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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터널과 토공이 접속되어 있는 구간을 열차가 주행할 경우

궤도구조는 많은 충격을 받는다. 접속구간에서 궤도구조에

충격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하부 강성변화와

궤도의 면틀림 발생 때문이다. 강성 변화구간의 일반적인 현

상은 충격하중에 의한 토공부분의 과대 침하가 발생하여 차

량의 운행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며, 승차감이 저하되어 지

속적인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1].

실제로 국내 기존선의 구간별 보선작업 투입 인원량을 조

사한 결과, 접속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단위길이당 약 2배 이

상의 보선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미국에서는 철도교량 중 25%가 접속구간의 노반침하문제

와 관련되어져 있으며 매년 1억달러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소

요되는 실정이다([3,4]. 유럽에서도 접속구간의 안정성과 유

지관리를 고려하여 UIC 719의 기준내에 유지관리에 대한 상

세기준을 정하여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JR은

슬래브와 유도상 궤도와 기타 접속구간에서도 완충구조 및

구간거리에 대한 표준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5,6].

국내에서도 접속구간을 보강하기 위한 공법으로 어프로치

블럭(Approach Block), 그라우팅, 완충궤도, 보강레일 등 많

은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1,2,5].

이 논문에서는 콘크리트궤도와 자갈궤도간의 강성차이로

인한 궤도처짐의 증가 등 궤도변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터널

과 토공 접속구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강공법

의 일환으로 대형침목을 설치하여 보강 전·후와 장기계측

을 통해 개선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철도 전용 해석프로

그램인 Geotrack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목의 크기와 간격,

길이, 침목 개수 등의 매개변수를 변화시켜 해석조건별 응

력, 침하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2. 접속구간에서의 궤도손상 및 원인

접속부에서 열차주행에 의한 궤도손상 및 원인은 궤도, 터

Abstract The transitional zone between tunnel and earthwork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areas site for railway lines

and because of differential settlement due to different stiffness of each supporting layer, it has to conducted a maintenance

work constantly. In this study, it i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 of reinforcement by wheel load and displacement of the

sleepers after existing sleepers are replaced with the large sleepers for 20m long in-field transitional zone. Also, numerical

parametric study using multi-layer elastic method has been performed to compare rail force, settlement and stresses of ballast

while varying size and space of the sleeper. The field test and numerical results show that replacing the large sleepers improves

about 10% of total settlement and coefficient of wheel force than conventional sleepers. Effectiveness of improvement is about

9.3%, 4%, 14.5% for rail seat force, settlement of sleepers and ballast pressure respectively with size of sleepers.

Keywords : Transitional zone, Wheel load, Displacement, Large sleeper

초 록 철도 선로에서 대표적인 취약개소로 분류하고 있는 터널-토공 접속구간은 하부 지지강성의 차이로 인

하여 강성이 작은 구간에서 더 큰 침하가 발생하여 선로의 부등침하를 발생시켜 지속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현장구간의 터널-토공 접속구간에 대하여 도상자갈부에 설치된 일반침목을

약 20m 대형침목으로 교체 후 윤중과 침목 침하량을 측정하여 개선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수치해석을 이용하

여 침목 크기와 간격 등을 변화시켜 레일압력, 도상 침하량 그리고 도상압력을 비교하였다. 현장계측과 수치해

석결과 대형침목으로 교체한 경우 일반침목에 비해 윤중변동율과 침하량 등에서 약 10%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치해석결과 대형침목의 경우 일반침목에 비해 레일저부압력, 침목침하량, 도상압

력이 각각 9.3%, 4%, 14.5% 감소되었으며, 이중에서 도상압력이 가장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천이구간, 윤중, 변위, 대형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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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토공 등이 서로 복잡하게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

나의 발생요인은 또 다른 요인을 야기시켜 최종적으로는 궤

도틀림이 발생되어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Table 1

은 접속부 위치별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Table 2는

각 분야별 접속부 성능에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접속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크게 토공분야와

궤도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토공부분에서는 노반침하, 도상손

상, 배수불량, 성토사면의 전단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궤

도분야는 수직적 결함, 수평적 결함, 침목의 상승 등이 있다. 

