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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 도시철도의 공용연수 증가에 따라 다양한

궤도구성품들의 손상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콘크리트궤

도(STEDEF)에서 발생한 레일파상마모 원인을 분석하

였으며[1], 궤도구성품인 침목방진상자와 방진패드의

손상사례 및 교체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2,3,4]. 또한 콘크리트궤도 목침목 분기기의 손상현황

및 유형을 분석하였으며[5], 침목플로팅궤도와 목침목

분기기 궤도의 궤도지지강성과 충격계수와의 상관관계를

도시철도 교량상 급곡선 자갈궤도용 콘크리트침목
손상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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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교량상 급곡선(R=180m) 구간에 부설되어 있는 침목 하부에 방진패드가 부착된 자갈

도상 궤도구조의 콘크리트침목 손상유형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고, 침목중량화 및 도상자갈 개량에 따른 콘크리트침목

의 손상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 교량에 부설되어 있는 콘크리트침목의 손상(균열) 발생 유형을 조사

하였으며, 종합검측차를 활용하여 획득한 궤도틀림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궤도구조별 콘크리트침목 구성품에 발생하는 응력을 검토하여 개량에 따른 콘크리트침목의 손상 저감 효과

를 입증하였다. 분석결과 궤도틀림이 심한 구간에서 침목의 축방향 균열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수치해석결과 궤도구

성품 및 콘크리트침목에 발생하는 응력은 4-Anchor를 사용하는 체결구조에서 하중 분산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 수

준은 작게 나타났다.

주요어 : 콘크리트침목, 급곡선, 침목방진패드, 궤도틀림, 차륜-레일 상호작용력

Abstract In this study, the causes of damage to the concrete sleepers in a ballast track with under sleeper pads 
attached to the base of the sleepers installed in the sharp curved track(R=180m) of the urban railway bridge 
were analyzed. The damage types of concrete sleepers were investigated, and the correlation with track 
irregularity was reviewed. Also, stress generated in the concrete sleeper was reviewed through structural analysis.
As a result, most of the cracks of the sleepers occurred in the section with severe track irregularity.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ess generated in the track components and the sleepers was found to 
be reduce in the fastening system using the 4-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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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6]. 무도상 교량의 경우 궤도의 목침목 손상

사례에 대해 연구된 바 있으나[7], 교량상 급곡선 자갈

궤도용 콘크리트침목의 손상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현재 국내 도시철도 교량상 급곡선(R400 이하) 구간

에서 자갈궤도의 경우 열차주행 시 소음과 진동 저감을

위해 콘크리트침목 하부에 침목방진패드(Under Sleeper

Pads, USP)가 부착된 궤도구조[TYPE(A)]를 사용하고

있다. TYPE(A) 궤도구조의 경우 소음과 진동 저감 뿐

만 아니라 곡선부에서 슬랙(Slack) 확보에 따른 궤간의

확보 및 조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UIC(USP-Under Sleeper Pads) 문헌을 참고

하면 급곡선 구간에서 콘크리트침목 하부에 침목방진

패드 부착 시 레일과 침목에 과도한 변위와 가속도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레일패드와 침목방진패드의 조합

강성이 약 200~300Hz 대역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8].

본 연구의 대상 구조물은 침목 하부에 방진패드가

부착된 콘크리트침목으로 부설되어 있는 구간은 교량

상 급곡선(R=180m) 자갈도상 궤도구조이며, 현재 열차

주행 시 과대 하중에 따른 궤도부담력 및 궤도틀림으로

인해 축방향으로 콘크리트침목의 균열이 발생하며 이

에 따른 과대 횡압 발생으로 체결구가 파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부설되어 있는 궤도구조

[TYPE(A)]의 콘크리트침목(USP) 균열 발생 유형에 대

한 손상원인을 수치해석으로 입증하고, 침목중량화 및

도상자갈 개량에 따른 궤도구조[TYPE(B)]의 손상 저

감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Ⅱ. 콘크리트침목 균열발생 현황

콘크리트침목의 초기균열은 구조적 요인과 재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 되며, 열차의 반복하중 및 대기 환

경 노출에 의해 균열이 확대된다. 대기 중에 노출된 콘

크리트침목의 경우 중성화 및 동결융해 작용에 따라 균

열이 확대되어 궤도구성품의 경우 손상에 따른 사용 불

가 상태에까지 이른다.

