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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궤도의 궤도지지강성 평가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System
of Track Support Stiffness for Concrete T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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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행 탄성 재료 교체 및 성능평가는 작업성 및 작업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됨은 물론 탄성 재료의

교체시기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탄성 재료의 궤도지지강성 변화율을 상품 한계치

와 기능 한계치를 비교 표시해 줌으로써 탄성 재료 교체의 필요성 및 교체 전, 후의 궤도지지강성 개선효과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또한 궤도지지강성 평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현장시험을 통해

획득한 탄성 재료에 대한 성능평가 데이터가 관리자 컴퓨터에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탄성재료의 교체시기 및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교체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선로 순회하는 작업시간 동안 다수의 측점

에서 탄성재료의 성능 및 상태를 현재 운영상태에서 궤도성능(궤도지지강성) 및 궤도재료의 내구성능(노후화 수준,

물성변화율 등)을 평가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탄성재료를 교체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탄성재료의 성능변화(열화)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궤도유지관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콘크리트궤도, 궤도지지강성, 측정시스템, 탄성재료, 내구성

Abstract A conventional elastic material replac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are very complicated and 
time-consuming, and it is difficult to know when to replace the elastic material in advance. By comparing with 
the product limit and the functional limit, the necessity of elastic material replacement and the improvement of 
track support stiffness according to replacement can be immediately demonstrated based on experimental data. 
Using an evaluation system of track support stiffness, the performance evaluation data for elastic materials 
obtained through field tests using software for track support stiffness is integrated and managed on the 
administrator's computer. Therefore, the replacement plan is established and maintenance history is managed by 
identifying the replacement time and location of elastic material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condition of the elastic material at the various points during the working time of the track inspection and the 
track performance (track support stiffness) and durability of the elastic material (aging level, spring stiffness 
variation rate, etc.) at the operation condition. The elastic material could be replaced timely,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elastic material can be continuously monitored.

Key words :Concrete track, Track support stiffness, Maintenance, Elastic material,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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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철도의 건설선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도시철도 및 일

반철도 노선과 같은 운행선 유지관리(손상평가, 진단 및

보수·보강) 시장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1-4]. 현재 국

내 도시철도의 대부분은 콘크리트 궤도이며 궤도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궤도지지강성(Track support

stiffness)은 레일패드, 방진패드(이하 탄성패드) 등과 같

은 탄성재료의 성능이 중요하다[1,5]. 따라서 노후된 탄

성재료는 레일을 비롯한 구조물에 전달되는 충격하중 및

진동을 증가시켜 승차감저하, 민원유발 및 궤도파괴를

유발한다. 탄성패드는 사용기간의 누적에 의해 노화(열

화)되어 기능을 상실하므로 시기적절한 상태평가 및 교

체 등과 같은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1-6].

현행 탄성재료의 유지관리는 현장에 부설된 탄성패

드를 채취해서 외부의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수직스프

링강성 시험이 전부이며 해당 실험을 위해서는 현장에

서 레일체결을 해체하고 침목을 들어 올려 탄성패드를

빼내야 하는 고가이면서도 위험하고 복잡한 공정의 공

사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궤도성능평가를 위한 방법으

로는 운행선 궤도현장측정이 필요하며 해당 시험을 위

해서는 야간 단전시간대에 현장에 투입되어 윤중 및 횡

압 센서, 변위계 등을 설치하고 주간에 열차 운행시간

동안 운행열차하중 재하시의 궤도의 거동을 측정하여

야 한다[1,2,7,8]. 이러한 궤도현장측정은 임의의 위치에

서 획득되는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부 구간의 성능

을 가늠하는 방법으로써 현장여건을 직접적으로 반영

하기에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1,6]. 또한 기존의 현장측

정을 통한 궤도성능시험은 동적 윤중과 레일 또는 침목

의 변위를 측정하여 궤도지지강성을 산출하고 측정 궤

도지지강성을 바탕으로 레일 하부 또는 침목하부에 설

치되어 있는 탄성패드의 스프링강성을 유추하는 방법

이다[1,2,7,8]. 따라서 현장측정을 통한 궤도지지강성 평

가 및 사용중인 탄성패드의 스프링강성 변화수준을 유

추하는 것이 기존의 궤도지지강성 평가방법의 목적이

었으나 임의의 위치에서의 값밖에는 분석할 수 없었으

며 측정과 분석이 분리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탄성재

료의 노후수준을 판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2,8].

