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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체결장치용 방진패드의 피로거동에 관한 해석적 연구

Analytical Study on Fatigue Behavior of Resilient Pad 
for Rail Fastening System

최정열*

Jung-Youl Cho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레일체결장치용 방진패드의 사용수명 및 스프링강성을 평가하고자 비선형 재료모델 및 피로하

중조건을 적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피로해석 결과, 초기조건 대비 스프링강성의 변화율은 약 16%로 나타

나 피로경화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진패드의 길이방향으로 발생되는 응력은 중앙부와 외곽부(Edge)의 발생

응력의 차이가 약 10배 이상 발생되었다. 또한 중앙부 보다 외곽 경계부의 등가응력이 2배 이상 크게 발생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제 사용조건에서 방진패드의 손상 및 변형 취약부는 방진패드의 모서리부분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피로해석을 통해 산출된 반복횟수에 따른 방진패드의 등가응력을 이용하여 방진패드의 피로수명선도를 도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진패드의 피로수명선도를 이용하여 향후 다양한 하중조건에서 방진패드의 등가응력을

산출하여 해당조건에서의 피로수명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스프링강성, 등가응력, 방진패드, 피로, 피로수명선도, 유한요소해석

Abstract In this study, a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applying a nonlinear material model and fatigue 
load conditions to evaluate the service life and spring stiffness of the resilient pad for rail fastening system. As 
a result of the fatigue analysis, the rate of change in spring stiffness compared to the initial condition was 
about 16%, indicating that fatigue hardening occurred. As for the stress generate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resilient pa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ress generated at the center and the edge was about 10 times 
or more.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equivalent stress of the outer boundary was more than twice as 
large as that of the central part.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the damage and deformation of the resilient 
pad are the corners of the resilient pad under actual service conditions. The fatigue life diagram of the resilient 
pad (S-N curve) was derived using the equivalent stress of the resilient pad according to the fatigue cycles. 
Using the fatigue life diagram of the resilient pad derived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be used to 
predict the fatigue life under the relevant conditions by calculating the equivalent stress of the resilient pad 
under various load conditions.

Key words : Spring stiffness, Equivalent stress, Resilient pad, fatigue, S-N curve,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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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 고무재료의 피로수명관련 연구들은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Bearing spring(rubber)에 대한 피로시험 결

과와 그것에 대한 수치해석결과를 비교하여 고무의 유

효응력과 발생응력의 상관관계를 해석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다[1-4]. 그러나 철도 레일체

결장치에 사용되는 방진패드에 대한 사용수명에 대한

해석적 연구는 부족하며 대부분 실험적 기법을 사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5-7]. 레일체결장치에 사용되는 방진

패드의 사용수명은 일반적인 피로역학적 개념에서의

피로균열에 의한 것이 아닌 피로경화에 따른 스프링강

성 증가(스프링강성 변화율)수준으로 사용수명이 결정

된다[7-8]. 종래에는 현장에서 방진패드 시료를 채취하

여 스프링강성시험을 통해 현재 상태의 스프링강성 수

준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7-9]. 따라서 실내시

험을 통해 방진패드의 피로열화수준을 평가하는 프로

세스가 일반적이어서 실험적 기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실정이다[7-9]. 그러나 실험적 방법은 현장에서 사용

중인 다수의 방진패드의 피로수명을 평가하기에는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피로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진패드의 효율적인 수명평가 기법과 관련한 선

행연구결과 복합가속열화시험을 통해 현장의 사용조건

을 반영한 시험조건을 적용하여 노후 방진패드의 수명

을 평가하고 잔존수명을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

다[7]. 연구결과 탄성패드의 스프링강성은 피로뿐만 아

니라 온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

선행연구결과, 방진패드의 비선형 재료 특성치를 수치

해석을 통해 산출하였고 실내시험(피로시험)을 바탕으

로 방진패드에 물성변화를 분석한 결과 300만회 이후에

급격한 물성변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 7].

