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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llast abrasion occurs on the ballasted track upon bridges more than soil roadbed because the track vibration occurs a lot in

the ballasted track upon bridges due to girder vibration when a train's weight is loaded onto track even though the identical ballast

is used. The phenomena of mud pumping especially, which occurs when drainage is not properly secured for heavy rain, leads to

the increase of maintenance work load and the decline of ride comfort. The ballast thickness range in domestic railroad con-

struction rule is uniformly set up according to the design speed of railroad and passing tonnage of train without considering field

conditions which is considered in foreign railroad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vibration decrease

by measuring the acceleration, displacement and ride comfort of ballasted track with the change of ballast thickness on the ballast

tracked bridges and to suggest the optimal height of ballast on the Yocheon Bridge built for the test in Honam Line.

Keywords : ballasted track bridge, ballast depth, ballast abrasion, mud pumping, ride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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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유도상 교량은 토노반 자갈궤도에 비해 차량 주행으로 인한 열차하중 전달 시 거더 진동의 영향으로 궤도진동이 크게 발생

하며, 이로 인한 자갈마모 발생량이 더 많다. 특히 강우 처리를 위한 배수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도상분니 현상을

발생시키고 이는 유지보수 작업량 증가 및 차량 승차감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도상두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열차의 운

행특성에 따라 달리 하는 해외기준과 달리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로의 설계속도와 열차의 통과톤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상두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행선 유도상 교량의 도상두께 변화에 따른 교량 상 자갈궤도의 진동·변위

및 차량의 승차감을 계측하여 진동저감 효과를 검증하고, 시험 부설한 호남선 요천교에 대한 적정 도상두께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유도상교량, 도상두께, 자갈마모, 도상분니, 승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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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교량 중 무도상, 유도상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교량상

부에 자갈부설 여부에 따른다. 동일한 자갈궤도로 구성된 유

도상 교량은 토노반 자갈궤도에 비하여 차량 주행으로 인한

열차하중 전달시 궤도진동이 크게 발생하며, 이로 인한 자갈

마모 발생량이 증가한다. 특히 강우 처리를 위한 배수구 확

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도상 분니현상을 발생시키고

이는 유지보수 작업량 증가 및 차량 승차감 저하로 이어지

게 된다(권순정 등, 2010). 이런 도상분니에 대한 대책으로

는 도상교환, 배수불량에 대한 횡단 배구공 설치, 측구 신

설, 도상두께 증가(양로)공법, 도상매트 부설, 방진침목 부설

등이 있다(서사범, 2006). 배수 불량이 아닌 경우 도상두께

를 증가시키게 되면 침목지지 스프링계수를 낮추어 줌으로

써 효과적으로 도상진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鐵道綜合技術硏

究所, 1998). 또한, 국내 도상두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열차

의 운행특성에 따라 달리하는 해외기준(Lichtberger, 2005;

Profillidis, 2000)과 달리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로의

설계속도와 열차의 통과톤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상두께 범

위를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행선 유도상 교량의 도상두께 변화에 따

른 교량상 자갈궤도의 진동변위 및 차량의 승차감을 계측하

여 진동저감 효과를 검증하고, 시험 부설한 호남선 요천교에

대한 적정 도상두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조사 및 동향분석

2.1 도상유무별 교량현황 및 현장조사

2009년도 12월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교량의 총연장은 356km이며, 총 개소수는 2,79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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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일반선의 경우 유도상 교량이 2,013개소(72%), 무도

상 교량이 674개소(24%), 고속선 1단계에 설치된 교량은

105개소(4%)로 모두 유도상 교량으로, 전체 교량 중 유도상

교량 개소수는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자료를 연장에 대

하여 분석해보면 일반선 유도상교량 216km(61%), 일반선

무도상교량 50km(14%), 고속선 유도상교량 90km(25%)로

도상유무별 개소수 분포와 비교했을 때 유도상교량의 분포

는 더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량 중 유도상교량 연장은 86%

를 차지하고 있다. Fig. 1~2는 교량 도상유무별 개소수 및

연장 분포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교량 중 일반선 유도상

교량의 현황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목적인 도상두께 변화에

따른 유도상교량의 궤도 진동저감 방안을 검증하기 위한 대

상을 선정하고자 전국지역 본부에서 추천한 13개 교량에 대

해서 현장답사를 수행하였다. 답사 완료한 유도상 교량 13개

소 중 총 6개소가 도상분니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유도

상 교량에서 분니가 발생하는 원인은 배수 불량, 열차 운행

에 의한 진동, 토사가 혼입된 자갈 부설 및 하중에 의한 자

갈 세립화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유도상 교량의 대

표적인 문제점에 관한 현장관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분니

에 의한 유지보수 작업의 애로사항이었다. Fig. 3은 유도상

교량상의 분니발생 현상이다.

