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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rete track was applied for Gyungbu 2nd phase high_speed railroad line as a basic 

track structure. Two track structures, ballasted track and non_ballasted concrete track, have a 

different train load transfer mechanisms. However, it's rare to see about research results related 

with it. So, to understand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he concrete track and roadbed, we 

measured accelerations of carbody and bogie, vertical and lateral load, stress and displacement of 

rail, and earth pressures of subgrade at OOOk930 station of Gyungbu high_speed line during 

speed up tests before opening it. Based on these measured results, we could evaluate the level of 

dynamic responses of the track quantitatively.

1. 서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고속선 구간에서는 콘크리트궤도 구조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콘크리트궤

도는 자갈궤도와 그 구조형식의 차이로 인하여 열차하중의 전달 메커니즘이 다르나, 이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에서의 열차속도 증속에 

따른 궤도 및 노반의 동적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OOOk930지

점에서, 차량 및 궤도, 노반에 작용하는 가속도, 윤중, 횡압, 레일응력 및 변위 그리고 노반에 작

용하는 토압에 대한 계측을 수행하였다. 현장 계측결과를 토대로 열차속도 대역별 궤도 및 노반

의 동적응답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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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조건 및 센서 설치

고속열차 운행 시 콘크리트궤도에서의 속도대역별 궤도 및 노반의 동적응답 수준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하여, 속도증속이 가능한 OOOk930 지점에서 고속열차 증속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은 운행속도 증속에 따라 <표 1>과 같이 총 7회 수행하였다.

<표 1> 시험조건

번호 운행방향 통과속도(km/h) 통과시간

1 상행(부산->서울) 170 10:36

2 하행(서울->부산) 5 11:07

3 상행 300 12:38

4 하행 260 13:30

5 상행 300 14:25

6 하행 260 14:41

7 상행 300 15:35

<표 2> 시험 차량 제원(KTX)

항목 내용

열차편성
동력차2량+동력객차2량

+중간객차16량

열차중량(ton) 공차중량 679.84

열차속도(km/h)
설계최고속도 330

최대시험속도 300

축수 46

  시험에 사용된 차량은 KTX 36호 차량으로 총 20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차중량은 

679.84tonf 이다.

시험이 실시된 OOOk930 지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중 원지반 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

하면서 성토고가 15m이상인 토공구간이다. 고속열차 주행 시 윤중, 횡압, 레일응력 및 연직변위 

그리고 노반에 작용하는 토압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림 1> 및 <표 3>과 같이 센서를 설치하

였다.

<그림 1> 센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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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측항목 및 센서

계측항목 센서 수량

윤중 변형률계 2

횡압 변형률계 1

레일저부 휨응력 변형률계 2

레일 연직방향 변위 변위계 2

토압 토압계 9

<그림 2> 시험용 KTX 차량 및 현장 전경

<그림 3> 센서 설치개요도 및 설치현황

<그림 2>와 <그림 3>은 시험에 사용된 KTX 차량과 레일에 설치된 센서의 모습이다. 레일

에는 윤중, 횡압, 레일저부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변형률계와 레일상하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변

위계를 설치하였다. 열차 고속주행 시 실제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데이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샘플링 주파수를 5kHz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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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TX 19호차 축별 윤중

축 번호 좌측윤중(ton) 우측윤중(ton) 축 번호 좌측윤중(ton) 우측윤중(ton)

1 8.33125 8.33125 24 6.92 6.9

2 8.33125 8.33125 25 7.17 6.775

3 8.33125 8.33125 26 7.267 6.66

4 8.33125 8.33125 27 6.992 7.157

5 7.735 7.445 28 6.987 7.195

6 7.357 7.882 29 6.927 7.28

7 7.352 7.035 30 7.005 7.18

8 7.435 7.012 31 6.8 7.365

9 7.507 7.205 32 6.97 7.272

10 7.707 7.032 33 6.997 7.34

11 7.325 6.912 34 7.127 7.207

12 7.352 6.86 35 7.162 7.287

13 7.302 6.975 36 7.35 7.09

14 7.332 6.975 37 7.127 7.387

15 7.312 7.1 38 7.182 7.332

16 7.365 7.107 39 7.15 7.182

17 7.06 7.12 40 7.15 7.132

18 7.152 7.085 41 7.697 7.217

19 7.312 6.91 42 7.29 7.815

<그림 4> 토압계 설치 위치

 또한, 콘크리트궤도의 속도대역별 열차 주행 중 발생하는 노반 내 응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하

여 <그림 4>와 같이 하행선에 강화노반, 상부노반, 상부노반 중앙, 상·하부노반 경계 및 하부노

반에 총 9개의 토압계를 노반 건설 공사 시에 설치하였다. 

