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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ravel roadbed is gradually turn down by repetitive loading of train, lasting work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rack is necessary to reduce the settlement of roadbed and the

deterioration of track. Despite of above weak point, gravel roadbed has become a basic structure of

roadbed at the present time. But request for new structure of roadbed is recently presented to settle

an increased transportation capacity of track, and to solve a shortage of the labor to handle

maintenance work of track. Therefore, we begin to research about maintenance-free roadbed like

paved track from two years ago. In this study, a series of tests were performe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strength and permeability of concrete specimen, which is the upper part of paved

track injected by cement mortar, by type of geotextile and finally to give a basic data for application

of geotextile to the lower part of pave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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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국내 대부분의 기존선은 자갈도상 궤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연약화된 구간이,

많고 열차통과 속도 및 하중 증가에 따른 궤도 부담력이 증가되어 궤도 개선 등 잦은 유지보수가 필

요하다 이러한 잦은 유지보수 작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임시방편의 보수방법에서 근본적인 궤. ,

도구조를 변경하는 보수방법인 포장궤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포장궤도는 기존선.

자갈도상 궤도의 침목 아래에 부직포로 감싸여진 자갈도상을 충진재로 주입한 후 고결하여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만들어 궤도파괴를 대폭적으로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장궤도 하부의 토.

목섬유 적용을 위해 종의 토목섬유를 선정하고 각각의 토목섬유 종류에 따른 상부의 자갈도상에3 ,

주입된 모르타르 구조체와의 강도 압축량 및 투수 특성을 파악함, 으로써 향후 포장궤도 하부에 적절

한 토목섬유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포장궤도의 개요2.

대부분의 기존선은 자갈도상 궤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연약화된 구간이 많고 열

차통과 속도 및 하중 증가에 따른 궤도 부담력이 증가되어 궤도 개선 등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잦은 유지보수 작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임시방편의 보수방법에서 근본적인 궤도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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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보수방법인 포장궤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포장궤도는 기존선 자갈도상.

궤도의 침목 아래에 토목섬유로 감싸여진 자갈도상을 충진재로 주입한 후 고결하여 프리팩트 콘크리

트를 만들어 궤도파괴를 대폭적으로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은 포장궤도 개요를 보여준다 토. 1 .

목섬유의 역할은 충진재를 주입할 때 주입액의 누출을 방지하고 소정의 형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포장궤도에서 사용되는 충진재는 공극이 없이 충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물에 가까운 유동.

성능을 갖는다 토목섬유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진재는 하부노반이나 측면으로 누출이 되기 때문. ,

에 소요 강도를 확보할 수가 없다 이때 요구되는 토목섬유의 기본적인 성질은 자갈의 맞물림 등에.

의한 전단파괴를 방지하고 충진재의 투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허용범위 이내의 탄성변위량을, ,

가져야 한다 그림 는 토목섬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주입시험결과로서 주입후 충진재의 누출. 2 ,

은 없었으며 일부 자갈과의 접촉점에서 밀크액이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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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장궤도의 구조1.

재료 및 시험3.

재료3.1

표 토목섬유의 주요 특성1. *

시험 종류 Type A Type B Type C

인장강도
(kN/25.4mm)

경사 1,220 1,740 2,397

위사 1,713 1,221 1,466

인장신도
(%)

경사 122 45 2

위사 32 58 5

중량(gf/m2) 514 349.5 1,252

투수계수(cm/s) 3.0×10-1 5.04×10-1 5.83×10-1

형상 부직포 부직포 복합포

(a) Type A

부직포 장섬유 니들펀칭, ,

(b) Type B

부직포 장섬유 니들펀칭, ,

(c) Type C

부직포 직포단섬유니들펀칭+ , ,

그림 토목섬유의 종류3.

그림 충진재 주입후의 토목섬유 상태2.



포장궤도 하부에 토목섬유를 적용하기 위해 그림 과 같은 종류의 시료를 준비하였다 그림에서3 3 .

