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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도상 궤도 구성품에 따른 궤도 침하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rack Settlement Depending on 

Components of Ballast Track

김만철*·배영훈·이시용·박용걸

Man-Cheol Kim·Young-Hoon Bae·Si-Yong Lee·Yong-Gul Park

1. 서 론

자갈도상 궤도는 각종 선로구조물에 의해 실현된 노반상의 자갈, 쇄석 등 도상을 설계하여 그 위에 침목을 일정한 간격으로

부설하고, 이러한 침목 위에 레일을 정해진 궤간으로 체결한 전통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자갈도상 궤도는 열차의 반복 통과에

의한 도상자갈 등의 점진적인 침하·변형의 발생·성장(궤도틀림의 진행)에 따른 궤도형상의 복원·보수 작업이 일상적으로 필요하

기 때문에 유지하여야 할 궤도 상태를 고려하여 자갈도상 궤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궤도파괴이론에 따른 구조계수(M)를 도입하여 최적 자갈도상 궤도구조를 설계하고 있고[1], 독일의 경우에

도 도상손상률을 검토하여 속도대역별로 최적 자갈도상 궤도구조를 적용하고 있다[2]. 국내의 경우에는 최고속도 150km/h로 운

행되어온 간선철도에 대해 200km/h 대역으로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갈도상 궤도구조를 설계속도 200km/h 이하 구간에

는 기존선 150km/h 구간에 적용되어온 구조를, 설계속도 200km/h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속도 350km/h 경부고속철도 1단

계에 적용된 구조를 유지보수 측면의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간선철도 200km/h 대역으로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를 고려한 최적 자갈도상 궤도구조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Table 1은 자갈도상 궤도 구성품에

대해서 국내[3]와 독일[2]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설계속도 230km/h를 기준으로, 유지보수를 고려한 최적 자갈도상 궤도구조 정립을 위한 기초연

구로, 국내 자갈도상 궤도에 사용되고 있는 구성 품들의 조합을 통한 궤도 침하 특성을 실대형 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As a basic study to develop maintenance-effective optimal ballast track in preparation for upgrading a con-

ventional line to a high speed railway, a full-scale test that combined the components of ballast track was conducted and

the characteristic of track settlement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full-scale test, reduction in maintenance via an

increase of the elasticity of only the pad was insignificant; however, the effect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of

the weight of the sleeper or with increasing of the weight of the sleeper and the thickness of the ballast together with

use of a pad with high resiliency. An optimal type of ballast track, in line with upgrading the speed of a conventional

line, shall be developed through cost efficiency analysis considering the maintenance cost depending on the track settle-

ment as well as the initial construction cost.

Keywords : Conventional lines, Ballasted track, Speed up, Characteristics of track settlement

초 록 간선철도 고속화에 대비하여 유지보수를 고려한 최적 자갈도상 궤도구조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 자갈

도상 궤도 구성품들을 조합한 실대형 시험을 실시하여 궤도 침하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대형 시험 결과 유지보수 저

감을 위해서는 패드만을 고탄성화 하였을 경우의 효과는 미비하였으며, 패드의 고탄성화와 더불어 침목 중량화 또는

침목 중량화 및 도상두께를 증가 하였을 경우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간선철도 고속화에 따른 최적의 자갈도상

궤도구조는 초기 건설비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궤도 침하 특성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종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간선철도, 자갈도상 궤도, 고속화, 궤도 침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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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 현황[4]

국내 간선철도 고속화에 따라 설계속도 230km/h에 대한 유지보수를 고려한 최적 자갈도상 궤도구조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궤도 침하 특성 분석을 위한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기존선 및 고속선의 궤도 구성품을 조합하여 4가지

경우로 구성하였다(Table 2). Table 2에서 Case 1은 현재 기존선에 적용되고 있는 궤도 구성품들로 조합한 것이며, Case 2는 기

