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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자갈궤도 체결구 최적 수직강성 평가

Evaluation of the Optimal Vertical Stiffness of a Fastener Along a 

High-speed Ballast Track

양신추*
·김 은

Sin-Choo Yang·Eun Kim

1. 서 론

자갈궤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갈과 하부노반의 강성이 궤도지지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콘크리트궤도에 비하여

레일패드의 강성이 궤도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갈궤도에서도 레일패드강성이 과도할 경

우 자갈에 작용하는 압력의 증가로 인한 궤도에 작용하는 충격력과 가속도의 증가로 궤도구성품의 재료적 손상과 궤도 

틀림 진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반면에 레일패드 강성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레일두부의 횡 변위 발생에 따른 궤간확

대에 의하여 탈선에 대한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고, 또한 열차주행에 필요한 전력량의 증가로 운영비가 증가하게 된다. 따

라서 궤도 유지보수비와 전력 소모비의 합이 최소로 되는 최적 레일패드강성을 평가하여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레일패드와 같이 고무 또는 폴리우레탄 재질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정확하게 특정한 강성값을 갖도록 제작하기 어

려우며 또한 체결구별로 제작 원리가 달라 전체 체결장치 성능확보 차원에서 특정 강성값을 갖도록 레일패드를 제작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의 총합의 크게 변하지 않은 일정범위의 레일패드 강성값을 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By increasing the vertical stiffness of the rail fastening system, the dynamic wheel load of the vehicle can be

increased on the ballast track, though this increases the cost of track maintenance. On the other hand, the resistance acting

on the wheel is decreased, which lowers the cost of the electric power to run the train. For this reason,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fastener stiffness is important when attempting to minimize the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both track main-

tenance and energy to operate the train. In this study, a numerical method for evaluating the optimal vertical stiffness of the

fasteners used on ballast track is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process proposed by López-Pita et al. They used an approx-

imation formula while calculating the dynamic wheel load. The evaluated fastener stiffness is mainly affected by the calcu-

lated dynamic wheel load. In this study, the dynamic wheel load is more precisely evaluated with an advanced vehicle-track

interaction model. An appropriate range of the stiffness of the fastener applicable to the design of ballast track along domes-

tic high-speed lines is proposed.

Keywords : High-speed railway, Ballast track, Track maintenance cost, Energy cost, Fastener stiffness

초 록 자갈궤도에서 레일과 침목을 연결하는 체결장치의 레일패드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윤중이 증가하고 궤

도틀림진전이 증가되어 궤도유지보수비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레일패드강성이 감소하면 차량운행에 따른 전

력소모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갈궤도 설계 시에 차량과 궤도 및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궤도유지보수비와

전력소모비를 가급적 작게 할 수 있는 적정 레일패드강성을 결정하는 것은 철도 경제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ópez Pita 등이 제시한 자갈궤도에서의 최적레일패드 강성을 평가하는 프로세

서를 기초로 적정 레일패드강성 범위를 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레일패드강성에 따른 윤중변

화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궤도구성품의 거동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치해

석적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차량, 궤도 운영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국내에서 궤도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레일패드강성 범위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고속철도, 자갈궤도, 궤도유지관리비, 전력소모비, 체결구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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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궤도의 적정 레일패드강성을 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는 López Pita 등의 연구[1]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López Pita 등은 궤도강성에 따라 변화하는 윤중으로 궤도틀림진전 모델식을 도출한 후 궤도틀림진전과 궤도유지

관리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레일패드강성에 따른 궤도유지보수비를 구하고, Sauvage와 Fortin의 연구결과[2]를 토대로 레

일패드강성에 따른 전력소모비를 산출하여 궤도유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레일패드강성을 산정

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궤도틀림진전 모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윤중을 Prod’Homme이 제시한 매우 간략

한 근사식[3]을 사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레일, 체결장치, 침목, 자갈, 그리고 노반으로 구성되는 궤도구성품들의 거동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레일패드강성 변화에 따른 자갈궤도에서의 윤중변화를 정확하게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ópez Pita 등의 연구결과는 스페인에서의 차량, 궤도 및 운영조건과 체결장치 시험조건을 고려하여 도출된 것

으로 국내에서의 설계 및 운영조건은 이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레일패드강성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ópez Pita 등이 제시한 자갈궤도에서 최적레일패드강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기초로 하여 적정

레일패드강성 범위를 구하되 연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레일패드강성에 따른 윤중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

하여 궤도구성품의 거동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치해석적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국

내에서의 차량, 궤도, 운영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국내에서 궤도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레일패드강성 범위를 도출하였다. 

