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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철도설계지침(KR C-08080)에서는 궤도-교량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 시 하중-변위 선도를
차 모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저항력의 크기를 하중 재하 및 비재하시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리트궤도의 경우 종방향 저항력은 체결장치의 거동 특성에 의해 나타나며, 현재 지침이나 기준을
제공되고 있는 물성치는 하중의 연성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에서 하중의 연성효과를 고려한 종저항력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직하중을 고려한 레일체결장치의
향 저항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쌍일
콘크
통해
궤도
종방

1. 서론
현재 궤도-교량 상호작용 해석 시에는 국내의 철도
설계지침인 KR C-08080[1]의 궤도편에 기술되어 있
는 물성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차량하중의 재하
또는 비재하 시로 나뉘며, 하중의 연성효과를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현재 사용되는 물성
치 보다 더욱 실직적이며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하
중의 연성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각각의 영향인자들

[그림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궤도유형 및 열차하중 재하상태별
하중-변위선도

에 대한 물성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레
일체결장치 종방향 저항력 실험을 현장 조건과 비슷
하게 모사하여 열차 수직하중의 크기와 재하 조건에

2.2 일반적인 레일체결장치 종방향 저항력 실험

따른 레일체결장치의 종방향 거동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레일체결장치 종방향 저항력 실험은 체결
장치의 단순검증에 목적이 있다. 종방향 저항력 실

2. 콘크리트궤도의 종방향 저항력 실험

험은 KRS TR 0014-13R[2]에 제시되어 있으며, 최
대로 밀림이 발생한 변위 D1에서 실험 후 2분이 지

2.1 실험개요

난 시점에서의 발생하는 회복상태의 변위 D2의 차
콘크리트궤도에서 궤도-교량 상호작용 해석과 설계

이를 초기 변위 D3에서 상응하는 하중 값을 계산한

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저항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하

다. 4회 반복 후 처음 실험을 제외한 실험 값의 평

중의 연성효과에 따른 종방향 저항력을 산정하고자

균 하중이 해당 체결장치의 종방향 저항력 F로 평

수직하중에 따른 레일체결장치의 종방향 저항력 실

가된다.

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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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및 차량하중의 연성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실험
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하중의 연성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실험사진
[그림 2] System 300-1의 종방향 저항력 실험 결과

2.4 실험 결과

System 300-1 체결장치의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종
방향 저항력은 11.38kN으로 산출되었다.

수직하중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체
결장치를 이용하여 레일 두부에 수직하중을 재하한
종방향 저항력 실험결과는 그림 6과 같다.

2.3 열차 수직하중에 따른 체결장치의 거동 분석
현재 궤도-교량 상호작용 해석 시 열차의 수직하중
으로 KRL-2012을 사용하고 있으며 227kN, 170kN,
80kN, 60kN으로 총 4가지이다.

(a) KRL-2012 하중선도

(a) Load 1 재하

(b) Load 2 재하

(c) Load 3 재하

(d) Load 4 재하

(b) KRL-2012 등가하중선도

[그림 3] 여객화물혼용선의 열차 수직하중(KRL-2012 하중)

[그림 6] 수직하중 재하 후 종방향 저항력 실험 결과

(a) 여객전용선 KRL-2012
하중선도

(b) 여객전용선 KRL-2012
등가하중선도

Load 1, Load 2, Load 3, Load 4에 대한 종방향 저

[그림 4] 여객전용선의 열차 수직하중(0.75KRL-2012 하중)

항력은 각각 18.0kN, 19.85kN, 26.61kN, 31.86kN으로
산출되었다. 그림 7은 전체 실험에 대한 종방향 저

실험에 사용되는 수직하중은 종방향 저항력 시험 시
1개 레일에 대한 하중의 환산으로 1/2 하중을 고속
철도의 체결장치 간격인 0.65m를 고려하여 수직하

항력 선도를 이상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재하된 수직
하중이 클수록 미끄러짐 상태가 되기까지의 한계 저
항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을 결정하였다.
[표 1] 수직하중의 분류

분류
Load 1
Load 2
Load 3
Load 4

수직하중(kN)
19.5
26.0
55.25
7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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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의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도출되는
실험결과의 물성치는 추후의 궤도-교량 종방향 상호
작용 해석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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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체 실험에 대한 종방향 저항력-수직하중의 상관도

전체 실험에 대한 종방향 저항력과 수직하중의 상관
도 분석 결과, 수직하중 증가에 따른 종방향 저항력
의 증가 특성이 선형비례적으로 나타났다. 즉, 열차
의 수직하중 재하시 레일체결장치는 수직하중에 의
한 전형적인 마찰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물성치 보다 더욱 실
직적이며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궤도-교량 상호작용
거동 분석하여 해석시에 반영하고자 열차 수직하중
의 크기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수직하중 재하 후 레
일체결장치의 종방향 저항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
행한 실험 결과들은 열차의 수직하중 재하시 수직하
중에 의한 마찰거동에 지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체결장치들의 종류별 실험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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