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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increasing construction of long span railway bridge with concrete track system for speed up of railway 
and efficient maintenance of track. As the sleeper of the concrete track system layed on a bridge is fixed on 
deck of the bridge, the displacement of the sleeper and deck is same. Therefore, the spacing between two 
sleeper installed at the end of the adjacent deck near the expansion joint of bridge becomes vary according to 
the longitudinal expansion of a deck by temperature change. By the way, if the spacing of sleepers become 
increase excessively, it causes large bending stress of in a rail, and it can leads failure or reduction of fatigue 
life of the rail.  Further more, the excessive displacement of the rail may induce decrease ride comfort as 
well as corrugation of rail surfac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allowable maximum sleeper 
spacing to prevent such problems. For the purpose, investigation on the influence factor on sleeper spacing for 
straight track was carried out. Variation of bending moment in a rail, wheel force, and the ratio of primary 
and secondary deflection of the rail according to sleeper spacing was investigated, and, as a result, the 
maximum allowable sleeper spacing at the bridge expansion joint was suggested.

1. 서론

  철도의 고속화를 위한 선형의 직선화에 따라 장경간 철도교량의 건설이 증가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

을 증대를 위하여 콘크리트 궤도의 부설이 일반화됨에 따라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장경간 교량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콘크리트궤도는 교량 상판에 침목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부설되기 때문에 

교량 상판과 침목이 일체로 거동하게 된다. 따라서 교량의 신축이음 구간에서 교량 상판의 종방향 온도 

신축에 따라 침목도 일체로 움직이게 되므로 인접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침목과의 간격이 교량의 종방

향 신축량에 따라 달라지고, 교량의 종방향 신축량의 변화가 크면 침목간격의 변화도 크게 발생한다. 

그런데 침목의 간격이 너무 크게 증가되면 레일의 침목 간 지지간격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레일에 과도

한 휨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 레일의 파단 또는 피로에 따른 수명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레

일의 과도한 처짐은 차량의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레일의 파상마모를 촉진시

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허용 침목 간격을 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직선구간 침목간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들에 대하여 수치해

석을 통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침목간격에 따라 레일에 발생되는 응력과 윤중변동율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레일의 파상마모 발생 방지를 위한 레일의 1차 처짐과 2차 처짐

의 비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를 통하여 교량 신축이음부에서의 침목의 허용 최대 간격을 제시하였다. 



2. 교량 신축이음부에서의 침목간격 변화 특성

자갈궤도의 경우, 교량 신축이음매 구간을 철판으로 덮고 그 위에 자갈을 살포하여 도상을 구성함에 

따라 신축부 간격에 따른 침목간격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콘크리트궤도의 경우에는 침목이 TCL에 

직결됨에 따라 교량의 상판의 신축량이 궤도로 직접 전달됨에 따라 신축부 간격에 따른 침목간격의 변

동이 발생하게 된다. 즉,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교량의 경우, 교량의 신축장이 길어질수록 교량상판의 

신축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침목 배치간격도 증가하게 된다.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그림 1. 교량신축부에서의 침목간격 변화 특성

한편, 콘크리트궤도 부설 교량의 신축부에서의 침목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량의 신축량 뿐 

만 아니라 그림 2에서와 같이 교량신축부의 형상에 따른 유간(a), 교량상판과 PCL/TCL과의 단부 단차

(b), TCL과 침목간의 단부 단차(c) 등에 따라 침목배치를 위한 최소필요간격(a+b+c)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교량의 신축량과 최소필요간격의 합이 궤도에서 요구되는 적정침목 배치간격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그림 2. 교량신축부에서 침목배치를 위한 최소 지지점간격

3. 교량 신축부에서의 적정 침목 배치간격의 검토

3.1 침목간격 결정의 영향 인자

  침목간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궤도의 안전성 측면에서 레일에 발생되는 응력, 레일파단시의 개구량, 

레일파단 시 곡선부에서의 레일 횡방향 엇갈림량, 시제동 하중에 의한 레일의 복진량 등을 고려하여 검

토될 필요성이 있으며1), 궤도의 사용성 측면에서는 레일의 파상마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레일의 1차 

