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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평가를 통한 성능시험하중 평가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Test Load through the Estimation of 

Vertical Loads on Vibration-Proof Fastening Systems

양신추*

Sin Chu Yang

1. 서 론

모든 체결장치 적용 범주(Category)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성체결장치의 수직강성은 최소 15kN/mm 이상이 된다.

국내에서는 수직강성이 20kN/mm 이상의 고탄성 체결장치도 방진체결장치로 명명할 때도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방진체결장치

(Vibration-Proof Fastening System)에 대하여 일반으로 통용되는 공학적 정의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 탄성체결장치

와 구별하여 진동을 크게 저감할 목적으로 수직강성을 15kN/mm 이하로 제작된 저탄성 체결장치들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직강성이 15kN/mm 이하로서 콘크리트궤도에 적용되는 체결장치를 방진체결장치로 정의하였다.

방진체결장치는 종류별로 거동특성 및 성능이 달라 제작사별로 성능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작사양 및 성능요건을 관리하

고 있으나, 일반체결장치와 구별하여 방진체결장치에 대한 성능시험기준을 별도로 국가적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방진체결장치가 진동 대책으로서 특정개소에 사용되기 때문에 진동에 대한 특수 기술검토가 요망되며

검토결과에 따라 개소에 적합한 방진체결장치가 적절하게 선정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모든 레

일체결장치는 한국철도표준규격 레일체결장치(KRS TR 0014)[1] 성능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일반적 체결장치

Abstract In this study, regulation of the performance test load of a vibration-proof fastening system used in urban

railways was established through evaluation of the loads that it bears in the fiel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ange of the

dynamic stiffness of the vibration-proof fastening system, dynamic stiffness tests were carried out for three types of

vibration-proof fastening system that can be domestically supplied. Train and track interaction analyses in the frequency

domain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dynamic wheel loads. The track irregularity, which is a very important input

factor in train and track interaction analysis, was considered as a PSD (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 which was

derived based on the measured data. The loads on the vibration-proof rail fastening system were evaluated considering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in the urban railway. Regulation of the performance test load of the vibration-proof rail fas-

tening system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evaluated loads.

Keywords : Vibration-proof fastening system, Performance test load, Urban railway, Train and track interaction, Track

irregularity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방진체결장치가 현장에서 부담하는 하중의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방진

체결장치의 성능시험하중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었다. 방진체결장치가 가질 수 있는 동적 강성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3가지 유형의 방진체결장치들에 대하여 동적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들 방진체결장치에 작용

하는 하중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적 강성을 변화하면서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중요 입력요소

인 궤도틀림은 측정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궤도틀림 PSD(Power Spectral Density) 회귀 함수로 고려하였다. 도시철도

의 다양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평가한 후, 평가된 하중을 토대로 방진체결장치의 성

능시험하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방진체결장치, 성능시험하중, 도시철도,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 궤도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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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제정된 유럽표준규격 EN 13145[2] 및 EN 13481[3]를 근간으로 만들어져 있어 방진체결장치에 적용하는 시험하

중의 크기 등에서 문제가 있다. 방진체결장치는 수직강성이 작아 작용하는 윤중 및 횡압을 넓은 범위에서 체결장치들이 부담함

에 따라 하중이 일반체결장치보다 작게 작용한다. 따라서 일반 체6415.5)결장치와 동일한 성능시험하중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

제 현장에서 거동할 때와는 다른 수직강성이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방진체결장치 자체도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수직하중이 일

반 체결장치보다 작아 일반 체결장치와 동일한 성능시험하중을 적용할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통과하기 어렵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의 철도연변에서 진동과 관련한 민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실정에서 효율적인 방진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진체결장치의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표준규격 레일체결장치(KRS TR 0014)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진

체결장치 성능시험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방진체결장치가 현장에서 부담하는 하중의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방진체결장치의 성능

시험하중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었다. 방진체결장치가 가질 수 있는 동적 강성 범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3

가지 유형의 방진체결장치들에 대하여 동적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들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적

강성을 변화하면서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중요 입력요소인 궤도틀림은 측정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궤도

