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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allasted gravel will be damaged or worn by the repetitive train load. And these damages of ballast gravel could be increased 
by increasing vehicle speed. Therefore, various techniques for reducing the ballast pressure have been proposed, such as the attached pad 
type of sleeper bottom for ballasted track. In this study, spring stiffness test method were propo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under 
sleeper pad for ballasted track. Standard ballast plate(SBP) was developed to simulate the ballast gravel and compared with the foreign 
test result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a trend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various loading plate type. specimen 
type(Type A, Type B) differences in spring stiffness according to hardness were not significant. Also, the FSP (Flat steel plate) - shaped 
jig is about 80% of the spring stiffness was greater than SBP. Therefore, to evaluate the actual spring stiffness of under sleeper pad for 
ballasted track, it was important to adopted the appropriate spring stiffness test method using the SBP to simulate actual fiel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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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갈궤도의 경우, 철도차량의 반복하중에 따라 도상

자갈은 마모, 세립화, 파쇄, 분리 등 다양한 열화 현상

에 의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더욱이 간선철도 

고속화에 따른 열차속도 향상은 이러한 자갈파괴를 촉

진시킬 수 있어 적절한 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

이다. 간선철도의 고속화를 위해서는 기 부설된 자갈

궤도에 작용하는 고속주행 차량하중의 동적 효과를 경

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침목 저부에 발생되는 압력 즉, 도상자갈의 부담력

(도상압력)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자갈궤도의 소음, 진동을 비롯한 도상압

력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제안되었으며, 그중 도

상자갈과 침목의 접촉면에 침목의 길이방향으로 방진

패드를 접착시키는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 시스템

(Under sleeper pad system)이 개발된 바 있다1,2).
현행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침목방진패드의 스프

링강성 평가 방법(KRCS A010 03)은 콘크리트 궤도 중 

침목 플로팅궤도인 Stedef 궤도 또는 LVT 궤도 등과 

같이 콘크리트 침목과 방진상자 사이인 정해진 공간에 

삽입되어 면압력(Surface pressure)을 받는 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정할 수 있으나, 본 연

구의 상 시스템인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와 같이 

침목 직하부에 설치되어 개방된 상태에서 도상자갈과 

불균일한 접촉 압력을 부담하는 실제 현장조건(사용조

건)에서의 침목방진패드의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외에서는 실제 자갈

의 형상을 모사한 다양한 가력지그를 개발하여 침목방

진패드의 스프링강성을 평가하고 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의 스

프링강성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적용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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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목방진패드 스프링강성 평가기법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스프링강성 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자갈도상

을 모사하기 위한 Standard ballast plate(SBP)를 도입하

여 국제철도연맹(UIC,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및 EN 기준에 근거한 침목방진패드의 정, 동적 스프링

강성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의 성능요구조건

침목방진패드의 성능 요구조건 설정 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침목 직하부 발생 압

력(침목과 도상자갈의 접촉 압력)이며 접촉 압력의 작

용 범위 산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이 

침목과 도상자갈 사이에 발생되는 평균 접촉 압력을 

침목방진패드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력으로 설정하고 

침목방진패드의 목표 스프링강성(요구조건)으로 설정

하였다. 침목방진패드의 설계 시 침목과 도상자갈의 

접촉 압력은 일반적으로 균등분포된 하중조건으로 단

순화하여 식 1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3).

  


 (1)

여기서, 는 침목과 도상자갈 사이의 평균 접촉 압

력(Average contact pressure), 은 레일 직하부 최  작

용력(Maximum rail seat load)을 의미하며, 는 침목의 

폭(Width of sleeper), 그리고 은 침목에 작용하는 하중

의 유효 길이(Effective length of sleeper supporting load 
qr=1/3 of total length of sleeper)를 의미한다3). 선행연구

결과 자갈궤도의 침목과 도상자갈 사이에 작용하는 접

촉 압력의 유효범위는 침목 전체 길이의 약 1/3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3). 또한 는 침목의 형식과 궤도 유지

Fig. 1. Scheme of distribution of sleeper/ballast contact pressure3).

