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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갈도상궤도는 보수가 용이하고 건설비가 저렴하기 때문

에 근래까지 가장 많이 적용되는 궤도구조이다. 그러나, 고

속화, 고밀화 등에 의한 자갈도상궤도의 선로 부담력의 증

가에 따른 노후화가 가속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

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대처방안으로서 신선

의 경우는 콘크리트궤도가 적용되고 있고 기존선의 경우에

는 포장궤도[1]나 B2S공법[2] 등의 궤도구조개량공법이 적

용되고 있다. 이중 포장궤도는 일정 도상자갈층을 시멘트모

르터 충진 등의 방법으로 콘크리트 슬래브화(化)시키는 공

법으로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궤도구조를 개

선하여 유지보수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장점이 있다. 포

장궤도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궤도에 준하는 성능수준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행안정

성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토공구간에 포장궤도를 적용할 경우, 내구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공이음매부에

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토공구간 포장궤도에서 시

공이음매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슬래브의 불연속으로

인하여 단차가 발생하여 포장궤도의 장기적인 사용성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실물의 포장궤도를 제작하고 시공이음매부와 연속부에서 가

속실험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2. 포장궤도에서의 시공이음매

포장궤도는 기존 자갈도상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개량하

는 궤도구조개량공법으로서 운행선상에서 적용하는 공법이

다. 가장 큰 장점은 노반 및 궤도조건에 상관없이 시공이 가

능하며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속도가 빠르다. 포장궤도는 제

한된 작업시간(2~3시간)내에 작업이 이루어진다. Fig. 1은 토

공구간에서의 포장궤도의 표준단면이며 시공순서는 기존 자

갈 및 궤광을 포장궤도용으로 교체한 후, 침목 아래에 장섬

유부직포로 감싼 자갈도상층을 모르터로 주입, 고결하여 자

갈층을 콘크리트층으로 개량한다. 부수적으로는 침목의 대

Abstract The Paved Track is applied to reduce maintenance cost of conventional line. The Paved Track could be used in

all types of lines including earthwork, bridge, tunnel and turnout sections. In case of earthwork section, the construction

joint is the most critical factor to track durability. The construction joint does not affect to the track structure directly, but

the gap due to discontinuity of slabs may affect to the long-term serviceability. To evaluate this problem, the accelerated

track test has been performed on the construction joint and the middle part to of the real scale Paved Track. The purpose of

this test is that evaluate the vulnerability of construction joint section comparing the trends of settlement and earth pressure

under repeated loads of construction joint with those of the middle slab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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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포장궤도는 토공구간, 교량구간, 터널구간, 분기기구간 등 모든 구간에서 유지보수를 절감할 목적으로

적용한다. 토공구간에 포장궤도를 적용할 경우, 내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공이음매부로서 구조적

인 문제는 없으나 슬래브의 불연속으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여 장기적인 사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실물의 포장궤도를 제작하여 시공이음매부와 연속부에서 가속실험을 실시하였

다. 가속실험에서는 각 재하하중별 변위와 토압에 대한 경향을 비교함으로써 시공이음매부에서의 취약도를 평

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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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를 통하여 도상압력의 분포를 촉진시키고 저탄성체결장

치 등을 적용한다. 충전 2시간 후 열차의 정상운행이 가능

하다[1]. 

포장궤도에서 시공이음매는 10~20m 연장마다 위치하며 모

르터 타설시 사용된 좌우측 모르터 누출방지용 부직포와 자

립용 거푸집(얇은 합판)이 3층으로 겹쳐져 있다. 두께는 약

7~12mm 이다. 시공이음매는 재료의 신축에 대하여 대응하

여 균열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속적으로 시멘트모르

터를 주입할 때 경간을 구분하여 누출을 방지하고 일정 품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교량 및 터널구간의 경우

에는 하부지지구조의 처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공이음매

부의 문제는 없으나 토공구간인 경우에는 하부노반의 국부

적인 변형으로 인해 단차가 발생하고 충격과 진동이 커지게

되는 등 취약개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3]. 원인은 슬래브의

불연속으로 인한 부등변위나 진동으로써 반복되는 이동하중

과 환경조건이다. 그래서 포장궤도 초기 개발시 단차 발생

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웰바(Dowel bar) 설치를 검토하였으

나, 설치 위치에서의 균열 및 탈락을 우려하여 실제 적용하

지는 않았다. 다웰바는 시공이음매부에 설치하여 양쪽 슬래

브의 부등변위시 수직응력을 증대시키고 수축/팽창에 의한

수평변위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종방향 철근과 HSB

층을 사용하지 않는 Rhada2000모델의 경우, 다웰바와 역할

이 유사한 앵커볼트를 채택하고 있다[4]. 