틀림 PSD(Power Spectral Density) 회귀 함수[5]로 고려하였다. 도시철도의 다양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방진체결장치에 작용

하는 하중이 평가한 후, 평가된 하중을 토대로 방진체결장치의 성능시험하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2. 방진체결장치의 수직강성 시험

차량-궤도 상호작용 해석 시 입력제원으로 필요한 방진체결장치의 동적 수직강성 및 감쇠계수를 얻기 위하여 국내에서 소개

된 3 종류의 방진체결장치(Fig. 1)을 대상으로 조립체에 대한 수직하중 재하를 통한 동적 수직강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장에

서 방진체결장치가 다양한 크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시험하중의 범위를 5~40kN, 5~50kN, 그리고 5~60kN

등 3가지로 선정하였다. 시험 시 가진주파수(Exciting frequency)는 5Hz로 하였다[1]. Fig. 2는 3 가지 방진체결장치에 대한 동

적수직강성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이들 시험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수직강성 및 감쇠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Vibration-proof fastening systems.

Fig. 2. Test results of dynamic vertical stiffness test of vibration-proof faste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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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의 결과로부터 방진체결장치들의 동적 수직강성은 대체로 5.0~15.0kN/mm 사이의 값들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진체결장치들의 수직강성 및 감쇠계수는 하중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평가

3.1 평가방법

레일에 작용하는 총윤중은 유사정적 윤중과 동적 윤중의 합으로 주어진다. 유사정적 윤중은 정적하중과 원심하중의 합으로

다음 식으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

Qquasi≒ (1)

여기서 Qo =정적 윤중(ton), I =캔트부족 또는 초과캔트(mm), h =차량의 무게중심 높이(mm), e =궤간(=1500mm)

동적 윤중의 평가방법은 문헌[8]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데 기본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량의 운동을 수직방향만 고려할 때 동적 윤중을 평가하기 위한 차량/궤도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모형은 Fig. 3과 같다. 이때

차량-궤도 상호작용 시스템에서 앞 차축부터 4개의 윤중을 포함한 윤중벡터, FH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 질 수 있다.

FH = KH(yw− yr− yr/w) (2)

여기서 yr 및 yw, yr/w는 차륜/접촉점에서의 레일, 차륜, 그리고 차륜/레일의 상대표면조도의 변위벡터들이고, KH는 차륜과 레

일의 접촉면에서의 헤르쯔안(Hertzian) 스프링상수이다.

차륜/접촉점에서 작용하는 조도하중과 이에 따른 변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드미턴스(Admittance)의 정의로부터 차륜 및

레일변위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
o

1
2Ih

e
2

--------+⎝ ⎠
⎛ ⎞

Table 1. Stiffness and damping coefficients of vibration-proof fastening systems evaluated in the dynamic vertical stiffness test.

Vanguard RF166 System 336

5~40kN 5~50kN 5~60kN 5~40kN 5~50kN 5~60kN

Thickness of 

elastic pad

(mm)

5~40kN 5~50kN 5~60kN

Stiffness, K

(kN/mm)
5.82 7.06 8.26 10.63 12.62 14.65

15 13.42 13.85 14.62

22 11.87 11.72 12.04

25 10.69 10.55 10.73

Damping coefficient, C

(kN*sec/mm)
0.0327 0.0329 0.0362 0.0251 0.0279 0.0321

15 0.0475 0.0475 0.0483

22 0.038 0.038 0.037

25 0.034 0.034 0.036

Fig. 3. Analysis model of train and track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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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FH = −yw (3)

ArFH = yr (4)

여기서 Aw, Ar는 각각 차륜/접촉점에서 차륜 및 레일의 어드미턴스 행렬이다.

(식 2)~(식4)로부터 상호작용력과 레일/차륜 상대조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I는 4 × 4 단위행렬이다.

(식 5)로부터 상호작용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

차륜/레일조도와 레일변위와의 관계는 (식 6)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Hr(ω)은 단위 차륜/레일 조도에 대한 레일응답을 나타내는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 행렬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진다.

