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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ck accompanies the process that track alignment by traffic loads is changed. A change of track 
alignment affects the running safety and riding comfort of train. This is called a track irregularity.
  The most important task in maintaining the track is to manage these track irregularity within quality 
parameters. Today, track maintenance of urban transit is enforcing immediate maintenance about section 
exceeding a safety standard by applying track recording data got through Integrated Measurement. This method 
is advantage of being easy of the maintenance assesment in case of the running safety, but is disadvantage of 
being difficult in case of the riding comfort of train.
  In this study, we propose track irregularity deviation of each track system depending on the time series and 
present about utilization plans of the Track Irregularity Progress Rate.

1. 서 론
궤도는 열차 운행에 의하여 시간에 따르는 궤도선형 변화 과정을 수반한다. 이 궤도선형의 변화는 주

행안정성 및 승차감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궤도선형의 변화를 궤도틀림이라 한다. 
궤도유지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이러한 궤도틀림을 설정 기준값 이내로 관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도시철도 궤도유지보수는 종합검측차를 통해 얻어진 검측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에 대한 보수 기준치를 초과하는 개소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행 안전성 측
면에서는 유지보수의 판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승차감 측면에서의 유지보수작업 판정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궤도 유지보수 체계에서의 주행 안정성뿐만 아니라 승차
감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표준편차 관리법을 도입한 유지보수체계를 함께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는 표준편차 관리법에 의한 도시철도 궤도시스템별 궤도틀림 진행 정도를 모니터링 하여 각 
궤도시스템이 가지는 궤도틀림 표준편차가 시계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궤도
시스템별, 그리고 각 Segment 별 궤도틀림진전율의 활용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하며 또한 진전율에 
따르는 정성적인 궤도상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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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궤도틀림 측정원리
2.1.1 종합검측차 개요
궤도틀림데이터는 종합검측차(Roger  600)에서 얻어진 검측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궤도를 검측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관성 검측과 다른 하나는 현-종거 검측이다. 현-종

거 검측방식은 모든 속도에서 정확하게 검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이기능과 연결된 왜곡을 피하기 
위해 컬러링 공정이 요구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종합검측차는 두 번째인 현-종거 검측방식에 의하여 
궤도틀림을 검측하게 된다.

궤도검측의 본 방식은 레일의 내측 상부에 있는 단면을 모은 3개의 검측지점(전방, 중앙, 후방)을 토
대로 한다. 모아진 6개의 단면은(각 레일당 3개) 카메라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이 된다. 이때 
카메라는 2차원 형식을 통해 3차원 방식을 기술한다.

종합검측차의 사진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종합검측차 Roger-600

 

구    분 제    원 검측방식
최고속도 80km ■ 비접촉식(레이저)

 ○ 레이저와 고해상도 CMOS  
    카메라를 이용한 삼각측정  
 ○ 해상도 1024 × 1280
 ○ 레이저 분광을 통한 
    비접촉식 검측

차체중량 50ton 
전    장 19.2m
검측특성 비대칭 

현정시법
검측항목 궤도, 전기, 

시설 등 

도표 1. 종합검측차 제원

2.1.2 전달함수
앞에서 밝혔듯이 현-종거 방식은 전이기능과 연결된 왜곡을 피하기 위해 컬러링 공정이 요구된다. 
컬러링이라 부르는 공정을 통한 필터링은 사용하는 현과 종거로부터 데이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

요한 것으로 실제의 궤도틀림과 검측차에서 측정되는 값의 관계는 전달함수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된다.
검측시스템을 통하여 측정된 검측값은 필터 또는 검측시스템 자체의 필터링 효과에 의하여 변화된 궤

도틀림을 제공하며 전달함수 H(ν)는 입력신호 x와 출력신호 y사이의 변형의 정도를 주파수 영역에 표
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0]

    ×                                (1)

종합검측차의 경우(Roger-600)의 경우, 면 및 줄틀림 측정시 a=4.7m, b=11.39m의 검측현을 갖는 
비대칭현 검측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2. Roger-600 검측현 특성
   