3. 실물가속실험

궤도는 차량 주행에 의해 발생하는 동하중과 불규칙적인

환경하에서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메카니즘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궤도의 특성을 탄성이론이나 해석적으로

규명하는 것보다는 실제의 상황을 재현하여 실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포장궤도 시공이음매부의 정확한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물규모의 가속실험을 실시하였다.

실물가속실험은 종합궤도노반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실제 현

장의 철도노반 상황을 모사하고, 포장궤도를 실물로 제작하

여 수행하였다. 

3.1 실험 조건

현장조건과 동일한 재료와 공정으로 포장궤도를 시공하였

다. 총 연장은 16m이며, 시공이음매부는 8m지점에 위치하

고 있다. 포장궤도는 모르터 타설후 충분한 강도확보를 위

하여 28일 양생후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완료후 콘크리

트 코어공시체의 압축강도는 25~30MPa의 수준으로 시험조

건을 만족하였다. 노반은 다짐장비로 조성하고 그 강성도를

평가하였다. 노반의 강성수준을 평판재하시험치(K30)로 환산

할 경우, 7<K30≤11kg/cm3이나 시공후 안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침하에 취약하다. 국내 철도노반건설시

일반철도의 설계기준[5]은 K30값이 7kg/cm3 이상이나 실제

현장다짐조건은 11kg/cm3 이상이며 고속선의 경우에는 15kg/

cm3를 상회한다.

Fig. 3 Accelerated track test

Fig. 4 Procedure of accelerated track test

3.2 재하 조건

가속실험은 열차의 반복통과 효과를 모사하기 위한 시험

으로 기존선 열차주행조건을 고려하여 1차 시험은 시공이음

매부에서 85kN과 110kN의 하중으로 정적시험을 각 10회씩

Fig 1. Standard setion of paved track on earthwork section

Fig 2. Construction joint of pave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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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후에 143kN의 하중으로 120만회 반복하여 시험하였

고, 2차 시험은 연속부에서 85kN과 110kN의 하중으로 정

적시험을 한 후에 143kN의 하중으로 100만회 반복재하하여

시공이음매부와 연속부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재하시

험 완료 후에도 각 각 85kN, 110kN으로 재하시험을 실시

하였다. 재하주파수는 4Hz이다[6]. 

3.3 계측 계획

본 시험에서는 반복재하에 따른 이음매부와 연속부의 변

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변위계와 토압계를 각 위치에 부착하

여 사용하였다. 변위계는 하중재하지점을 기준으로 레일면

과 슬래브면에서 측정하였다. 토압계는 포장궤도를 시공한

후에 노반으로 전달되는 운행하중을 평가하기 위하여 포장

궤도 이음매구간에만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토압계는 슬래

브 바로 아래 각 레일 직하면에 3개를 매설하였는데 하나

는 하중을 받는 침목 위치 바로 아래에 매설하였고, 나머지

두개는 하중이 전달되는 인접 침목 아래에 설치하였다. 

4. 실험결과 및 토의

4.1 정적재하시험

초기변형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적 재하시험

을 실시하였다. 시험내용은 반복재하시험 전 후의 이음매부

와 연속부에서 하중과 변위 특성이다. 

4.1.1 변위 특성

Fig. 7의 (a), (b)는 반복재하시험 전의 소성변위량으로서

총변위량에서 탄성변위량을 뺀 값이다. 시공이음매부와 연

속부에서 85kN의 하중으로 10회 재하한 후 110kN으로 증

가시켜 10회 재하하였다. 그림에서 L_Rail은 좌측 레일의 변

위를 나타내며, L_Sleeper_first는 좌측 재하침목, L_Sleeper_

second는 좌측 재하침목 바로 옆의 침목을 나타낸다. 연속부

와 비교하여 시공이음매부의 소성변위량이 큰데, 불연속인

이음매부에서의 응력집중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레일

의 변위량이 2배 정도 큰 이유는 체결장치의 패드에서 발

생한 변위 때문이다. Fig. 7의(c), (d)는 반복재하시험후 최

대하중시 측정한 탄성변위로서 이음매구간에서 측정한 첫 번

째 침목과 인접한 침목의 상대변위량은 0.29~0.35mm정도가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에, 궤도 연속부에서 측정한 첫 번째

침목과 인접한 침목의 상대변위량은 0.04~0.06mm로 거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이음매부와 연속부에서 정적재하시험에 의해 발생한

