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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는 아스팔트 도상의 유지보수 및 침목교체가 용이하고, 시공 및 유지보수 후 짧은 시간 내에 열차 운

행이 가능하며 건설비가 일반 콘크리트 궤도에 비해 저렴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제 운행선로에 적용되고 있다[1]. 국

내에서도 2012년부터 궤도구조 생력화를 위해 준고속선 또는 고속선에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에 콘크리트 침목 또는 패널을 직접 연결하는 궤도 형식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장대레일 축력, 열차의 시·제동하중, 곡선부 원심하중, 열차의 사행동에 따른 횡하중 등 각종 외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의 궤도시스템(침목 또는 패널 시스템) 고정을 통한 종·횡방향 하중 저항력

확보 여부는 열차의 주행 안정성뿐만 아니라 시공성, 유지보수성 및 경제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종·횡방향 저항은 콘크리트 침목 또는 패널의 자중, 아스팔트 도상과 궤도구조 사이에 설치되는 토

목섬유의 마찰저항, 전단저항 장치 등이 결합되어 확보될 수 있다. 현재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종·횡방향 저항력 기준

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관계로, Requirements catalo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ermanent way(이하 AKFF)[3]에 제

시되어 있는 고속선 콘크리트 궤도 구조용 종·횡방향 저항력 기준이 인용되고 있다. 토목섬유가 설치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구조가 AKFF에서 요구되는 종·횡방향 저항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저항 장치 적용이

Abstract Asphalt concrete track (ACT) is a track system connecting wide sleepers and concrete panels on top of an

asphalt concrete layer; such a system requires adequate resistance force against various longitudinal and lateral external

loads. In this study, a series of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assess the longitudinal and lateral resistance force of a

wide sleeper and concrete panel type ACT. The required shear resistance force of the horizontal displacement restraint

device (HDRD) was evaluated. Furthermore, a concrete block type anchor and a steel pipe type anchor were developed

as HDRDs. The shear resistance force was decided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of horizontal shear tests for each

anchor system. In addition, proper numbers and arrangement design guidelines for the HDRDs were suggested consid-

ering the shear resisting capacity and economics for HDRDs applied to ACT.

Keywords : Asphalt concrete track, Longitudinal & lateral resistance force, Wide sleeper, Concrete panel, Track displace-

ment resistance device

초 록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에 광폭침목 및 콘크리트 패널이 직결되는 궤도 형식으

로서 각종 종·횡방향 외력에 대한 저항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폭침목형 및 콘크리트 패널형 아스팔

트콘크리트 궤도에 대해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을 수행하고 궤도변위 저항 장치에 요구되는 필요 전단 저항력을 산정

하였다. 또한 궤도변위 저항 장치로서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 및 강관형 앵커를 개발하고 각각의 앵커 실험체에 대한

수평전단 실험을 수행하여 앵커 종류별 전단 저항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궤도변위 저항 장

치 적용 시, 전단 저항 성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궤도변위 저항 장치 적정 개수 및 배치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종·횡방향 저항력, 광폭침목, 콘크리트 패널, 궤도변위 저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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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토목섬유가 부착된 광폭침목 및 콘크리트 패널이 각각 적용된 실물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을 실시하고, AKFF 요구 성능 대비 종·횡방향 저항력 부족분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종·횡방향 저항력 향상은 궤도

변위 억제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궤도변위를 제어할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앵커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각의 앵커 Type에 대

해 수평 전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단 저항 성능,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광폭침목형 및 콘크리트 패널형 아스팔트콘크

리트 궤도에 대한 앵커 배치 설계 또한 수행하였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

2.1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실험체 설치 및 실험방법

2.1.1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 개요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서 광폭침목 또는 콘크리트 패널은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에 비매립 상태로 설치되므로, 아스팔

트콘크리트 궤도는 종방향 또는 횡방향 하중에 대한 저항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별도의 변위저항 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

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구조의 자중에 대한 종방향 및 횡방향 저항력을 평가하기 위해 Fig. 1[4]과 같은 개념으로 종·횡방

향 저항력 실험을 실시하였다. 궤도 구조의 조립실험 항목인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 시 권장되는 시험체 길이는 최소한 침목 5

개 길이 이상이므로[4], 본 실험에서는 광폭침목 Type의 경우 침목 5개(적용 레일 길이, L=3.25m), 콘크리트 패널 Type의 경우

패널 3개(적용 레일 길이, L=3.8m)가 적용된 실물 궤도를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에 설치하였다.