본 연구에서는 방진패드에 대한 일반적인 일축 압축

피로시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진패드의 등가응력

을 해석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로효과가 반

영된 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 변화 및 사용수명을 평가

할 수 있는 해석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일반적인 재료의 피로해석 및 수명예측 시 사용되

는 피로수명선도(S-N curve)를 이용한 피로수명예측기

법을 방진패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진패드의 피로효

과가 반영된 발생응력을 해석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바

탕으로 방진패드의 S-N curve를 도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콘크리트궤도의 궤도재료 중 방진기능을 갖는 탄성

재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열화 및 노후, 구조적, 환경

적 영향으로 성능 및 상태(탄성수준)가 저하될 수 있다

[5-8]. 현재 노후화에 따른 탄성재료의 성능평가는 현장

측정과 탄성패드를 채취해서 외부의 실험실에서 수직

스프링강성 시험을 하는 현장시료채취를 통한 실내시

험방법이 있다[5-8]. 방진패드에 발생되는 응력 및 응력

집중부의 위치는 방진패드의 피로 거동을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방진패드의 기하학적 특성

은 방진패드에 발생되는 응력분포 및 응력집중부의 영

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하중을 부담하는 단면에

서의 두께 대비 발생 변위량이 상대적으로 큰 방진패드

의 특성상 패드의 깊이 방향의 내부 응력 및 변형은 패

드의 피로손상을 결정하기 위한 유효응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4]. 일반적인 재료의 피로수명 예측방법은

부재의 발생 응력범위(stress range)를 실험이나 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재료의 피로수명선도를 이

용해서 발생응력범위에 해당하는 피로수명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공용상태에서의

사용수명(잔류수명)을 평가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일반

적인 방진패드의 피로수명은 직사각형을 갖는 하중지

지면에 대하여 4-points 변위측정을 기반으로 한 스프

링강성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패드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 및 패드의 기하학적 형상 등에 영향을 받는

패드의 유효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Ⅲ. 방진패드 피로거동 분석

방진패드에 대한 피로손상(피로경화)을 유발하는 방

진패드의 응력특성을 분석하고자 방진패드의 비선형

재료특성 및 500만회 반복하중 재하조건을 모사한 하중

조건을 적용하여 수치해석모델을 구성하였다. 방진패드

의 경우 피로경화로 인한 스프링강성의 증가가 발생되

는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피로경화시점에서의 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이 현

행 국내 방진패드 피로성능 기준치(스프링강성 변화율

20% 고려)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방진패드의

피로수명을 평가하였다[5].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해

석은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USAS를 이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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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치모델은 실제 방진패드의 형상과 비선형 재료모

델을 적용하여 3차원 Solid요소로 구성하였다[10]. 하중

조건은 도시철도 차량의 정적 윤중 80kN을 피크값으로

하는 사인파형을 피로하중조건으로 적용하였다. 방진패

드의 수치해석 모델과 재료적 특성치는 각각 그림 1∼

그림 2 및 표 1과 같다[10, 11].

그림 1. 방진패드의 유한요소 모델
Figure 1.　FE model for PUR pad

표 1. 방진패드 해석모델의 재료적 특성치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PUR pad in FE model

Properties Value
Density(kN/㎥) 6.87

Elastic modulus(MPa) 0.9778
Poisson’s ratio() 0.49

(a) Mooney-Rivlin model

(b) Ogden model
그림 2. 방진패드의 비선형 재료 모델(Uniaxial test)
Figure 2.　Non-linear material model for PUR pad(Uniaxial test)

방진패드의 피로조건을 반영한 스프링강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수행한 피로하중 적용에 따른 방진패드의

변위 해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초기조건에서의 스프링강성은 16.70kN/mm로 산출

되었으며 이때 발생변위는 1.0mm로 나타났다. 반복횟

수 500만회 고려 시 스프링강성의 변화는 약

19.88kN/mm로 산출되었으며 발생 변위량은 약

0.84mm로 나타났다. 방진패드의 비선형 특성 및 500만

회 피로하중을 고려한 해석결과 스프링강성의 변화율

은 약 16%로 나타났으며 발생 변위량의 감소가 나타나

방진패드는 피로효과로 인한 스프링강성의 증가와 피

로경화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 Displacement of 1.00mm at initial condition
(ksta=16.70kN/mm)

(b) Displacement of 0.84mm at 5.0E6 cycles (kfat=19.88kN/mm)

그림 3. 피로하중적용에따른방진패드의변위해석결과
Figure 3. Analytical results of displacement of PUR pad by

fatigue loading

반복횟수 500만회 피로하중 적용에 따른 방진패드의

응력해석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방진패드와 같이 두께

대비 폭과 길이가 넓은 고무재료가 압축하중을 부담하

는 경우 발생되는 축방향 응력성분을 파악하고 등가응

력을 산출하여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취약부를 도출하

고 피로효과 적용시 최대 주응력 및 등가응력의 증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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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분석하였다.