처짐과 2차 처짐의 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의 측면에서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윤중변동

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향인자들 중에서 레일파단시의 개구량에 대해서는 교량신축부를 

제외한 다른 일반구간에서는 규격에 따른 허용침목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교량신축부에서 침목간격

의 증가가 레일파단시 개구량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시제

동 하중에 의한 레일의 복진량에 대한 검토 역시 같은 이유로 검토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레일파단 시 

곡선부에서의 레일 횡방향 엇갈림량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의 최소곡선반경이 5000m이상이고, 대부분의 

교량이 직선구간에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레일에 발생되는 

응력과 1,2차 처짐비, 윤중변동률에 대한 검토만을 수행하여 적정 침목간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영향인자별 검토 기준 
  레일의 허용응력에 관한 기준은 철도설계편람(궤도편)2)에 제시된 장대레일의 허용응력인 130MPa을 적

용하였으며, 레일의 파상 마모 발생 여부 검토의 경우, 국내기준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Josef 

Eisenmann의 논문3)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레일의 처짐은 그림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차 처짐()과 2차 처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호한 구간의 1차 수직처짐에 대한 2차 수

직처짐의 비()는 3%~4%이며 불량한 구간의 1차 수직처짐에 대한 2차 수직처짐의 비()는 

6%~7%이며, 1차 수직처짐에 대한 2차 수직처짐의 비()가 6 ~ 7% 보다 크게 발생하는 개소에서 레

일에 파상마모가 초기부터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레일의 수직처짐비의 한계를 6%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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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레일의 처짐

윤중변동율의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이 없어 일본의 철도구조물 등 설계표준․동해설-변위제한편4)에 제시

된 궤도틀림에 의해 차량에 발생되는 최대수직가속도와 윤중감소율의 한계값과의 관계식으로부터 연직

동요가 탁월한 경우에 해당하는 0.13을 기준값으로 적용하였다. 

3.3 영향인자별 침목 간격 한계 검토

  1) 레일 휨응력 검토

     안정성 검토는 레일의 지지점 간격에 따른 레일의 휨 응력을 검토하였으며, 해석 프로그램은 범용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인 MIDAS를 사용하였다.

    ○ 해석 조건

       - 레일 : UIC60(E : 210,000N/mm2, I : 30,550,000mm4) 

       - 차량 하중 : KTX II (축중 17ton 적용)

       - 동적할증계수 : 1.5 적용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안) 궤도편)5)

         ※궤도재료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속도에 따른 동적할증계수를 고려한 동적하중을 사용

        

  ▪ 설계축중 P = 170 kN

  ▪ 설계윤중 Q = P/2 = 170/2 = 85 kN

  ▪ 유효윤중 Qeff = Q× 1.20 = 85× 1.20 = 102 kN

* 캔트부족 또는 초과에 의한 증가율 = 20 %

  ▪동적하중 Qdyn = Qeff× DAF = 102× 1.5 = 153 kN

        - 레일패드 스프링정수

         궤도부재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안전측의 설계를 위해 동적 스프링정수를 사용

구분 KCT-Ⅱ 비고

정적 스프링계수 40.5
단위 : kN/mm

동적 스프링계수 54.3



    ○ 해석 결과

       검토 결과 레일의 지지점 간격이 1,000mm 이상에서도 레일의 허용 휨응력(130MPa)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구분
지지점 간격(mm)

허용응력
900 1,000

KCT-Ⅱ 시스템 105.5 111.6 130MPa

 

(침목간격 900mm)                        (침목간격 1,000mm) 

  2) 레일 파상마모 검토

     레일 파상마모 검토를 위한 레일의 처짐에 대한 해석 프로그램 역시 MIDAS를 사용하였다.

