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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침목플로팅궤도(STEDEF)

침목방진패드 교체에 따른 동적 거동

Dynamic Behavior of Sleeper Floating Track System(STEDEF) on 
Urban Rapid Transit According to Replacement of Resilience Pad

최정열*, 봉재근**, 이정숙***, 한재민*, 정지승*

Jung-Youl Choi*, Jae-Gun Bong**, Jeong-sug Lee***,Jae-Min Han*, Jee-Seung Chung*

요 약 본 연구는 도시철도 침목플로팅궤도인 STEDEF궤도구조에 사용되는 침목방진패드의 교체 필요성 및 궤도전반

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자 침목방진패드 교체 전, 후의 궤도 동적거동을 현장측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후된 침목방진패드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궤도지지강성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침목방진패드 교체를 통해 당초 설계 시 고려했던 궤도지지강성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

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침목방진패드 교체 이후 측정 궤도충격계수가 대부분 설계기준 이하로 크게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침목방진패드의 교체를 통해 궤도지지강성을 설계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동적 윤중 증폭을

감소시킴으로서 궤도에 작용하는 충격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기적절한 침목방진패드의 교

체를 통해 궤도지지강성을 설계 시 고려했던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궤도충격수준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궤도재

료 전반의 내구성 확보 및 사용수명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침목플로팅궤도, 침목방진패드, 궤도지지강성, 궤도충격계수, 동적응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ynamic behavior of STEDEF track that of the sleeper 
floating track on urban rapid transit according to replacing the resilience pads and analyze the necessity of 
replacing the resilience pads experimentally. It was analyzed that the uniformity of the track support stiffness 
could be secured by replacing the used resilience pads with new resilience pads. Therefore, by replacing the used 
resilience pads, the measured track impact factor was found to be dramatically reduced below the track design 
standard,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track support stiffness could be restored to the design value. As a results, 
it is possible to restore track support stiffness to the design value and reduce track impact factor by replacing 
timely resilience pads, which is important to securing durability and improving service life of track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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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도시철도 침목플로팅궤도(sleeper floating

track)인 STEDEF궤도구조에 사용되는 침목방진패드

(resilience pad)의 교체 필요성 및 궤도전반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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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톤(서울교통공사 선로정비규정 제18조) 이상 사용중

인 운행선 궤도를 대상으로 침목방진패드 교체 여부에

따른 궤도의 동적응답을 측정하고 침목방진패드 교체

에 따른 동적거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

상 궤도구조는 침목저부에 소프트한 방진패드가 삽입

되어 콘크리트 도상과 콘크리트 침목이 구조적으로 분

리 거동하도록 유도하고 궤도에 작용하는 열차하중의

동적효과를 도상층 및 구조물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침목플로팅궤도이다. 따라서 침목플

로팅궤도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침목

방진패드의 재료적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궤도유지관리지침에서는 침목방진패드의 스프링

강성 변화수준 또는 두께 감소율을 바탕으로 침목방진

패드의 교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침목방진패드를 교체함으로서 침목플로팅궤

도의 거동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침목방

진패드 교체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사례 역시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행선 궤도현장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측정 궤도지지강성(track

support stiffness)과 궤도충격계수(track impact factor)

를 정, 동적 이론값(설계값)와 비교함으로써 약 20년 이

상의 공용년수를 갖는 현시점에서의 궤도지지강성과

궤도충격계수의 적정성을 평가하였고 궤도의 동적응답

의 변화수준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Ⅱ. 현장측정

본 연구에서는 운행선 STEDEF 궤도구조를 대상으

로 침목방진패드 교체에 따른 궤도부담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용중 궤도충격계수 및 궤도지지강성

을 산출하고자 현장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 궤도지지강성을 바탕으로 침목저부에 설치된

침목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목방진패드 스프링강성 변화에 따른 궤도충격계수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침목방진패드

교체 전, 후의 동적 거동 분석을 위해 윤중, 횡압, 변위

및 응력을 측정하였고 측정구간의 제원과 센서설치 전

경은 각각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표 1. 측정구간 제원

Table 1. Properties of tested sections

Section R(m) Cant(mm) Accumulated tonnage(MGT)

A ∞ - 5.74

B 400 144 5.74

C 600 85 4.10

그림 1. 측정구간및센서설치전경
Figure 1. Photographs of field test site and instrumentation

측정항목별 측정결과의 예는 그림 2와 같으며 측정항

목별 측정결과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a) Wheel load (b) Lateral wheel load

(c) Displacement of rail (d) Displacement of Sleeper

(e) Lateral displacement of rail (f) Rail bending stress

그림 2. 동적응답측정파형예

Figure 2. Examples of measured results of dyna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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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eel load(Before) (b) Wheel load(After)

(c) Lateral wheel load(Before) (d) Lateral wheel load(After)

(e) Rail displacement(Before) (f) Rail displacement(After)

(g) Sleeper displacement(Before) (h) Rail displacement(After)

(i) Lateral rail displacement(Before) (j) Lateral rail displacement(After)

(k) Rail bending stress(Before) (l) Rail bending stress(After)
그림 3. 동적궤도응답측정결과예

Figure 3. Examples of measured dynamic track response

현장측정 결과, 그림 3과 같이 침목방진패드 교체

전, 후의 궤도부담력 변화 경향은 측정개소별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침목방진패드 교체 후

의 동적 윤중과 횡압은 최대 30% 수준까지 감소하였으

며, 레일변위와 침목변위는 최대 50% 수준까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사용에 따라 침목방진패

드의 탄성이 소실된 현장 조건에서 신품으로 교체가 되

어 레일이나 침목의 수직변위가 상대적으로 증가된 결

과로 분석되었다 [1].

