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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paved track is required as a low-maintenance of conventional line. The paved tracks are one of the types
of the ballast reinforced tracks those are manufactured by adopting the prepacked concrete technique. The main elements of
this tracks are large sleeper, low elastic pad, fastener, cement mortar, geotextile and recycled ballast. Low elastic pad is the
most effective element of such tracks on the basis of stress-displacement characteristics, dynamic response and fatigue char-
acteristics. The stiffness of the pad determine the stiffness of the track. Consequently, it is more important in case of concrete
track structure such as paved track because application of low elastic pad seriously effect the durability and stability of the
track.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reduction of train load, which transfer to roadbed through various pad
effects. To achieve this task static, numerical analysis and real scale repeated loading test was performed while load reduction
effect of low elastic pad was analyzed by using displacement, stress and strain ratio characteristics of the paved track.

Keywords : low elastic pad, paved track, roadbed, transferre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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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포장궤도는 기존선의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다. 이 중 베이스플레이트 저탄성패드는 궤도 전체의
지지강성을 결정하는 구성품으로서 궤도의 응력-변위특성, 동적응답, 피로특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탄성패
드의 적용은 궤도전체의 내구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성패드의 적용으로 인하
여 획득되는 효과 중 노반에 전달되는 열차하중의 저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패드스프링계수별 정적해석
과 실물반복재하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저탄성패드의 하중 전달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전달하중 저감효과
를 검토하였다. 

핵심용어 : 저탄성패드, 포장궤도, 노반, 전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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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포장궤도는 일정 도상자갈층을 시멘트모르터 충전 등의 방

법으로 콘크리트 슬래브화(化)시키는 공법으로서 열차 운행

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궤도구조를 개선하여 기존선의 유

지보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운행 중인

기존선을 대상으로 하며 열차 차단시간 내에 작업이 수행된

다. 포장궤도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궤도 수준의 유지관리성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

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이일화, 2006). 

 포장궤도를 구성하는 궤도구성품은 크게 대형침목, 저탄성

패드, 가변체결장치, 충전재, 토목섬유와 재활용된 도상골재

가 있다. 각 궤도구성품은 포장궤도의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

사용되며, 개별 특성값이 전체 궤도의 지지강성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선정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중 저탄성

패드는 궤도 전체의 지지강성을 결정하는 구성품으로서 궤도

의 응력-변위특성, 동적응답, 피로특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포장궤도와 같이 콘크리트궤도구조에서 패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는 자갈도상궤도의 경우 도

상자갈이 탄성층 역할을 하여 레일에서 침목으로 전달되는

하중을 흡수하는 반면, 콘크리트궤도에서는 레일패드 및 베

이스플레이트패드 등의 방진패드만으로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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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및 진동을 흡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탄성패

드의 적용은 궤도전체의 내구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Harris, 1988; Makoto, 1997). 

본 논문에서는 저탄성패드의 적용으로 인하여 획득되는 효

과 중 노반에 전달되는 열차하중의 저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포장궤도가 적용되는 운행선의 경우 과밀화, 고속화,

중량화에 따른 궤도부담력의 증가가 노반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조치가 없다면 작용하중 증가에 따라 노

반변형의 발생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포장궤도는 기존 노반

상에 도상굴착 후 바로 시공되기 때문에 다른 콘크리트궤도

보다 취약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노반에 전달되는 작용하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패드스프링계수별 정적해석과 실물반복재하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저탄성패드의 하

중 전달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전달하중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저탄성패드의 적용

최근 열차주행의 고속화, 중량화 등에 따른 하중전달 증가

및 진동으로 인하여 침목, 도상 등과 같은 궤도부재의 열화

가 가속화되어 궤도유지보수에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음, 진동의 저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 종 레일체결시스템의 저탄

성화가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낮은 스프링계수

를 갖는 패드의 적용은 열차주행 시 전달되는 하중을 분산시

키고, 윤중변동을 감소시켜, 충격하중으로 인한 지지체의 파

괴를 막아준다. 또한 진동의 감쇠를 크게 하여 도상의 열화

를 막고, 구조물 소음진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패드 자체의 변형이 크기 때문에 내구성과의 조화가 필요하

게 되며, 급곡선의 경우에는 변칙경사가 크기 때문에 레일체

결장치 각 부의 스프링계수와 레일구배각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저탄성 패드는 적용 궤도와 차량