Table 1. Performance requirements of under sleeper pad2,4)

Test item UIC KRCS A010 03 Target 
properties

Shore hardness
(Shore A) 10 ~ 90 - 10 ~ 90

Static spring stiffness
(N/mm3) 0.3 0.14 ± 20%

(0.112~0.168) 0.3

Dynamic spring 
stiffness(N/mm3) Below 0.9 Below 0.5 Below 0.9

Compression set(%) - Under 15 Under 15

Electricity resistance
(Ω⋅cm) - Over 1012 Over 1012

Variation of spring 
stiffness(according to 

fatigue test)
Below 75% - Below 75%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계수를 의미한다3).
선행연구결과, Fig. 1과 같이 침목과 도상자갈 사이

의 접촉 압력의 분포는 약 100~200개의 위치에서 발생

되며, 현장실험결과 현장에서 발생되는 접촉 압력의 

수준은 최  0.3 MPa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3).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는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

의 시험방법은 정, 동적 스프링강성, 압축영구줄음율 

및 전기저항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4). UIC의 경우 

쇼어경도, 정, 동적 스프링강성 및 피로시험을 적용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준을 검토하여 침

목방진패드의 성능요구조건에 한 목표치를 Table 1
과 같이 설정하였다2,4).

침목방진패드의 성능요구조건에서 쇼어경도(Shore 
A)와 피로시험 전, 후 스프링강성 변화율은 국내 기준

이 없어 UIC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압축영구줄음율과 

전기저항 시험의 경우 국내기준(KRCS A010 03, Korea 
Railroad Corporation Standard)을 적용하였다4). 또한 정

적 및 동적 스프링강성의 경우 국,내외 요구조건을 검

토하여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UIC 요구조건

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서 

제시된 성능요구조건 중 침목방진패드의 기능과 성능 

유지 및 평가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스프링강성 측면

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스프링강성 평가기

법에 따른 침목방진패드의 정, 동적 스프링강성 시험

을 수행하여 시험기법에 따른 스프링강성 차이를 분석

하였다.

2.2 국⋅내외 스프링강성 시험규격

레일패드의 정적 스프링강성은 하중-변위 곡선에서 

체결장치가 조립되었을 때 레일패드에 가해지는 힘인 

초기 체결력(f1)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운행 시 패드에 

가해 질 수 있는 최 하중(f2) 사이의 할선강성(Se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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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ral load-displacement diagram of rail pad5).

stiffness)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적 스프링강성은 패드 

실물에 한 시험을 통해 결정되며, 시험방법 및 f1, f2 
값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정적 수직강

성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레일패드에 수직하중

이 작용할 경우의 일반적인 하중-변위 곡선은 Fig. 2와 

같다5). 

2.2.1 KRCS A010 034)

자갈도상 PC침목용 침목패드의 경우 3개의 시험편을 

제작하여 정적 스프링강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방

법은 국내기준인 KRCS A010 03의 시험방법을 준용하

여 시험하중의 하한값(P1)은 0.01 N/mm2, 상한값(P2)은 

0.15 N/mm2으로 하고 시험편의 크기는 200×200×15 mm
로 하였다. 시험편에 하중을 0에서 P2까지 2회 가하되 

각 회마다 하중 0 및 P2에서 각각 30초간 유지하며, 이
때의 재하속도는 하중 0에서 P2까지 가하는 시간이 30
초가 되는 10 kN/min으로 하였으며, 3번째 재하 시 식

(2)에 의해 정적 스프링강성을 산출할 수 있다4).