그림 3. Roger-600 전달함수

여기서, - λ : 파장
       - ν : 공간주파수 (ν=1/λ)
       - 입력 x의 프리에 변환 X
       - 출력 y의 프리에 변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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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궤도틀림 데이터 처리 방법
2.2.1 단일결함 궤도관리 
현재 국내 도시철도에서는 궤도검측차 데이터 중 단일 틀림치가 경계값(Threshold)을 초과하는 개소

에 한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4]는 2호선 시점 기준 27k345m 지점의 
궤간틀림 지적개소로 “-” 경계값을 초과하는 개소로서 2011년 3월과 2011년 5월의 검측된 궤간틀림 
Graph를 중첩하여 진행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201103 201105

그림 4. 단일결함 궤도관리 궤도검측 Graph

2.2.2 품질지수를 이용한 궤도관리[4][6]
(1) P값을 이용한 궤도관리
검측된 궤도틀림자료 중 3mm를 초과한 부분의 비율(%)을 궤도틀림지수(P)로 관리하는 방법
(2) 표준편차를 이용한 궤도관리
궤도틀림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간주하고 궤도틀림의 평균값에 대한 분산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3) 평균편차를 이용한 궤도관리
궤도틀림의 분포를 정규분포가 아닌 지수분포로 추정하여 집단의 불균일성을 나타내는 방법

2.2.3 진전율에 의한 궤도관리[6]
정기적인 궤도틀림 검측데이터의 결과에 대한 궤도품질지수를 이용하면 궤도틀림의 진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궤도의 일정구간에 대한 각각의 궤도품질지수를 회귀분석하여 이 값의 진행율을 파악하면 향
후 궤도관리기준의 초과 시기를 예측하여 예방보수가 가능하게 된다.

3. 궤도시스템별 표준편차 산출
3.1 궤도시스템 Segment 분류
3.1.1 Segment 정의
궤도의 틀림 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성품의 종류, 구조물의 유무, 도상종류 등 궤도의 속성이나 

특성별로 동질성(Homogeneity)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궤도를 분할(Segmentation)하여야 하며 동질성이 
확보된 각각의 분할 구간을 하나의 세그먼트(Segment)라 정의한다[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질성의 확보된 Segment 선정을 위하여 지하철이 운행중인 서울메트로 2호선
의 일부를 샘플링하여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 중 궤도시스템별로 직결식 Track System(ALT), 방진
상 Track System(영단형), B2S Track System 구간으로 구분하여 필요 Segment를 정의하였다. 

3.1.2 현장 개요
자갈 궤도 시스템 현장시험 구간은 서울메트로 2호선 시기 28k700m~29k300m, 44k400m~800m 구

간으로 200m를 한 Segment로 하여 내, 외선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직결식 궤도 시스템(ALT) 
현장 시험구간은 2호선 시기 40k800m~41k800m 구간으로 당산교량상이며 방진상 궤도 시스템(영단
형) 현장 시험구간은 2호선 시기 31k800m~32k000m, 37k500m~37k900m, 38k200m~400m, 
39k600m~800m, 47k000m~400m 구간으로 PTT(PostTensioned Concrete Tie)이루어져 있다. B2S 
궤도 시스템 현장 시험구간은 2호선 시기 38k800m~39k400m 구간으로 60kg 레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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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Track System 방진상 Track System(영단형)

직결 Track System B2S Track System
그림 5. 궤도시스템별 현장사진

3.2 궤도틀림 표준편차 산출
3.2.1 개요
궤도틀림진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궤도시스템 Segment에 대한 각각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시계열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해당 
Segment 종합검측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서울메트로 2호선 내 ․ 외선 구간 중 궤도시스템으로 구
분되는 200m, 20개의 Segment(샘플링 수 160개)를 선정하여 궤도틀림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특히 궤도틀림진전율을 구하기 위한 샘플링개소의 궤도유지보수실적(인력보수 및 기계화작업)을 적용
하였다. 

3.2.2 표준편차 시계열 현황
[그림 6]은 각 Segment의 면틀림과 줄틀림 등 궤도틀림 표준편차의 시계열 변화 샘플링 결과 중 일

부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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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궤도틀림 표준편차 시계열 현황 

4. 궤도틀림진전율 시계열 분석
4.1 궤도시스템 틀림진전율
산출된 궤도시스템별 표준편차 데이터의 분석은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Segment별 궤도틀림진

전율은 선형회귀분석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계수 값을 사용하였으며 결정계수는 0.53~0.98 수준으로 제
약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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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도표 5]는 각 궤도 시스템 Segment에서 얻어진 궤도틀림진전율의 결과이다.