2.1.2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시공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종·횡방향 저항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3,750mm(폭)×5,000mm(길이)×300mm(도상두께)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을 시공하였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은 100mm 두께로 총 3회에 걸쳐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포설하였으

며, 평탄성과 다짐도 관리를 위해 머캐덤롤러와 타이어롤러를 이용하여 층별 10회 이상 다짐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아

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경우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이고 골재 입도분포는 Fig. 2와 같으며, 혼합물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또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에 설치되는 궤도 구성품은 광폭침목(2.4m×0.5m×0.18m, 개당 중량≒4.56kN), 콘크리트 패널

(2.4m×1.2m×0.2m, 개당 중량≒13.83kN), 레일체결장치(system 300-1), 레일(UIC60), 토목섬유이며 상세는 Fig. 3과 같고, 각

Type별 궤도 시스템 총 자중은 Table 2와 같다. 광폭침목 또는 콘크리트 패널에 레일을 고정하기 위해 적용된 레일체결장치 토

크는 250N·m이며,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요철 조정 및 접촉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폭침목과 콘크리트 패널 각각

의 하면에 토목섬유를 설치하였다.

Fig. 1. Conceptual diagram of the longitudinal and lateral resistance test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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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토목섬유의 마찰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시험편을 제작하여 수직하중을 각각 30kN, 50kN,

70kN을 재하한 상태에서 수평방향 최대 하중을 측정하였다. 토목섬유의 마찰계수는 측정된 최대 수평하중을 (수직하중+콘크리

트블록 자중)으로 나눈 값이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Fig. 2. Grain-size distribution curve (surface layer).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asphalt concrete.

Physical properties
Surface layer

Normal section

Optimum AC(%) 5.6

Void ratio(%) 3.13

VMA(%) 16.3

VFA(%) 80.7

Marshall stability(N) 15,780

Flow value(0.01cm) 35

Indirect tensile strength(MPa) 1.0

Performance grade 76-22

Viscosity@135oC(cPs) 2,050

Softening point(oC) 88.5

Penetration(1/10cm) 48

G*/sinδ, kPa, 

Test temperature@10rad/s

RTFO before aging 1.93(76oC)

RTFO after aging 2.59(76oC)

PAV after aging -

Creep and bending stiffness(-18oC) S : 291.0, m-value : 0.310

Fig. 3. Track components: wide sleeper, concrete panel, fastening systems and geo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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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계측기 설치 및 실험 방법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시공 후 광폭침목과 콘크리트 패널을 Fig. 5와 같이 각각 설치하였으며, 레일체결장치 중심 간격은 고

속철도 콘크리트 궤도 설계 시 적용되고 있는 0.65m로 설정하였다.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 시 방향별 하중 재하에 따른 궤도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종방향 및 횡방향에 3개의 LVDT(CDP-50; Tokyo Sokki)를 설치하였다.

Table 2. Weight of wide sleeper type and concrete panel type for asphalt concrete track.

Track type

Number of 

sleepers or

panels

Total weight of 

sleepers or 

panels (kN)

Number of 

fastener

Total weight of 

fasteners 

(kN)

Rail weight 

(UIC 60)

(kN)

Bracing weight 

(kN)

Total weight 

(kN)

Wide sleeper 5 4.56 10 1.05 3.82 0.39 28.16

Concrete panel 3 13.83 12 1.26 4.47 0.39 47.60

Fig. 4. Test of friction coefficient for geotextile: test arrangement and load-displacement curve.

Table 3. Test results for friction coefficient for geotextile.

Axial load

(kN)
Specimen

Self weight of

concrete block

(kN)

Maximum

lateral Load

(kN)

Average

maximum lateral

load (kN)

Average

friction coefficient

(μ)

Final average

friction coefficient

(μ)

30

No.1

1.66

19.88

21.29 0.67

0.70

No.2 21.90

No.3 22.08

50

No.1 38.94

37.99 0.74No.2 39.09

No.3 35.93

70

No.1 49.74

49.65 0.69No.2 50.26

No.3 48.96

Fig. 5. Arrangement of LVDTs in asphalt concret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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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에 종방향 및 횡방향 하중을 재하하기 위하여 Table 4와 같이 강재 브레이싱을 제작하였으며, 하중 재하 시 좌측 및 우