변위의 절대값은 작으나 시공이음매부의 경우, 하중분산효

과가 연속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노반의

소성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는 정적재하에 시공 전후의 하중-변위선도이다. 그

림에서 각 재하조건을 구분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이동하여

표현하였으며, 첫 번째 선도는 반복재하전 85kN, 두 번째는

110kN, 세 번째는 반복재하후의 110kN으로 재하하였을 때

의 선도이다. 하중이 재하(Loading)되면서 변위가 선형적으

Fig. 5 Schematic diagram of longitudinal cross section of test track 

Fig. 6 Static and dynamic loading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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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고, 하중을 제하(Unloading)하면 변위가 서서히 감

소하여 소성변위 발생량을 제외한 만큼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85kN, 110kN하중에 의한 변위의 각각 10회 반복시험

결과의 기울기를 1차 함수그래프로 그림에 표시하였고 동일

한 방법으로 반복재하 후 110kN하중으로 1회 측정한 값도

나타내었다. 시공이음매부 응력-변위곡선의 기울기는 노반의

강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림에서 반복재하전에는

약 13~14의 범위이며 반복재하후에는 26을 나타내는 반면

연속부에서는 25~27로 비슷한 기울기 값을 갖는다. 기울기

변화의 원인은 포장궤도 시공 직후 취약한 이음매부의 소성

Fig. 7 Settlement by static loading

Fig. 8 Force-displacement diagram on pave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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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초기에는 소성침하가 진행되

다가 반복재하시험시에는 더 이상의 소성침하가 발생하지 않

으면서 기울기는 연속부와 동일한 기울기를 보인다. Fig. 9

(a)에서 반복재하 후 110kN의 하중으로 재하한 선도의 기울

기는 증가하여 강성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반복재하시

험에 의해 노반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공이음부에서

초기침하를 최소화하게 되면, 연속부와 유사한 변형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4.1.2 토압 특성

Fig. 9 (a)는 시공이음매부에서의 반복재하전의 위치별 토

압이며 Fig. 9 (b)는 반복재하후의 위치별 토압으로서 재하

하중은 각 85kN, 110kN이다. 반복재하전의 경우에는 노반

의 안정화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작용토압이 매우 작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복재하후에는 궤도 및 노반의 안

정화로 인하여 실제 작용하는 하중이 노반으로 전달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중 재하 직하부에 매설된 토압계((L_Pressure

_first)는 85kN로 처음 하중을 주었을 때 측정된 값은 46.8kPa

이었는데, 패드의 영향으로 연속해서 측정하면서 조금씩 줄

어 마지막에서는 44.3kPa로 측정되었다. 110kN의 하중을 가

했을 경우에는 10회를 측정하는 동안 58.8kPa에서 57.3kPa

로 15kN이 줄어든 것으로 측정되었다. 우측 두 번째 토압

계(R_Pressure_second)는 24.3kPa, 29.3~29.8kPa, 좌측 두 번

째 토압계(L_Pressure_second)는 10.8~11.3kPa, 12.8~13.3kPa

로 각 10회씩 측정하는 동안 재하횟수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이 일정한 압력으로 측정되었다. 

하중재하 직하부가 가장 큰 노반압력이 발생하며, 반복재

하에 의해 발생하는 토압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특히 정적

재하시의 시험하중이 반복재하시험의 시험하중보다 작음에

도 불구하고, 측정된 노반압력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적재하시 체결장치의 감쇄효과가 저하되어 하중이 노반으

로 바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충진형 포장궤도에서 반복 측

정하는 동안 토압이 일정하게 측정되는 것은 레일에서 전달

되는 하중이 노반에 일정하게 전달됨으로써 레일, 궤도, 노

반이 일체거동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 반복재하시험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하중 재하상태에서 포장궤도 이음매

구간과 연속부의 변위 및 토압을 각 재하횟수에 따라 측정

하였다. 반복재하시험시의 측정위치는 정적재하시험의 측정

위치와 동일하다.

