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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ietal interest on a faster transportation demands an increase of the train speed over the current operation 

speed of 350 km/h. However, the dynamic response in the roadbed of concrete track system subjected to the train 

speed ranging between 300 to 500 km/h has been systematically investigated. Herein, a series of the 2-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s using various train speeds were performed. A single wheel was modeled by the rigid body. 

The rail was attached to the sleepers via linear springs in parallel. The results show that the vertical displacement 

at the rail and track concrete layer exponentially increases when the train speed increases over 400 km/h. This 

conclusion implies an existence of the critical train velocity at which the displacement of the track system 

dramatically increases.

1. 서 론

보다 빠른 교통 수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현재 운영 중인 KTX의 운행속도인 350 km/h을 넘어서는 

고속 열차의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궤도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은 이러한 

속도 대역을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높은 주행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방법이나 유지 관리 

방법이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철도 궤도는 탄성 지반 위에 놓인 1차원 빔으로 모사된다. 이 모델에서 탄성지반의 강성

과 감쇠는 연속된 스프링과 댐퍼로 표현된다. 정적하중을 받는 탄성지반 상의 빔에 대한 해는 20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철도 설계에서 사용되었다 (Redden 등 2002). 이후 증속에 따른 동적 하중의 영향을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Kenny (1954), Fryba (1972)와 Suiker (2002)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연구(Kenny, 1954)에 따르면 Kelvin 기초 상의 빔에 대한 해석적 해로부터 한계속도, 즉 빔의 변위가 급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속도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기초 지반의 강성 (스프링 강성), 와 는 각각 빔의 탄성계수와 관성모멘트 값, 는 빔의 

단위길이당 질량이다. 이 속도는 빔에서 자유파(free way)가 전파될 수 있는 최소 속도이다. 이러한

탄성지반 상의 빔에 대한 해석은 매우 간단하게 한계속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궤도 구

조물의 복잡성이나 지반의 비선형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Banimah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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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ward (2007)가 연약지반 위에 놓인 발라스트 궤도에서 20~80 km/h의 열차 속도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속도에 따른 궤도의 응답특성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300~500 km/h의 고속 운행 속도에 대

한 콘크리트 궤도 노반의 동적 응답 특성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치해석

을 통해 200km/h에서 500km/h의 운행속도에서 이상적인 조건에 놓인 콘크리트 궤도 노반의 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증속에 따른 콘크리트 궤도 노반의 응답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토목 및 기계공학 분야

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용유한요소해석인 ABAQUS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2.1 물성치의 산정

현재 국내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궤도 노반의 전형적인 단면 구조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

이 레일-체결장치 및 패드-TCL-HSB-보조도상(강화노반)-하부노반의 순서로 이루어져있다. 수치해석에서 

각각의 단면 구성 요소의 물성치는 국내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의 설계 자료와 독일 및 일본의 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에서는 재료 모델로 선형탄성모델(linear isotropic elastic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필요한 모델 파라미터는 영 탄성계수(Young’s modulus)와 포아송비다. 하

지만 조사된 설계 자료와 기준들에서는 수치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탄성계수의 값을 직접 제공하지 않

는다. 따라서 표 1에 정리한 탄성계수는 동평판재하시험으로 구한 EV2가 품질기준인 경우, EV2를 선형

탄성모델의 E로 가정하였고, 일본의 경우와 같이 평판재하시험의 K30이 품질기준인 경우 다음과 같이 

선형탄성모델의 E 값을 구하였다.

무한한 깊이를 지닌 탄성체 위에 설치된 기초의 즉시 침하량은 탄성론의 원리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정리된다.

  


  
 (1)

여기서, 는 처짐, 는 하중판에 작용한 응력, 는 하중판의 직경, 는 포아송비, 는 탄성계수, 는 

무차원 영향계수이다. 이때, 영향계수는 LFWD와 같은 장비를 이용할 경우, 가요성 상태의 중앙에서 처

짐을 측정하게 되므로    을 사용하게 되며, 강성판을 이용한 상황에서는   로 적용한다. 식 

(1)을 수정하여 탄성계수 E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2)와 같다.

 



    (2)

이때 지반반력계수 와 재하판 30cm에 대한 지반반력계수 는 다음과 같이 관계된다. 

 



 그리고    ×




(3)

따라서 식 (3)을 식 (2)에 대입하여 에 대한 식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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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식 (4)에서 에 대한 탄성계수는 지반의 포아송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표 1에서 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는 탄성계수를 포아송비 0.1과 0.35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였

다. 국내의 경우에도 일부에서 이 품질관리 기준이므로 두 개의 포아송비에 대해 각각 다른 탄성계

수를 표 1에 표시하였다.