3. 윤중 및 토압 측정 결과

 

 1) 윤중

  동 시험에서는 궤도측에서의 윤중을 측정한 결과로, 향 후 차상에서의 윤중 측정결과와 비교할 

계획이다. <표 4>는 시험에 사용된 KTX 36호 차량과 동종인 19호 차량의 축당 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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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속도
외측 레일 내측 레일

5km

170km

260km

20 7.225 7.035 43 8.355 8.355

21 7.362 7.05 44 8.355 8.355

22 7.602 6.867 45 8.355 8.355

23 6.637 7.14 46 8.355 8.355

  시험구간의 열차주행 속도별 윤중 측정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260km/h에서 최대 

11.57tonf의 윤중이 측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속도대역이 증가할수록 윤중 변동폭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편성 열차의 동적윤중의 크기 변화도 고속열차 양단 동력차의 높은 윤중과 중간객

차의 상대적으로 낮은 윤중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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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m

<그림 5> 콘크리트궤도 주행속도별 윤중 변화

  <표 5>는 시험 주행속도별 윤중 변동을 분석한 결과로, 최대 동적윤중과 윤중 증가량, 최소 

동적윤중과 윤중 감소량을 나타낸다. 윤중증가 크기가 윤중감소 크기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시험차량의 정적윤중을 Po, 측정된 윤중값을 P라 할 때에 ΔP = Po-P 를 윤중 감소량, ΔP/Po를 

윤중감소율로 정의하고, 반대로 ΔP = P - Po를 윤중 증가량, 이 때의 ΔP/Po를 윤중증가율로 정

의하고 이를 정리하여 나타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표 5> 주행속도별 윤중 변동

시험
속도

(km/h)

총 
통과
시간
(sec)

외측레일(tonf)-좌측윤중 내측레일(tonf)-우측윤중

최대

윤중(P)

윤중

증가

(ΔP)

최소

윤중(P)

윤중

감소

(ΔP)

최대

윤중(P)

윤중

증가

(ΔP)

최소

윤중(P)

윤중

감소

(ΔP)

5 165.2
8.999

(1축)
0.668

6.637

(23축)
0

9.02

(46축)
0.665

6.564

(23축)
0.576

170 8.14
9.408

(1축)
1.077

5.748

(32축)
1.222

8.497

(17축)
1.437

5.604

(12축)
1.256

260 5.37
11.57

(46축)
3.215

6.69

(24축)
0.23

9.72

(8축)
2.285

6.44

(41축)
0.777

300 4.56
10.92

(2축)
2.589

6.28

(38축)
0.902

10.91

(4축)
2.579

6.09

(31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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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윤중 증가율 (b) 윤중 감소율

<그림 6> 주행 속도별 윤중 증가율 및 윤중 감소율

<그림 7>은 고속열차 주행속도별 윤중 변동폭을 나타낸다.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최대윤중

과 최소윤중 사이의 변동폭이 커지며, 동 시험의 경우 주행속도 260km/h일때 최대 11.57ton, 최

소 6.69ton으로 변동폭이 4.88tonf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정적윤중 8.18ton을 기준으로 

+41.4%, -18.2%의 변동폭을 보였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170km/h이하의 속도대역에서는 윤

중 감소가 윤중 증가보다 크나, 그 이상의 속도대역에서는 윤중증가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

이다.

<그림 7> 주행속도별 윤중 변동폭(외측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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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압 

 고속열차 속도대역별 주행 시 노반 내 발생응력 증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9개의 토압계를 설치

하였다. 총 9개의 토압계 중 1, 3, 4, 6, 8번 토압계의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a) 170km/h (b) 260km/h

(a) 300km/h(1) (b) 300km/h(2)

<그림 8> 콘크리트궤도 주행 속도별 토압변화(1~6축)

 

  <그림 8>은 시험차량 편성 중 축중이 큰 동력차와 동력객차(1축~6축)가 통과할때의 토압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주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최대 토

압의 발생 위치는 시험속도 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행속도 증가(170km/h->300km/h)에 따라  

토압의 최대값은 16.45kPa에서 19.06kPa로 15.8% 증가하였다. <그림 9>는 20량 1편성 차량이 

계측지점을 300km/h 속도로 주행 시 심도별 토압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윤중 변화와 유사하

게 전두부 및 후두부에서 토압이 크게 발생하고, 중간 객차부에서 작은 토압이 측정되었다. 6번 

토압계는 4번 토압계의 설치의 설치위치보다 천부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압이 작게 측정

되었다. 이는 매립된 토압계가 다짐 후 수평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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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편성 고속열차 주행 시 심도별 

토압변화(300km/h)

<그림 10> 심도별 주행속도 변화에 따른 

토압분포

<그림 10>은 주행속도 변화에 따른 심도별 토압분포를 평가한 것이다. 심도가 깊어지면서 토

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강화노반 상면과 비교하여 상하부노반 경계 즉 상부노반 하면에

서의 토압은 1/2~1/3수준으로 감소되었다. 강화노반 상면에서 최대 20kPa의 토압이 측정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에 위치한 OOOk930 지점에서 고속열차의 증속에 따른 

속도대역별(5km~300km) 궤도 및 노반의 동적응답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한 다양한 계측 

결과 중에서 윤중과 토압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선부 궤도에서 측정한 윤중을 분석한 결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윤중변동폭이 커지며, 동 시험의 경우 주행속도 260km/h일때 최대 11.57ton, 최소 6.69ton의 윤

중이 측정되어 윤중 변동폭이 4.88tonf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적윤중을 기준으로 +41.4%, 

-18.2%의 변동폭을 보였다. 특이한 점으로는 170km/h이하의 속도대역에서는 윤중 감소가, 그 

이상의 속도대역에서는 윤중 증가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2) 토압 변화도 시험차량의 축중 및 윤중 변동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토압은 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행속도 증가(170km/h->300km/h)에 따라 최

대값이 15.8% 증가하였다. 최대값은 최고속도 300km/h에서 20kPa 수준으로 측정되어 고속철도 

설계기준에서 제시된 열차하중으로 인한 설계토압 35kPa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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