별 정적 수직강성 차이가 거의 없었다. Method No.1과 Method No.2에서 하중을 0kN까지 감

소한 후 충분한 유지시간 부여 여부는 e-clip 패드를 제외하고 정적 수직강성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e-clip 패드는 두 방법

간 정적 수직강성 차이가 최대 14.8%였다. 따라서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 시 최대/최소하중 도달 후의 유지시간 보다

는 하중을 0kN까지 제거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패드의 주요 물성인 정적 수직강성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서는 하중 제거 후 압축된 패드의 회복을 위한 유지시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3.4 시험 결과의 유효성 검토

4종의 패드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토가 필요하다. 유효

성 검토는 표준시편 활용, 측정불확도 추정 및 기준값 대비 시험값 비교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준값 대비 시험값

을 비교하였다. 베이스플레이트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기준값은 국내 및 유럽의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콘크리트 도상에 적

용되고 있는 정적 수직강성 값인 22.5kN/mm를 사용하였으며, e-clip 패드의 경우 일반철도 자갈도상 궤도 설계 시 사용되

는 200kN/mm을 정적 수직강성 기준값으로 채택하였다. SFC 패드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당시 SNCF에서 수행

되었던 시험 및 2011년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수행되었던 시험 결과에 대해 현재 기준하중(FSP1=18kN, FSP2=68kN)을 적

용하여 정적 수직강성을 재계산 하였고, 그 결과가 29.5kN/mm이며 이 값을 기준값으로 채택하였다. Fast-clip 패드의 경우

고속철도 자갈도상 궤도 설계 시 사용되는 최적 강성인 60kN/mm을 정적 수직강성 기준값으로 사용하였다. 패드 기준강성

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 시 적용되고 있는 허용공차가 기준값 대비 ±10%이므로, 패드 종류별 유효성 범위는 정적 수직강

Fig. 9. Vertical force-displacement diagrams of fast clip pad No.1 for each 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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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0%로 설정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각 시험방법별 정적 수직강성 시험 결과(ksp)를 패드 종류별 유효성 범위와 비교한 결과는 Fig. 10과 같

다. Fig.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ethod No.1, Method No.2 및 Method No.3의 경우 유효성 범위 내에 정적 수직

강성 시험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및 Fast-clip 패드의 정적 정적 수직강성 시험 결과가 기준

값 대비 5% 이내였다. 반면 Method No.4의 경우 베이스플레이트 경우를 제외하고 3종의 레일패드 모두 기준값 대비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패드 종류별 최대 차이는 각각 52.7%, 40.5%, 74.4%이다. 따라서 Method No.1~Method No.3은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및 레일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으로서 유효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레일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 중 철도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N 13146-9와 KRS TR 0014규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패드 관련 시험규격을 분석하고 시험방법 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철도현장

에 적용되고 있는 패드 4종에 대한 정적 수직강성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 관련 국내외 규격을 분석한 결과, 하중 주기별 예비하중 가력 단계 및 최대/최소하중

유지시간 설정여부가 반드시 규격에 정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성 및 비탄성패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중 프

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정적 수직강성 시험 시 하중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하중을 0kN까지 감소시켰을 경우 하중 주기별 정적 수직강성 차

이가 4종 패드 모두 1회차 대비 3회차 수직강성 최대 변화율이 10% 미만이었으나, 이론적인 초기 체결력(FSP1=18kN)까지

만 감소시켰을 경우 베이스플레이트 패드를 제외한 3종의 비탄성 패드는 히스테리시스 특성 때문에 1회차 대비 3회차 수

직강성 최대 변화율이 50% 이상이었다. 따라서 정적 수직강성 시험 시 패드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최소화하여 패드 수직

강성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중을 0kN까지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정적 수직강성 시험 시 하중을 0kN까지 감소시키되 유지시간을 0, 10초, 3분~5분을 부여한 경우 및 최대하중 유지

시간을 0, 10초를 부여한 경우,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SFC 패드 및 Fast-clip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e-

clip 패드는 시험방법 간 차이가 최대 14.8%였다. 따라서 패드 시험 시 최대 및 최소하중 시점에서의 유지시간을 설정하는

Fig. 10. Validity verification results of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s for each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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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하중을 0kN까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서는 하중 제거 후

압축된 패드의 회복을 위한 유지시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4가지 시험방법 안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기준강성은 베이스플레이트 패드의 경우 22.5kN/mm,

SFC 패드의 경우 29.5kN/mm, e-clip 패드의 경우 200kN/mm, Fast-clip 패드의 경우 60kN/mm로 설정하였으며, 각 패드별

유효성 범위는 기준강성 대비 ±10%로 설정 하였다. 하중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하중을 0kN까지 감소시킨 3가지 방법(Method

No.1 ~ Method No.3)은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및 레일패드의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으로서 유효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고 판단되며, 이론적인 초기 체결력 까지만 감소시킨 방법의 경우 베이스 플레이트 패드를 제외한 3종의 레일패드 모두 설

정된 유효성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5) EN 13146-9 및 KRS TR 0014 규격의 패드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탄성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이

과다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험프로그램과 같이 예비하중 가력 단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0kN까

지 하중을 제거한 후 10초 이상 5분 이내 범위에서 일정 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정적 수직강성 시험방법 관련 EN 및 KRS

규격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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