접속부 구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논문 등

이 발표되고 있다[7]. Li와 Davis[8]는 지지강성 변화구간에

서 열차 운행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변형특성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열차 운행방향이 터널갱구부에서 토

공부로 운행하는 높은 강성에서 낮은 강성으로 이동하는 경

우에는 동적하중이 낮은 강성 궤도에 반복적으로 작용하면

서 결국 침하율이 증가하여 궤도의 기하학 변형, 도상자갈

의 이동, 그리고 낮은 강성부분에 침목의 이동 등이 관찰되

어진다고 알려져 있다(Fig. 1(a) 참조). 이와 반대로 낮은 강

성에서 높은 강성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접속구간의 높은

강성부분에 궤도부의 충격하중이 증가되어 레일의 파손, 마

모, 침목의 변형, 그리고 레일패드 등의 변형 등이 발생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7].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접속구간의 관리기준과

시공기준 등을 정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근영 등[9]은 궤

도지지강성 변화구간에 대한 광폭침목과 일반침목의 차량주

행에 따른 궤도의 동적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동적해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완충구간에 광폭침목과 일반 침목과의 도

상가속도와 침목하면에 작용하는 응력 변화는 미흡하지만 침

목하면에 동일한 힘이 압축력으로 작용할 경우 침목하면의

유효지지면적이 일반침목에 비해 커지기 때문에 도상자갈에

작용하는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Fig. 1 Typical differential settlement of a railroad ballasted track

bridge approach [7]

Fig. 2 Cracked concrete ties at the abutment of the railroad

ballast deck bridge caused by impact loads [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each transitional

joint [15]

터널/토공

구간

•교량에 비하여 강성변화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 

•과대한 변형현상에 의한 추가적 소음 및 진동발생

교량/토공

구간

•일시적 작용하중과 반복적 작용하중

-일시하중: 단기변형유발(대부분 복원), 

-장기지속하중: 소성변위 유발(강성변화구간의 문제요인)

•과대 변위의 발생요인

-주변 축제, 교대 뒷채움재의 불충분한 다짐 또는 압밀

과정

-차량하중 또는 온도하중에 의한 궤도구조 및 교량의

이동변위

Table 2 Factors of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transition[15]

구분 인 자 현 상

토공

분야

노반침하

노반침하는 접속부의 일차적인 원인이며, 궤도 기하구조 손상의 주요인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재료의 다짐

불량이나 노반 연약화에 의해 발생하며 대체로 신선 건설시 주로 발생된다. 침하는 건설초기에 단기간 동안

발생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침하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재료가 불량하거나 배수가 불량할 경우 장기적인

압밀침하 발생가능성이 크며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된다. 

도상손상
도상 손상의 발생은 접속부의 상호작용에 의한 충격하중이 주요 원인이다. 도상을 충분히 다지지 않기 때문

에 발생하며 빈번한 도상다짐작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배수불량
흙쌓기재료 자체의 배수불량과 뒷채움재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재료나 구조로 시공될 때 발생한다. 배수불

량은 노반의 지지력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반유지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이다. 

성토사면의 전단변형 성토사면의 과도한 전단변형이 발생하여 궤도 침하를 유발시키며 도상 사라짐의 한 원인이 된다. 

궤도

분야

수직적 결함

궤도의 수직결함은 노반침하의 의해 발생되는 과대하중 또는 초과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궤도의 수직

결함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운영 안정성 저해, 차량 및 레일의 마모와 손상, 속도제한, 승차감 저

하, 소음 진동의 증가 등이다.

수평적 결함 위치별 수직변위의 차에 의한 마찰면 부족으로 인하여 도상 횡저항력이 감소하여 궤도좌굴이 발생한다. 