(a) Principal stress of global 1 axis

(b) Principal stress of global 2 axis

(c) Principal stress of global 3 axis

(d) Equivalent stress at 5.00E6 cycles

그림 4. 피로하중적용에따른방진패드의응력해석결과
Figure 4. Analytical results of principal and equivalent stresses

of PUR pad by fatigue loading (kfat=19.88kN/mm)

축방향 주응력 해석결과, 그림 4(a)와 같이 방진패드

의 길이방향으로 발생되는 응력의 특성은 부재의 중앙

부와 외곽부(Edge)의 발생응력의 차이가 약 10배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4(b)와 같이 방진

패드의 모서리에서의 변형이 주요한 변형특성으로 분

석되었다.

하중작용방향의 주응력 발생특성은 그림 4(c)와 같

이 방진패드의 전체면적에서 균일하게 일정한 응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진패드의 두께방향

으로 하중재하면과 바닥면 간의 응력차이는 약 2배 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방진패드의 두께에 걸쳐 일정한 응

력변화를 나타내었다. 반복횟수 500만회 적용시 방진패

드의 등가응력 해석결과, 그림 4(d)와 같이 축방향 주응

력의 영향으로 중앙부와 경계부의 응력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

또한 방진패드의 중앙부 보다 외곽 경계부의 등가응

력이 2배 이상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사

용조건에서 방진패드의 손상 및 변형 취약부는 방진패

드의 모서리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4개 모

서리에서의 발생변위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실험적인

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은 방진패드의 외곽 경계부 변

형으로 인해 전체적인 스프링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

으며 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방진패드의 외곽 경계부임을 해석적으

로 도출하였다. 또한 하중작용 면으로부터 약 9mm 깊

이에서 방진패드의 등가응력이 크게 발생하여 전체 두

께가 12mm인 방진패드의 피로효과의 영향범위 및 변

형취약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진패드의 비선형 재료모델 및

반복횟수 500만회를 고려한 피로해석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a)와 같이 반복횟수 증가에 따른 방진패드

의 정적 스프링강성은 선형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반복횟수 500만회에서 스프링강성 변화율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로해석결

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회귀식을 이용한 방진패드의 스

프링강성 변화율 20%에 도달하는 반복횟수는 약 600만

회로 예측되었다.

피로해석을 통해 산출된 반복횟수에 따른 방진패드

의 등가응력을 이용하여 그림 5(b)와 같이 방진패드의

피로수명선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진패드의 피로수명선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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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향후 다양한 하중조건에서 방진패드의 등가응

력을 산출하여 해당조건에서의 피로수명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 Analyzed spring stiffness of PUR Pad

(b) Derived S-N curve for PUR pad
based on analyzed equivalent stress

그림 5. 방진패드의피로해석결과
Figure 5. Fatigue analysis results of PUR pad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 레일체결장치용 방진패드의 사

용수명 및 스프링강성을 평가하고자 비선형 재료모델

및 피로하중조건을 적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진패드의 비선형 재료모델 및 반복횟수 500만

회를 적용한 피로해석 결과, 초기조건 대비 스프링강성

의 변화율은 약 16%로 나타났으며 발생변위량의 감소

가 나타나 방진패드는 피로효과로 인한 스프링강성의

증가와 피로경화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주응력 해석결과, 방진패드의 길이방향으로 발생

되는 응력의 특성은 부재의 중앙부와 외곽부(Edge)의

발생응력의 차이가 약 10배 이상 발생되었다. 또한 등

가응력 해석결과, 축방향 주응력의 영향으로 중앙부 보

다 외곽 경계부의 등가응력이 2배 이상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제 사용조건에서 방진패

드의 손상 및 변형 취약부는 방진패드의 모서리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적인 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은 4개 모서리에서

의 발생변위를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방진패드의 스프

링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방진패드의

외곽 경계부임을 해석적으로 도출하였다.

3) 피로해석을 통해 산출된 반복횟수에 따른 방진패

드의 등가응력을 이용하여 방진패드의 피로수명선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진패드의 피로수명

선도를 이용하여 향후 다양한 하중조건에서 방진패드

의 등가응력을 산출하여 해당조건에서의 피로수명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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