(8)

궤도 각부의 동적거동은 차륜 및 궤도 어드미턴스와 차륜/레일 상대조도가 주어지면(식 8)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유사정적 윤중과 동적 윤중의 합으로 주어지는 총윤중 P가 체결장치 직상에 작용할 경우 직하부의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수

직하중 FP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6].

(9)

여기서, P =윤중(kN), a =침목간격(m), keq =연속레일지지강성(kN/m2), , , EIx =레

일의 수직횡강성(kN·m2)

3.2 궤도틀림 모델링

차량-궤도 상호작용에서 윤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는 차량과 궤도의 제원 및 물성치와 궤도틀림 관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영향인자들 중 궤도틀림은 윤중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궤도틀림을 정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주파수영역에서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력으로서의

궤도틀림은 주파수응답(Frequency response) 또는 주파수영역에서의 PSD(Power spectral density)가 사용될 수 있다. 궤도틀림

은 위치마다 그 발생양상이 매우 다르므로 전체구간의 궤도틀림을 대표하는 궤도틀림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궤도틀림을 통계적

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궤도틀림 PSD는 궤도틀림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량-궤도 동적상

호작용해석의 입력으로서 궤도틀림 PSD를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될 궤도틀림 PSD를 얻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콘크리트궤도

에서 검측한 궤도틀림의 원형파형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궤도틀림 원형파일은 한국형고속열차 궤도검측시스템[7]을 사용하여 경

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에서 검측한 궤도틀림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구간 터널 내

부설된 콘크리트궤도에서 한국형고속열차 궤도검측시스템으로 검측한 궤도틀림 원형파형을 토대로 프랑스 국철에서 제시한 것

과 유사한 형식[4]의 궤도틀림 PSD 함수를 도출하였다. 궤도틀림을 1km씩 총 31개 구간으로 나누어 샘플링(Sampling) 한 후

각각의 샘플링에 대하여 PSD를 구한 후 의들의 평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함수식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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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b, n은 회귀분석 상수이며, f는 공간주파수(Spatial frequency)이다. Fig. 4는 궤도틀림 PSD의 회귀분석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신분당선은 차량축중이 16ton이고 운영최고속도가 90km/h로서 국내 도시철도에서 중에서 축중 및 열차속도가 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방진궤도 설계조건이 도시철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Fig. 5는 도시철도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에서 측정한 윤중의 표준편차를 궤도틀림 PSD 회귀식 상수 a를 달리해가면서 해석한 윤중의 표준편차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Fig. 5의 결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에서 검측한 궤도틀림을 토대로 도출된 PSD 함수를 적용한

차량-궤도 상호작용 해석결과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윤중 측정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능시험하중

은 궤도틀림 상태가 다소 열악한 상태에 있는 방진체결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결장치 사용

성 평가 시 통상적으로 표준편차에 적용하는 안전율 1.5배를 적용하여[6] 경부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에서 도출된 궤도틀림

PSD 회귀식의 2.25(표준편차 1.5배)의 회귀식을 적용하였다.

3.3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해석결과

도시철도 선로에 경의선 및 공항철도와 같이 비교적 축중이 큰 고속철도 차량인 KTX가 주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도시철도 선로에 지하철 전용차량은 물론 KTX 차량 등이 곡선부를 주행할 때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평가

하였다.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에 사용된 차량의 제원 및 물성치는 Table 2와 같고, 콘크리트궤도의 제원 및 물성치는 Table 3

Fig. 4. Track irregularity PSD’s and their regression from the

track irregularities measured on the concrete track in

Kyeung-Bu high speed line[7].

Fig. 5. The measured data and simulation results of standard

deviation of wheel load according to train speed.

Table 2. Main parameters of trains in subway and high speed lines.