2.2 도상 두께 관련 국내·외 기준

국내에서 도상의 두께에 대한 기준은 철도건설규칙에 제시

되어 있으며, 이전 철도건설규칙(건설교통부, 2007)에서 선로

등급에 따라 구분하던 도상두께 규정이 개정된 철도건설규

칙(국토해양부, 2009)에서는 선로등급이 사라지고 해당 선로

의 설계속도와 통과톤수에 따라 도상의 종류 및 두께를 정

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운행특성에 따라 도상두께를

달리하고 있다.

2.2.1 UIC 기준

UIC 선로의 열차하중, 침목의 재료와 길이, 보수작업량,

축중을 고려한 도상두께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Profillidis,

2000).

여기서N(m):노반의 품질에 의한 파라미터

a(m) : 선로 구분에 의한 파라미터

g(m) : 침목길이에 의한 파라미터

c(m) : 보수 작업량에 의한 파라미터

d(m) : 축중에 의한 파라미터

2.2.2 Track Compendium

축중 220KN의 경우 최소 도상두께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고속선의 경우는 40cm정도가 바람직하다. 레일직하에

서 최소도상두께는 다음과 같다(Lichtberger, 2005).

•기존선 0.3m

•신존선 0.35m 또는 0.40m

2.2.3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유도상 교량 도상 두께 

‘독일철도 교량 및 기타공정 구조물 규범’에서는 “운행속

도 v > 200km/h인 구간에서 교량 위의 최소 도상두께는 반

드시 40cm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TGV

선로 유도상궤도 교량의 도상 최소두께는 45cm로 그 중 유

도상궤도층 두께가 35cm, 작은 쇄석보조도상층 두께는

10cm이다. 일본 신칸센의 유도상궤도 교량은 도상과 교량면

사이에 2.5cm 두께의 고무매트를 깔았으며 도상두께는

30.4cm이다(권순정 등, 2010).

2.2.4 영국

영국의 경우 Table 1을 이용하여 선로의 속도와 통과톤수

에 따라 도상두께를 계산한다(Profillidis, 2000).

b m( ) N m( ) a m( )– g m( ) c m( )– d m( )+ +=

Fig. 1.Variation of the number depend on ballast or ballas-

tless

Fig. 2. Variation of length depend on ballast or ballastless

Fig. 3. Detail of mud pumping of ballasted track upo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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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양로에 따른 계측 및 분석

3.1 계측 대상교량 현황

도상두께 변화에 따른 유도상교량의 궤도 진동 저감을 검

증하기 위하여 열차 운행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하여, 자갈마

모 현상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 배수시설 개선, 자갈치환 등

이 필요 없는 최근에 준공되어 궤도상태가 양호하며 단계적

도상양로의 편의를 위하여 경간이 짧은 교량인 호남선

82.404km 황등-익산간의 요천교 상선을 대상 교량으로 선정

하였다.

요천교는 2008년 3월에 준공 되었으며, 총 연장 60m, 3

경간[3@20m(PF Beam)]으로 상하선이 분리 시공 되었으며,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상교량의 전

경은 Fig. 4와 같다.

3.2 유도상 교량 계측 항목 및 시행방법

도상두께 변화에 따른 유도상교량의 궤도 진동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2 및 Fig. 5~6과 같이 도상, 침목

단부, 침목중앙부, 교량의 가속도, 교량 변위를 계측하였으

며, 가속도의 sampling rate은 1kHz로 측정하였다. 또한 도

상 양로 단계별 열차의 승차감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KS 철도 차량-승차감 측정 평가규격’(한국표준협회, 2000)

에 의거하여 KTX승차감을 측정하였으며, 궤도검측차(EM-

120)의 궤도검측 기록지를 기초로 하여 도상양로에 따른 유

도상 교량의 궤도틀림 상태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장계측은 양로작업전 초기치를 먼저 측정한 후 양로 작

업후 3~4일의 경과기간을 둔 이후 계측을 실시하였다. 또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주간의 열차상간

시간동안 계측센서를 설치한 후 측정데이터의 균질성을 확

보하기 위해 매회 측정마다 실제 운행열차별 3회이상을 계

측하였으며, 유도상 교량의 거동을 계측하기 위해서 교량 및

인접 토공구간을 양로전(330mm)에서 단계별 양로를 각각

70mm, 40mm, 40mm로 총 150mm 자갈 높이기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Table 3은 상세 양로작업 일자 및 계측

일자를 나타낸다.