4.2.1 누적소성변위

누적소성변위은 재하시험시 회복되지 않는 변위량으로서

노반의 소성변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반복재하상태에

서 시공이음매부와 연속부에 얼마만큼의 소성변위가 발생하

는지를 알기 위하여 하중이 제하(Unloading)되었을 때의 위

치별 측정값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시공이음매부 충전층에서 최대누적소성변위가 2mm까지 발

생하였고 연속부 충전층에서는 최대 0.75mm가지 발생하여

그 차이가 2배 이상인 것으로 최종 측정되었다. 그러나 10

만회까지의 초기침하량을 제외하면 시공이음매부와 연속부

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50만회 이후부터는 노반의 안정화

가 확보되어 추가적인 누적침하의 발생량이 매우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복재하시험에 의한 시공이음매부 소성변위

는 허용침하량(30mm) 내에서 초기 반복재하이후에는 안정

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0 (a)에서 시공이음매부의 재하지점 아래에 있는 침

목(L_Sleeper_first)을 비교해보면 발생한 소성변위는 침목이

레일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이유는 탄성영역안에서 하중이

재하(Loading)되고 제하(Unloading)되었을 때 원상태로 회복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각 재료의 회복탄성계수가 다

르기 때문에 회복되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나타난 것이

다.

4.2.2 탄성변위

탄성변위는 반복재하가 진행되는 동안 소성변위량을 제외

한 값으로서 단순히 하중이 재하(Loading), 제하(Unloading)

되었을 때의 변동값이다. Fig. 11은 포장궤도의 시공이음매

부과 연속부의 반복재하시험에 의한 탄성변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침목과 레일에서 반복재하횟수가 10만회가

Fig. 9 Earth pressure by static loading on construction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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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안정화단계이고 그 이후부터는 일정한 선형거동

을 나타낸다. 연속부에서는 재하점 아래에 있는 침목이나 인

접침목이나 비슷한 탄성변위를 나타낸다. 궤도의 시공이음

매부와 연속부에서 레일의 탄성변위를 확인해 보면 연속부

에서 탄성변위가 약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음매부에서 상

대적으로 누적소성변위가 크게 발생하여 체결장치의 탄성력

이 작게 작용하였고, 연속부에서는 반대현상이 나타났기 때

문이다.

4.2.3 토압 특성 

Fig. 12는 하중이 재하(loading)되었을 때 이음매부에서 측

정한 토압의 최대값으로 평균 38kPa을 값을 나타내었다. 초

기 1,000회 하중 반복재하를 한 후에 토압을 측정한 값은 정

적 재하시험에서 측정한 값과 비슷한 값을 나타냈지만, 재

하의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토압은 감소되어 일정한 값을 나

타내었다. 초기에 재하횟수를 증가시킬수록 토압이 감소하

는 이유는 하중이 반복재하되면서 미소한 소성침하가 발생

하고 이에 따른 변위량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토압이 감

소되었다가 어느 정도 침하가 안정화되면서 일정한 토압으

로 유지된다. 시공이음매부에서의 측정토압의 범위는 연속

부와 동일한 범위[6,7]에 있어 어느 정도 노반안정화가 진

행되면 토압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Plastic settlement by repeated loading

Fig. 11 Elastic displacement by repeated loading

Fig. 12 Earth pressure by repeated loading on construction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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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포장궤도 시공이음매부의 변형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물

가속실험을 수행하였다. 가속실험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노반의 강성조건은 k30값이 7~11kg/cm3로 다소 낮은 편이었

으며 각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재하시험시 이음매부와 연속부에서의 레일소성변위

는 각각 0.97mm, 0.71mm로 큰 차이가 없으나 침목위치에

서는 각각 0.5mm, 0.1mm로 0.4mm의 추가변위가 발생하였

다. 탄성변위 경우, 레일변위는 차이가 없으나 충전층의 변

위가 0.5mm 정도 나타나 시공이음매부에서의 변형특성이 다

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재하시험에 의한 변형특성

은 절대값이 작고 궤도가 안정화되기 전의 특성으로 큰 의

미는 없으나 궤도의 특성상 초기조건이 장기거동에 영향을

미친다. 

(2) 반복재하시 탄성변위에 대한 차이는 초기 안정화 이

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적소성변위의 경우는 이음매

부와 연속부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백만회 재하후

의 침목에서의 최대소성침하량은 이음매부가 2mm, 연속부

가 0.75mm로 1.25mm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3) 반복재하시 최대측정토압은 평균 38kPa로서 재하초기

에 급격히 토압이 감소한다. 이는 하중이 반복재하되면서 미

소한 소성침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탄성변위가 커지기 때

문에 토압이 초기에는 감소되었다가 안정화되면서 일정한 토

압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이음매부에서의 측

정토압의 범위는 연속부와 동일한 범위에 있어 충전층은 균

일하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음매부에서의 변형특성

은 그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열차의 주행안정성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속부와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변형이 허용치보다 안

전측에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토공구간 포

장궤도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음매부와 연속부

의 변형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이

음매부에서의 하중전달율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

는 보강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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