표 1. 노반단면의 관리기준에 근거한 탄성계수 범위

구성요소
탄성계수 (Young’s modulus, E, MPa)

국내(경부) 국내(호남) 독일 일본

TCL 32,000 34,000

HSB 26,000 10,000

보조도상 및 

입도조정층
31≤E＜48.5 49

포아송비 0.1 포아송비 0.35

E≥32.67 E≥28.96

31≤E＜48.5

상부노반
29≤E＜49

포아송비 0.1 포아송비 0.35

E≥32.67 또는

E≥44.55

E≥28.96 또는

E≥39.49

하부노반

원지반

포아송비 

0.1

포아송비 

0.35
포아송비 0.1 포아송비 0.35

E≥20.49 E≥18.16 E≥32.67 E≥28.96

표 2. 해석에 사용한 물성치

요소 기호
 질량

(ton/m
3
)

탄성계수

E

포아송비

ν
감쇠비

단면 두께

(m)

휠 WHEEL - - - - -

레일 RAIL 7.8 210 GPa 0.3 10% -

체결장치 및

패드
PAD 40e3 kN/m 5kN/(m/s) -

침목 SLEEPER 2.3 29.1 GPa 0.2 5% -

TCL TCL 2.3 34.0 Gpa 0.2 5% 0.24

HSB HSB 2.3 12.9 GPa 0.2 5% 0.284

보조도상

(강화노반)
Road Bed 2.0 180 Mpa 0.2 5% 0.5

하부노반 Sub Soil 2.0 60 Mpa 0.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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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각 구성요소의 해석 물성치를 정리하였다. 각 구성요소의 질량은 재료의 대표적인 값을 사용

하였다. 침목의 탄성계수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TCL과 HSB의 경우 호남 고속철도 

설계에 사용되었던 값을 사용하였다. 보조도상과 하부노반의 탄성계수는 여러 문헌에서 택한 값에서 가

장 큰 값을 사용하였다. 패드의 탄성계수는 스프링 상수를 의미하며 40kN/mm의 값을 사용하였다. 패드

의 감쇠비는 선형 스프링 시스템의 댐핑계수를 의미하며 5kN/(m/s)를 사용하였다. 패드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에서 감쇠를 고려하기위해 Rayleigh 댐핑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비교적 낮은 하중 주파수를 고려

하여 질량과 관계된 값으로 감쇠비를 설정하였다. 

2.2 모델링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해석의 단면은 그림 1과 같다. 휠과 레일, 그리고 콘크리트 궤도 노반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휠과 레일은 접촉모델링(contact modeling)을 통해 힘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레일과 침목

은 체결장치와 패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본 해석에서는 선형 스프링을 이용하여 휠과 레일의 연결상태

를 모사하였다. 

수치해석에서 휠은 강체(rigid body)로 모델링하였다. 휠과 레일의 접촉상태는 그림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ABAQUS에서 제공하는 접촉 모델로 구현하였다. 수직방향 접촉 강성(normal contact stiffness)는 휠

을 원형으로 가정하여 이상적인 접촉 상태로 가정하고 Hertz의 식을 통해 수직방향 접촉 강성(normal 

contact stiffness)을 구하였다. 접선방향의 접촉 상태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였고, 따라서 마찰계수

(frictional coefficient)는 0이다. 침목과 TCL, 그리고 HSB는 서로 다른 강도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무근 

콘크리트 재료로 모사되어야 하는데, 본 해석에서는 서로 연결된 각 해석 영역에서 탄성계수만을 달리

하여 모사하였다. 보조도상과 하부도상 역시 상부의 콘크리트 노반부와 연결된 영역으로 모사하였다.

그림 1. 수치해석 단면

856



그림 2. 휠과 패드의 모델링

그림 3. 전체 해석 영역과 모니터링 지점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해석 영역의 길이는 138m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휠이 500km/h의 속

도로 약 1초에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이다. 해석결과는 그림 3에 표시한 바와 같이 해석영역의 중간 위치

에서 측정하였다. 해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단계는 휠에 정적 윤중인 85kN을 가하는 정적

해석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각 해석 경우에 맞게 휠에 속도를 가하여 휠을 움직였다. 하부노반의 바닥면

의 경계조건으로 연직과 수평방향 변위 모두를 구속하였고, 레일을 포함한 모든 해석 영역의 좌우측 경

계는 수평방향 변위만을 구속하였다. 