침목의 상승

국부적으로 노반 및 도상 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 침목은 도상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 궤도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상과 침목사이에 틈이 있음을 의미한다. 열차가 통과하게 되면 침목과 도

상의 반복적 접촉으로 도상과 하부노반에 높은 충격하중이 발생시키며 도상파쇄 등에 의해 침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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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측정

선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취약 개소 중에 하나인 터널

/토공 접속구간에 대하여 열차주행에 따른 궤도 동적응답을

측정하였으며, 완충구간에 일반침목을 교체하여 대형침목으

로 보강하였을 경우 보강효과를 비교하였다. 현장에 설치된

대형침목은 침목간의 중심 간격이 좁혀지는 효과와 침목하

부의 유효지지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열차 하중이 넓게 분산

되는 2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3.1 현장 개요

대상시험 계측구간은 전라선 터널/토공 접속 구간으로 완

충구간은 자갈도상 궤도로 이루어져 있다. 열차 이동방향

은 고강성에서 저강성으로 터널에서 토공구간으로 이동하

고 있다.

터널에 적용된 궤도 구조는 ALT-system 구조로 되어있으

며, 터널외측 약 15m 정도의 자갈도상구간에는 콘크리트 도

상 및 일반 자갈도상과의 완충궤도구조로서 콘크리트 노반

상에 두께 25mm의 C형 매트(Cstat=0.4N/mm2)를 설치한 자

갈도상으로 되어져 있다. 상세한 도면은 Fig. 3에 자세히 나

타내었다.

Fig. 3 Cross sectional of the track geometry at field site

대상구간의 현장계측은 2005년 3월 18일부터 2006년 8월

4일까지 약 1년간 장기적으로 계측하였다. Fig. 4는 대상구

간 현장전경과 대형침목을 설치하는 전경사진이다. 대형침

목은 이음매 침목으로 크기는 약 2500(L)×250(W)×200(H)

으로 일반침목보다 길이방향과 폭이 100mm, 10mm 크다

(Fig. 5 참조). 터널과 토공 접속구간은 대형침목 20개를 침

목 사이의 간격이 50cm±5cm되도록 하여 총 연장이 20m되

도록 부설하였다.

Fig. 5 Size and shape of the installed sleepers at field

3.2 계측시스템

Fig. 6는 대상구간에 설치된 계측기 설치 위치로서터널, 접

속부, 도상자갈부에 윤중 7개소, 침하계 7개소, 총 14개의 센

서를 설치하였다.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풀 브릿지 방식

으로 윤중게이지를 부착하여 윤중을 측정하였으며, 침목의

변위는 변위계를 이용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휴대용 동적

데이터 획득장비인 EDX-1500을 통해 약 1kHz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분석하였다. 

Fig. 7은 현장에 설치한 윤중 센서로서 침목간 중심에서

각 100mm 떨어진 위치의 중립축에 45o의 각도를 가지고 8

방향으로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내력형의 윤중 검

정기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0].

Fig. 8은 윤중검증기를 통해 하중단계별 변형율의 관계를

선형회귀 분석하여 교정값을 구하여 선형관계식으로부터 열

차주행시 각 측점에서 발생된 변형값을 통해 레일의 윤중을

산출하였다.

 

 

Fig. 4 Installation of large sleeper and field measurement at

transitional joint tunnel-earthwork Fig. 6 Location of the installed sensors a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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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침목 크기에 따른 유효지지면적

일반적으로 대형침목을 사용하면 침목하면의 유효 지지면

적이 일반침목보다 크기 때문에 도상자갈에 작용하는 압력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러한 침목하면의 유효지

지면적은 Fig. 6에서와 같이 열차하중에 의해 레일과 침목

을 통해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레일과 침목에 의해 발생된

하중의 크기는 약 40% 정도가 침목 하부의 응력으로 발생

하고 45o로 하중이 분산된다[13].