측 레일이 일체거동할 수 있도록 양쪽 레일 복부를 커플러로 연결하였다. 실험은 광폭침목 Type 및 콘크리트 패널 Type 각각

에 대해 실시하였고, 하중은 변위제어(1mm/min) 방식으로 재하되었으며, 소성변형이 지속될 때까지 실시되었다. 실험은 아스팔

트콘크리트 도상 시공 → 광폭침목 궤도 시공 → 종방향 저항력 실험(3회 반복) → 횡방향 저항력 실험(3회 반복) → 광폭침목

궤도 철거 → 콘크리트 패널 궤도 시공 → 종방향 저항력 실험(3회 반복) → 횡방향 저항력 실험(3회 반복) → 콘크리트 패널

궤도 철거 →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철거 순으로 진행되었다.

2.2 종·횡저항력 실험 결과 및 분석

광폭침목과 콘크리트 패널이 각각 적용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궤도구조 조립체에 대한 종·횡방향 저항력은 방향별 2mm 변위가 발생했을 때 대응되는 하중으로 정의[4,5]되

고 있으며, AKFF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즉, 궤도 구조의 종방향 저항력은 14kN/m 이상, 횡방향 저항력은 25kN/

m 이상으로 요구 성능이 정의되어 있다.

두 가지 궤도 Type별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 결과와 AKFF의 요구 성능을 비교하면 Table 5와 같으며 모든 실험 결과가 요

구 성능을 하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실험 결과 값 중(요구 성능-최솟값)이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구조의 필요 종방

Table 4. Longitudinal and lateral resistance test results.

Test type Test arrangement Load-deflection curve Load at 2mm displacement (kN)

Wide sleeper

(longitudinal)

23.97

15.24

15.52

Wide sleeper

(lateral)

25.68

24.37

21.37

Concrete panel

(longitudinal)

38.03

21.56

41.37

Concrete panel

(lateral)

35.47

26.09

32.47

Table 5. Required resistance force to longitudinal and lateral displacement.

Test type
AKFF

(①, kN)

Minimum test result

(②, kN)

Required force

(①-②, kN)

Wider sleeper
Longitudinal (kN) 45.50(=14kN/m×3.25m) 15.24 30.26

Lateral (kN) 81.25(=25kN/m×3.25m) 21.37 59.88

Concrete panel
Longitudinal (kN) 53.20(=14kN/m×3.80m) 21.56 31.64

Lateral (kN) 95.00(=25kN/m×3.80m) 26.09 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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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또는 횡방향 저항력이라고 할 때, 종방향 저항력은 약 30~32kN 이상, 횡방향 저항력은 약 60~69kN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

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구조 적용 시 궤도변위를 감소 또는 억제할 수 있는 변위저항 장치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3. 궤도변위 저항 장치 개발

3.1 궤도변위 저항 장치 개요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종·횡저항력 실험 결과 궤도변위 제어를 위해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와 광폭침목 간 또는 아스

팔트콘크리트와 콘크리트 패널 간 변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별도 변위저항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Fig. 6과 같이 본 연구에

서 고안한 종·횡방향 변위 저항 장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에 일정 직경의 홀을 형성한 후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 또는 파이

프 강관형 앵커 등을 삽입하여 고정시키고, 고정된 앵커 상면의 볼트와 침목 또는 패널 측면 사이에 L형 강판을 풀림방지너트

로 고정하여 일체화하는 구조다. 여기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용 변위저항 장치를 침목 또는 패널 측면에 설치하고자 한 이

유는 열차 주행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변위 저항 장치의 상태 및 손상 유무를 관찰하고 손상 확인 시 쉽게 교체가 가능

하게 하여 유지관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Fig. 6. Conceptual diagram of horizontal displacement restraint device(HDRD).