3.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그림 4는 모니터링 위치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레일의 연직변위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증속에 따라 연직변위의 크기는 증가하며 200km/h의 속도에서 약 1.67mm가 발생하지만 속도

가 500km/h가 되면 1.91mm로 증가하여 약 14%의 변위 증가가 발생한다. 주목할 점은 200km/h에서 

400km/h까지는 속도에 따라 연직변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400km/h에서 500km/h로 증속할 때 변위

의 증가량은 확연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변위 발생 파형에서도 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2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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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에서는 휠이 모니터링 지점을 통과할 때 단파형의 형태로 변위가 발생한다. 하지만 500km/h의 

속도에서는 휠이 도달하기 전 0.2mm 정도의 상향 레일 변위가 발생한 후 최대 변위가 발생하는 파형이 

나타난다. 파형의 폭 역시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0km/h의 속도에서는 최대 변위가 발생하는 파형

이 약 0.25초 정도에 걸쳐 발생하지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형의 크기가 줄어서 500km/h의 속도에서

는 약 0.1초 정도의 파형 폭이 발생하였다.

그림 5에서는 시간에 따른 TCL 상부면의 연직변위를 보여준다. 앞서 레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휠이 

관측지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최대 변위가 발생한다. 변위는 200km/h의 속도에서 약 0.74mm의 값이 발

생하였고 증속에 따라 증가하다가 500km/h의 속도에서는 0.98mm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레일의 변위와 

TCL 변위를 비교해 본다면 약 50% 이상의 변위가 체결장치 및 패드에서 소산되었다. 발생 파형의 형태

는 레일보다는 날카롭지 않은데 이도 역시 체결장치 및 패드를 통과하면서 충격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

다. 앞서 레일과 마찬가지로 500km/h의 속도에서는 휠이 도달하기 전에 작은 크기의 상향 레일 변위가 

발생하였다.

그림 4. 시간에 따른 레일의 연직변위(mm)

그림 5. 시간에 따른 TCL 상부면의 연직변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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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간에 따른 TCL 상부면의 연직속도

그림 7. 시간에 따른 TCL 상부면의 연직 가속도

그림 6은 시간에 따른 TCL 상부면의 연직속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km/h의 운행속도에서 TCL 상부

면의 연직속도는 10mm/sec 내외이며, 500km/h까지 운행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30mm/sec까지 증가한다. 

변위에서 나타난 양상과 유사하게 400km/h에서 500km/h로 증속될 때 연직 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

였다. HSB와 보조도상층 및 하부노반의 상부면에서 구한 연직 속도는 서로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그림 

7은 시간에 따른 TCL 상부면의 연직가속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km/h의 운행속도에서 TCL 상부면의 

연직 가속도는 약 1000mm/sec
2
이며, 500km/h까지 증속할 경우 연직 가속도는 4000mm/sec

2
까지 증가하게 

된다. 앞서 변위 및 속도의 결과처럼 각 층의 가속도 분포는 서로 유사하였다. 

앞서 보인 바와 같이 열차 운행 속도의 증가에 따라 레일, TCL, HSB, 보조도상 및 하부노반의 변위, 

속도, 가속도는 증가한다. 200km/h에서 500km/h까지 증속하였을 때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물리량이 

200km/h에서 400km/h까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400km/h에서 500km/h로 운행 속도가 증가하면 

이전의 속도에 대한 결과와는 달리 급격한 증가폭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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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운행 속도 증가에 따른 콘크리트 궤도 노반 구조물의 변위, 속도, 가속도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서 일련의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서 휠은 강체로 모델링하였고, 휠과 레

일의 접촉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선형 수직 접촉 강성을 가정한 접촉 모델로 모사하였다. 레일과 침목의 

연결 상태는 선형 스프링으로 모사되었다. 침목, TCL 및 이하 하부 구조 및 지반은 연속체로 모사되었

다. 매끄러운 레일을 가정하고 휠에 정적 윤중을 가한 후 수평 속도를 가하여 모니터링 위치에서 변위, 

속도, 가속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해석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레일의 연직변위는 운행 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속도가 200km/h에서 400km/h까지 증가할 때 변

위는 속도에 대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400km/h에서 500km/h로 증가하면 변위 증가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2) 레일의 변위는 모니터링 위치에 휠이 지나가는 시점에 가장 큰 값이 발생한다. 낮은 속도에서는 파

형의 폭이 높은 속도에 비해 크다. 운행속도가 500km/h가 되면 휠이 모니터링 위치에 도달하기 이전

에  상향의 연직변위가 발생하며, 이 때의 파형은 200km/h에 대한 파형과 차이를 보인다.

(3) TCL에서 관측한 변위, 속도, 가속도는 운행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레일 변위와 마찬가지로 

200km/h에서 400km/h까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400km/h에서 500km/h로 증속되면 이보다 낮은 

속도와는 달리 매우 급격한 물리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4) 본 연구의 결과는 급격한 변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한계속도가 400km/h에서 500km/h의 속도 구간

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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