Fig. 9와 같은 하중전달 매카니즘을 통해 침목하면의 유

효지지면적은 식 (1)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식 (1)에 의하

여 침목하면의 유효지지면적은 대형침목의 경우 27,900cm2,

일반침목은 25,200cm2로 대형침목의 유효지지면적이 약 10%

크게 계산된다.

(1)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궤도부담력 측정결과

현장구간에 운행되는 화물열차의 대부분은 7,100호대가 운

행되고 있으며 7,000호대의 열차의 정적윤중은 운전시 기관

차 정비중량(1,320kN)을 축당 계상하게 되면 약 220kN의 정

적윤중이 된다.

Fig. 10은 화물열차 통과시 대상구간에서 측정된 시간이

력에 따른 윤중 변화량이다. Fig. 10(a)에서와 같이 열차의

기관차에서 가장 큰 윤중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차 축배치에

따라 윤중값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Time history of wheel force with passing train at

transition zone

Table 3은 측정일자별 화물차 통과시 토공, 터널, 그리고

접속부에서 측정된 최대 윤중 범위이다. 대형침목으로 보강

하기 전에 현 시점의 궤도 상태를 파악하고자 계측 시작일

로부터 약 39일까지의 윤중 변동을 측정하였다. 계측시점에

서의 터널, 접속구간, 도상자갈구간 3지점에서 측정된 윤중

은 약 162kN~176kN으로 하부 지지강성의 변화에 따라 14kN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윤중은 이론적인 정적윤중

(110kN)과 비교 해 볼 때 약 47%~60% 범위로 나타났다. 설

계동적윤중(Pw)은 식 (2)와 같이 현장에서 측정된 화물열차

의 평균 열차속도 80km/h로 가정하여 구하였으며 설계동적

윤중(Pw)과는 약 4.5~13.5% 범위의 윤중 범위를 보였다.

P
L

2P

2H
b

S
b

+( ) 2H
b

S
L

+( )+
------------------------------------------------------=

 

Fig. 7 View of the attacked gauge at rail and calibration device

Fig. 8 Correlation relation of the between step loading and strain

Fig. 9 Transmission of train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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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동적윤중 : (2)

여기서, 속도충격율(i)=1.0+0.513(V/100)=1.41이다. 

계측시점으로부터 약 39일 이후 윤중은 173kN~198kN으

로 초기 계측된 것보다 약 11~22kN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

히 도상자갈 구간에서는 최대 198kN으로 설계동적윤중보다

약 27.7% 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

상자갈 구간의 추가 침하로 인해 충격하중이 증가하여 윤중

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지지 면적이 큰 대형침목으로 교체하여 약 324일간 현

장 계측을 실시하여 보강효과를 관찰하였다. 이는 2003년도

전라선 년간통과톤수 통계자료를 보면 약 7,963천톤 운행 실

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형침목으로 교체 이후 궤도정정작

업과 MTT 작업 등을 수행하여 계측기 망실됨에 따라 센서

등을 재설치하고 센서 검증하여 실질적으로는 교체 시점으

로부터 2일 경과된 이후 부터 측정하였다.

대형침목 교체 초기에 윤중 크기는 약 146kN~157kN으로

터널부에서 더 크게 측정되었으며, 약 1달 후에 터널부에서

최대 188kN으로 대형침목으로 교체하기 전과 거의 유사하

게 발생하였다. 토공부와 접속부의 경우 약 152kN~166kN

으로 동적 윤중보다 거의 유사하거나 약 7.5% 정도 크게 측

정되었다.

대형침목 교체 178일 지난 이후 윤중 변화를 보면, 2차 측

정된 윤중과 거의 변화가 미미하고 하부 지지강성에 따라 최

대 20kN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차 측정결과를 보면 터널부와 도상자갈부의 윤중 변동은

거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접속부에서는 다소 변동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대 178kN의 윤중이 발생

하였다. 이는 일반침목과 비교해 볼 때 계측이 시작된 이후

약 39일 경과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값이다. 4차 이후 5차

측정결과에서도 접속부에서 가장 큰 윤중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열차하중에 의해 접속구간의 도

상자갈이 느슨하게 되고 뜬 침목이 발생하여 윤중이 점진적

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행 시일경과에 따른 윤중 변화율(βn)은 초기 윤중에 대

한 운행 시일경과에 따른 윤중값으로 식 (3)과 같다.