3.2 궤도변위 저항 장치 실험 및 평가

3.2.1 실험체 제작 및 실험 방법

궤도 변위저항 장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수평방향(종방향 또는 횡방향) 변위를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이므로

수평방향 전단력에 대한 저항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A-Type)와 강관형 앵커(B-Type)에

대한 실험체를 제작하여 수평 전단저항 실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 실험체는 직경 100mm 또는 150mm, 깊이 150mm 또는 200mm 크기의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천

공한 후, 앵커볼트가 매립된 콘크리트 블록을 삽입하고 천공면과 콘크리트 블록 경계면에 아스팔트콘크리트 접착제 주입을 통

해 제작되었다. 강관형 앵커 실험체는 외경 157mm, 두께 7mm, 깊이 200mm 크기의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천공한 후, 앵

커볼트가 설치된 두께 12mm의 강판을 강관(Φ=150mm, h=200mm, t=7mm) 상면에 용접하고 이를 천공된 공간에 삽입한 뒤 천

공면과 강관 경계면에 아스팔트콘크리트 접착제(KP-ACA) 주입을 통해 제작되었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천공기 및 강관형

앵커 단면은 Fig. 7과 같다.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 및 강관형 앵커 실험체의 제원, 실험체 개수 등은 Table 6과 같으며, 제작된

Fig. 7. Asphalt drilling machine and steel pipe 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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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의 대표적인 예는 Fig. 8-(a) 및 (b)와 같다.

궤도변위 저항 장치에 대한 수평 전단 실험체 설치는 Fig. 8-(c)와 같다. 즉, 아스팔트콘크리트 블록을 정반 위에 올려놓고 수

평 하중 재하 시 블록이 움직이지 않도록 강재 바로 고정시킨다. 그런 후 앵커볼트 고정 및 하중 전달이 가능하도록 전용 지그

류를 설치하고 유압 엑츄에이터에 연결한다. 실험에 사용된 유압 엑츄에이터는 100kN 용량이며, 수평변위는 30mm 용량의

LVDT(Solatron)가 사용되었다. 하중은 변위제어(1mm/min) 방식으로 재하되었으며, 실험은 소성변형이 지속될 때까지 실시되었

다.

3.2.2 실험결과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 4종-12개 실험체 및 강관형 앵커 3개에 대해 수평 전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수평하중-변위 곡선 및

실험체의 대표적인 파괴형상은 Fig. 9와 같고, 각 실험체별 전단 실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의 경우,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천공 직경이 증가할수록 궤도변위 2mm일 때의 수평하중은 증가하

였으나, 최대 수평하중은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천공 직경 및 깊이가 증가하더라도 하중 증가량이 크지 않았다. 또한 A-type

100-150 No.1 시편에서는 시험 초기에 슬립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A-type 100-200 No.1/No.3 시편의 경우 5kN에서 급격한 강

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의 체적 증가가 초기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성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균열 발생 및 접착제 부착 파괴가 발생하면 수평하중 저항성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강관형 앵커의 경우,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A-type, 150-200)에 비해 궤도변위 2mm일 때의 수평하중은 2.3배, 최대 수평하중

은 1.84배 증가하였다. 또한 파이프 강관형 앵커는 소성변형 이후에도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균열폭 확장이 비교적 크지 않

았으며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손상도도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강관의 구조 특성상

Φ=143mm, h=200mm의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구속시킴으로써 앵커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과의 일체성이 향상되었고,

12mm 두께의 강재 플레이트와 강관이 용접되어 횡방향 저항 강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Table 5에서 최대 횡방향 필요 성능 하중이 68.91kN이므로 150-150형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는 최소 6개가 필요한 반면 강관

형 앵커는 최소 3개만 필요하므로, 동일 연장 기준으로 강관형 앵커가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보다 경제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Table 6. Shear test specimen for A & B-type anchors.

Anchor type Asphalt concrete block

specimen

(mm×mm×mm)

Number of specimens Note
Test

Anchor hole size

(mm)

Anchor hole depth

(mm)

A-type

100 150 500×500×300 3

100 200 500×500×300 3

150 150 500×500×300 3

150 200 500×500×300 3

B-type 150 200 500×500×300 3

Fig. 8. Testing specimen examples and arrangement of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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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궤도변위 저항 장치 배치 설계(안)

궤도변위 저항 장치에 대한 전단 실험 결과, 강관형 앵커 Type이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 Type보다 전단 저항 성능이 우수함

을 알 수 있었으며, 궤도변위 저항 장치 배치 개수 대비 저항 성능 판정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개당 평균 전단 저항력이

25.88kN인 강관형 앵커 Type 궤도변위 저항 장치를 광폭침목형(침목 5개 기준) 또는 콘크리트 패널형(패널 3개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에 적용할 경우, 광폭침목형은 종방향 2개 이상, 횡방향 3개 이상의 궤도변위 저항 장치가 필요하며, 콘크리트 패

널형은 종방향 2개 이상, 횡방향 3개 이상의 궤도변위 저항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방향 및 횡방향 저항을 동

Fig. 9. Force-displacement curves for A & B-type specimens and specimens after failure of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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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hear test results for A & B-type anchor specimens.

