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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inuous welded rail(CWR) track without the rail expansion joint has many advantages over the 
conventional track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the speed-up and the ride comport. However, due to the excessive 
axial force in the CWR and the track-bridge interactive behavior, inevitably, the rail expansion joint must be 
installed at the vulnerable zone such as the bridge end zone, etc. In this rail expansion joint zone, the frequency 
of the maintenance work to repair the track irregularity is on the rise. This is because that the creep of the sleeper 
is occurred in the moveable zone of the rail expansion joint. In this study, among the several options for reducing 
the track irregularity on the rail expansion joint zone, the application and efficiency of the tied sleeper is 
investigated. Field test construction has been conducted, then the progress of the track irregularity and the frequency 
of the maintenance work are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filed test construction. 

1. 서론

  레일신축 이음부가 없는 장대레일 궤도는 기존 궤도에 비해 고속화, 승차감 등 많은 분야에서 많은 장점
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장대레일에 발생하는 과도한 축력과 궤도-교량 상호작용에 의해 불가피하게 레
일신축 이음부를 교량 단부 등과 같은 취약부에 설치해야 한다. 레일신축 이음부는 장대레일 구간에서 온
도 변화량에 따라 발생되는 신축량을 흡수시키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한 장치로써, 레일 신축이음부 구조
상의 강성 차이로 인해 주행하는 차량의 진동효과 등 충격에 의한 궤도틀림이 진전되는 궤도 손상 문제뿐
만 아니라 레일신축 이음부 전․후 구간에서의 침목의 활동을 유발시켜 자갈도상의 이완, 마모에 의한 입도 
불량 등 도상의 불안정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때문에 이 구간의 궤도틀림을 보수하기 위한 유지
보수 작업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레일신축 이음의 가동구간에서 발생하는 침목의 크리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레일신축 이음구간의 궤도틀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레일과 침목의 거동을 분리
시키는 종방향 활동체결구 설치, 침목 일체화 거동을 위한 침목결속, 도상안정제 살포 등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레일신축 이음구간의 궤도틀림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결속침목의 적용성과 효율성을 
연구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결속침목의 효과 및 현장 시험부설 전․후의 궤도틀림 진전과 유지보수 작
업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2. 본론
2.1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침목결속의 효과 분석
  자갈도상 장대레일 궤도를 보요소와 스프링요소를 이용한 재료 기하 비선형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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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신축 이음부 침목결속에 따른 침목의 종방향 변위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1) 신축 이음매 단부는 종방
향 자유단으로 설정하였으며 횡방향 변위는 모두 구속하였다. 온도하중은 중립온도로부터 약 40℃ 온도 변
화할 때를 최대 온도변화량으로 가정하고 침목을 결속하지 않았을 때와 결속침목 수를 7정, 10정, 15정, 
20정으로 증가시켜 신축 이음매 단부에서의 침목의 종방향 변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침목결속을 하지 
않았을 때 침목의 종방향 변위는 31.14mm로, 이에 비하여 7정 결속했을 때(30.32mm) 0.82mm감소, 10정 
결속했을 때(29.92mm) 1.22mm감소, 15정 결속했을 때(29.28mm) 1.86mm감소, 20정 결속했을 때
(28.68mm) 2.46mm 감소하여 침목결속 수가 증가할수록 침목변위는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속된 
침목의 일체화 거동으로 결속구간내의 침목변위는 거의 일정하나, 침목이 결속된 구간의 중간지점 정도부
터는 침목결속이 없을 경우보다 변위량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게 되는 소정
의 변위량을 적절한 침목결속 수의 결정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1. 침목결속 수에 따른 침목 종방향 변위

2.2 침목결속 전․후의 유지보수 실적 및 궤도틀림 진전
  결속침목 효과의 분석을 위해 경부고속선 갈원교에 위치한 레일 신축이음부에 2008년 5월 14일 현장 시
험부설을 시행하였으며, 설치 전 730일(‘06.05.14~‘08.05.13)과 설치 후 730일(‘08.05.15~‘10.05.14)의 
유지보수 작업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치 전과 
동일한 기간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10년 05월 14일까지의 데이터만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침목결속은 
그림 2와 같이 ㄷ형강 2개를 사용하여 20정 결속하였으며 침목의 상면을 천공한 후 에폭시 실링으로 앵커
를 장착하여 고정하였다. 

그림 2. 침목결속 장치의 현장 시험부설
  표 1은 침목결속 장치 설치 전․후의 유지보수 작업이력을 나타낸 것으로, 침목결속 이후 730일(2년) 
동안에 유지보수 작업일수가 15일 감소하였고(40.5%), 최소 작업주기는 6일, 최대 작업주기는 51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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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평균 작업주기가 14일 증가하였다(73.7%).

구분 작업일수(일) 최소/최대
주기(일) 평균주기(일)

증감효과
작업일수(%) 평균주기(%)

설치 전 37 1/60 19
40.5 73.7설치 후 22 7/111 33

비교 -15 6/51 14

표 1. 침목결속 장치 설치 전․후의 유지보수 작업이력

  또한 궤도틀림의 검측 데이터를 통하여 평균값에 대한 분산정도를 평가하는 표준편차 방법에 의한 궤도 
품질지수(TQI)2)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데이터의 측정 범위는 침목결속 장치 중간을 기준으로 북쪽 방향
으로 20m(차트에서 1)와 남쪽 방향으로 20m(차트에서 2)로, 침목결속 이후의 TQI 값이 비교적 작은 값
으로 분포되어 궤도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침목결속에 의해 궤도틀림 진전 방지에 효과가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침목결속 장치 설치 전․후의 궤도 품질 지수 비교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레일신축 이음구간의 궤도틀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결속침목의 효
과 및 현장 시험부설 전․후의 궤도틀림 진전과 유지보수 작업의 빈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
다.
  (1) 유한요소해석 결과, 침목결속 수가 증가할수록 레일신축 이음매 단부에서의 침목변위는 감소된다. 따
라서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게 되는 소정의 변위량을 적절한 침목결속 수의 결정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침목결속 전․후의 유지보수 실적 분석 결과, 침목결속 이후 730일(2년) 동안에 유지보수 작업일수가 
15일 감소하였고(40.5%), 평균 작업주기가 14일 증가하였다(73.7%).
  (3) 침목결속 전․후의 궤도 품질지수(TQI) 분석 결과, 침목결속 이후의 궤도 품질이 향상되어 궤도틀림 
진전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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