는 장섬유로 니들펀칭한 것이지만 는 부직포 한쪽면을 열융합 처리하였고 간격으로(a), (b) , (a) , 10mm

장섬유를 길이방향으로 삽입하여 직조하였다 는 단섬유를 니들펀칭한 것이지만 한쪽면을 직포로. (c)

사용하였기 때문에 타 부직포에 비해 두께 및 중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각각의 토목섬유.

주요 특성은 표 과 같다1 .

공시체의 제작 및 시험방법3.2

부직포 종류에 따른 주입 모르타르의 강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압축강도시험 쪼갬 인장강도시,

험 투수시험 응력변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공시체는 직경 높이 의 원형 몰드, , . (D) 100mm, (H) 200mm

를 이용하여 밑면에 원형 철판 대신 부직포 종류 를 싸서 각각 개씩 제작하였고 상대비교를 위해(3 ) 2 ,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은 표준 공시체도 제작하였다 그림 참조 공시체는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 4 ).

기 위하여 상대습도 의 양생실 안에서 제작하였으며 다짐시 재료 분리가 예상되어 고무망20 , 50% ,℃

치를 이용하여 측면을 회 타격하여 다졌다 또한 경화 후에는 몰드에서 공시체를 제거 탈형 한 후10 . ( )

최초 공시체 제작조건인 상대습도 에서 일 동안 지속적으로 양생을 실시하였다20 , 50% 7 .℃

공시체 몰드에 채워진 궤도용 자갈(a) 공시체 탈형 후 표면 상태(b)

그림 공시체 제작4.

부직포 종류에 따른 압축강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압축강도시험은 기준에 의하여KS F 2403

수행되었고 용량의 만능 시험기로 하중을 재하하였다 쪼갬 인장시험은 에 의해, 100 tonf . KS F 2423

수행하였으며 공시체의 상부와 하부의 강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 원형공시체를, 100 × 200mm

상부 하부 를 절단하고 절단된 공시체는 그림 와 같이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을50mm, 50mm , 5

실시하였다 투수시험은 그림 과 같이 주입 모르타르를 타설한 후 약 분 후 공시체의 배합수가 투수. 6 , 5

된 양을 목측으로 관찰하였으며 재료 자체의 투수시험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

그림 쪼갬 인장시험 전경5. 그림 투수시험 전경6.



4 결과 및 고찰.

압축강도특성4.1

포장궤도 하부에 토목섬유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먼저 부직포 종류에 따른 주입모르타르

의 압축강도시험 결과를 살펴보았다 각 부직포 종류별 압축강도 시험 결과는 표 과 그림 과 같. 3 7

다 그림에서 표준 공시체의 경우 로 측정되었으며 가 가. 38.8 MPa , Type A 35.6 MPa, Type C

가 순으로 측정되었다 부직포를 사용한 경우 표준 공시체보다 적은32.4 MPa, Type B 28.7 MPa .

압축강도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은 부직포와 모르타이 사이의 경계면에 취약부분이 발생한 결.

과로 판단된다 또한 부직포 종류에 따라 압축강도가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부직포 특성에 의한 영.

향보다는 배합 모르타르의 균질성 및 시험 오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강도(MPa)

Type A

1 33.3

2 38.0

평균 35.6

Type B

1 28.6

2 28.8

평균 28.7

Type C

1 28.8

2 36.0

평균 32.4

Control

1 36.7

2 40.9

평균 38.8

표 부직포 형태별 압축강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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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직포 형태에 따른 압축강도의 평균값 비교7.