을 참고하여 기하학적 최대 궤간 확대량(레일두부횡변위)을

산정하고, 적용궤도의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공진주파수를 피

하는 범위에서 설계하여야 한다(山本武史, 1981; 小西俊之,

1995). 저탄성패드는 방진체결구에서 많이 사용되며, 독일의

Vossloh사와 Clouth사, 오스트리아의 Getzner사 등에서 개발

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Clouth사의 제품은 1980년 이후

세계적으로 300,000개 이상이 사용되었고, 오랜 시간 그 효

율성이 극한상황에서 입증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철도의 전

철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터널과 같이 건축 및 차량한계가 적

은 구간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진체결구사용이 추천

되고 있어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

울메트로에서 개발한 급곡선용 레일탄성체결장치에서 적용사

례가 있으며, 방진패드의 정적탄성계수는 22.5kN/mm, 동적

탄성계수는 정적탄성계수의 250% 성능을 전제조건으로 하였

다(공선용, 2005). 

3. 포장궤도용 체결시스템 

포장궤도에 사용된 체결장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자

체 개발 중에 있는 베이스플레이트방식 체결장치를 사용하였

다(이일화, 2006). 

개발된 체결장치는 편심부쉬와 절연블럭을 이용한 좌우 조

절기능과 고저조절패드를 이용한 고저조절이 가능한 체결장

치로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에 저탄성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그림 1은 포장궤도에 적용된 레일체결장치를

나타내며, 체결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의 물성은 표 1과 같

다. 베이스플레이트 형식의 체결장치는 레일과 베이스플레이

트의 접합면에 단순한 완충패킹 및 절연 역할을 담당하도록

스프링계수가 큰 패드를 사용하고 진동감쇠는 주로 베이스플

레이트 패드가 담당하도록 설계한다. 개발체결장치는 레일과

베이스플레이트 접합면에 E.V.A 재질의 레일패드를 사용하였

고, 일반 가황고무보다 동적 성능 및 탄성, 진동흡수특성, 내

마모성, 인열강도, 내유, 내용제성, 내노화성, 저온특성에 뛰

어난 발포우레탄(Micro-cellular P.U.R) 재질로 베이스플레이

트 패드를 설계하여 충격 및 진동을 저감시키고자 하였다.

포장궤도에 적용되는 개발탄성패드의 적정 스프링계수는 50~

60kN/mm로 산정되었으나, 본 연구는 저탄성패드가 포장궤도

노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시철도용인

20kN/mm의 저탄성패드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2는 포장궤도용 체결시스템의 정동적 수직스프링계수시

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복재하시험에 의한 결과로서 2개의

패드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포장궤도의 노반 

기존선에서의 포장궤도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적

인 구간을 설정하여 노반의 상태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목

적은 기존선 노반의 지지력, 도상의 두께, 파쇄, 관입 등에

대한 조사였으며 시험 항목은 직접굴착시험, FWD, SASW,

PBT, GPR시험 등이다(이일화, 2004). 시험 결과, 기존선 노

반의 상태는 심한 분니가 발생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포장궤

표 1. 체결장치의 구성 및 제원

구 분 치수 재질

Rail 50kg/m KS

Rail pad 700~1,000kN/mm E.V.A

Baseplate 366×207×20mm GCD 450

Baseplate pad K_st:20kN/mm K_dy:28kN/mm P.U.

그림 1. 개발형 체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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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공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오랜

공용 기간으로 인하여 압밀침하가 완료되었고 도상관입층이

형성되어 지지력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포장궤도가 시공될 때의 예상 단면을 표시하

면 그림 3과 같다. 궤도 및 노반층은 상부로부터 충전층으로

대체되는 도상층, 도상과 노반이 혼합되어진 관입층, 그리고

노반층으로 구성된다. 

포장궤도는 노반을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열차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충전층내에 과다한 응력 집중이나 진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연속체로 제작된 포장궤도 구조체의 파괴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분

니발생 구간이나 연약노반 구간에서는 노반에서의 지지력이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포장궤

도에서는 연약노반에서의 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공조건

을 평판재하시험치인 K30값이 11kg/cm3이상인 구간으로 제

한하고 있다. 포장궤도를 포함하여 모든 궤도구조에서 하부

로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선로유지관리와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능한 전달하중이 작은 것이 유리하다

고 할 수 있다.

