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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레일 상호작용력과 레일연마의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ynamic Wheel-Rail Force and Rail Grinding

박준우·성덕룡*·박용걸

Joon-Woo Park·Deok-Yong Sung·Yong-Gul Park

1. 서 론

레일의 표면 상태는 열차주행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레일표면 결함은 차량주행 시 큰 충격하중을 유발시켜 궤도파

괴 요인이 되므로, 열차 주행로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레일표면 결함은 레일과 기타 궤

도구성품의 사용수명을 단축시키고 소음발생, 승차감 악화 등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및 인근 주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레

일표면 결함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도시 및 고속철도에서는 레일을 포함하는 궤도구성품의 사용수명

연장, 소음 및 진동저감, 승차감 향상 등을 위해 주기적인 레일연마를 실시하고 있으나, 레일연마량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어려

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연마횟수(pass)로 연마를 시행하고 있다. 국외 Euro code[1]에는 레일연마 시행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며, 레일연마 시행 후 연마품질에 대한 검증기준을 파장길이(wavelength)에 대한 이동평균실효치(moving average of

RMS amplitude), 이동평균 최대값(moving average of peak-to-peak amplitude)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철개수로 제시하고 있다

[1].

Steenbergen 등[2]은 레일표면요철에서 발생하는 최대 동적 차륜-레일 접촉압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미분방정식)을

Abstract In this study, the influences of rail surface roughness on dynamic wheel-rail forces currently employed in

conventional lines were assessed by performing field measurements according to grinding of rail surface roughness. The

influence of the grinding effect was evaluated using a previous empirical prediction model for dynamic wheel-rail

forces; model includes first-order derivatives of QI (Quality Index) and vehicle velocity. The theoretical dynamic wheel-

rail force determined using the previous prediction equation was analyzed using the QI, which decreased due to rail

grinding as determined through field measurements. At a constant track support stiffness, an increase in the QI caused

an increase in dynamic wheel-rail forces. Furthe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sults of dynamic wheel-rail analysis

obtained using the measured data, such as the variation of QI due to rail grinding, can be used to predict the peak

dynamic forces.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the optimum amount of rail grinding can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QI, that was regarding an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track (vehicle velocity and wheel load).

Keywords : Rail surface roughness, Dynamic wheel-rail forces, Quality index of rail surface (QI), Rail grinding, train speed

초 록 레일표면 품질지수(QI: Quality Index)가 동적 궤도작용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측정을 통

해 레일연마횟수(Pass)에 따른 레일표면 품질지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론식에 근거하여 레일표면 품질지수에 영향

을 미치는 매개변수인 열차속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레일연마횟수에 따른 레일표면 품질지수가 동적 궤도

작용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레일표면 품질지수는 레일연마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고 동적 궤도작용력 역

시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주행 시 레일표면 품질지수에 따라 동적 궤도작용력은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레일연마는 레일표면 품질지수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킬 수 있고, 궤도시스템 전반에 영향

을 미치는 동적 궤도상호작용력을 저감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효율적인 레일표면관리를 위해서는 운행 노선

의 열차속도를 감안한 레일표면 품질지수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레일표면요철, 차륜-레일 상호작용력, 레일표면 품질지수, 레일연마, 열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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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고, 레일표면 품질지수(QI)는 속도에 따른 실제 측정치의 표준지표로서 실측기준(25mm) 최대 절대값의 비로 정의되었

다. Esveld 등[3]은 QI가 레일표면요철량을 정량적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고, 절대적인 요철량을 의미하는 것보다 열차속도에

따라 궤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로서 평가해야함을 제언하였다. Choi[5]는 레일표면 품질지수, 열차속도, 궤도지지강성에 따

른 궤도작용력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일표면요철에 대한 정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레일표면 품질지수(QI)와 동적 궤도작용력에 대한 이

론식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레일연마 횟수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고

속철도에서 궤도작용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레일연마 시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레일표면 품질지수(QI)와 동적 궤도작용력(Fdyn,max) 상관관계 이론

동적 궤도작용력은 Prud’Homme의 식(2)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3,4].

(1)

여기서, Q = Prud’Homme에 의한 동적윤중(kN); Q0 =정적윤중(kN); ΔQd =윤중의 동적 효과분(kN)이다.

(2)

여기서 α1은 레일표면요철의 기하학적 계수(0.00042~0.00084)[5]이며, σ는 표준편차, ΔQos는 차륜과 레일의 기하학적 요철에

의한 동적 차륜 레일 상호작용력이고, 이는 스프링 하 궤도 특성 및 차량 속도로 인한 동적효과를 말한다. V는 차량속도(km/

h), mu,w는 차륜당 스프링 하 질량(kg), K는 궤도지지강성(N/mm), 그리고 g는 중력가속도(m/s2)이다. K는 궤도와 노반 유형에

따라 약 50~300kN/mm 사이에서 변화할 수 있다[5]. 