 

  (2)

2.2.2 EN 13146-9:2009+A1:20116)

레일체결장치 시험을 위해 통용되고 있는 시험방법 

관련 표준규격은 유럽표준인 EN 13146 규격이 있으며, 
레일체결장치 조립체 및 패드 단품의 정⋅동적 수직강

성 시험방법은 EN 13146-9에 정의되어 있다5,6). 
정적 스프링강성 시험을 위한 하중 가력속도 및 방

법을 살펴보면, 하중 가력은 하중 제어를 원칙으로 하

되 120±10 kN/min 속도가 적용되며, 하중 0에서 체결

장치 형식별 최  시험하중(FSPmax)까지 하중을 가한 

후, 체결장치의 이론적인 체결력(FSP1)까지 하중을 감소

시키고 이러한 하중 증감을 총 3회 반복한다. 하중 가

력상태에서 FSP1과 FSP2(=0.8FSPmax)에 해당되는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차를 계산한 후, 하중 값 및 변위차를 이

용하여 레일패드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단품에 

한 정적 스프링강성을 계산할 수 있다5).

2.3 침목방진패드 스프링강성 평가기법 고찰 

UIC의 경우 실제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의 사용환

경, 조건 및 하중작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 한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가력지그를 사용하여 침

목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을 평가한다. UIC report에 제

시된 실험결과 역시 300×300 mm 콘크리트 블록에 Fig. 
3과 같이 4가지 유형(FSP, NBP, GBP, TUM-P)의 가력

지그를 적용하여 침목방진패드의 정, 동적 스프링강성 

및 피로시험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1).

Fig. 3. Various ballast plate for spring stiffness test1).

FSP(Flat steel plate)의 경우 평탄면의 스틸 플레이트

를 적용하였으며, GBP(Geometric ballast plate)의 경우 

금속을 이용하여 표면에 칭적인 요철 형상을 가력지

그로 제작하였다. NBP(Normal ballast plate)의 경우 도

상자갈을 형상화 하였으며 자갈의 돌출부를 제거하기 

위해 표면처리하여 가공하였다. TUM-P의 경우 뮌헨 

공 에서 개발한 자갈도상 가력지그로써 자갈 표면의 

돌출부를 유지하여 실제 자갈도상과 침목방진패드가 

접촉하는 조건에 가장 유사하게 제작하였다.

3. 실내시험

3.1 시험체 조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는 천

연고무(Natural rubber, NR) 소재로서 도상자갈과 닿는 

면에는 Geotextile로 표면처리가 되었으며, 시험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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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tested under sleeper pad 
(200×200×15 mm)1)

Test specimen Material Thickness
(mm)

Surface 
treatment Shore A

G04 V05 PUR 10 Geotextile -

G04 V03 PUR 12 Plastic layer -

Paul Müller EVA 10 None -

Type A NR 15 Geotextile 30

Type B NR 15 Geotextile 40

Fig. 4. Photographs of test specimens

도를 2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3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체의 제원과 전경은 각각 

Table 2 및 Fig. 4와 같다.
선행 연구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위한 상 시험체의 

종류는 Table 2와 같이 3가지를 적용하였다. 폴리우레

탄(Polyurethane, PUR) 소재의 두께 10 mm로 Geotextile
을 이용하여 표면처리를 사용한 시험체(G04 V05)와 두

께 12 mm로 Plastic layer로 표면처리를 사용한 시험체

(G04 V03)를 각각 적용하였다. 또한 EVA(Ethylene vinyl 
acetate) 소재로서 두께 10 mm로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시험체(Paul Müller)를 비교 상으로 선정하였다1). 
상 시험체의 제원 및 표면처리 방법은 Table 2와 같다.

3.2 시험방법

정, 동적 스프링강성 시험방법은 침목방진패드의 국

외 선행 연구결과를 준용하였으며2), 경도별 2가지 유

형(Type A, Type B)의 시험체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침목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 시

험조건은 Table 3과 같다

선행 연구결과1)와의 시험기법에 관한 적정성을 비

교하기 위해 정적 시험의 경우 0.1 ~ 0.5 N/mm2까지 하

중재하를 실시하였으며, 동적 시험의 경우 0.01 ~ 0.1 
N/mm2의 하중을 재하하였다. 또한 동적 가진주파수의 

Table. 3 Loading condition for spring stiffness test

Test type Loading condition Frequency

Static 0.1 ~ 0.5 N/mm2 -

Dynamic 0.01 ~ 0.1 N/mm2 4±1 Hz

 

Fig. 5. Standard ballast plate(SBP).