따라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탄성재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철도궤도 탄성

재료 성능시험 및 평가시스템과 같이 야간 순회점검시

간 동안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에서의 탄성재료의 성능

및 상태를 평가하고 성능변화(열화) 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탄성재료를 교체할 수 있는 현

장시험과 분석 및 평가가 통합된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탄성재료의 궤도지지강성 변화율을

상품 한계치와 기능 한계치와 비교 표시해 줌으로써 탄

성재료의 교체사유(교체의 필요성) 및 교체 전, 후의 성

능개선효과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실험데이터를 바탕

으로 입증이 가능한 콘크리트궤도의 궤도지지강성 평

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Ⅱ. 궤도지지강성측정장비및평가프로그램

콘크리트궤도의 궤도지지강성 측정장비는 레일상부

를 가력하여 하중을 인가할 수 있는 엑츄에이터가 핵심

구성요소이며 해당 엑츄에이터는 정, 동적 하중재하가

가능하며 동적하중의 경우 사인파형의 주기하중을 재

하 할 수 있다. 또한 인가하중에 따른 변위응답을 동시

에 측정이 가능하여 하중과 변위를 동시 측정함으로써

하중-변위선도 획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측

정장비의 엑츄에이터를 제어하고 측정데이터신호를 저

장하는 데이터저장장치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 연

구에서 개발한 평가 프로그램(테블릿PC)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측정장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측정신호를 저

장, 취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동식 대차 지그부

는 액츄에이터에 유압을 가해주는 유압모터와 유압을

컨트롤 하고 테블릿PC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제어컨트

롤 박스, 이 모든 장비와 바디프레임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이동식 대차로 구성되어 있다. 궤도지지강성 평가

장비의 전경은 그림 1과 같다[1].

그림 1. 시험 장비 전경

Figure 1. Photograph of tes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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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궤도지지강성 측정장비는 궤도지지강성

평가 프로그램(소프트웨어, S/W)을 이용하여 현재 상

태에서 탄성재료의 물성변화를 산출할 수 있다. 평가장

비를 현장 레일에 거치 후, 별도의 계측을 위한 장비

없이 무선(Wireless)으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시험위

치의 선로제원(미리 입력가능)을 입력하고 시험하중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궤도재료의 성능시험 보고서까지

별도의 가공처리 없이 바로 출력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궤도지지강성 평가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 시스템의 개발장비 통신방법

Modbus/TCP는 각종 자동화 장비감시, 제어가 전 세계

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이다[9]. 평가

장비의 통신은 Modbus/TCP는 개발제품 제어박스의

Ethernet 포트를 이용해 통신을 하는 체계이다[9]. 궤도

지지강성 프로그램(S/W) 중 TSS Tester의 개발환경의

경우 IDE는 Android Studio 2.2.3, Target SDK Level

은 25(Android 7.1.1 Nougat), Min SDK Level은 15를

사용하며 최소 시스템요구사항은 OS는 Android 4.0.4

이상, CPU는 싱글코어 이상, RAM은 256MB, VGA는

1280 x 720 픽셀 이상(7인치 이상 태블릿 환경)을 사용

하며 기타 요구 사항으로는 카메라, Wi-Fi가 있다.

TSS Windows의 개발환경의 경우 IDE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15, Target Framework는 NET

Framework 4.5.2를 사용하며 최소 시스템요구사항은

OS는 Windows Vista SP2 이상, CPU는 싱글코어 이

상, RAM은 1GB 이상을 사용한다[9]. 궤도지지강성 프

로그램(S/W)의 네트워크구조는 그림 2와 같다[9].

그림 2. 측정 및 평가프로그램 (S/W) 개요

Figure 2. Schematics of test and evaluation program(S/W)

철도궤도 탄성재료 성능시험·평가 프로그램(S/W)은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하중-변위 선도를 산출할 수 있

으며, 분석항목으로는 궤도지지강성, 레일지지점 스프

링강성 등이 있고, 평가항목으로는 탄성재료(레일 및

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 변화율, 해당선로의 통과톤수

를 감안한 탄성재료의 적정 교체시기 제시 등이 산출된

다.

또한 본 연구와 평가장비를 현장 레일에 거치 후, 별

도의 계측을 위한 장비 없이 무선으로 테블릿 PC를 이

용하여 시험위치의 선로제원(미리 입력가능)을 입력하

고 시험하중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궤도재료의 성능

시험 보고서까지 출력할 수 있는 궤도지지강성 평가 프

로그램이다. 그림 3∼그림 7은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현장시험을 시행하고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측정

결과를 수집, 정리, 분석 및 평가까지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나리오(Operation procedure)를 나

타낸 것이다[1].

그림 3. 궤도구조형식 선택

Figure 3. Select track types

그림 3은 궤도지지강성 평가 프로그램-Step 1이며

운영기관별로 관리대상 궤도구조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S/W상에 정의(define)된 궤도구조에 대한 대표적인 탬

플릿(Template)을 만들어 두고 User가 선택할 수 있도

록 설정하였다[1]. 또한 해당 템플릿은 User 요청에 따

라 별도로 정한 궤도구조를 삽입, 수정이 가능토록 프

로그램을 설계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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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험구간에 대한 기초정보 데이터

Figure 4. Typical information data of testing section

그림 4는 궤도지지강성 평가 프로그램-Step 2이며

시험대상 선로에 대한 제원 및 전 단계에서 선택한 궤

도구조의 형식에 맞는 선로의 제원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창이 오픈되며 현장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미

리 입력을 해놓을 수 있다[1].