(3)

여기서, βn는 운행 시일 경과에 따른 윤중 변화율, Kn 운행

시일경과에 따른 윤중값, K1 초기 윤중 값이다.

Table 4는 시일경과에 따른 윤중변동율 변화를 나타내었

다. 표에서와 같이 일반침목의 경우 계측시작일로 부터 39

일 경과 후 약 10%의 윤중 변화율을 보였으나, 대형침목인

경우에는 200일 경과된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상자갈부에서의 윤중변화율은 계측시일 324일 경과된 이

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4.2 탄성침하

대상구간의 침목 침하량은 침목에서 발생된 하향방향의 최

대값(Peak)으로 분석하였다.

Table 5는 화물열차 통과시 터널부, 접속부, 그리고 도상

자갈부로 구간별로 측정된 침목 침하량을 나타내었다. 표에

서와 같이 접속구간에 일반침목으로 설치된 경우 침목 탄성

침하량은 초기 약 2.3~4.8mm로 측정되다가 39일 경과이후

2.8~5.1mm로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에 대하여 침하량과 윤중과의 상관성을 볼 때 기

존 TTCI[7]에 보고된바와 같이 강성이 큰 구간에서 저 강

성구간으로 열차가 이동되는 경우 침목의 침하량이 증가되

고 궤도의 기하학 변형 등을 초래한다고 보고되는 내용과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침목으로 보강된 경우 도상자갈 구간에 초기 침하량

은 0.83~1.1mm으로 다소 크게 측정되었다. 이는 대형침목

교체이후 MTT 다짐작업 직후에 측정한 결과로서 도상자갈

구간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 교체 이후 32일 경과 후 도상자갈 구간의 침하는 약

0.3~0.7mm로 상당히 안정된 탄성침하량을 보이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3차 계측(178일 이후)의 경우에도 도상자갈

구간에 침하량은 약 0.48~0.68mm로 2차 측정된 결과와 거

의 유사한 침하거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를 볼 때 대형침목으로 교체된 이후 초기 안정화 이

후에는 일반침목 보다 침목하부 지지면적이 크게 됨에 따라

하중 분산효과가 상당히 발생하여 침하량 증가를 상당히 억

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Wheel force with each sleeper through freight train

터널부
(kN)

접속부
(kN)

도상자갈부
(kN)

일반

침목

1차 165~174 162 166~176

2차(39일 후) 173~187 180 185~198

대형

침목

1차 146~177 149 148~157

2차(32일 후) 131~188 152 160~166

3차(178일 후) 142~151 155 159~162

4차(229일 후) 150~161 178 155~159

5차(324일 후) 161~169 182 167~169

P
w'

P
w

i×

11 1.41×

155kN

=

=

=

Table 4 Variation of wheel force with reinforcement around

계측일
윤중변화율, βn

터널부 접속부 도상자갈부

보강전
초기 1.00 1.00 1.00 

39일 1.07 1.11 1.13 

보강후

초기 1.00 1.00 1.00 

32일 1.06 1.02 1.06 

178일 0.85 1.04 1.03 

229일 0.91 1.19 1.01 

324일 0.95 1.22 1.08 

β
n

K
n

K
i

------=



대형침목을 이용한 터널/토공 접속구간의 보강효과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3권 제2호(2010년 4월) 219

4.3 궤도부설 조건에 따른 수치해석 검토

본 논문에서는 앞서 현장조건과 같이 침목크기, 간격 등

궤도의 기하학적 형태를 변경하여 수치 해석적 검토를 수행

하였다. 수치해석은 Geotrack 프로그램으로서 본 프로그램

은 Chang 등[11]에 개발된 다층탄성해석 프로그램으로 1) 축

하중, 2) 레일과 침목의 물성치, 3) 도상과 하부층에 대한 물

성치, 4) 침목 간격과 층 두께 등을 고려하여 궤도 부담력

과 노반의 응력과 침하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2].

