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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ailway, Ballast plays an essential role as intermedium in transmitting train load to subgrade safely. 

Gyoung-Bu HSL 1
st

 phase consists of ballasted track except for over 5km long tunnels. Ballast track occurred 

track irregularity by train loads and requires periodic maintenance work. 

However, Repetitive train operation and tamping work cause to accelerate track irregularity and  ballast 

deterioration such as abrasion and crushing. 

For these reason, Track irregularity areas had occurred ballast cleaning work to improve track quality. 

However, for the train to run safety, ballast cleaner working area needs train speed reduction and track 

stabilization work due to ballast relaxation and initial settlement.

In this study, according to train speed-up and cumulative traffic tonnage, we measured and analyzed the 

track settlement and acceleration of sleepers to evaluate of track stabilization in order to keep the ballast 

condition stable after cleaning work.

1. 서 론

  철도에서 궤도의 구성품  도상자갈은 일과 침목으로 달되는 열차하 을 노반으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 경부고속선 1단계( 명～동 구) 구간에서는 터 연장이 5km이상인 장 터 을 제외한 

 구간은 자갈도상 궤도가 부설되어 있다. 자갈도상궤도는 열차의 반복 인 운행과 충격 등에 의해 

궤도틀림이 발생하게 되며 주기 인 보수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열차의 반복운행  궤도선형 정

정작업은 자갈의 마모  쇄와 같은 열화를 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상자갈의 마모 등으로 궤도틀림이 자주 발생하는 등 기능이 감소하 다고 단되는 구간에 하

여 자갈치환 용 장비(CL, Ballast Cleaner)를 사용하거나 인력을 통한 자갈치환 작업을 시행하여 

궤도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자갈치환 용장비를 통한 규모의 자갈치환 작업은 자갈이완 

 기 압 침하 등의 열차 안 운행에 지장을 래하여 일정기간 열차 속도제한  궤도안정화 작

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 의 선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선 자갈치환 작업구간에 하여 크리  작업 이후 열차속도 역별  

열차통과톤수에 따른 궤도안정화 상태를 분석하기 하여 주기 으로 궤도수직침하  침목진동가속

도를 측정하 으며, 안정 인 궤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과 비교를 통하여 크리  작업구간의 

선로안정화 상태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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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부 고 속 선  도 상 자 갈  치 환  작 업

2.1 자 갈 치 환  배경

  자갈도상궤도는 열차주행에 따른 하 을 도상자갈층을 통해 노반에 고르게 분포시켜 달과 동시

에 소음, 진동, 충격흡수 등의 역할을 하며 배수가 양호하고 시공기간이 짧으며 부설비가 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갈궤도는 열차의 반복하 에 의해 소성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열차의 

주행안 성과 승차감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궤도변형을 주기 으로 측정하고 보수기 치를 과한 

경우 보수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보수작업은 자갈의 마모  쇄를 진시켜 궤도지지력을 

감소시키며 궤도틀림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선로유지 리기 에서는 고속철도 자갈치환의 기 을 도상자갈이 22.4mm 체로 체

가름 시 통과율이 20%이상이거나 배수가 불량한 분니 발생개소  도상자갈이 마모되어 도상자갈로

서의 기능이 감소되었다고 단될 경우에는 자갈치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토사혼입율이 무 많아

서 자갈치기가 비경제 일 경우에는 도상을 갱신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운행구간에서 MTT 등 형장비를 통한 잦은 도상다짐작업으로 도상자갈이 마모되

어 도상결속력이 하되어 궤도틀림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상으로 자갈치환 작업이 시행되고 있

는 실정이다. 

2.2 경 부 고 속 선  자 갈 치 환  

     궤도선형의 불균질 등을 이유로 시행하는 도상다짐작업은 궤도틀림을 회복시키는 가장 1차 인 방

법으로 재 고속철도 용선에서의 주요 보수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다짐작업은 도상자

갈의 열화를 진시킴으로써 본래 도상자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마모도상자갈의 제거를 통해 궤도지지력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도상자갈치환 작업

(2종크리 )을 시행하고 있다. 