존선에 적용되고 있는 궤도 구성품에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자갈도상 궤도에 적용한 고탄성 패드 및 침목을 적용한 것으로 패

드의 고탄성 및 침목의 중량화에 따른 저부 면적 증가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Case 3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자

갈도상 궤도에 적용한 궤도 구성품을 적용한 것으로 Case 2에 도상 두께 증가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Case 4는

기존선에 적용되고 있는 궤도 구성품에서 패드만을 고탄성(high resiliency)화 한 것으로 패드의 고탄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를 구성하기 위한 토조 및 하중재하를 위한 액츄에이터는 다음 Fig. 1과 같다. 토조(Pit)의 길이×폭×깊

이는 20m×4.5m×3m이며, 액츄에이터는 2조로 구성되어 있다.

길이×폭×깊이가 20m×4.5m×3m인 토조에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Fig. 2와 같이 종방향과 횡방향

구축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각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들의 도상 횡단면은 아래의 Fig. 3과 같다.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에 하중 재하시 궤도 침하는 도상

자갈의 공극 감소 및 유동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횡방향에 대해서 구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Table 2. Specimen for full-scale test.

Case Rail Fastening system1) Sleeper

(type, length)

Ballast 

thickness

Ballast

type
Note

1 KR60(60K)

e-clip,

TPU 5mm

(≒ 400kN/mm)

PC sleeper

(50/60kg, 2.4m)
300mm CON Reference

2 UIC60

e-clip,

Rubber 10mm

(80~120kN/mm)

PC sleeper

(UIC60, 2.6m)
300mm HSR

High resilient pad + Heavy 

sleeper

3 UIC60

e-clip,

Rubber 10mm

(80~120kN/mm)

PC sleeper

(UIC60, 2.6m)
350mm HSR

High resilient pad + Heavy 

sleeper + Ballast thickness

4 KR60(60K)
W14K

(80kN/mm)

Vossloh sleeper

(50/60kg, 2.4m)
300mm CON High resilient pad

1)Static stiffness test load: 20~95kN

Table 1. Comparison of ballast track components between Korea and Germany.

Classification
Korea Germany

120<V≤200 200<V 160<V≤230 230<V

Rail KR60, 60K UIC60 UIC60 UIC60

Fastening system

(Static stiffness1) kN/mm)

e-clip

(TPU Pad, ≥200)

e-clip, Fast-clip

(SR Pad, 80~120)

W14K 900

(60)

W21T 1000

(40)

Sleeper

Model PC sleeper (50/60kg) PC sleeper (UIC60) B70 B01

Length (m) 2.4 2.6 2.6 2.6

Weight(kg) 250 308 280 370

Bottom area (cm2) 5,727 7,050 6,801 7,800

Ballast thickness (cm) 30 35 30 35

1)Static stiffness test load: 20~95kN for Korea, 18~68kN for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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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tuator to vibrate the specimen for full-scale test.

Fig. 2. Specimen arranged for full-scale test.

Fig. 3. Section profile of the specimen for full-scale test (uni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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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각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에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자갈도상 궤도에 적용한 궤도 구성품으로 된 Case 3의 폭이 5.8m로

가장 크다. 따라서 종방향으로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를 구축하는 Fig. 2(a)의 경우는 토조 폭이 4.5m이기 때문에 궤도의 도상

단면 중간 지점이 토조 벽체에 접하게 되어, 하중재하시 도상자갈의 공극 및 유동이 토조 벽체에 의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횡방향으로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를 구축하는 Fig. 2(b)는 궤도의 도상 단면을 구속 없이 구축할 수 있

어 도상자갈의 침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 구축시 상기에서 검토한 폭과 더불어 길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

성길이(L)[5] 검토를 통해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 길이를 결정하였다(Fig. 4). Fig. 4에서 하중을 재하하는 지점에서 변위가 0이

되는 지점이 3/4πL이다. 실대형 시험의 경우 실제 궤도와 같은 하중분산 효과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지점까지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의 길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각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중에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자갈도상 궤도에 적용한 궤도 구성품을