경우 국내에서 적용되는 열차들의 공진이 발생되는 가

진주파수에 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4±1 Hz의 가진

주파수의 범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력지그 전경은 Fig. 5와 같다.
평탄면의 스틸 플레이트(FSP) 및 선행 연구에서 적

용한 NBP와 실제 자갈도상의 불규칙 요철 현상을 모

사한 TUM-P에 준하는 시험조건을 설정하고자 별도의 

SBP(Proposed standard ballast plate)를 제작하였으며, 실
제 자갈의 형상과 재질이 상이한 GBP의 경우 시험조

건에서 배제하였다.
침목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 측정을 위한 시험장비

는 최  하중 50 kN의 만능재료시험기(UTM)를 사용하

였으며, 실내시험 전경은 Fig. 6과 같다.

Fig. 6. Photographs of spring stiffness test.

3.3 실내시험 결과

3.3.1 정적 스프링강성 시험결과

정적 스프링강성 시험결과, 선행 연구결과와의 성능 

비교를 위해 시험하중 0.1 N/mm2에서의 침목방진패드

Table 4. Measured static spring stiffness according to various 
loading plate type (0.1 N/mm2)1)

Loading
plate type

Test 
specimen

Cstat(N/mm3)

FSP NBP TUM-P SBP

G04 V05 0.336 0.086 0.046 -

G04 V03 0.212 0.080 0.046 -

Paul Müller 0.967 0.252 0.117 -

Type A 0.249 - - 0.053

Type B 0.263 - -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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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d-displacement curve(static)

(b) Static spring stiffness according to various loading plate type

Fig. 7. Test results of static spring stiffness1).

의 스프링강성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1). 각각 시험체별 

정적 스프링강성 결과 값은 Table 4와 같다.
본 실내시험의 경우 침목방진패드의 경도별 2가지 

유형으로 각각 3개의 시험체를 적용하여 평균값을 산

출하였으며, 정적하중 재하 시 침목방진패드의 하중-
변위 결과 및 가력지그 형식에 따른 정적 스프링강성 

시험결과는 Fig. 7과 같다.
FSP의 경우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자갈도상을 모사한 SBP의 경우 자갈의 돌출부를 제거

한 NBP와 실제 자갈을 모사한 TUM-P의 결과 값의 범

위 내에 측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도에 

따른 시험체별 정적 스프링강성 시험결과의 차이는 미

소하였으며, 동일한 경도의 시험체에서 가력지그별 정

적 스프링강성은 FSP 비 SBP 적용 시 약 4.7배 정적 

스프링강성이 작게 나타났다. 
시험체별 정적하중(Static pressure load) 증가에 따른 

정적 스프링강성의 변화는 Fig. 8과 같다.

(a) using FSP

(b) using SBP

Fig. 8. Variation of static spring stiffness by increasing pressure 
load.(Type A).

하중 증가 시 가력지그 형상에 따른 정적 스프링강

성은 선형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초기하중 0.1 N/mm2 
에서 최 하중 0.5 N/mm2까지 하중 재하 시 정적 스

프링강성은 FSP의 경우 약 2.8배, SBP는 약 3.4배 수

직 스프링 강성의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초기하중 

0.1 N/mm2 재하 시 SBP의 경우 FSP보다 약 4.7배 작

게 나타났으며, SBP의 경우 시험하중 0.5 N/mm2 적용 

시 에도 요구조건 0.3 N/mm3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3.2 동적 스프링강성 시험결과

동적 스프링강성 시험은 선행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하중조건인 시험하중 0.01~0.1 N/mm2에서