그림 5. 시험조건 설정

Figure 5. Define of test condition

그림 5는궤도지지강성평가프로그램-Step 3이며시험

조건세팅의첫단계로써시험의종류를선택하는것이며,

시험종류는 정적(Static) 또는 동적(Dynamic)으로 구분

된다[1]. 정적시험을 선택하면 시험하중의 크기와 가력

속도, 시험횟수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적시험을 선택

하면시험하중의크기와가진주파수, 하중반복횟수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

동적시험의 하중모델은 사인파형(sine wave) 또는

삼각형 하중 등을 구현할 수 있으며 하중데이터 및 측

정신호의 샘플링 주파수 역시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장비 작동을 위한 버튼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 시험시

작 전 센서와 엑츄에이터의 영점조정(Initializing) 및 시

험을 시작하고 시험중간에 잠시 멈추거나 시험을 완전

히 종료하고 저장하는 등의 작업을 아래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구현이 가능하다[1].

그림 6 하중-변위선도 시험결과 분석 예

Figure 6. Example of test result(load-displacement curve)

그림 6은 궤도지지강성 평가 프로그램-Step 4이며

평가 및 분석단계로써 탄성재료의 노후화 수준(궤도지

지강성)을 평가하는 단계로써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되고 User가 설정한

하중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위가 선택되어 레일지지

점의 스프링강성과 궤도지지강성 및 이의 변화율이 설

계치와 비교하여 분석이 가능하다[1].

그림 7. 궤도지지강성 평가결과

Figure 7. Result of measured track support stiffness

그림 7은 궤도지지강성 평가 프로그램-Step 5이며

Step 4의 평가결과를바탕으로탄성재료의스프링강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과연 “어느 시점에재료를교체

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 및 결과를

제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1].

또한 탄성재료의 교체여부 판정을 위한 기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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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가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기준치를 반영한 프로

그램의자동연산을통해노후된탄성재료의교체시기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다[1]. 또한

교체시점에서의 탄성재료의 재료적 노후화 수준을 D/B

에 저장함으로써 향후 유지관리 및 교체 물량 계획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있다[1].

Ⅲ. 평가 시스템의 현장적용성 분석 결과

관리자 혹은 작업자는 그림 8과 같은 선택창을 이용

하여 원하는 선로의 위치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분석항목을 선택하여 선택된 위치에 해당하는

선택한분석항목에대한결과를비교분석할수있다[1].

분석대상 구간의 선택은 측정구간의 위치를 키로정

으로표기할수있으며원하는구간들을선택하여구간별

탄성재료의 성능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1].

또한 선택이 가능한 분석항목은 측정 하중과 변위

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이가능한항목으로서레일지지점

스프링강성, 궤도지지강성, 레일지지점스프링강성변화율,

궤도지지강성 변화율, 탄성패드의 스프링강성 예측치,

탄성패드 스프링강성변화율, 탄성패드 교체시기, 하중-

변위선도 비교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1].

그림 8. 분석 구간 및 항목 선택

Figure 8. Selection of target section and evaluation items

그림 9에 도시한 그래프를 통해 현재 혹은 특정 측점

에 위치하는 탄성 재료의 궤도지지강성 변화율을 상품

한계치 혹은 기능 한계치와 비교해 봄으로써, 해당 탄성

재료의 노후화 수준, 교체 시기 등을 평가할 수 있다[1].

일반적인 콘크리트궤도에 사용되는 탄성레일체결

장치 또는 궤도시스템의 탄성구성은 한 개 이상의 탄성

재료로 구성되나 전체 궤도지지강성(레일지지점 스프링

강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탄성재료는그중소프트

한 스프링강성을 갖는 탄성재료이다[1].

그림 9. 탄성패드 스프링강성 및 사용수명(교체시기) 산정

Figure 9. Predicted spring stiffness and service life of

resilience pad

따라서그림 9의탄성패드스프링강성 추정식과같이

직렬배치 스프링요소의 조합스프링강성 산정식을 이용

하여레일패드또는방진상자와같이단단한소재의탄성

재료의스프링강성은설계값을인용하고측정레일지지점

스프링강성을대입하여소프트한탄성재료의스프링강성

을유추할수있다[1]. 또한 측정결과를이용하여산출된

탄성재료의 스프링강성을 바탕으로 해당 재료의 설계

기준값(상품한계및기능한계)을사용자가직접입력하여

내구수명 평가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해당기준치에도달하는시기를초기부설일자를기준으로

자동산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1].