Type
Anchor hole

size (mm)

Anchor hole

depth (mm)

Specimen

No.

Longitudinal force at

2mm displacement (kN)

Maximum longitudinal 

force (kN)

A-type

anchor

100

150

No.1 2.71 29.47

No.2 6.18 30.23

No.3 5.68 29.72

A.V.G 4.86 29.81

200

No.1 5.32 27.94

No.2 6.84 28.62

No.3 5.74 28.16

A.V.G 5.97 28.24

150

150

No.1 16.36 31.22

No.2 13.62 27.90

No.3 11.50 33.95

A.V.G 13.83 31.02

200

No.1 10.07 31.73

No.2 10.84 41.41

No.3 12.73 41.01

A.V.G 11.21 38.05

B-type 

anchor
150 200

No.1 25.00 70.16

No.2 25.22 66.37

No.3 27.43 73.13

A.V.G 25.88 69.89

Table 8. Arrangement design of device to resist transverse movement.

Required force for track type

(①, kN)

Shear resistance

force per 1 device

(②, kN)

No. of resistance 

device (③)

Total resistance

force

(②×③-①, kN)

Note

Wide sleeper 

(per 5 sleepers)

Longitudinal 30.26

25.88

1 -4.38 NG

2 21.50 OK

3 47.38 OK

4 73.26 OK

Lateral 59.88

1 -34.00 NG

2 -8.12 NG

3 17.76 OK

4 43.64 OK

Concrete panel

(per 3 panels)

Longitudinal 31.64

1 -5.76 NG

2 20.12 OK

3 46.00 OK

4 71.88 OK

Lateral 68.91

1 -43.03 NG

2 -17.15 NG

3 8.73 OK

4 34.61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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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고려할 경우 광폭침목형(침목 5개 기준) 또는 콘크리트 패널형(패널 3개 기준)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는 궤도변위 저항

장치 3개가 설치되어야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시공불량 및 궤도변위 저항 장치의 시공 오류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전율 확보, 좌·우 대칭의 궤도구조 형성 등을 감안할 때 Fig. 10과 같이 4개의 강관형 앵커를 배치할 수 있다.

4. 결 론

토목섬유가 부착된 광폭침목형 및 콘크리트 패널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대해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을 수행하고, AKFF

에 정의된 종·횡방향 저항력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궤도변위 제어를 목적으로 2가지 종류의 앵커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앵커 시스템의 전단 저항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수평 전단 실험을 수행하여 앵커 종류

별 전단 저항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광폭침목 또는 콘크리트 패널이 비매립된 상태로 설치되는 직결방식의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대해 종·횡방향 저항력

실험을 수행한 결과, AKFF에서 요구되는 종·횡방향 저항력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횡방향 저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별도의 궤도변위 저항 장치가 직결방식의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2) 궤도변위 억제를 위해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 Type 및 강관형 앵커 Type이 개발되었으며 2종류의 앵커에 대해 수평 전단

실험을 실시한 결과, 강관형 앵커 Type이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 Type에 비해 궤도변위 2mm일 때의 수평하중은 2.3배, 최대 수

평하중은 1.84배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강관형 앵커는 소성변형이 발생하여 더 이상 수평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서도 균열폭이 콘크리트 블록형 앵커보다 작았으며,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손상도도 양호한 편이었다. 따라서 강관형 앵커와

같이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구속시켜 도상과의 일체화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횡강성이 큰 형태의 구조가 궤도변위 저항 장

치 구조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 광폭침목 또는 콘크리트 패널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강관형 앵커와 같은 궤도변위 저항 장치를 적용할 경우, 광폭침

목형은 침목 5개 기준으로 궤도변위 저항 장치 4개, 콘크리트 패널형은 패널 3개 기준으로 궤도변위 저항 장치 4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강관형 앵커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에 후설치되는 시스템이므로, 실내실험 결과와 같은 저

항 성능을 철도 현장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관형 앵커에 대한 정밀 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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