    ○ 해석 조건

       - 레일의 휨응력을 검토하기 위한 경우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

    ○ 해석 결과

       침목간격에 따른 레일의 1차 수직처짐에 대한 2차 수직처짐의 비()에 대한 검토 결과, 침목

간격이 675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 6% 이상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1  case2  case3 

침목간격 mm  650  675  680 

동적기초계수 ksta N/mm.mm  83.54 80.44 79.85 

동적특성길이 Lsta mm  744.5  751.5  752.9 

동적레일 처짐 w mm 0.664 0.683 0.664 

레일 2차 처짐 w mm 0.036 0.041 0.042 

처짐비 % 5.44 5.96 6.28 

  3) 윤중변동률 검토

     윤중변동률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차량과 궤도의 동적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프로

그램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개발한 차량-궤도 동적상호작용 전용 해석프로그램인 DART-NL을 

사용하였다.

    ○ 해석 조건

     - 레일 : UIC 60



     - 차량종류 : KTX

     - 주행속도(km/h) : 150, 200, 250, 300, 350

     - 일반구간 침목간격(mm) : 650

     - 교량 신축부 침목간격(mm) : 700, 750, 800

     - 패드강성(kN/m, 동적강성) : 54.3

    ○ 해석 모델

       - 궤도 모델

         궤도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 중에서 레일은 전단을 고려한 Timoshenko 보요소, 레일패드는 스프

링과 댐퍼, 침목은 TCL과 일체로 거동하기 때문에 별도로 모형화하지 않았으며, TCL은 보요

소, 탄성분리재는 스프링과 댐퍼, PCL과 교량상판은 보요소로 간주하여 궤도를 모델링하였다.

레일

레일 패드
TCL

탄성분리재

PCL

교량 상판

       - 차량 모델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행하는 20량 1편성의 차량을 고려하여 해석하

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윤중의 경우, 가장 큰 중량을 가진 동력차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

나므로 효율적인 해석을 위하여 동력차 부분만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차체는 강체거

동을 하는 질량체로, 차체 아래의 2차 현가장치는 스프링과 댐퍼로, 대차는 강체거동을 하는 

질량체로, 대차아래의 1차 현가장치는 스프링과 댐퍼로 모델링하였으며, 차량의 바퀴는 강체거

동을 하는 질량체로 모델링하고, 휠과 레일의 접촉효과는 헤르쯔안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 해석 결과

       윤중변동률에 대한 검토 결과, 해석에 고려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최대 윤중변동률이 0.08로 한

계기준인 0.13에 매우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량신축부에서의 침목간격의 확대에 따른 차

량의 주행안전성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속도(km/h)
교량 신축부 침목간격(mm)

700 750 800

150 0.03 0.03 0.04

200 0.04 0.05 0.06

250 0.04 0.05 0.06

300 0.04 0.06 0.07

350 0.04 0.06 0.08

        ※ 윤중변동률 = (정적윤중 - 최소윤중)/정적윤중 =(85kN-최소윤중)/85kN ≤ 0.13



4. 결론 

이상과 같이 침목간격에 따른 레일의 휨응력, 레일의 1,2차 처짐비, 윤중변동률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레일 휨응력의 경우에는 1,000mm의 침목간격에도 허용범위 이내에 존재하며, 윤중변동율의 경우도 
800mm인 경우에도 허용값보다 매우 작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상마모의 방지를 
위한 레일의 1차 수직처짐에 대한 2차 수직처짐의 비()에 대한 검토기준에 대해서는 침목간격이 

675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 6% 이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파상마모 방지를 위한 레일의 처

짐비가 가장 지배적인 침목간격의 결정요인이 되며, 이에 따라 최대 허용침목간격을 675mm 이하로 결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레일파상마모 방지를 위한 검토기준의 경우, 사용성을 확

보하기 위한 기준이고 동일한 침목간격이 반복될 경우를 가정하여 제안된 기준으로서, 본 연구의 경우

와 같이 교량신축부에 국부적으로 침목간격이 확대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안전측의 검토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에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다 정확

한 침목간격의 제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보수적인 결과인 675mm를 적용하는 것이 사용성의 확보를 위

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량 신축부에서의 침목의 허용 최대간격을 675mm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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