2. 본 론

2.1 레일패드의 강성변화에 따른 궤도유지보수비

2.1.1 궤도강성에 따른 윤중변동

(1) 유사정적윤중(Quasi-Static Wheel Load)

궤도에 작용하는 윤중은 차량의 중량과 원심력 등 시간에 따라 하중의 변화가 거의 없는 유사정적윤중과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윤중의 합으로 나타내진다. 곡선구간에서 KTX 차량에 의한 유사정적윤중은 정적하중과 원심하중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Q0 = static wheel load (=17ton)

I = cant deficiency (=100mm) (2)

h = gravity center of vehicle (=1440mm)

e = track gauge (=1500mm)

(2) 동적윤중(Dynamic Wheel Load)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할 경우 하중이 이동하므로 정지하여 있는 체결장치에는 하중이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위치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하중을 통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선로를 따라 궤도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주파수영역의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할 경우 체결장치에 작

용하는 하중의 표준편차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영역에서의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

하여 레일패드 강성에 따른 동적윤중을 구하였는데 주파수영역에서의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은 문헌[4]에 자세히 소개되

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모델과 해석에 사용된 제원 및 물성치를 간단히 나타내었다.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은 수직방향만을 고려하였으며 해석모델은 Fig. 1과 같다. 차량은 차체, 대차, 그리고 윤축으로 구

성되며 이들은 강체로 가정하여 질점으로 모델링 한다. 대차는 윤축으로부터 1차 현수장치로 지지되며 이들은 스프링과 댐

퍼로 모델링 되고, 차체는 대차로부터 2차 현수장치로 지지되며 역시 스프링과 댐퍼로 모델링 된다. 따라서 차량시스템은

총 10개의 자유도로 나타내진다. 궤도시스템은 레일, 침목, 자갈층으로 구성된 다층 지지 보(Multi-layered Beam)로 모델링

된다[4]. 각각의 층들 사이는 등 분포된 스프링과 댐퍼로 연결된 것으로 가정된다. 자갈궤도의 경우 침목층과 자갈층은 휨

강성이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력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궤도틀림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지는 프랑스에서 제시한 궤

도의 고저틀림 PSD를 사용하여 고려하였다[5].

Qquasi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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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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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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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f = spatial frequency (1/m)

C0 = coefficient of track irregularity (4)

본 연구에서 C0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자갈궤도에서 검측한 궤도틀림의 PSD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은 1.2를 사용하였

다(Fig. 2)[4].

해석에 사용된 차량 및 궤도의 해석 제원 및 물성치는 각각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Sr w⁄ f( )
C
0

10
6–

×

0.36 2πf+( )
3

------------------------------ m
2

1 m⁄( )⁄( )=

Fig. 1. Simulation model of a track with a continuous beam.

Fig. 2. Measured track irregularity PSD along a HSR line and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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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통하여 얻은 유사정적하중 및 동적윤중, 그리고 이들의 합인 총윤중은 Fig. 3과 같다. 이 결과로부터 자갈궤도에

서는 레일패드강성이 증가할 경우 낮은 강성영역에서는 윤중이 증가하나 어느 정도 강성이 클 경우에는 윤중의 증가가 거

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레일패드가 경화하여 강성이 증가하더라도 노반강성이 레일패드강성보다 작게 되므로 노반

강성이 침목하부지지강성을 대표하게 되게 됨으로써 전체 침목지지강성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궤도강성은 레일의 단위변위(수직)를 유발하는데 작용하는 하중으로서 정의되며, 체결장치위치당 궤도하부의 탄성을 조합

한 등가강성이 Keq라고 할 때 궤도강성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5)

여기서 

EI = flexural rigidity of rail

d = spacing of sleepers (6)

Keq = equivalent stiffenss of track

K
64EI

d
3

-----------Keq

3

4
=

Table 1. Parameters for the vehicle model.