표 2. 침목방진패드 교체에 따른 동적응답 비교

Table 2. Comparisons of dynamic response by resilience pad

Resilience pad

replacement

Maximum measured results

1) 2) 3) 4) 5) 6)

A

Before
65∼

118

5∼

18

1.84∼

2.36

1.35∼

1.86

0.44∼

0.88

20∼

32

After
64∼

80

4∼

16

2.25∼

2.64

1.92∼

2.34

0.31∼

0.64

19∼

33

Variation(%) ▼ 32 ▼ 11 ▲ 12 ▲ 26 ▼ 27 ▲ 3

B

Before
78∼

132

24∼

74

1.77∼

3.17

1.64∼

3.07

0.32∼

4.48

44∼

106

After
68∼

107

18∼

60

2.36∼

3.60

2.05∼

3.86

0.34∼

2.84

55∼

90

Variation(%) ▼ 19 ▼ 19 ▲ 14 ▲ 26 ▼ 37 ▼ 15

C

Before
56∼

89

15∼

41

1.22∼

1.87

1.17∼

1.79

0.38∼

1.32

37∼

59

After
65∼

81

16∼

40

2.02∼

2.89

1.99∼

2.78

0.31∼

1.22

32∼

56

Variation(%) ▼ 8 ▼ 2 ▲ 55 ▲ 55 ▼ 8 ▼ 5

1) Dynamic wheel load(kN)

2) Dynamic lateral wheel load(kN)

3) Dynamic displacement of rail(mm)

4) Dynamic displacement of sleeper(mm)

5) Dynamic lateral displacement of rail(mm)

6) Dynamic rail bending stress(MPa)

▼ : Decrease, ▲ : Increase

또한 침목수직변위 증가율이 레일수직변위 증가율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이유는 침목방진패드의

설치위치가 침목 직하부에 위치하여 침목자체의 변위

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1]. 반면 레일수직변위는 침목과 침목 중앙부에

서 측정된 레일의 휨변형에 의한 변위를 측정한 결과로

써 침목수직변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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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궤도지지강성 및 궤도충격계수 분석

1. 궤도지지강성

궤도지지강성은 궤도의 침하량을 비롯하여 궤도구조

의 정, 동적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계

변수이며 궤도성능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이다 [2-5]. 콘

크리트 궤도구조의 궤도지지강성은 레일패드 및 방진

패드 등과 같은 방진(탄성)재료의 스프링강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다 [2-5]. 따라서 직렬배치된 탄성재료별

각각의 스프링계수를 조합하여 선형스프링모델로 치환

하여 산출하는 스프링강성평가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

용된다 [2-5]. 콘크리트 궤도구조의 궤도지지강성은 레

일을 지지하는 레일지지점(침목)의 스프링강성으로 평

가될 수 있으며, 레일체결장치(레일 지지점)의 스프링

강성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일반적인 콘크리트궤도의

궤도지지강성은 분석이 가능하다 [2-5].

본 연구에서는 STEDEF 궤도의 설계도서를 참조하

여 설계 궤도지지강성을 산출하여 측정 궤도지지강성

과 비교하고 침목방진패드 교체에 따른 구간별 궤도지

지강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나타냈으며,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측정구간별 침목방진패드 교체여부에 따른

궤도지지강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침목방진패드 교체

여부에 따른 궤도지지강성의 범위 및 수준은 뚜렷한 차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측정 궤도지지강성은 실 운행열

차를 대상으로한 동적계측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

므로 동적 설계 궤도지지강성과 비교하였다. 침목방진

패드 교체 전에는 전체 구간에서 대부분 정, 동적 설계

궤도지지강성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목방진

패드 교체 후에는 전반적으로 동적 설계 궤도지지강성

상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침목방진패드 교체 전에는 궤도지지강성의 발

생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신품으로 침목

방진패드를 교체한 후에는 궤도지지강성의 발생범위가

일정범위와 크기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궤도구

조의 안정적인 탄성거동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

되었다 [2, 4].