양로작업은 기존 도상에 단계별로 총3회 양로를 실시하였

으며, 선로정비지침(한국철도시설공단, 2008) 제46조 3항의

“도상높이기 량의 600배이상의 거리에서 접속시킨다”는 규정

을 준수하여 총 양로량 150mm의 600배인 90m이상을 접속

시켰다. 특히 요천교 대전방향은 종곡선 구배 변화점을 고려

하여 200m의 거리에서 접속시켰다. 단계별 양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철도건설규칙(국토해양부, 2009) 제12조 종

곡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계별 양로량을 산정하였다. 또

한 양로 전·후 종곡선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종곡선 구배

변환점이 있는 요천교 대전방향은 400m를 목포방향은

200m를 20m 간격으로 총 4회 종단측량을 시행하였으며, 요

Table 1. Ballast depth criteria of UK railway

Track Speed
(km/h)

Accumulated tonnage 
(million ton)

Ballast depth
(m)

160~200 all 0.38

120~160
> 12
2~12
< 2

0.38
0.30
0.23

80~120
> 12
< 12

0.30
0.23

< 80 
> 2

< 2 (PCT)
 < 2 (WT)

0.23
0.20
0.15

Fig. 4. The site view of bridge to lifting of track elevation (Yochen bridge up-track 82.4km)

Table 2. Items of measurement and measured spots

Classification Items of measurement
The number of

measurement spot
Remarks

Acceleration

Ballast 2 Capacity 10g 

End of sleeper 2 Capacity 50g 

Middle of sleeper 2 Capacity 50g 

Bridge 2 Capacity 2g 

Displacement Bridge 2 Capacity 20mm

Track Track irregularity 2times (inspected by quarter) Track inspection car (EM-120)

KTX Ride comfort 4 times Capacity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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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교 단계별 양로시 종곡선 변화는 Fig. 7과 같다.

3.3 단계별 양로에 따른 궤도 구조물 계측 분석

3.3.1 도상가속도 경향 분석

도상가속도의 경우 KTX,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모두

양로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마을, 화물

열차의 경우 최초 70mm 양로이후 40mm씩 양로시 도상가

속도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KTX

및 무궁화의 경우 일부 차량의 3차양로 후 계측한 도상가속

도 값이 2차양로 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으나

이는 3차양로 후 계측시점이 양로전과 비교해 40일 이상 경

과되어 열차 누적통과톤수에 따른 궤도 안정화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양로전의 도상가속도에 비해 3차양로

후 계측된 도상가속도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측정되었

기에 자갈도상 양로에 의한 진동저감 효과는 양호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열차운전시행세칙(한국철도공사, 2007) 별표2의 선로 최고

속도 규정에 근거하여 요천교가 위치한 호남선 강경-익산 구

간의 고속차량 및 각종기관차의 선로 최고속도는 각각

150km/h, 140km/h이나 요천교 인접 황등역 부근 호남고속

화 사업으로 인하여 계측 당시 KTX의 최고속도는 평균

130km/h로 부분 서행하고 있었으며, 새마을, 무궁화, 화물의

Fig. 5. Schematic drawing for measurements of track components

Fig. 6. Schematic drawing for measurements of bridge components

Table 3. The date of lifting of track elevation and measurement

양로작업 계 측

1차작업 '10.10.23(토)

1종장비 작업 및
자갈살포(2차작업시
전차선 조정)

1차계측 '10.10.13(수)~10.15(금) 양로 전 초기 측정

2차계측 '10.10.26(화)~10.28(목)
양로에 따른
거동 계측

2차작업 '10.11.07(일)

3차계측 '10.11.09(화)~11.11(목)
3차작업 '10.11.21(일)

4차계측 '10.11.23(화)~11.25(목)

Fig. 7. Variation of vertical curve according to step by step lifting of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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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천교 통과속도 분포는 각각 102~124km/h, 94~120km/h,

62~83km/h로 운행 중이었다. Fig. 8~11은 각 열차별 도상

가속도 최대값을 단계별 양로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3.3.2 도상가속도와 침목단부 변위 상관관계 비교 분석

Fig. 12의 계측결과 도상가속도와 침목단부 변위의 상관관

계는 도상가속도가 클수록 침목단부 변위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rofillidis(2000)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탄소성 해석에

따른 궤도지지 두께 e의 함수로서 각종 흙과 침목 유형에 대

한 침목과 레일 레벨에서 수직 침하를 Fig. 13과 같이 정의

하였다. 단계별 양로에 따른 요천교의 침목단부 변위 경향으

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요천교의 강성은 노반 상태와 비교시

R(암석 노반)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3 교량 가속도·변위 경향 분석

교량가속도 및 변위의 경우 열차운행방향 기준 진입부인 3

Fig. 8. KTX ballast acceleration Bridge (Left), Embankment (Right)

Fig. 9. Saemaeul ballast acceleration Bridge (Left), Embankment (Right)