5. 유한요소해석 

체결시스템의 스프링계수 변화에 따른 포장궤도 구조체의

응력-변위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범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

램인 ABAQUS를 이용,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의 단면

에 대한 3차원 정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재료물성은

표 2와 같다. 각 층은 균일의 등방체이며, 변위 형태를 완만

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8 node incompatible mode 요소가

사용되었다.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노반의 종방향과 횡

방향에 대하여 대칭모델을 사용하여 해석단면은 실제의 1/4

의 크기를 가지며 실제 하중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9개의

침목을 배치하였다. 접촉요소로는 레일과 침목사이의 패드, 충

진층과 도상층사이의 토목섬유를 스프링요소로 표현하였다. 

5.1 해석 조건

포장궤도가 요구되는 개소는 기존선 중 2급선 이하일 것

으로 판단되지만, 해석에서는 1급선 조건으로 고려하였다.

설계속도는 향후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200 km/h로 결정하

였으며 설계하중은 LS22를 사용하였다. 레일은 기존선에서

대부분의 노후화된 개소가 50 kg레일이 부설되어 있고,

60 kg레일도 포장궤도용 체결구의 절연블록을 조정하여 사

용 가능하므로 안전측 설계를 위하여 50 kg레일을 적용하

였다. 체결시스템은 레일과 침목사이에 스프링으로 연결된

다. 축하중은 차량의 중량을 축수로 나눈 하중이며 윤하중

은 축하중의 1/2을 사용한다. 속도충격율은 일본에서 사용

하는 속도충격율 산정공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설계

에 사용되는 연직하중의 계산시 속도충격율과 캔트부족량

에 대한 하중의 증가분을 고려한다. 수직하중 산정식은 다

음과 같다.

그림 2. 수직방향 스프링계수

표 2. 포장궤도 해석 제원

구분 내 용
γt

(t/m3)
E

(MPa) υ

레일 50kg/m - 210,000 0.3

패드 10~100kN/mm - - -

침목 2,400×360×195(H) 2.3 30,000 0.167

충전층 20cm 2.3 17,000 0.2

도상층 - 1.7 100 0.3

관입층 - 1.6 150 0.3

노반 11≤K30(kgf/cm3) 1.8 50 0.33

그림 3. 포장궤도 표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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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윤중 :  =  × i × (1+c)
 = 11 × 1.6 × 1.1 

 = 19.36 ton

 여기서 속도충격율(i) = 1.0 +0.3( ) = 1.6

 캔트부족량(c) = 0.1

5.2 해석 모델의 변형 특성

그림 3 및 표 2의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기본모델의 응

력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5는 하중재하시 포장궤도의 연직

방향 주응력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토목섬유가 포설된 깊

이를 기준으로 응력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진층 하

부 도상면에서 응력분포는 0.38~0.48kg/cm2의 범위로 도상자

갈궤도보다 전달된 응력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응력특성은 하중이 재하된 침목과 두 번째 침목에서 압축응

력이 집중되고 재하침목의 중앙에서는 침목의 길이방향으로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구간에서 전체적

으로는 압축응력이 주응력으로 작용하지만, 침목의 단부에서

는 국부적으로 인장응력이 발생하면서 응력특성은 매우 복잡

한 것으로 나타났다. 

5.3 스프링계수별 응력-변위 특성

패드의 스프링계수는 10~100kN/mm의 범위에 대한 응력

-변위 특성을 검토하였다. 검토항목은 스프링계수의 변화에

따른 궤도의 변위, 충전층의 최대응력 및 노반층에서의 작

용하중이다. 그림 6은 패드스프링계수별 충전층내의 최대응

력 변화로서 하중직하부의 방향별 압축(compression X,

Y), 인장(tensile X, Y), 전단(shearing XZ, YZ)응력을 비

교한 것이다. 궤도길이 방향의 압축응력이 가장 크며 평균

4,700kPa의 응력을 나타내었으나, 정적상태에서의 스프링계

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은 스프링

계수의 변화에 따른 레일(rail)두부 및 충전층(fill) 상면에서

변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스프링계수가 10kN/mm에서

100kN/mm까지 증가하여도 충전층에서의 변위 변화는 없으

나, 레일두부에서는 패드물성이 고탄성화되면서 약 40%까

지 변위가 감소하였다. 변위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 만큼 하

부로 전달된 응력이 커져 노반에서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 8은 스프링계수의 증가에 따른 변위와 노반상면