4.3.1 해석조건

해석조건은 앞서 현장에 설치된 침목의 크기와 침목 간격

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레일압력, 도상응력, 그리고 침하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11은 해석단면으로서 레일, 침목, 노반으로 구성하여

단면을 가정하였다. 노반 높이는 열차하중에 작용하는 하

중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열차하중의 영향

범위가 노반표면으로부터 3m 정도이므로 3.5m로 가정하였

다. 열차 하중은 1개의 윤중(140kN)을 1번 침목에 재하시

켰다.

Table 6은 매개변수 연구 수행을 위한 해석조건을 나타내

었다. 해석 조건 Joint 1부터 Joint 1-4는 일반침목을 사용하

여 침목 간격을 변화시킨 조건이며, Joint 1-5와 Joint 1-6은

대형침목으로 침목간격을 변화시켰을 때 조건이다. 특히,

Joint 1-6은 앞서 대상 현장구간과 동일한 침목과 배치간격

을 가지는 조건이다.

Table 7과 Table 8은 해석에 사용된 지반 물성과 궤도 물

성을 정리하였다.

Fig. 11 sectional diagram with analysis cases

4.3.2 수치해석결과 및 분석

Fig. 12는 해석 조건별 레일저부압력을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와 같이 표준 단면의 해석조건인 Joint 1의 레일저부압

력은 65.4kN으로 윤중 140kN의 약 47% 정도로 기존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3,14].

그림에서와 같이 레일저부압력은 Joint 1-2 해석조건이 73.8

kN으로 가장 큰 값을 보이며, Joint 1-1(58.8kN)과 Joint 1-

6(59.3kN)의 경우에는 Joint 1보다 약 10%정도 적게 발생되

었다. Joint 1-3, Joint 1-4, 그리고 Joint 1-5는 거의 표준해

석 단면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레

일저부압력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침목간의 중

심 간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은 해석조건별 침목에서 발생된 탄성침하량이다. 그

림에서와 같이 침목 탄성침하량은 레일저부압력의 결과와 유

 

Table 5 Settlement at sleeper with each sleeper through freight

train

침하량(mm) 터널부 도상자갈부

보강 전
1차 0.1이내 2.3~4.8

2차(39일 후) 0.1~0.4 2.83~5.1

보강 후

1차 0.1이내 0.83~1.1

2차(32일 후) 0.1이내 1.1~1.8

3차(178일 후) 0.2이내 0.48~0.68

4차(229일 후) 0.2이내 0.46~0.65

5차(324일 후) 0.2이내 0.61~0.82

Table 6 Analysis condition with respect to track structure

실험조건 해석조건 비고

Joint 1

표준 단면

침목간격: 60cm, 

침목길이: 260cm, 

침목폭: 24cm

표준 단면

침목 6개

길이:3,240mm

Joint 1-1 침목간격 60cm → 50cm
침목 7개, 

길이:3,240mm

Joint 1-2 침목간격 60cm → 74cm
침목 5개, 

길이:3,200mm

Joint 1-3 침목길이 260cm → 240cm

Joint 1-4 침목길이 260cm → 280cm

Joint 1-5
침목폭 24cm → 30cm, 

침목간격 60cm

침목 6개,

길이:3,300mm

Joint 1-6
침목폭 24cm → 30cm, 

침목간격 50cm

침목 7개,

길이:3,300mm

Table 7 Basic GEOTRACK input properties used in the analysis

재료

초기

탄성계수
(MPa)

포아

송비

각 층의

두께
(mm)

흙의

단위중량
(kN/m3)

도상자갈 310 0.3 300 1.7

강화노반 100 0.4 2,700 1.8

상부하부노반 100 0.4 infinite 1.8

Table 8 Track parameters used in the study

궤도구성품 해석물성 값

레일

레일간격(mm)