     본 작업구간은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이후 잦은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도상자갈마모율이 10%에 근

해 있는 상태이다. 도상자갈 마모․ 쇄 특성 연구에 따르면 도상자갈마모( 쇄)율이 10%에 이르

게 되면 자갈마모 등의 향으로 궤도틀림이 증가하여 자갈치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자갈도상 치환작업은 크리 (CL, Ballast Cleaner), 멀티 타이탬퍼(MTT, Multiple Tie Tamper), 

동 궤도안정기(DTS, Dynamic Track Stabilizer), 바라스트 귤 이터(RE, Ballast Regulater)등 

형보선장비 부분이 포함된 작업단을 구성하며 장작업 시 장비별 배치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도상자갈치기

모타카

자갈화차 영차 량

모타카 도상자갈정리 멀티플타이탬퍼 궤도안정기

모타카

평 면 도
작업방향 부산⇒서울

서울쪽
부산쪽

종 단 면 도

작업방향 부산⇒서울 모타카 도상안정기멀티플타이탬퍼도상자갈정리도상자갈 전용화차 영차 량모타카CL(크리너)

T1,T2
(작업선)

부산쪽서울쪽

고속선 마모자갈 치환을 위한 2종 장비작업 배치도

반대선

모타카
모타카

콘베이어호퍼카

T1,T2
(작업선)

반대선

콘베이어호퍼카 량 공차

모타카

작 업 순 서
작업방향은 부산쪽에서 서울쪽으로 시행한다

도상자갈치기 침목하면 ㎜ 를 시행한다 발생도상자갈은 반대선에 배치된 콘베이어호퍼카 에 적재

도상자갈치기 작업이 끝나면 도상자갈 살포

도상자갈 정리 및 총다지기 시행 동적안정기 포함

그림 1. 자갈치환 작업 배치도 

269



  크리  작업의 시행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비작업(카터바 설치) → ②크리  작업시행

( 쇄  마모자갈제거) → ③신자갈 투입 → ④궤도선형정정(MTT) → ⑤궤도안정화(DTS) → ⑥자

갈정리 작업의 차를 거치고 있다. 

☞ ☞

1. 크리  비작업 2. 크리 작업 3. 자갈살포

☞ ☞

4. MTT 작업 5. DTS 작업 6. 작업 완료

그림 2. 크리  작업수행 차 

  자갈치환 작업 시 열차안 운행을 하여 90km/h 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이후 장기 인 궤도안

정화  선형정정 작업을 하여 표 1과 같이 단계 으로 열차속도를 상승하고 있다. 

크리  작업  종료후 
▶

선형정정
▶

안정화 시
▶

정상운행

90km/h 170km/h 230km/h 300km/h

크리  종료+3일 〈10일간〉 〈약 60일간〉

표 1. 단계  속도상승 차 

 

3 . 크 리  작 업 구 간  장 계 측   분 석  

3 .1 침 목 진 동 가 속 도  계 측   결 과

      KTX 열차 운행 시 궤도에 작용하는 침목진동가속도를 측정하기 하여 뜬침목이 발생하지 않고 

도상자갈에 잘 착되어 있는 2개의 양호한 침목을 선정하여 그림 3의 장계측 개요도와 같이 침

목진동가속도 센서를 부착하고 주기 으로 계측을 시행하 다.(그림 4) 

     <범례>  : 침목가속도    : TW

열차진행방향→

그림 3. 장계측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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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속도 센서 부착 (b) 장계측

그림 4. 침목진동가속도 센서 부착  계측 경

  본 구간에 한 침목진동가속도는 최종선형조정 작업이 완료되어 열차속도가 170km/h까지 상승된 

이후부터 시작하 다. 이는 기 도상압 로 인한 궤도침하 보다는 장기  궤도침하를 분석하여 선

로안정화 여부를 평가하기 함이었다. 장계측은 KTX 열차의 통과속도가 최  137km/h에서 최고 

292km/h 까지 속도 역별로 기간별로 시행하 다. 

  아래 그림 5와 같이 계측구간을 통과하는 KTX, KTX산천 열차에 한 각각의 데이터를 취득하

으며, 열차속도 역  통과톤수에 따른 RMS 분석을 수행하 다

KTX

KTX

산천

(a) 크리  작업구간 (b) 비교 상구간(양호개소)

그림 5. 침목 진동가속도 측정 데이터

  작업구간에 한 안정화 상태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기 하여 KTX 개통이후 재까지 궤도틀림

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도상다짐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구간과 본 시험 상구간과의 RMS 분석

하 다.(그림 6, 표 2) 양호구간의 RMS 평균값은 0.3194g로 크리  작업구간에서 열차가 170km/h 

이하로 운행할 경우와 비슷한 침목진동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열차운행속도가 170km/h에서 

230km/h 증속 시 침목진동가속도가 증가하는데 반하여 230km/h에서 300km/h로 증속 시에는 큰 변

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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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구간 평균값

그림 6. 열차속도에 따른 침목진동가속도

(단  : g)

구분
크리  작업구간

양호구간
KTX KTX-산천

170km/h 0.2594 0.3127 0.2042

230km/h 0.5971 0.7583 -

300km/h 0.6139 1.1656 0.3577

평균 0.5186 0.7529 0.3194

표 2. 속도별 침목가속도(평균) 