궤도동역학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Munsprung(스프링 하 질량)과 Mtrack(레일, 침목, 자갈도상)의 질량이다[3]. Fig. 1을 보

면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서, 질량(Munsprung & Mtrack)과 강성(Khertz)의 조합으로 차륜-레일 접촉응력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궤도시스템 전반에 힘을 가하는 것을 질량(M)과 강성(K)이 조합된 것으로 가정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매우 작은 응답을 나

타내고, 수직방향 레일표면요철의 길이방향 z(x)에 대한 열차속도(V)에서 차륜-레일 접촉응력의 동적인 구성 요소는 질량(M)에

서 발생하는 관성력과 동일하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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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ss-stiffness combinations in the wheel-rail syste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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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me는 차륜-레일 시스템의 등가질량(M)을 나타내고, 차륜-레일 시스템과 파장길이 계산 시 사용된다. 등가질량 me의

질량-강성 조합은 주파수(f)에 반비례하고, 파장길이(L)에 비례한다. 참고 파장길이 Lo는 me=M일 때 1m 직선에 대한 레일용

접부에서 측정된 값으로 2m를 적용할 수 있으며[3], z는 레일표면요철의 사인파형을 도식화(z0sin(2πvt/L))한 것이고, β는 현

장측정을 실시하기 전 1m 길이의 깨끗하고 평평한 곳에서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낸 무차원 보정계수를 나타낸다[2]. 

(4)

파장과 유효 질량간의 선형관계 가정에 의하여 선행되는 방정식 L(파장길이)은 독립적이고 임의의 함수 z를 가지며, dx = v·dt

의 경우, 레일표면의 불규칙성 관점에서 식(5)로 유도될 수 있다[2,6].

(5)

레일표면요철측정기(Railprof)[8]에서 제시하는 레일표면 품질지수(QI)는 Esveld 등[3,4,6]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값으로써 용접부를 포함하는 레일표면의 품질이 궤도부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레일표면요철량을 근거로 평가하는 지수

이다. QI는 레일표면요철측정기로 레일표면을 1차 검측한 상태의 그래프에서 미분한 값을 나타낸다. QI가 1보다 작으면 레일

표면요철의 상태는 양호한 상태라 할 수 있다[2,3,5].

 (≤1: accep tan ce; >1: rejection) (6)

레일용접부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1m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고, 25mm 신호에 샘플 간격을 5mm씩 증가시키면서 측정된다[3].

이 때 파장길이는 0.1~2m로 측정된다. 최대 동적 차륜-레일 상호작용력은 레일표면의 불규칙성과 QI 방정식을 치환함으로써 실

제 최대값에 대하여 식(7)로 표현된다[7].

(7)

본 연구에서는 식(7)의 이론적 모델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계측한 QI 값의 변화가 동적 궤도작용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3. 현장계측을 통한 레일연마와 레일표면 품질지수(QI)의 관계 분석

3.1 현장측정 방법

레일연마효과에 미치는 매개변수를 연마횟수(Pass)로 설정하여 연마 전·후 종방향 프로파일 및 연마량을 포함하는 레일표면

품질을 Fig. 2와 같은 휴대용 검측장비(Railprof)[8]를 이용하여 레일표면요철량을 계측하였다. 현장계측은 국내 고속선에서

KTX열차가 평균 100km/h로 운행하는 구간에서 시행하였고, 임의의 레일표면요철을 인공적으로 형성한 후 레일연마를 시행하

는 것으로 하였다. 이 때 연마석의 직경은 160mm, 연마각도는 Gauge 70o Field 5o, 연마차 주행속도는 7km/h로 일정속도를 유

지하였으며, 연마석 회전속도는 RPM 5,400으로 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레일표면요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레일표면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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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Railprof)는 장비의 양끝점을 0으로 하여 계측되므로 요철깊이의 값은 단위길이 1m(레일표면요철 측정기 길이)에 대한

요철깊이와 임의의 거리에 대한 요철깊이로써 분석이 가능하고, 1m 길이에 대한 레일표면요철 결과값을 바탕으로 파장길이범

위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파장길이범위를 작게 할수록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일연마횟수에 따른 레일표면요철 측정값을 파장길이 범위 10~30, 30~100mm에 대한 레일표면 품질

지수(QI)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를 국외 레일연마품질 검증기준[1]과 비교하였다.

시험조건별 레일표면요철 초기값의 시험변수는 Table 1, Fig. 3과 같으며, PV for 1m는 Positive versine을 나타내고, NV for

1m는 Negative versine을 나타낸다.

3.2 현장측정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레일연마횟수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8Pass로 설정하였고, 레일연마 1Pass마다 레일표면요

철을 측정하였으며, 1,000mm 길이에 대한 측정결과 10~30, 30~100mm 파장길이범위에 대한 N.V값을 분석하였고, 1,000mm에

대한 레일표면 품질지수(QI) 값을 산정하였다. Fig. 4는 측정결과 예시(Case 1)로써 레일연마횟수(Pass)에 따른 레일표면요철값

과 이에 따른 QI값 예시를 나타낸다.