구간시점(km) 좌,우 면틀림 줄틀림
내선 외선 내선 외선

28.7 Left 0.001 0.0672 0.013733 0.0061
Right 0.0152 0.0393 0.0152 0.02035

28.9 Left 0.0215 0.0431 0.00885 0.00705
Right 0.0202 0.0215 0.01515 0.01225

도표 2. 자갈 궤도 시스템

구간시점(km) 좌,우 면틀림 줄틀림
내선 외선 내선 외선

40.8 Left 0.011 0.0187 0.0358 0.0282
Right 0.0211 0.0167 0.0125 0.0186

41.0 Left 0.003 0.043 0.006 0.002
Right 0.0021 0.0018 0.0089 0.0019

도표 3. 직결식 궤도 시스템(ALT)

구간시점(km) 좌,우 면틀림 줄틀림
내선 외선 내선 외선

31.8 Left 0.004 0.009 0.0128 0.004929
Right 0.0094 0.0087 0.0167 0.0044

37.5 Left 0.003783 0.0079 0.006473 0.0223
Right 0.008327 0.0458 0.0039 0.0026

도표 4. 방진상 궤도 시스템(영단형)

구간시점(km) 좌,우 면틀림 줄틀림
내선 외선 내선 외선

38.8 Left 0.0019 0.0008 0.0013 0.0031
Right 0.005 0.00355 0.0026 0.00535

39.0 Left 0.0073 0.0011 0.01315 0.0022
Right 0.0062 0.0014 0.00845 0.0101

도표 5. B2S 궤도 시스템

4.2 궤도틀림진전율 분석 및 활용
4.2.1 궤도지지강성과의 비교
궤도지지강성은 주행열차 하중에 대한 궤도의 지지성능을 나타내는 궤도성능 및 품질평가의 지표로써 

도상형식 및 궤도구조별로 각기 상이한 특성치를 갖게 되며 따라서 특정 궤도시스템의 고유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5].

궤도지지강성의 경우 시간에 따르는 탄성재의 노후와 마모 등으로 인하여 그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실제 측정에 의한 궤도지지강성이 아닌 이론에 의해 계산된 궤도지지강성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궤도틀림 표준편차 해석에 사용한 궤도틀림데이터가 종합검측차에 의한 동적틀림 데이터이므로 지
지강성 또한 동적강성을 이용하였다. 궤도시스템별 궤도지지강성 이론치는 [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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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allast Concrete
Elastic Fastening Rail Floating Sleeper Floating

Bad Well E Type B Type L Type P Type
탄성재
물성치 

(kN/mm)
(정적/동적)

Wedge - - - 4.2/6.3 - -
레일패드 400 600 600 - 400 450
방진패드 - - 20/30 15/22.5
방진상자 - - - - 2000 2000

도상 200 - - - - -
레일지지점 스프링계수
(kN/mm),(정적/동적) 133.3 14.54/21.55 16.77/25.158 4.2/6.3 18.9/27.5 14.14/21.21

침목간격(mm) 625 618 625 634 625 625
이론 궤도지지강성

(kN/mm),(정적/동적) 213.28 23.53/34.87 26.83/40.24 6.63/9.94 30.2/44.0 22.62/33.94

도표 6. Track support stiffness of track type[5]

현장의 실측데이타를 활용하여 산출된 궤도시스템별 궤도틀림진전율은 [도표 7]과 같다.

구    분 면틀림 줄틀림
자갈 궤도 시스템 0.026615 3.8 0.012634 2.0

직결식 궤도 시스템 0.006995 1.0 0.007985 1.3
방진상 궤도 시스템 0.007961 1.1 0.010772 1.7
B2S 궤도 시스템 0.008604 1.2 0.006358 1.0

도표 7. 궤도 시스템별 궤도틀림진전율

[도표 8]에선 궤도 시스템별 궤도지지강성과 궤도틀림진전율을 비교하였다.