적용한 경우 3의 특성길이(L)가 가장 큰 경우로, 이에 대해 보수적으로 특성길이(L)를 0.7m로 적용시, 하중 재하지점으로부터

변위가 0이 되는 지점까지 요구되는 길이는 3/4πL=1.65mm이다. 따라서 횡방향 도상 단면을 토조 벽체의 구속 없이 구축할 수

있는 횡방향으로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를 구축할 경우 토조의 폭이 4.5m이기 때문에 하중 재하지점으로부터 변위가 0이 되는

지점 1.65m를 포함 하고 있어 실제 궤도와 같이 하중분산 효과가 적절히 구현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를 토조에 구축하는 방안으로 종방향과 횡방향 구축안 중에서 도상자갈의 공극 감소 및 유동이

토조 벽체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실제 궤도와 같이 하중분산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횡방향 구축안으로 결정하였다. Fig. 5는 실

대형 시험용 시험체 부설작업 공정 및 완성된 시험체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Relative deflection in track according to characteristic length.

Fig. 5. Installation of the specimen for full-sca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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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대형 시험용 시험체 부설시 노반 침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화노반 및 진동다짐을 실시하였으며, 도상다짐

차이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0cm 두께로 도상 자갈을 살포한 후, 휴대용 다짐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였다. 하

중은 하중 재하지점으로부터 변위가 0이 되는 지점 1.65m를 포함하기 위하여 600mm 간격으로 총 침목 7장으로 구축된 실대

형 시험용 시험체의 중간에 위치한 침목 상부에 엑츄에이터를 위치하여 재하하였으며, 동일 위치의 레일 저부에 변위계를 설치

하여 하중재하에 따른 레일면 즉, 궤도 침하량을 측정하였다.

2.2 실대형 시험 하중재하 조건[6]

설계속도 230km/h에 대한 실대형 시험을 위한 하중재하 조건 정립을 위해서 전라선 덕양~여천 구간에서 KTX-산천에 대해

속도단계별 증속 시험을 수행하였다(Fig. 7, Table 3).

Fig. 8은 KTX-산천을 이용하여 약 150km/h에서 20km/h 씩 약 217km/h까지 속도단계별 증속 시험을 통해 계측된 최대 동적

윤중 및 이에 대한 회귀분석식을 나타낸 것이다.

KTX-산천을 이용한 증속시험을 통해 도출된 최대 윤중에 대한 회귀분석식을 이용하여 외삽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간선철도

230km/h 증속에 대한 궤도 침하 특성 분석을 위한 실대형 시험 재하하중 및 가진주파수를 정립하였다.

- 230km/h에 대한 실대형 시험 재하하중(kN): 150

 · 230km/h 주행시 동적윤중(P): 122 = 52.08+0.304×230

 · 부족캔트에 의한 동적윤중 증가계수: 1.2

 · 실대형 시험 재하하중(kN): 150 = 1.2P

Fig. 6. Specimen and sensor installed for full-scale test.

Fig. 7. Field test (site and sensor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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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km/h에 대한 실대형 가진주파수(Hz): 3.4

 · KTX 산천 대차중심거리(m): 18.7

 · 속도(km/h): 230

 · 실대형 시험 가진주파수(Hz): 3.4 = (230/3.6)/18.7

2.3 실대형 시험을 통한 궤도 침하 특성 분석

Sato는 반복하중 재하에 따른 궤도의 침하 모델[1]을 다음 식과 같이 제안하였다. 아래의 식에서 첫 번째 항은 Fig. 9의 첫 번

Table 3. Test track: Jeonla line (Deokyang-Yeocheon).

Category At-grade section

Curve radius(R) Straight(∞)

Roadbed type Earth work

Rail 60kg KR, CWR

Sleeper(sleeper length) PC for50/60kg rail(2.4m)

Distance between sleeper 600mm

Fastener Pandrol e-Clip

Measuring 

point

Up/Down line Down

Station 166k 617

Fig. 8. Max. vertical wheel loads measured on field tests.