Parameter
Value

Subway train KTX

Car body mass (loaded) 20.4ton 27.48ton

Car body mass moment of inertia about Y axis 500.00ton·m2 565.95ton·m2

Bogie mass 1.8ton 1.210ton

Bogie mass moment of inertia about Y axis 0.73ton·m2 1.297ton·m2

Unsprung mass 1.0ton 1.024ton

Primary suspension stiffness 460.0kN/m 1.252x103kN/m

Primary suspension damping 4.0kNs/m 16.0kNs/m

Secondary suspension stiffness 980.0kN/m 1.268x103kN/m

Secondary suspension damping 16.0kNs/m 28.5kNs/m

Distance between two bogie Y-direction centrelines 13.8m 14.0m

Wheelset base 2.1m 3.0m

Hertzian spring stiffness 1.0×106kN/m 1.4×106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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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곡선반경은 R = 400, 500, 600, 700, 750m 등 5 가지 경우를 검토하였으며, 이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최대 캔트(Cant)

및 부족캔트(Cant deficiency)은 각각 180mm로 110mm로 하였으며, 열차속도는 각 경우 동일한 부족캔트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Fig. 6과 Fig. 7은 각각 50kg 및 60kg 레일을 사용하는 콘크리트궤도에서 도시철도차량 및 KTX가 주행할 때 방진체결장치

에 작용하는 하중을 열차속도 및 곡선반경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들 결과들로부터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은 주어진

체결장치 수직강성에 대하여 곡선반경, 레일종별 및 차종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변화하는 속도에도

불구하고 부족캔트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것 외에 도시철도 차량과 KTX의 축중이 각각 16ton 및 17ton으로 비슷하고, 50kg레

일은 60kg 레일에 비하여 유연하여 레일 직하부에 있는 체결장치는 하중이 크게 발생하지만 반면에 차륜과 궤도의 동적 상호

작용력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결과들로부터 체결장치 수직강성에 따라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은 증가하

지만 도시철도차량 및 KTX 모두 강성 15kN/mm까지 레일종별에 관계없이 33.8kN을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궤도

상태 및 선로선형 등이 악조건인 경우에도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최대 수직하중은 35kN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수직(윤중) 및 수평(횡압)의 합력이 레일에 작용하는 경사각(α)과 작용점(Xd)는 곡선반경, 차륜과 레일의 답면형상, 차량동특

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반체결장치나 방진체결장치 모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경사

각이 일반체결장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한국철도표준규격 레일체결장치(KRS TR 0014)[1]에서 체결장치 동적강성이

50MN/mm보다 작은 경우 α=38.6°이므로 경사하중은 Pv/cosα는 45kN가 된다. 이것은 일반체결장치의 55kN보다 10kN이 작은

값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방진체결장치의 성능시험하중 기준은 경사하중 45KN, 경사각(α) 38.6°, 작용점(Xd) 100mm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3. Main Parameters of track.

Parameter Value

Maximum cant 180mm

Cant deficiency 110mm

Rail mass per meter 60.3×10-3ton/m

Rail cross-section area 7.687×10-3m2

Elastic modulus of rail 2.10×108kN/m2

Poisson’s ratio of rail 0.3

Rail second moment of area 3.055×10-5m4

Timoshenko shear coefficient 0.34

Fastener spacing(Longitudinal direction) 0.65m

Damping of fastening system 220.0kNs/m

Fig. 6. Vertical force acting on the fastening system in the 50kg rail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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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구가 밀집된 도심을 지나는 도시철도에서 진동을 저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

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방진체결장치 성능시험하중의 크기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도시철도의 다양한 사용환경 즉,

투입되는 차량 및 궤도, 열차속도, 선로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들을 평가한 결과 방

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은 주어진 체결장치 수직강성에 대하여 곡선반경, 레일종별 및 차종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진체결장치 수직강성에 따라 방진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은 증가하지만 도시철도차량 및 KTX 모두 강

성 15kN/mm까지 레일종별에 관계없이 33.8 kN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방진체결장치의 성능시

험하중 기준을 경사하중 45KN, 경사각(α) 38.6°, 작용점(Xd) 100mm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진체결장치 성능시험하중기준은 일반 체결장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철도표준규격 레일체결장치(KRS TR 0014)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는 5개의 범주들(Categories)에 속하지 않은 방진체결장치 종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범주의 기준

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된 방진체결장치 성능시험하중기준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의 철도연변에서 진동과 관련한 민원이 매

우 많이 발생하는 실정에서 효율적인 방진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진체결장치의 출현 및 사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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