궤도구조
이론 궤도지지강성

(kN/mm)(동적)
궤도틀림진전율(mm/분기)

면틀림 줄틀림

Ballast 213.28 6.3 0.026615 3.3 0.012634 2.0
Elastic Fastening-B Type 40.24 1.2 0.008604 1.1 0.006358 1.0
Sleeper Floating-P Type 33.94 1.0 0.007961 1.0 0.010772 1.7

도표 8. 궤도 시스템별 궤도지지강성과 궤도틀림진전율

면틀림의 경우 산출된 궤도틀림진전율과 궤도지지강성을 비교해보면 시스템별 궤도틀림진전율은 궤도
지지강성과 마찬가지로 Elastic Fastening B type(B2S 궤도 시스템)이 Sleeper Floating P Type(방진
상 궤도 시스템) 보다 빠른 진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줄틀림의 경우에는 방진상 궤
도 시스템의 궤도틀림진전율이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곡선부에 시공되는 방
진상 궤도 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2 곡선부 궤도틀림진전율
면틀림의 우곡선의 경우 원곡선의 안쪽 레일이 되는 Right 레일의 틀림진전율이 바깥쪽 레일이 되는 

Left 레일에 비하여 궤도틀림진전율이 빠름을, 그리고 좌곡선의 경우는 원곡선의 안쪽레일이 되는 Left 
레일이 바깥쪽 레일이 되는 Right 레일에 비하여 틀림진전율이 빠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열차의 
중력방향의 힘이 안쪽레일에 더 집중해서 작용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줄틀림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곡
선의 경우 원곡선의 안쪽레일이 되는 Right 레일의 틀림진전이 바깥쪽 레일인 Left레일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왔으며 그리고 좌곡선의 경우는 원곡선의 안쪽레일이 되는 Left 레일의 틀림진전율보다 바깥쪽 
레일이 되는 Right 레일의 경우 더 빠른 궤도틀림진전율을 보였다. 줄틀림의 경우 바깥쪽 레일의 틀림
진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Segment의 경우 열차 운행에 의한 원심력으로 인하여 중력이 궤도의 중심
이 아닌 바깥쪽으로 향한 경우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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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시점(km) 좌,우
면틀림 줄틀림

현장개요
내선 외선 내선 외선

31.8
Left 0.004 0.009 0.0128 0.004929

우곡선
Right 0.0094 0.0087 0.0167 0.0044

37.5
Left 0.003783 0.0079 0.006473 0.0223

우곡선
Right 0.008327 0.0458 0.0039 0.0026

37.7
Left 0.0023 0.001926 0.0108 0.0102

우곡선
Right 0.0106 0.010559 0.0054 0.0104

38.2
Left 0.001148 0.0011 0.005 0.01077

우곡선
Right 0.0093 0.0086 0.005011 0.032382

39.6
Left 0.0067 0.0045 0.0096 0.007096

우곡선
Right 0.0081 0.000266 0.01888 0.0235

47.0
Left 0.010694 0.019 0.006712 0.005906

좌곡선
Right 0.0084 0.001999 0.0195 0.0272

47.2
Left 0.003944 0.0084 0.0049 0.0002

좌곡선
Right 0.005969 0.0025 0.0063 0.00775

도표 9. 곡선부 궤도틀림진전율

4.2.3 접속부 궤도틀림진전율
[그림 7]은 당산역 자갈 궤도 시스템에서 당산교량 직결식 궤도 시스템(ALT)으로 이어지는 경계부

이며 [도표 10]은 접속부 궤도시스템의 궤도틀림진전율이다. 

그림 7. 자갈도상-교량 접속구간 전경 

  

구간시점
(km)

좌,우
면틀림 줄틀림

내선 외선 내선 외선

40.8
Left 0.011 0.0187 0.0358 0.0282

Right 0.0211 0.0167 0.0125 0.0186

41.0
Left 0.003 0.043 0.006 0.002

Right 0.0021 0.0018 0.0089 0.0019

41.2
Left 0.0026 0.0039 0.0017 0.0043

Right 0.0011 0.0009 0.0017 0.007

41.4
Left 0.0032 0.0013 0.0017 0.0007

Right 0.0011 0.0023 0.0027 0.0017

41.6
Left 0.0035 0.0004 0.0069 0.009

Right 0.001 0.0012 0.0063 0.0021

도표 10. 접속부 궤도틀림진전율

흔히 철도에서 접속구간은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 사이의 노반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이나 궤도
구조형식이 변화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들 구간에서는 궤도지지강성이 갑작스럽게 변화함으로써 레일변
위가 급하게 변화하여 차량의 이상 진동 및 충격 윤중이 발생. 열차의 진동은 차량의 주행안정성 및 승
차감을 저하시키고 충격 윤중은 노반의 침하 및 궤도재료의 열화, 손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갈도상 궤도구조에서의 접속구간은 노반강성이 차이가 생기는 교량경계부와 터널경계부가 가장 보편
적인 천이접속형태이다.[7].