에 작용하는 토압의 관계를 같이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x

축은 패드의 스프링계수를 나타내며, 좌측 y축은 변위량, 우

측 y축은 노반에서의 압축응력을 나타낸다. 노반에 작용하는

토압의 범위는 45.5~48.5kPa로서 그 변화량은 크지 않으나 레

일에서의 변위와 노반 압력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정·동적 실물재하시험

저탄성패드 적용에 따른 포장궤도 구조체의 동적거동을 검

토하기 위하여 실물반복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반복재하시

험은 정적시험과 동적시험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정적재하

는 반복재하시험 전 후 각각의 재하 하중에 대한 특성을 평

가하였다. 동적재하는 열차의 반복통과 효과를 모사하기 위

Pw′ Pw

V
100
---------

그림 4. 수직방향 전단응력 분포

그림 5. 수직방향 응력분포

그림 6. 패드스프링계수에 따른 최대응력

그림 7. 패드스프링계수에 따른 최대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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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험으로서 1차와 2차 시험을 통하여 반복재하시의 포장

궤도의 변형특성을 검토하였다.

1차 반복재하시험은 그림 9(a)와 같이 저탄성의 베이스플레

이트 패드가 삽입되어진 포장궤도의 기본모델로 시험하였으

며, 2차 반복재하시험은 그림 9(b)와 같이 저탄성 패드를 제

거한 모델로 시험하였다. 시험조건은 최대 14.3tonf의 정현하

중을 재하하여 45만회까지의 시험결과를 비교하였다. 

6.1 노반 조성

시험노반은 현장조건을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하여 적정 성

토재료를 사용하여 하부노반을 조성하고 그 위에 혼합쇄석을

포설하여 다짐하였다. 그 후 소정의 조건으로 노반부가 조성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반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평가기법은 탄성파해석기법인 SASW(Spectral- Analysis-of-

Surface-Waves)를 이용하였다. SASW시험은 탄성파를 이용하

여 노반의 지지력을 평가하는 비파괴탐사기법이다(이일화,

2004). 시험은 토조의 경계조건 때문에 감진기간의 간격이

1m와 2m인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 시험 심도는 일반자연

지반(깊이에 따라 강성이 증가)으로 가정하면 약 0.2~1.3m이

다. 그림 11은 대표분산곡선으로 구한 노반의 평균 위상각

속도로서 150m/sec로 계산되었다. 관련 연구결과(이일화,

2004; Etsuo Sekine, 1995)에 의하면, 위상속도가 153m/sec

인 경우, 평판재하시험값이 8.5kgf/cm3정도이며, 위상속도가

180m/sec인 경우, 11.5 kgf/cm3로서 조성 노반의 지반지지력

은 7≤K30<11kgf/cm3 정도로 포장궤도의 시공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게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6.2 정적재하시험

정적 재하시험은 궤도노반의 침하량의 변화를 정적 상태에

서 검토하기 위하여 반복재하시험 전 후에 실시하였다. 충격

율을 고려한 정적해석시의 설계윤중(17.6tonf)으로 반복재하

시험 전에는 레일의 변위량이 4.02 mm, 침목의 변위량이

0.91 mm, 노반의 변위량은 0.56 mm로서 레일의 경우 다소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였다. 침목과의 상대변위량을 감안하면

3.1 mm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는 저탄성 패드에

서 발생한 탄성변위와 시공 직후 궤도시스템이 안정화 단계

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복재하시험 후에는 그 차이

가 대폭 감소되었다. 그림 12는 반복재하시험 후, 저탄성패드

의 유무에 따른 레일, 침목, 노반에서의 변위량 변화로서 전

체적으로 저탄성패드가 있는 경우의 변위가 다소 크게 나타

났다. 측정은 각 반복재하시험 후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소성

그림 8. 패드스프링계수별 토압 및 레일변위의 관계

그림 9. 체결장치별 구성

그림 10. 실물반복재하시험 전경

그림 11. SASW시험에 의한 대표분산곡선



− 404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침하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6.3 반복재하시험

반복재하시험은 저탄성패드를 삽입한 상태에서 130만회 반

복하중을 재하하였고, 저탄성패드를 제거한 상태로 45만회 반

복하중을 재하하여 시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값의 상

대비교를 위하여 각 45만회까지의 시험결과만 비교하였다. 
 