Fig. 10. Mugunghwa ballast acceleration Bridge (Left), Embankment (Right)

Fig. 11. Freight ballast acceleration Bridge (Left), Embank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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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이 진출부인 1경간 보다 약간 큰 값이 측정되었으며,

도상양로에 따른 교량 변위 증가 경향이 보이지 않으므로

측정 대상인 요천교의 경우 도상양로에 따른 교량의 변위로

인한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15

는 각각 요천교 교량 가속도와 변위를 KTX 열차운행방향

기준 진입부와 진출부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3.4 승차감 시험결과 분석

도상양로에 따른 승차감 측정을 위하여 KS R 9216(한국

표준협회, 2000) 기준에 따라 18호차 객실 중앙 9B석 바닥

에 승차감 측정을 위한 가속도계를 설치하였다. KTX 승차

감의 경우 양로전 승차감 기준값을 1.00이라 할 때 70mm,

40mm, 40mm로 단계적으로 양로 후 측정값이 각각 0.66,

0.46, 0.45로 승차감이 상당히 양호해진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양로 전·후 모두 UIC518(UIC, 2005) 객차 수직가속도

기준인 0.26g를 만족한 것으로 증명 되었다. 다만, 주행안전

을 고려한 차체 상·하 진동 가속도값을 사용하는 일본 열

차진동가속도에 의한 궤도정비관리기준(철도청, 2003)과 비

교시 양로전 측정값과 70mm 양로시의 경우 정비목표치를

초과하여 요주의 관리계소인 3단계 기준에 해당되었으나, 이

후 40mm씩 2단계로 양로시에는 모두 정비목표치 관리기준

을 만족하였다. Fig. 16은 호남선 요천교 양로 전·후의 승

차감을 비교한 결과이다.

3.5 요천교 양로 전후 검측기록지 분석 결과

호남선의 경우 분기별 1회 궤도검측을 위해 검측차를 운

행하고 있으며, 3/4분기 및 4/4분기 궤도검측치를 분석하였

Fig. 12. KTX ballast acceleration of Bridge (Left), displacement of bridge

Fig. 13. Roadbed displacement according to track support

depth (여기서 S1: 열등한 품질의 노반, S2: 중간 품질

의 노반, S3: 양호한 품질의 노반, R: 암석 노반)

Fig. 14. In (Left) and Out (Right) : KTX bridge acceleration

Fig. 15. In (Left) and Out (Right) : KTX bridg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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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틀림의 경우 양로전 평균 7mm에서 양로후 평균 4mm

로 향상되었다. 특히 궤도관리에 중요한 합성(비틀림)의 경우

양로전 평균 7~8mm에서 양로후 평균 3~4mm로 향상되어

열차의 승차감도 매우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줄틀림

의 경우 양로전 최대 7mm 평균 3~4mm에서 양로후 2~3

mm로 선로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검측 되었다. Fig. 17은

요천교 궤도 양로 전·후의 검측 기록지이다.

4. 결 론

유도상 교량의 거동을 계측하기 위해서 교량 및 인접 토

공구간을 양로전 330mm에서 단계별 양로를 각각 70mm,

40mm, 40mm로 총 150mm 도상 높이기를 3회에 걸쳐 시

행하였으며, 유도상교량의 단계별 도상두께 증가에 따른 거

동 계측 및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도상가속도의 경우 KTX,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모두

양로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새마

을, 무궁화, 화물열차의 경우 최초 70mm 양로이후

40mm씩 양로시 도상가속도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

을 보였다.

2.도상가속도와 침목단부 변위의 상관관계는 도상가속도가

클수록 침목단부 변위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침목

단부 가속도의 경우도 도상가속도의 경향과 동일하게 나

타났다.

3.교량가속도 및 변위의 경우 열차운행방향 기준 진입부인

3경간이 진출부인 1경간 보다 약간 큰 값이 측정되었으며,

도상양로에 따른 교량 변위 증가 경향이 보이지 않으므로

측정 대상인 요천교의 경우 도상양로에 따른 교량의 변위

로 인한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도상두께 증가에 따른 궤도승차감 및 진동저감에 대한 연

구 결과 도상양로에 따른 유도상 교량의 거동과 적정 도

상두께의 계측을 통하여 적정 자갈 높이기 작업 후 승차

감, 궤도틀림 및 진동 저감이 양호해지고 안정화되는 것으

로 도출된 바, 요천교량의 경우 단계적 도상 양로가 궤도

안정화에 매우 좋은 결과로 증명 되었다.

도상가속도, 궤도검측자료 및 승차감 계측 결과, 양로전

330mm에서 70mm 양로이후 40mm씩 양로시 도상가속도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요천교의 경우 궤도안

정화를 위한 적정 도상두께는 400~440mm 사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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