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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ailway. Tie supports rail and plays a role that distribute train load to the ballast. Also, Tie and ballast 
resist against external force and fix the track position. But, weakening resistance of ballast and tie cause 
vertical displacement of tie and track irregularity. 
 For reinforcement of track stiffness and reduction of track irregularity, KORAIL has developed Multi Branch 
type tie(GLORY Tie) that reinforced resistance than general PCT and installed in order to test in the field. 
 This study measured and analyzed lateral resistance of ballast, wheel load of rail, bending strain of rail foot, 
vertical displacement and vibration acceleration of tie in order to evaluate performance of Multi Branch type 
tie in the fiel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est, Multi Branch tie is excellent than general tie about lateral 
resistance of ballast and vertical displacement of tie. And, gap of measurement value between Multi Branch 
type tie and general tie about wheel load of rail, bending strain of rail foot were very small. 

1. 서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정책 추진의 활성화로 철도산업이 그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철도의 역

할증대 및 철도수송 수요의 증가, 고속열차의 기존선 진입에 따른 열차속도 상승 등으로 철도수송의 안

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속도향상과 열차안전운행의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레일 중량화 및 장대레일화를 진행해 왔으며, 철도 침목의 중요성도 부각되어 여러 형태

의 침목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었으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이며 저항력

과 내구성이 뛰어난 새로운 침목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

다.

궤도는 노반 위에 도상, 침목, 체결장치, 레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구조로 각 요소마다의 역학적

인 특성이 있고, 차량하중 및 온도변화에 따른 레일의 수축․팽창으로 침목의 활동이 발생된다. 특히 여

름철에는 높은 대기온도의 영향으로 레일에 과도한 축력이 생겨 궤도좌굴에 의한 탈선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를 저항하는 도상자갈의 저항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열차하중 등에 의해 자

갈이 마모되고 가라앉게 되어 침목의 횡방향 저항력이 떨어지고, 궤도틀림이 진전되어 취약구간에는 잦

은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도상저항력을 현재보다 증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

로 궤광의 횡강성 증진을 위해 침목들이 횡방향 활동에 대해 함께 저항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구조

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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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레일은  궤도 강성 증대와 궤도틀림 저감을 위해 기존의 일자형 PC침목에 비해 높은 저항특

성을 갖는 다지형(H형) 침목을 개발하여 시험 부설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설된 다지형(H형) 침

목과 일반 일자형 PC침목을 대상으로 계측 및 테스트를 통한 현장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2. 다지형 침목 개요 

다지형 침목은 2006년 2월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2010년 2월 첫 제품 생산과 2010년 9월 운행선에 

시험부설까지 수행하였다. 다지형 침목의 형상과 그 제원은 그림 1과 같으며, 침목의 실내시험 성적은 

표 1과 같다.

   

그림 1 다지형 침목 형상 및 크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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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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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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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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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PC 침목 243 274 92 OL 이상없음 84.5 57 58 57 57

다지형 PC 침목 260 260 171 OL 이상없음 85.7 61.0 59.3 60.3 60.2

표 1 일반PCT와 다지형 침목의 시험성적 비교

실내시험의 시험성적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TR 0008-09R)을 모두 만족하며 전반적으로 다지형

침목의 성능이 일반 PC침목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지형 침목 현장 성능평가

3.1 계측항목 및 개요

다지형 침목은 2010년 9월 7일 충북선 오근장역(상)내의 목침목 80정을 다지형 침목 40정으로 교체

하는 시험부설이 진행되었다. 계측항목은 도상 횡저항력, 궤도윤중, 레일 휨변형율, 침목 수직변위를 측

정하였다. 계측현장의 개요는 표 2와 같으며, 계측위치 및 센서 배치도는 그림2 및 그림 3과 같다.

선별 역구간 상하 위치 직곡 레일종류 체결구

충북선
오근장역

구내
상

21k410
인근

직선 50kgN
팬드롤
e클립

표 2 계측현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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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측 위치 및 센서 배치도

  

그림 3 횡저항력 측정 개요도

3.2 항목별 계측 및 결과 분석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계측 프로그램은 NI 社의 Labview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그림 4와 같이 계측 

모듈을 구성하였으며, DAQ(Data Acquisition) 모듈은 NI9237릉 사용하였다. 현장측정은 그림 5 및 그

림 6과 같이 궤도윤중, 레일 휨변형율, 침목수직변위와 도상 횡저항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4 Labview로 구성한 계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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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측센서 설치 및 측정 전경

그림 6 도상 횡저항력 측정 전경

측정결과는 항목별로 그림 7 및 그림 8에 나타냈다.

궤도윤중은 대체적으로 다지형 침목구간에서 작게 나타났으며, 레일 휨응력은 대상 구간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일반PC 침목 구간보다는 다지형 침목 구간에서 레일 휩응력이 조금 작

거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차량주행 영향에 의한 침목 수직변위는 다지형 침목구간에서의 측정값이 일반 

PC 침목 구간보다 약 2배 정도 작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다지형 침목의 중량화와 침목 저면의 면적이 

증대되어 열차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증대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a) 궤도 윤중 (b) 레일 휨 응력

그림 7 윤중 및 레일 휨응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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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침목 수직변위 (b) 도상 횡저항력

그림 8 침목 수직변위 및 도상횡저항력 비교

도상 횡저항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일반 PC 침목 구간과 다지형 침목구간에서 횡저항력을 측정한 결

과, 두 구간 모두 선로정비지침 기준인 400Kgf/m(≒3.92KN/m)를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

만, 상대적인 비교시 일반 PC 침목 구간에 비해 다지형 침목구간에서의 도상 횡저항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변위 2mm까지 측정을 해야 하나 도상 횡저항력 측정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

다. 그림 8의 (b)에서 일반 PC침목의 2mm 변위에 대한 도상 횡저항력은 측정이 가능하였지만 다지형 

침목의 변위 2mm에 대한 도상 횡저항력은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지형(H형) 침목 시험부설 구간과 일자형 PC침목 부설 구간에서의 궤도부담력과 도

상 횡저항력을 측정하여 상호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윤중 측정 결과 일반PC 침목구간보다 다지형 침목구간에서 측정 값이 더 작게 나타났다.

2. 레일 휨응력은 다지형 침목 구간과 일반 PC침목 구간의 값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침목 수직변위는 다지형 침목구간에서 월등히 작은 값을 보였다.

4. 일반PC침목 구간과 다지형 침목 구간에서 도상횡저항력은 기준치 값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다지형 

침목구간의 횡저항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다지형 침목은 일반PC 침목에 비해 현장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궤도 강성 강화의 방안으로 다지형 침목을 사용한 효율적인 선로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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