본 연구의 대상 구간은 그림 1.과 같이 국내 도시철

도 교량상 급곡선(R=180m) 자갈도상 궤도구조이며, 대

상 구조물의 경우 침목 하부에 폴리우레탄 소재의 방진

패드가 부착된 콘크리트침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대상구간 전경
Figure 1. Photographs of railway bridge

교량상 급곡선 자갈궤도에 부설된 노후 콘크리트침

목 상태 조사결과 주요 손상유형은 그림 2.와 같이 대

부분 침목 축방향 관통균열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콘크리트침목 균열 및 파손
Figure 2. Crack and fracture of concrete sleepers

침목의 축방향 관통균열은 하부에 방진패드가 부착

된 침목의 경우 곡선부에서 횡방향 저항력이 감소하며,

열차주행 시 캔트의 불균형에 따른 침목 저부와 도상자

갈의 접촉 상태 불량에 따른 과대 횡압이 발생한다. 이

러한 과대 횡압은 침목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매립전

으로 응력이 집중되어 침목의 축방향으로 높은 응력을

발생시킨다. 또한 초기 균열 발생으로 대상구간의 경우

대기 중에 노출되어 공극으로 물이 침투하여 동결융해

에 대한 부가적인 응력이 발생한다.

Ⅲ. 궤도틀림 측정 및 분석

1. 궤간틀림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침목의

균열 발생 원인과 궤도틀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궤도검측차(EM30)를 활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또한 연간 궤도틀림량의 발생정도를 파악

하기 위해 3년간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궤간틀림은 그림 3.과 같이 표준궤간(1,435mm)에 원

곡선 구간의 슬랙량(12mm)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검토결과 완화곡선(①, ③) 및 원곡선(②) 구간에서

레일 마모에 따른 연간 궤간틀림 발생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원곡선 구간에서 약 25m 정도 연속적인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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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침목 축방향 균열이 발생하였다.

그림 3. 궤간틀림
Figure 3. Track Gauge Irregularity

2. 수평틀림

수평틀림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발생하였으며, 원곡

선 구간에서는 캔트량(80mm)을 고려하여 좌우 레일의

레일답면의 높이차를 산출하였다.

그림 4. 수평틀림
Figure 4. Cross Level Irregularity

검토결과 궤간틀림이 많이 발생하는 원곡선(②) 구

간에서 좌우 레일의 수평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3

년간 수평틀림은 최대 약 2.5배 증가하였다.

3. 면틀림

면틀림은 그림 5.와 같이 곡선부의 경우 내측레일을

기준으로 길이 방향의 높이차를 나타내며, 결과값은 기

준 레일 보다 높으면 (+) 낮으면 (-) 값을 측정한다.

그림 5. 면틀림
Figure 5. Irregularity in Longitudinal Level

검토결과 완화곡선(①, ③) 및 원곡선(②) 구간에서

레일 길이 방향의 상하 높이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최

대 약 12.7mm 정도 높이차가 발생했다.

4. 줄틀림

줄틀림은 그림 6.과 같이 곡선부의 경우 외측레일을

기준으로 길이 방향의 좌우성분의 틀림량을 나타내며,

결과 값은 궤간 외측으로 틀림량은 (+) 내측으로 틀림

량은 (-) 값을 측정한다.

그림 6. 줄틀림
Figure 6. Irregularity in Lateral Level

검토결과 그림 5.와 같이 면틀림과 동일한 구간에서

레일 길이 방향으로 좌우 성분의 틀림량이 최대 약

12.4mm 정도 나타났으며, 이는 열차의 사행동을 유발

시켜 궤도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증대시킨다.

Ⅳ. 수치해석

1. 해석조건

본 연구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침목 하부에 방진패드

가 부착된 자갈도상 궤도구조[TRACK(A)]와 침목중량

화 및 도상자갈 개량에 따른 궤도구조[TRACK(B)]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콘크리트침목 균열의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개량에 따른 손상저감효과를 입증하고자 한

다.

(a) TRACK(A)

(b) TRACK(B)
그림 7. 자갈도상 궤도구조형식
Figure 7. structure type of ballasted track

수치해석을 위한 대상 구간의 현황 및 궤도구조별

해석조건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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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석조건
Table 1. Analysis condition

TYPE TRACK(A) TRACK(B)
Velocity 30km/h

2.
Section

Radius 180m
Cant 80mm
Slack 12mm

3. Rail 60kgK

4.
Sleeper

category Post-tensioning Sleeper
distance 588mm 625mm
Size 212×240×2,300mm 245×300×2,400mm
Weight 230kg 333kg
USP PUR(10kN/mm) X

5. Gravel 200kN/mm

2. 하중 산정

본 연구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차륜-레일 상호작용

력 동역학 모델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한 궤도 틀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적 하중을 산출하였다.

그림 8. 차륜-레일 상호작용력
Figure 8. Mass-stiffness combinations in the wheel-rail system

동적 윤중의 경우 그림 9.와 같이 현장에서 측정한 면틀

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륜-레일 상호작용력 식을 적용

하여하중값을산출하였다. 산출결과면틀림 6.1mm 구간

에서 동적 윤중이 107.2kN 산출되었다.