의 침목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을 산출하여 상호 비교

하였다. 시험체별 동적 스프링강성 산출결과는 Table 5
와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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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sured dynamic spring stiffness according to 
various loading plate type1)

Loading
plate type

Test 
specimen

Cdyn(N/mm3)_0.01~0.10 N/mm2(5 Hz)

FSP NBP TUM-P SBP

G04 V05 0.41 0.10 0.05 -

G04 V03 0.24 0.10 0.06 -

Paul Müller 2.45 0.37 0.17 -

Type A 0.35 - - 0.07

Type B 0.34 - - 0.07

(a) Load-displacement curve(dynamic)

(b) Dynamic spring stiffness according to various loading plate type

Fig. 9. Test results of dynamic spring stiffness1).

본 실내시험의 경우 침목방진패드의 경도별 2가지 

유형으로 각각 3개의 시험체를 적용하여 평균값을 산

출하였으며, 동적하중 재하 시 침목방진패드의 하중-
변위 결과 및 가력지그 형식에 따른 동적 스프링강성 

산출결과는 Fig. 9와 같다.
FSP의 경우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SBP의 경우 자갈의 돌출부를 제

거한 NBP와 실제 자갈을 모사한 TUM-P의 결과 값의 

범위 내에 측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도

에 따른 시험체별 동적 스프링강성 시험결과의 차이는 

미소하였으며, 동일한 경도의 시험체에서 가력지그별 

동적 스프링강성은 FSP 비 SBP 적용 시 약 5배 동적 

스프링강성이 작게 나타났다.

4. 분석 및 고찰

4.1 정, 동적 스프링강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도별 2가지 유형의 침목방진패드

를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가력지그별(FSP, 
SBP) 정, 동적 스프링강성 시험결과는 Fig. 10과 같다.

Fig. 10. Spring stiffness results according to loading plate 
type and specimens.

분석결과, 경도에 따른 시험체별 스프링강성의 차이

는 미비하였다. 국내 침목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 시험 

시 적용되는 FSP의 경우, 실제 자갈도상을 모사한 SBP 
가력지그 보다 약 80% 정, 동적 스프링강성이 크게 나

타났다. 이는 접촉면적이 넓은 FSP의 경우 실내시험을 

통한 스프링강성 평가 시 상 적으로 스프링강성이 과

평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갈도상에 적용하는 침

목방진패드의 경우 보다 현장조건을 반영한 스프링강

성 평가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가력지그별 정, 동적 스프링강성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 동적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정적

비 동적 스프링강성비를 산출하였다. 선행 연구결과

를 준용한 가력지그별 정, 동적 스프링강성비는 Fig. 
11과 같다1).

분석결과, 경도에 따른 시험체별 정⋅동적 스프링강

성비의 차이는 미소하였으며, 가력지그에 따른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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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ynamic/static spring stiffness ratio according to 

various loading plate type1).

과가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적용한 침목방진패드 시험체의 경우 정적 비 

동적하중 재하 시 약 35% 스프링강성이 증가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스프링강성 시험기준을 참

조하여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의 성능시험을 위한 

평가기법 및 침목방진패드의 성능요구조건에 따른 시

험결과를 제시하였다.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의 

정, 동적 스프링강성 평가기법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여건과 유사한 SBP 가력지그를 적용하였으

며, 국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의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
2) 정, 동적 스프링강성 시험결과, 경도에 따른 시험

체별(Type A, Type B) 스프링강성의 차이는 미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력지그 형상에 따라 FSP의 경

우 실제 자갈도상을 모사한 SBP보다 약 80% 스프링강

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접촉면적이 넓은 FSP의 

경우 상 적으로 스프링강성이 과 평가 될 소지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스프링강성 시

험기법에 적용되는 가력지그(FSP)는 동일한 재료의 침

목방진패드 평가 시 실제 현장조건 비 침목방진패드

의 스프링강성을 과 평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갈궤도용 침목방진패드의 경우 실제 현장

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적절한 스프링강성 평가기법 적

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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