그림 9와 같이 교체시기 예측 결과(선형 또는 비선형

회귀분석결과)를 통해교체가필요한탄성재료의위치와

시기를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다[1]. 부가적으로UI 화면

처리부는관리자혹은작업자의요청에따라성능평가가

이루어진탄성재료에대한성능평가보고서를그림 10에

도시한 바와 같은 형태로 표시해 줄 수도 있다[1].

그림 10. 시험 및 분석결과 보고서(예)

Figure 10. Example of test and evalu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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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지지강성 평가 프로그램-Step 6은 현장에서 작

업자가 5단계 까지 수행하게 되면 현장의 작업자가 현

장에서 데이터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도록 현장시험

결과보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이를 운영기관의 관

리자 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1].

현장시험 결과보고서는 편집이 불가한 PDF 파일형

식으로 발송되며 현장측정데이터는 엑셀파일로 별첨으

로 발송되고 관리자의 데스크탑 PC에서 현장에서 측정

한 데이터를 누적, 집계, 분석하여 현장의 궤도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궤도재료의 유지관리

물량을 계획할 때 다음의 패드교체는 언제, 어디를 해

야하는지 손쉽게 탄성재료의 교체 계획수립 및 유지관

리이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다. 본 연

구 평가시스템은 평가장비로 현장에서 측정을 수행하

여 측정위치에서의 측정결과 분석보고서와 현장측정데

이터(Raw data)가 관리자의 메일로 발송되어지는 시스

템이다.

그림 11은 데스크탑 PC용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측정결과를 수집, 정리, 분석 및 평가까지 한번에 수

행할 수 있는 평가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을 나타낸다[1].

그림 11. 분석구간 및 항목 선택 화면(데스크탑(PC)버젼)

Figure 11. Selection of target sections and evaluation

items(Desktop version)

데스크탑 PC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시작화면으로

로딩이 시작되고 로딩이 끝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

어가게 된다. 그림 11은 측정된 원본데이터(*.tssf 형식)

를 데스크탑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게 되면 왼쪽의

Section select에 측정위치와 측정날짜순으로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관리자가 추후에 분석하고자 하는 위치에

서 날짜별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구간별로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1].

관리자용 프로그램에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은 레일

지지점의 스프링강성, 궤도지지강성, 궤도지지강성 변

화율, 탄성패드 스프링강성 예측치, 탄성패드 스프링강

성 변화율, 누적통과톤수에 따른 스프링강성 변화율, 하

중-변위선도이다. 또한 각각의 분석항목별로 화면을 프

린트 할 수 있는 기능과 분석항목별로 엑셀파일로 추출

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1].

분석항목을 선택하면 분석항목별 화면으로 이동되며

해당화면에서 엑셀파일로 추출이 가능하다[1]. 본 연구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구간별 측정데이터가 누적이 되

면 노후된 탄성재료의 교체시기(유지관리이력 확보가

능)를 정량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

지관리 및 교체 물량 계획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12 분석구간별 레일지지점 스프링강성 및 궤도지지

강성 현황(예)

Figure 12. Example of spring stiffness and track support

stiffness of resilience pad by various locations

그림 12와 같이 기준값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검정색

심볼로 표기되고 상품한계를 초과하는 단계에서는 파

란색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기능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됨으로서 탄성재료 교체의 공학적 판

단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1].

또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의 경우 향후 기능한

계를 초과하는 시기를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탄성재료

교체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교체공사를 계획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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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궤도의 궤도지지강성 평가시스템

에 대한 연구로서 궤도지지강성 측정장비와 함께 측정

장비를 제어하고 측정결과를 저장,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용성 측면

에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시스템은 탄성 재료의 궤도지지강성

변화율을 재료 한계치와 기능 한계치와 비교 표시해 줌

으로써 교체의 필요성 및 교체 전, 후의 성능개선효과

를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으며, 탄성

재료에 대한 성능평가 데이터가 관리자 컴퓨터 등에 통

합 관리되며 다음 교체는 언제, 어디를 해야 하는지 등

의 교체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가 가능한 점

이 특징이다.

현재 운영 상태에서 궤도지지강성 및 탄성재료의 내

구성능(노후화 수준, 물성변화율 등)을 평가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탄성재료를 교체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

로 탄성재료의 열화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궤도

유지관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평가시스템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중인 선로에서 직접 시험하여 결과를 분석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측점에서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따라

서 별도의 궤도공사 및 실내시험이 불필요하고 철도운

영기관에서 선로 순회하는 작업시간 동안 다수의 측점

에서 탄성재료의 성능 및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 국내

궤도재료의 성능평가 방법을 경제적, 효과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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