Parameter Value (half side)

Wagon body mass (loaded) 27.48ton

Wagon mass moment of inertia about Y axis 565.95ton.m2

Bogie mass 1.210ton

Bogie mass moment of inertia about Y axis 1.297ton.m2

Secondary suspension stiffness 1.268D+3kN/m

Secondary suspension damping 2.85D+1kN/(m/s)

Primary suspension stiffness 1.252D+3kN/m

Primary suspension damping 2.85D+1kN/(m/s)

Distance between two bogie Y-direction centerlines 14.0m

Wheel set base 3.0m

Wheel radius 0.46m

Unsprung mass 1.024ton

Table 2. Parameters for the track model.

Parameter Value (half side)

Rail mass per meter 60.3kg/m

Rail cross-section area 7.687D-3m2

Elastic modulus of rail 210.0D6kN/m2

Poisson's ratio of rail 0.3

Rail second moment of area 3055.0D-8m4

Rail profile radius on top 0.3m

Timoshenko shear coefficient 0.34

Fastener damping Variable

Fastener stiffness Variable

Sleeper mass 140kg

Sleeper spacing 0.6m

Sleeper supporting damping 900.0kN/(m/s)

Sleeper supporting stiffness 326.6×103kN/m

Ballast supporting damping 100.0kN/(m/s)

Ballast supporting stiffness 92.3×103kN/m



고속철도 자갈궤도 체결구 최적 수직강성 평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5년 4월) 143

자갈궤도에서 등가궤도지지강성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7)

여기서

Kp = stiffness of railpad

Kb = stiffness of ballast (8)

Ks = stiffness of roadbed

Fig. 3의 레일패드강성에 따른 총윤중을 궤도강성에 따른 총윤중으로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2.2 윤중과 궤도틀림진전과의 상관관계

궤도품질에 미치는 이러한 수직하중의 영향은 궤도의 선형품질 저하 진전법칙 (궤도틀림 진전식)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

며, 지난 몇 십 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제안된 바 있다[1].

Settlement of ballast = λQa (9)

ORE 위원회 D-117은 궤도의 침하량과 궤도결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준 바 있으며[6], 궤도선형의 품질 저하에 미

치는 윤중의 영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식 (9)를 사용하였다. 지수 a에 대한 Lopez Pita의 조사에 의하면 Table 3과 같다

[7,8]. Lopez의 연구에 따른 식 (5)에서 a는 실제 상태의 궤도 조건인 경우에는 1을 적용하며, 궤도가 한계상태 조건에 도

달했을 경우에는 2를 적용한다[1].

Keq

1

1 Kp⁄ 1 Kb⁄ 1 Ks⁄+ +
---------------------------------------------=

Fig. 3. Wheel load variation according to the stiffness of the rail

pad.

Fig. 4. Total wheel load according to the stiffness of the track.

Table 3. The effect of the wheel load causing degradation of the railway alignment.

Reference a Observations

D-71 committee, ORE[7] 1-2 For low pressure of ballast

C-113 committee, ORE[8] 1-2 For track geometry defects

McCullough[9] 1 Considering track maintenance cost

Andreyev[10] 1 Considering track maintenance cost

Pennycook[11] 1 Considering roadbed settlement under axle load

Henn[12] 1.21 For ballast settlement (in lab. test)

Janin[13] 1 For track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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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궤도강성과 유지보수비 상관관계

궤도강성에 따른 윤중은 2.2에 소개한 방법으로 적절히 평가할 수 있으며, 윤중에 따른 궤도틀림진전이 식(9)에서와 같이

윤중의 크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궤도강성에 따른 궤도품질의 상대적 저하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궤도품질의 저하정도

와 유지관리비용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면, 유지관리비용 역시 동일한 경향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궤

도수직강성에 대한 궤도 유지보수비용의 상관성은 실제 궤도수직강성(기준수직강성)과 실제 투입된 유지보수비용(기준유지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궤도수직강성과 유지보수비용과의 관계식에서 추정할 수 있다. 