직선부(Section A)의 경우 그림 4(a)∼그림 4(b)와

같이 내, 외측 궤도지지강성의 차이가 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반면, 곡선부(Section B∼C)의 경우 그림

4(c)∼그림 4(f)와 같이 내, 외측 궤도지지강성이 일부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곡선부를 주행

하는 열차하중에 의해 내, 외측 레일에 작용되는 동적

윤중의 크기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궤도의 탄성변위 발

생수준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서 동적 윤중과 변위의 관

계에서 산출되어지는 측정 궤도지지강성의 차이를 발

생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ection B(R400)의 경

우 그림 4(c)∼그림 4(d)와 같이 곡선부 임에도 내, 외

측 궤도지지강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Section

C(R600)의 경우 그림 4(e)∼그림 4(f)와 같이 내측 궤

도지지강성이 외측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는 내측 레일에 작용하는 동적 윤중이 외측 대비 상대

적으로 크게 발생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ection C는 Section B보다 곡선반경이 큼에도 불구하

고 열차속도대역이 낮고 주행속도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여 일부 과캔트 현상이 유발되어 내측 윤중

이 외측 보다 커지고 이에 따라 내, 외측 궤도지지강성

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 Section A(Before) (b) Section A(After)

(c) Section B(Before) (d) Section B(After)

(e) Section C(Before) (f) Section C(After)
그림 4. 측정궤도지지강성

Figure 4. Measured track support stiffness

침목방진패드 교체 전, 후의 구간별 궤도지지강성

측정결과, 그림 4와 같이 침목방진패드 교체에 따른 측

정 궤도지지강성이 모든 측정개소에서 모두 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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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준으로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장

의 공용중인 침목방진패드의 노후수준이 유사하여 침

목방진패드 교체 전의 궤도지지강성 수준이 유사하게

평가됨으로써 신품 침목방진패드 교체로 인해 현장의

궤도지지강성이 초기치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궤도충격계수

궤도충격계수는 궤도지지강성과 레일표면요철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열차하중의 정적 윤중 대비 동적

윤중의 증가 비인 동적 윤중변동율(rate of wheel load

fluctuation)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4, 5]. 본

연구에서 산정한 측정 충격계수는 동적 윤중변동률의

표준편차의 2σ 값을 고려하였으며, 정규분포형태로 나

타나는 가우시안 확률밀도 분석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의 평균값(xc)와 표

준편차(w)의 합에 1을 더해 측정구간별 내, 외측 궤도

충격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4, 5].

(a) Section A(Inner) (b) Section A(Outer)

(c) Section B(Inner) (d) Section B(Outer)

(e) Section C(Inner) (f) Section C(Outer)

그림 5 측정동적윤중변동율분석결과예

Figure 5. Examples of measured wheel load fluctuation

그림 6과 표 4는 침목방진패드 교체 전에 측정된 동

적 윤중변동율을 이용한 분석결과로서 현재 국내 궤도

설계충격계수로 사용하고 있는 1.410V/80(열차속도

80km/h에 대한 기준식)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으로써

대상선로에서의 궤도충격은 설계 시 고려된 수준을 초

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침목방진패드를

신품으로 교체함으로써 공용중인 STEDEF 궤도의 궤

도지지강성을 설계 궤도지지강성의 수준으로 회복시키

고 이에 따른 궤도충격 저감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하

였다.

그림 6. 침목방진패드교체에따른궤도충격계수변화

Figure 6. Variations in track impact factor by replacing

resilience pad

표 4. 침목방진패드 교체에 따른 궤도충격계수 비교

Table 4. Comparisons of track impact factor by replacing

resilience pad

Section A B C

Radius(m) ∞ 400 600

Before 1.693-1.909 1.793-1.944 1.479-1.652

After 1.372-1.539 1.485-1.692 1.404-1.463

Reduction ratio

(%)_max
19 17 11

또한 침목방진패드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궤도지지강

성을 설계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표 4와 같이 일부 구간의 경우 설계 궤도충격계수를 상

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궤도충격계수는 궤도지

지강성과 레일표면의 품질수준(표면요철 및 궤도틀림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구간의 경우 레일표면요철이 침목방진패드

교체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된 결과이므로 일부 다

른 동적하중 증폭요인이 작용한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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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침목방진패드의 교체를 통해 궤도충격계수의

저감 수준이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로 나타나 침목방

진패드의 교체필요성 측면에서는 유효한 수준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침목방진패드의 스프링강성은

궤도지지강성 뿐만 아니라 궤도충격계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도시철도 침목플로팅궤도인 STEDEF궤도

구조에 사용되는 침목방진패드의 교체 필요성 및 궤도

전반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자

침목방진패드 교체 전, 후의 궤도 동적거동을 비교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침목방진패드 교체 여부에 따른 궤도지지강성 분

석결과, 노후된 침목방진패드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

만으로도 궤도지지강성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침목방진패드 교체를 통해 당초

궤도설계 시 고려했던 궤도지지강성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2) 전체 측정개소에서 침목방진패드 교체 이후 측정

궤도충격계수의 수준이 대부분 설계 궤도충격계수 이

하로 크게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침목방진패드의 교

체를 통해 궤도지지강성을 설계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

함으로써 동적 윤중 증폭수준을 저감시키고 이로 인해

궤도에 작용하는 충격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따라서 시기적절한 침목방진패드의 교체를 통해

궤도지지강성과 궤도충격수준을 설계 시 고려했던 수

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궤도구성품 전반의 내

구성 확보 및 사용수명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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