단면적(mm2)

레일무게(kg/m)

EI(kN.m2)

1,435

7,748

60

6,630

레일패드 강성(kN/m) 8E05

침목

단면적(mm2)

무게(kgf)

EI(kN.m2)

4.8E04

250

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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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해석조건 Joint 1-2의 조건에서 탄성

침하량이 1.58mm로 가장 큰 침하가 발생하였으며, Joint 1-

6은 1.45mm로 가장 작은 탄성침하가 발생되었다. 표준단면

해석조건인 Joint 1과 비교할 때 약 4%정도 침하량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4는 해석 조건별 도상부에서의 응력을 나타내었다.

도상부에서 발생된 응력은 모든 해석조건에서 약 200kPa이

하로 나타났으며, 해석조건 Joint 1의 경우에는 약 173kPa

으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이에 비해 대형침목으로 가정

된 해석조건인 Joint 1-6의 경우에는 148kPa으로 Joint 1의

표준단면 해석조건에 비해 약 14% 정도 응력이 감소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

Fig. 12 Rail seat force at rail with each case

Fig. 13 Elastic displacement at sleeper with each case

Fig. 14 Vertical stress at ballast with each case

Table 8은 일반침목과 대형침목으로 가정된 해석조건에서

의 레일저부압력, 침목의 탄성침하량, 그리고 도상응력을 정

리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대형침목으로 교체한 경우 일반침

목의 해석조건과 비교해 볼 때 레일저부압력, 침목의 탄성

침하량, 도상 응력이 각각 9.3%, 4%, 14.5% 감소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볼 때 대형침목의 경우 일반침목보다 침목저면

의 지지면적이 커짐에 따라 도상응력이 작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도상자갈의 이완 또는 침하가 작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궤도 파괴이론에 의하면 궤도파괴에

직접 관계되는 항목은 도상 응력과 도상가속도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볼 때

전반적으로 대형침목이 일반침목에 비해 동일한 압력이 작

용할 경우 유효지지면적 증가, 도상 응력 감소, 레일저부압

력 감소, 침목 탄성침하량 감소 등 다양한 효과로 인해 장

기적 측면에서 개선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터널부의 콘크리트궤도와 토공부의 자갈궤도로 이루어진

접속구간에서 대하여 대형침목으로 교체하여 일반침목과의

열차주행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다양한 궤도조건으로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터널에서 토공구간으로 이동하는 접속구간에서 대형침

목으로 보강한 경우 대형침목의 침목하면의 지지면적은 일

반침목에 비해 이론상 약 10%증가하여 더 큰 하중분산 효

과로 인해 윤중 변동율과 침목의 탄성침하량이 상당히 억제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현장시험결과 일반침목의 경

우 약 39일 동안에 윤중 변동율이 10% 발생한 반면, 대형

침목으로 보강한 경우 약 200일 경과된 이후 약 10% 윤중

변동율이 관찰되었다.

2. 대형침목으로 교체한 이후 궤도의 안정화가 되지 않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접속구간에서는 윤중 변화 기울기가 완

만하게 진행되어 유지보수 주기 측면과 보강효과가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3. 수치해석결과 일반침목에 비해 대형침목으로 교체한 경

우 레일저부압력, 침목의 탄성침하량, 도상 응력은 각각

9.3%, 4%, 14.5% 감소하였다. 대형침목으로 보강된 경우 도

상응력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침목의 탄성침하량 감소

량은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

형침목의 경우 일반침목보다 침목저면의 면적이 커짐에 따

라 도상부의 응력이 작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도상자갈의 이완, 침하가 작게 발생하여 유지보수 작업 감

 

 

 

Table 8 Comparison of reinforcement effect for sleeper size with

each condition

항목 일반침목 대형침목 개선효과

레일저부 압력(kN) 65.4 59.3 9.3%

침목침하량(mm) 1.51 1.45 4%

도상응력(kPa) 173 14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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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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