각 Case별 현장계측 결과값을 열차속도 100km/h에 대한 QI값과 N.V값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Fig. 5와 같다. 가로축은 레

일연마횟수(Pass)를 세로축 왼쪽은 레일연마횟수에 따른 QI의 변화량을 나타내며, 세로축 오른쪽은 레일연마횟수에 따른 레일

표면요철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국외 레일연마품질 검증기준[1]에 제시되어 있는 파장길이범위(wavelength range)

Fig. 2. Photo of RAILPROF.

Table 1. Initial rail surface roughness and Quality index(QI).

Test case PV for 1m NV for 1m QI

Case 1 0.18mm -0.19mm 0.47

Case 2 0.37mm -0.39mm 0.63

Case 3 0.11mm -0.23mm 0.74

Case 4 0.18mm -0.50mm 1.20

Fig. 3. Photo of initial rail surface roughness and 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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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ment results of rail surface roughness (Case 1).

Fig. 5. Relationship between grinding pass and measured rail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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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mm, 30~100mm의 한계선인 0.01mm를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현장측정결과, 레일연마횟수가 증가할수록 레일표면요철량은 감소하였고, 레일표면 품질지수(QI)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ase 1, 2의 경우 레일연마 3~4Pass 시행 시 국외 레일연마품질 기준[1]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se 3의 경우 레

일연마 8Pass이상에서 파장범위 30~100mm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QI가 1이상인 Case 4의 경우에는 레일연

마를 8Pass까지 시행하여도 레일연마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Case 4의 경우에는 초기 레일표면요철깊이가 다른 경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레일연마 8Pass 시행 시에도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즉,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레

일연마횟수는 레일표면요철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레일연마 시 연마횟수가 8Pass임을 고려할 때, 레일표면 품질지수(QI)가 1

이하인 경우 레일연마품질 기준을 만족하지만, QI가 1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레일표면 품질지수

(QI) 값을 레일연마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레일표면 품질지수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레일표면요철에 대한 QI값을

확인한 후 레일연마량(횟수)을 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레일표면 품질지수(QI)와 동적 궤도작용력(Fdyn,max)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레일표면 품질지수(QI)가 국내 고속선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7)을 이용하여 KTX 열차의 질

량[9] 및 운행속도에 따른 동적 궤도작용력을 분석하였다. Fig. 6은 레일표면 품질지수(QI)와 KTX 열차의 운행조건을 식(7)에

대입하여 KTX 열차속도와 레일표면 품질지수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Fig. 6(a)는 KTX 열차속도에 따른 동적 궤도작용력

을 레일표면 품질지수와 나타냈으며, (b)는 KTX 열차속도 350km/h에 대한 레일표면 품질지수에 따른 동적 궤도작용력의 증가

율을 나타내었다.

Fig. 6(a)에서 열차속도에 따른 궤도작용력은 열차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레일표면 품질지수가 높을수록 증

가폭이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b)로부터 레일표면 품질지수가 증가할수록 고속주행 시 동적 궤도작용력은 크게

증가하며, QI값이 0일 때 15.5%, 1.0일 때 42.7%, 1.4일 때 60.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일한 열차속도라 하더

라도 QI값이 클수록 동적 궤도작용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동적 궤도작용력은 레일표면요철, 궤도지지강성,

차륜플렛(wheel flat) 등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동적 궤도작용력의 증가는 궤도파괴의 주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

레일연마는 레일표면 품질지수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킬 수 있고, 궤도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적 궤도작용력을 저감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열차속도가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효과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효율적

인 레일표면관리를 위해서는 운행노선의 열차속도를 감안한 레일표면 품질지수(QI)의 관리가 필요하며, 국내 고속철도(350km/

h이하 구간)에서 동적 궤도작용력의 증가율을 50%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일표면 품질지수(QI)를 1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Fig. 6. Relationship between train speed (V) and quality index (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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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레일연마 전, 후 레일표면요철 변화수준을 계측하였고, 이론식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 운행선에서의 레일표면

요철이 동적 궤도작용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레일연마횟수(Pass)에 따른 레일표면 품질지수(QI)와 국외 레일연마품질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QI가 1 미만일 경우, 레일

연마 3~4Pass 시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QI가 1 이상일 경우 일반적인 레일연마 시 시행되는 8Pass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레일표면 품질지수(QI)가 1이상일 경우, 350km/h 고속주행 시 동적 궤도작용력은 약 40%이상 증가하며, 이러한 동적 궤도작

용력은 궤도구성품의 파손을 가져와 유지보수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고속철도에서는 레일표면 품질지수(QI)를 1

이하가 되도록 레일연마를 통한 레일표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레일연마는 레일표면 품질지수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킬 수 있고, 궤도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적 궤도상호작용

력을 저감 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레일표면관리를 위해서 운행 노선의 열차속도 및 레일표면 품질지수를 고려한 레일표면관

리(레일연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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