쪼갬 인장강도특성4.2

그림 은 쪼갬 인장강도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8 . 그림에서 표준 공시체가 상부 하부가3.3 MPa,

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가 상부 하부가 가 상부3.4 MPa , Type A 3.2 MPa, 3.5 MPa, Type B 2.2 MPa,

하부 는 상부 하부 의 쪼갬 인장강도를 보여 주었다 경2.9 MPa, Type C 3.3 MPa, 3.2 MPa . Type B

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표준 공시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어 부직포 종류에 따른 강도 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수특성4.3

주입 모르타르를 타설한 후 분 후 공시체를 뒤로 이동하여 배합수가 투수된 양을 목측으로 관찰하, 5

였다 관찰한 결과 순으로 누수되는 배합수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표 의. Type A, Type B, Type C , 1

토목섬유 투수계수 차이에 기인하며 그 양은 매우 작았다 특히 의 경우에는 배합수가 거의 투, . Type C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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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직포 종류에 따른 쪼갬 인장강도 값 비교8.



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직포 내에 배합수가 흡수되는 현상

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부직포 종류에 의한 투수 특성은 거.

의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어 배합수의 투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강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검토 목적은,

시공후 강우로 인하여 부직포 내에 체류가 발생하는 가에 대

한 검토였다 시험은 건조상태의 토목섬유를 설치하고 수두차.

를 변화시키면서 투수량을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완전건조상.

태에서는 이상의 수두압이 작용할 경우 완전 배수되었으3cm ,

며 이하일 경우 포화가 진행된 이후 배수되었다 그러나 접, , .

촉점 자갈사이에 맞물려 있는 경우 이 있는 경우에는 수두차( )

에 상관없이 배수되었다 포화된 부직포의 투수계수는. 5.04×10-1 로서 현장에서 강우에 장기간cm/sec

노출이 되더라도 체류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응력 변위 특성4.4 -

토목섬유는 충진층 밑에 설치되기 때문에 과도한 압축이 발생하면 전체 궤도지지강성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상기의 실험결과로부터 선정된 장섬유 니들펀칭 부직포를 두께.

로 설정하고 단일층과 이중층인 경우의 응력 변위 특성을 검토하였다 충진층 하5mm 5mm 2.5mm - .

면에 작용하는 응력의 범위는 이며 번째 반복재하시 인 경우에는 인276~300kPa 3 P530 2mm, P550

경우에는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복재하후에는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진1.7mm . ,

층과 하부자갈층과는 다중 점접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토목섬유에서 발생하는 압축량은 궤도지지강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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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토목섬유의 응력 변위 곡선10. -

요약 및 결론5.

부직포 종류에 따른 모르타르 압축강도 쪼갬 인장강도 압축량 투수시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 , ,

은 결론을 얻었다.

각 부직포의 종류별 압축강도시험을 수행한 결과 표준 공시체의 경우 로 측정되었으(1) , 38.8 MPa

며 가 가 가 순으로 측정되었다 부, Type A 35.6 MPa, Type C 32.4 MPa, Type B 28.7 MPa .

직포가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시체의 압축강도 값은 표준 공시체의 경우보다 작게 나왔는

데 이는 부직포가 있는 경우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의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림 강우 체류시험9.



판단된다.

쪼갬 인장강도시험을 수행한 결과 표준 공시체가 상부 하부가 의 결과를 보(2) , 3.3 MPa, 3.4 MPa

여주었고 는 상부 하부 는 상부 하부, Type A 3.2 MPa, 3.5 MPa, Type B 2.2 MPa, 2.9 MPa,

는 상부 하부 의 쪼갬 인장강도를 보여 주었다 경우를 제외Type C 3.3 MPa, 3.2 MPa . Type B

한 모든 공시체에서 표준 공시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어 부직포 종류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합수의 투수양은 순으로 나타났으나 투수양이 적어 콘크리트 공(3) Type A, Type B, Type C ,

시체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토목섬유 자체에 대한 투수시험결과에서도 강우

시의 체류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목섬유 자체의 압축량은 전체 궤도지지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

각 시험결과 현장작업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단섬유 니들펀칭 부직포를 선정하였으며 부직(5) , , ,

포 파손 등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두께 의 이중부직포를 채용하였다2.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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