그림 9. 동적 윤중 산정
Figure 9. Calculation of dynamic wheel load

동적 횡압의 경우 그림 10.과 같이 현장에서 측정한

줄틀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륜-레일 상호작용력 식을

적용하여 하중값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줄틀림 6.2mm

구간에서 동적 횡압이 89.4kN 산출되었다.

그림 10. 동적 횡압 산정
Figure 10. Calculation of dynamic lateral wheel load

3. 궤도지지강성 산정

자갈도상 궤도구조의 경우 패드와 자갈의 스프링강

성이 열차 하중에 대한 궤도구조의 지지성능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궤도구조별 조합 스프링강성을 산출하여 수

치해석에 적용하였다.

표 2. 자갈궤도의 구조형식별 궤도지지강성 산출
Table 2. Calculation of track support stiffness by structural type

구 분 TRACK(A) TRACK(B)
Rail pad 50kN/mm 200kN/mm
2. Elastic pad - 20kN/mm
3. USP 10kN/mm -
4. Gravel 200kN/mm 200kN/mm
5. Rail Supporting Stiffness 8kN/mm 16.67kN/mm

4.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교량상 급곡선 자갈

도상 궤도구조를 실제 형상과 동일하게 모델링하여 열

차하중에 따른 콘크리트침목의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침목중량화 및 도상자갈 개량에 따른 손상 저감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a) TRACK(A)

(b) TRACK(B)

그림 11. 수치해석 모델링
Figure 11. Numerical analysis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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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프로그램은 Ansys(Ver.17.2)를 사용하였으며 각

각의 궤도구성품별 발생 응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솔리

드 요소(Solid element)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Ⅴ. 궤도구조별 발생응력 검토

1. 콘크리트침목 발생 응력 검토

응력 검토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매립전 부근에서

최대 응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이지볼트

를 체결하는 매립전의 경우 TRACK(A)는 2-Anchor를

TRACK(B)는 4-Anchor를 사용한다.

(a) 평면도[TRACK(A)]

(b) 평면도[TRACK(B)]

그림 12.(a), 12.(b)와 같이 열차 하중에 따른 콘크리

트침목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의 경우 궤도구조별 차이

는 TRACK(A)가 약 1.09배 크게 발생하며 궤도구조별

차이는 미소하였다. 하지만 매립전을 기준으로 침목의

종방향 및 횡방향 절단면 검토결과 최대 응력의 영향범

위가 TRACK(A)에서 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2. 궤도구성품별 발생 응력 검토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구성품별 발생하는 응력을 검

토하기 위해 모델링을 실시하였고, 그림 13.과 같이 하

중발생에 따른 궤도구성품별 발생 응력을 검토하였다.

(a) 게이지간격재

(b) 게이지블록

(c) 게이지볼트

그림 13. 궤도구성품별 발생응력 검토 결과
Figure 13. Results of stress by each track components

검토결과, 그림 13.(a)와같이게이지간격재의경우중

앙부에 국부적인 응력이 발생하였고 최대 발생응력은

TRACK(A) 구조가 약 5.4배 크게 나타났다. 그림 13.(b)

와 같이 게이지블럭의 경우 약 2.4배, 그림 13.(c)와 같이

게이지볼트의경우 TRACK(A) 구조에서약 13.6배크게

발생되었다. 이는열차주행시침목에서발생하는응력의

차이는 미소하지만 각각의 궤도구성품에 미치는 영향은

TRACK(A) 구조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Ⅵ. 결 론

(c) 종단면도[TRACK(A)]

(d) 종단면도[TRACK(B)]

(e) 횡단면도[TRACK(A)] (f) 횡단면도[TRACK(B)]

그림 12. 콘크리트침목 발생응력 검토 결과
Figure 12. Results of stress by concrete sl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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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교량상 급곡선에 부설된 콘

크리트침목의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침목중량화 및 도

상자갈 개량에 따른 손상 저감 효과를 입증하고자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침목의 균열 발생 원인과 궤도틀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궤도검측차(EM30)를 활용하

여 획득한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궤도틀림이

주로 발생하는 구간에서 침목의 축방향 균열이 발생하

였으며, 원곡선 구간의 경우 약 25m 정도 연속적으로

침목 균열이 발생하였다.

2) 수치해석 결과, 궤도구조별 콘크리트침목에 발생

하는 최대 응력 값의 차이는 미소하지만 발생 응력의

경우 게이지볼트를 체결하는 매립전 주변으로 집중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궤도구성품별 발생하는 응력 수

준은 4-Anchor를 사용하는 TRACK(B)의 경우 2-Anchor

를 사용하는 TRACK(A) 구조보다 하중 분산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 수준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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