Fig. 9. Dr. Sato’s track sett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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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급격한 침하부분을 나타내며 도상입자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평균화되는 초기 침하 압축과정에 해당된다. 또한 두 번째 항

은 직선적인 침하를 나타내며 침목 밑 도상입자가 측면으로 이동하는 유동과정에 해당된다.

(1)

여기서, y: 궤도 침하량, x: 반복횟수, α, β, γ: 계수.

실대형 반복하중 시험을 통해 각 Case의 반복재하 횟수에 따른 궤도 침하량을 Sato의 궤도 침하모델 식의 형태로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궤도 침하 특성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실대형 시험체에 대한 궤도 침하 모델 분석시 궤도시공시 안정화 작업 및

시운전 단계를 고려하여 Dynamic Track Stabilizer(8만톤)와 시운전차량(2만톤)에 해당하는 초기 10만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Korail의 ‘12년 운행선 열차 통과톤수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간선철도에서 경부선의 노량진-영등포구간이 4,265만톤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 궤도 침하율 분석에 극한조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내 간선철도에서 가장 통과톤수가 많은

노량진-영등포 구간의 통과톤수(4,265만톤)를 기준으로 4,500만톤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반복횟수는 150만회(통과톤수

y γ 1 e
ax

–( ) βx+=

Fig. 10. Track settlement of the specimen for full-scale test by cyclic loading test.

Table 5. Track settlement (mm) and rate (%).

Cycle 300,000 600,000 900,000 1,200,000 1,500,000 

Track settlement (mm)

Case 1 -2.34 -2.71 -3.00 -3.29 -3.58

Case 2 -1.07 -1.56 -1.81 -1.95 -2.05

Case 3 -0.74 -0.98 -1.13 -1.25 -1.37

Case 4 -1.87 -2.43 -2.80 -3.14 -3.47

Track settlement rate (%) – Based on case 1 

Case 1 100 100 100 100 100

Case 2 45 58 60 59 57

Case 3 32 36 38 38 38

Case 4 80 90 93 9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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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톤=150만회×30톤)가 된다.

Table 5는 간선철도의 연 통과톤수 4,500만톤에 해당하는 150만회까지의 실대형 시험체의 반복재하수에 따른 궤도 침하량

(mm) 및 침하율(%)을 분석한 것이다. 침하율은 현재 기존선 자갈도상 궤도구조에 해당하는 Case 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침

하율 분석결과 고속선 자갈도상 궤도구조에 해당하는 Case 3의 침하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기존선 자갈도상 두께에 고속

선 궤광(고탄성 패드 + 침목중량화) 구조를 적용한 Case 2는 57%, 기존선 자갈도상 궤도형식에 고탄성 패드를 적용한 Case 4

는 97%로 분석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200km/h 대역으로 고속화를 추진하고 간선철도에 대해 유지보수를 고려한 최적의 자갈도상 궤도구

조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 자갈도상 궤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성품들을 조합한 실대형 시험을 실시하여 궤도 침하 특

성을 분석하였다. 

실대형 시험용 시험체는 실제 궤도의 하중 분배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특성길이(L)를 검토하여 구축하였으며, 재하 하중의

크기 및 가진 주파수는 KTX-산천을 이용한 속도단계별 증속 시험결과를 기초로 회귀분석한 결과와 주행속도 230km/h 기반으

로 정립하였다.

실대형 시험을 통한 궤도 침하 특성을 Sato의 궤도 침하 모델식 형태의 회귀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궤도 침하율 저감 측면에

서 패드를 고탄성화(high resiliency)만 하였을 경우에 그 효과는 미비하였나, 패드의 고탄성화와 더불어 침목 중량화 또는 침목

중량화 및 도상두께를 증가 하였을 경우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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