  한 열차통과톤수에 의한 향을 분석하기 하여 그림 7과 같이 통과톤수 기간별에 따

른 침목진동가속도를 비교하 다. 통과톤수가 30만톤 에는 비교 상인 양호구간(0.3194g)과 비슷한 

침목가속도가 측정되었으나, 이후 열차통과톤수가 증가하면서 침목진동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 열차통과톤수가 은 기간에는 열차운행속도가 낮아 침목진동가속도가 낮게 측

정된 것으로 보이며, 열차통과톤수가 되는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열차운행속도 한 빨라져 침

목진동가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양호구간 평균값

그림 7. 통과톤수에 따른 침목진동가속도

 

(단  : g)

구분

(천톤)

크리  작업구간 양호

구간KTX KTX-산천

332 0.2594 0.3127

665 0.5333 -

1,948 0.6064 0.6809

2,946 0.7443 0.6884 0.3194

3,897 0.5346 0.7523

5,370 0.5963 0.8939

6,225 0.5583 -

평균 0.5186 0.7529 0.3194

표 3. 통과톤수별 침목가속도(평균) 

  이와 같이 침목진동가속도가 열차운행속도  열차통과톤수에 향을 받는 것을 볼 때 크리  작

업구간 안정을 보다 극 화 하기 해서는 재 시행하고 있는 170km/h 속도제한기간의 연장과 

속 역에서의 열차통과톤수 기간을 재(10일)보다 늘려서 선로안정화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3 .2 선 형 측 량   궤 도 검측 결 과  분 석

  침목진동가속도 계측과 더불어 열차통과톤수 에 따른 장기 궤도침하 상태를 측정하기 하여 

주기 으로 궤도선형 측량( 벨측량)을 시행하 으며 궤도상태의 정량  평가를 하여 매월 1회 이

상 시행하고 있는 궤도검측차 검측결과를 토 로 궤도상태를 분석하 다. 

  아래 그림 8은 크리  작업이 시행 된 구간의 기간별 열차통과톤수에 한 처짐량을 분석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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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0만톤의 열차통과톤수 재하 시 기(1～3일간)에는 1.413mm의 침하가 되었으며, 4～9일째

에는 1.217mm으로 약간 감소하 으며, 10일째 이후부터는 침하량이 0.197mm 이하로 침하량이 84%

가량 어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크리  작업완료 후 기 도상압 에 의한 궤도침하

가 침하량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열차통과톤수별 궤도침하량 

  아울러 경부고속선에는 궤도유지 리기 에 따라 월1회 이상 궤도선형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재는 종합검측차(Roger-1000k)로 궤도검측을 시행하고 있다. 궤도선형검측 항목은 고 (면맞

춤), 방향( 맞춤), 수평, 캔트, 궤간을 측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 9은 크리  작업구간에 한 작업 ․후 고 틀림에 그래 이며, 그림 10는 궤도검측

결과를 궤도틀림값을 RMS로 나타낸 그래 이다. 크리  작업이 종료된 4월에는 RMS(mm)가 작업 

에 비하여 상당부분 궤도품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열차통과톤수의 증가와 

함께 RMS가 다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

저

(좌)

고

저

(우)

그림 9. 궤도검측 그래  

 

크리  작업

그림 10. 월별 궤도검측결과(RMS)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상자갈치환을 한 크리  작업구간에 한 선로안정화 상태를 분석하고자 침목

진동가속도  궤도선형 측량과 궤도검측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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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목진동가속도 측정결과, 열차속도 역별 RMS 값이 KTX열차가 170km/h에서 230km/h로 속도

가 향상되는 과정에서의 증가율이 230km/h에서 300km/h로 증속할 때보다 크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열차통과톤수별 침목진동가속도는 기 이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궤도선형 측량을 통한 침하패턴 분석 결과, 크리  작업완료 직후 10일 이내의 침하량이 10일 이

후의 침하량에 비하여 약 10배정도 많게 나타났다. 이는 크리  작업구간에서의 궤도침하는 작업이 

완료된 기에 집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아울러, KTX와 KTX-산천의 침목진동가속 측정결과, 동일한 열차운행속도 역  통과톤수

에서 KTX-산천의 침목진동가속도가 KTX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크리  작업구간에 한 궤도안정화 상태를 평가하기 하여 장계측, 선형측량, 궤

도검측 등을 활용하 으며, 향후 시험구간의 확  등을 통한 데이터 축 , 궤도침하량 측정방법의 개

선 등을 통한 국내환경에 합한 궤도침하 모델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일반구간의 

도상다짐 작업에 해서도 일정 주기로 궤도침하 상태를 분석하여 최상의 도상안정을 한 정 열

차속도제한 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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