Eisenmann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궤도틀림의 정정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은 궤도틀림의 진전도에 따른 함수이며[1], 궤

도틀림의 진전도는 여러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윤중 또는 침목하면압력의 함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음과 같이 침목하면압력의 함수로서 표현하고 있다. 

(10)

여기서 

∆CM = variation of maintenance cost for track irregularity crrection

∆R = variation of sleeper bottom pressure (11)

a = index of track condition

현재 상태의 궤도수직강성에 따른 침목하면압력을 받고 있는 궤도의 현재 투입되는 유지보수비를 알면 궤도수직강성변

화에 따라 변화된 침목하면압력을 받은 궤도의 유지보수비를 다음의 비례식에서 구할 수 있다[14]. 

(12)

여기서

= pressure of sleeper bottom at Kref

= pressure of sleeper bottom at Ki

= cost of maintenance for track irregularity at Kref

= cost of maintenance for track irregularity at Ki

기준 유지보수비용은 실제 선로에 투입된 궤도틀림정정 비용을 조사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식(12)를 활용하여 레

일패드의 수직강성 변화에 따른 궤도유지보수비용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식(12)로부터 2.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a값

을 1을 적용하면 변화된 궤도강성에 대한 유지보수비의 변동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3)

2.4 고속철도 레일패드강성에 따른 자갈궤도 유지보수비 산정

궤도강성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7년도 고속선 자갈궤도구간 유지보수 및 동구간에서 측정한 궤도강

성을 평가하였다. 2007년 소요된 총비용 12,489백만원을 고속선 자갈궤도 총 길이 474.073km로 나누면 년간 km당 소요된

유지보수비는 26백만원/km이다[4]. 2007년도에 측정한 고속선 레일패드평균강성은 체결구 성능기준에 정한 하중범위 20~95kN

에서 측정한 값은 330.1kN/mm이었다[4]. 고속선 자갈궤도구간에서 레일패드 1개가 받는 동하중은 50kN 이하이므로 현장

에서 체결구 레일패드가 받는 하중범위는 초기체결력을 고려하여 20~70kN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결구 강성 변화에

따른 윤중발생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체결구 강성을 대변할 수 있는 강성값을 대입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중범위에 맞게 조정한 동적강성은 Fig. 5에서 나타낸 하중범위 20~95kN과 20~70kN 상관관계로

부터 293.06kN/mm(=0.88779×330.1)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한 Table 4의 현장레일패드지지강성, 자갈지지강성, 노반지지강성을 사용하여 등가궤도

지지강성(Keq)을 구하면 57.77kN/mm정도로 평가된다. 등가지지강성 57.77kN/mm에 대응하는 궤도강성은 138.36kN/mm이 된

다. 이상을 정리하면 고속선 자갈궤도에서 2007년도 궤도강성은 128.36kN/mm이고, 년간 km당 소요된 유지보수비는 26백

CM∆ f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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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km정도로 평가된다. 궤도강성 128.36kN/mm에 대응하는 윤중은 Fig. 4로부터 132.39kN이므로 2007년도 궤도틀림유지

보수비 및 레일패드강성을 기초로 궤도유지보수비는 식 (13)로부터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다.

 (milion won) (14)

Fig. 6은 궤도강성에 따른 궤도틀림유지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2.5 궤도강성에 따른 전력소모비 산정

UIC60레일인 경우 KTX 열차속도 V km/h로 주행시 궤도강성에 따른 소모되는 에너지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다[14].