6.3.1 변위 

그림 13은 저탄성패드의 유무에 따른 레일에서의 변위 변

화값으로 하중이 재하되었을 때의 탄성변위와 반복하중에 따

른 궤도전체의 누적 소성변위가 포함된 값이다. 전체적인 누

적변위량은 10만회까지는 안정화단계이고, 그 이후부터는 선

형적으로 누적침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탄성패

드가 없는 경우는 안정화까지의 반복횟수가 대폭 줄어들고

재하횟수에 따른 누적변위량의 증가도 없다. 재하지점에서의

최종 누적변위량은 저탄성패드가 없는 경우가 1.34 mm, 저탄

성패드가 있는 경우가 3.09 mm로서 두배 이상의 차이가 발

생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저탄성패드가 있는 경우, 전체

레일 변위의 50% 이상이 패드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소성변위량도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는 반복횟수 및 저탄성패드의 유무에 따른 탄성변

위량을 나타낸 것이다. 반복재하가 진행되는 동안 소성변위

량을 제외한 값으로서 단순히 하중이 재하-제하되었을 때의

변동값이다. 저탄성패드가 없는 경우는 선형적인 탄성거동을

보이지만, 저탄성패드가 있는 경우는 재하 횟수에 따라서 다

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부분의 탄성변위는 패드에서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발생 변위량은 2.48 mm로서

패드가 없는 경우의 0.78 mm보다 약 300%정도 탄성변위가

증가하였다. 이로서 레일면에서의 총탄성변위량은 패드의 지

지계수에 종속적인 것을 알 수 있다.

6.3.2 토압

토압계는 충전층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좌우 레일 직하면

에 설치되었다. 토압계는 압력이 작용하는 면을 보호하고 균

일하게 하중이 작용하도록 모래로 보호층을 설치하였다. 그

림 15는 각 시험조건에 대한 토압계의 압력변화로서 재하횟

수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으며, 토압의 범위는 저탄성패드의

유무에 따라 좌측 토압계가 40~45kPa의 범위이며, 우측 토

압계가 20~25kPa의 범위를 나타내 자갈도상궤도에서 노반에

작용하는 하중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저탄성패드가 사용

된 경우, 토압의 차이는 좌측레일을 기준으로 할 때 13%의

저감효과가 있었으며 우측레일의 경우 25%의 저감효과가 있

그림 12. 반복재하시험후 베이스플레이트 유무에 따른 정적변위량

그림 13. 반복재하시 레일에서의 총변위

그림 14. 반복재하시 레일에서의 탄성변위

그림 15. 저탄성패드의 유무에 따른 노반면 발생토압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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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림 13, 14와 비교해 볼 때 토압은 변위특성과 반비

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저탄성패드의 사용만으로

도 노반으로 전달되는 열차하중을 13~25%까지 저감시킨다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6.3.3 변형율 

저탄성패드의 유무에 따른 시험체의 발생 응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침목과 슬래브의 상면 및 측면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16은 저탄성패드의 유

무에 따른 충전층의 상면, 침목 상면, 충진층 측면의 상단

및 하단의 변형율 차이로서 침목에서의 값이 가장 크며 슬래

브 측면 상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에서 변형

율의 차이는 저탄성패드를 사용한 경우, 위치에 따라 20~

40%의 변형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반으로 전달되는

하중의 감소 외에 포장궤도의 충전층에 전달되는 응력도 대

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탄성패드의 적용으로 인하여 획득되는 효

과 중 포장궤도의 노반에 전달되는 열차하중의 경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패드스프링계수별 정적해석

과 실물반복재하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저탄성패드의 응력전달 저감 효과를 검증하였다. 

(1) 체결시스템의 스프링계수 변화에 따른 포장궤도 구조체

의 응력-변위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치해석 결과, 스프링계

수가 증가하여도 충전층에서의 변위 변화는 없으나, 레일두

부에서는 패드계수가 고탄성화되면서 약 40%까지 변위가 작

아졌다. 또한 노반에 작용하는 토압의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레일에서의 변위와 노반 압력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2) 저탄성패드의 유무에 따른 포장궤도 구조체의 정동적

거동을 검토하기 위한 실물반복재하시험 결과, 탄성변위와 토

압은 패드지지계수에 종속적이며, 저탄성패드의 사용만으로

도 노반으로 전달되는 하중을 13~25%까지 저감시킬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저탄성패드의 유무에 따른 구조체 표면에서의 변형율

또한 패드를 사용한 경우, 20~40%의 변형율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 노반으로 전달되는 하중의 감소외에 포장궤도의

슬래브층에 전달되는 응력도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저탄성패드를 적용함으로서 노반으로 전달되는 하중을 분

산 및 저감시키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장궤도에 한하여 평가하였지만, 일반콘크리

트궤도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저탄성패드의

적용이 향후 노반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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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저탄성패드 유무에 따른 반복재하시험후의 변형율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