[도표 10]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량부와의 접속구간을 포함한 40.8km의 Segment가 다른 Segment
에 비하여 면틀림, 줄틀림 모두 가장 빠른 궤도틀림진전율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면틀림의 경
우 40.8km Segment의 궤도틀림진전율 평균은 다른 Segment의 궤도틀림진전율 평균에 비하여 약 3.7
배, 줄틀림의 경우는 약 5.9배에 이른다.

또한 [그림 8]과 같이 시계열에 따른 각 Segment의 표준편차 추이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접속구간
인 40.8km Segment의 경우가 가장 큰 궤도틀림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교량부 접속구간에서 멀어
지는 41.0km, 41.2km, 41.4km, 41.6km Segment의 궤도틀림 표준편차는 순차적으로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량 중간에 이르는 41.4km, 41.6km Segment는 표준편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
아 접속구간에서 멀어짐에 따라 궤도가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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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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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egment별 표준편차 변화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중인 서울메트로 2호선 궤도 시스템에 따르는 궤도틀림진전율을 산출하고 그 활용

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궤도틀림 데이터 처리방법과 궤도틀림진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궤도시스템별 틀림표준편차 및 각 궤도시스템의 틀림진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궤도 시스템별 궤도틀림진전율을 분석한 결과, 면틀림과 줄틀림 모두 자갈 궤도 시스템이 가장 
빠른 진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느린 진전율은 면틀림에서는 직결식 궤도 시스템, 줄틀
림에서는 B2S 궤도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자갈 궤도 시스템에서 가장 빠른 진전율을 보이는 이유는 자
갈도상의 경우 진동에 의한 능각의 마모로 인한 세립화로 탄성수준이 저하되어 충분한 거동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궤도의 고유한 값인 궤도지지강성과 비교 분석한 결과, 궤도지지강성이 가장 큰 자갈 궤도 시스
템에서 궤도틀림진전율 역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궤도 시스템의 경우 궤도지지강성
과 마찬가지로 Elastic Fastening B type이 Sleeper Floating P Type보다 빠른 진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줄틀림의 경우에는 반대로 Sleeper Floating P Type의 궤도틀림진전율이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곡선부에 시공되는 방진상 궤도 시스템의 특성의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된다.

(3) 곡선부에서의 궤도틀림진전율의 경우 면틀림에서는 우곡선의 경우 원곡선 안쪽 레일의 틀림진전
율이 바깥쪽 레일에 비하여 높음을 그리고 좌곡선의 경우 또한 원곡선의 안쪽레일이 바깥쪽 레일에 비
하여 틀림진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면틀림의 경우 해당 Segment의 열차의 중력방향의 힘

이 안쪽레일에 더 집중해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줄틀림에서는 우곡선의 경우 원곡선의 안쪽레일이 바깥쪽 레일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왔으며 좌곡선
의 경우는 원곡선의 안쪽레일 보다 바깥쪽 레일이 더 빠른 궤도틀림진전율을 보여 해당 Segment의 경

우 중력 방향이 주행 원심력에 의하여 궤도의 중심이 아닌 바깥쪽으로 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교량부와의 접속구간에서의 궤도틀림진전율은 접속구간의 Segment가 다른 Segment에 비하여 면
틀림, 줄틀림 모두 가장 빠른 궤도틀림진전율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교량부 접속구간에서 
멀어지는 41.0km, 41.2km, 41.4km, 41.6km Segment의 궤도틀림 표준편차는 순차적으로 작아짐을 확
인할 수 있고 교량 중간에 이르는 41.4km, 41.6km Segment는 표준편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접속구간에서 멀어짐에 따라 궤도가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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