(15)

여기서

fD = the number of vechile runningmean per day, Wtotal = totalweight of KTX

Qnominal = wheel load of KTX, P300 = consumed energy per a axle at 300km/h

V = train speed, K = stiffness of track

CkWh = the unit cost of electric power per1kWh, φV = coefficient of speed

(16)

2007년 고속선의 kW당 단가는 79원으로 조사되었는데[4], 이 값과 Table 5의 KTX 300km 운행시 전력비용 산출을 위한

기본자료를 토대로 궤도강성에 따른 전력소모비용을 산정하면 Fig. 7과 같다.

CMKi
26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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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 V( ) 365fD

Wtotal

Qnominal

--------------------
φVP

300

V
-----------------CkWh 365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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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φV3215.1K

1.5931–

V
------------------------------------------CkWh= =

φV
V

300
---------⎝ ⎠
⎛ ⎞

2.25

=

Fig. 5. Correlation between the rail pad stiffness and the loading

range.

Fig. 6. Track maintenance cost according to the track stiffness

along ballast track.

Table 4. Supporting stiffness of the track.

Rail supporting stiffness (K1) 293.06kN/mm

Sleeper supporting stiffness (K2) 326.6kN/mm

Ballast supporting stiffness (K3) 92.3k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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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적 레일패드강성 산정

앞서 산정한 궤도틀림 유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를 궤도강성에 따라 나타내면 Fig. 8과 같고, 레일패드강성에 따라 나타

내면 Fig. 9와 같다.

Fig. 9로부터 유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의 합을 최소로 하는 레일패드 최적동적강성(Kdyn)은 114kN/mm인 것을 알 수 있

다. 시험으로부터 얻은 정적강성과 동적강성의 관계를 나타낸 Fig. 10으로부터 114kN/mm 동적강성에 대응하는 정적강성

은 71.87kN/mm(하중범위 20~70kN)이다. 이 값은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하중범위의 정적강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

Table 5. Parameter for power consumption cost at 300km/h(KTX).

Notation Value Remarks

fD 110 car/days

φV 1 at 300km/h

Wtotal 421.5ton Total weight of KTX

Qnominal 8.15ton The average weight of wheel load

CkWh 79won [4]

Fig. 7. Power consumption cost according to the track stiffness.

Fig. 8. Power consumption and track maintenance costs accord-

ing to the track stiffness along a HSR line (ballast track).

Fig. 9. Power consumption and track maintenance costs accord-

ing to the rail pad stiffness along a HSR line (ballas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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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레일패드강성은 체결구 성능시험기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단 체결장치 정적강성 시험하중범위 20~95kN

에 대응하는 정적강성을 산정하면 80.95kN/mm이 된다(Fig. 5로부터 Ks(20~70)=0.88779Ks(20~95)). 최적강성일 때를 기준으로 유

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용의 합산비용 즉 총비용이 0.1%상승될 때 동적강성범위는76~187kN/mm이고, 이 동적강성에 대응

하는 정적강성범위는 54.0~132.8kN/mm이다. 따라서 적정 정적강성범위는 60~130kN/mm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ópez Pita 등이 제시한 자갈궤도에서의 최적레일패드강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기초로 적정레일패드강

성 범위를 구하되 연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레일패드강성에 따른 윤중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궤도

구성품의 거동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치해석적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 고속철

도 자갈궤도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레일패드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의 차량, 궤도, 운영조건을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고속철도 자갈궤도에는 레일패드강성에 따라 궤도유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자갈궤도의 강성은 체결장치, 자갈, 그리고 노반이 직렬로 연결된 시스템의 조합강성으로 정해지기 때

문에 레일패드강성이 어느 정도 커지면 전체 조합강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궤도유지보

수비 및 전력소모비의 총합이 최소로 되는 최적강성은 존재하며 국내 체결장치 정적강성 시험하중범위 20~95kN에 대응하

는 정적강성은 80.95kN/mm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적강성을 기준으로 유지보수비 및 전력소모비용의 합산비용 즉 총

비용이 0.1%이내로 상승되는 레일패드의 적정 정적강성범위는 60~130kN/m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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