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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modified wide sleepers(MF-140 PSC sleepers), design moment for urban transit 

was calculated and then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were set up according to EN 13230-2. Next, static bend 

tests, dynamic tests at rail seat section of sleeper were carried out and static bend tests at center section of sleeper 

were fulfilled. The test results for modified wide sleepers were in exc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nd 

structural safety of sleepers was able to guaranteed from the results. As modifying depth of wide sleepers, 

construction convenience in underground will be expected to be improved and construction costs will be expected 

to be decreased.

1. 서론

  포장궤도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광폭침목은 하중분산능력 및 현장 작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되

었으며, 표준 광폭침목의 높이는 일반 국철 침목의 높이를 감안하여 레일 좌면부 195 ㎜, 침목 중앙부 

180 ㎜로 설계되었다. 포장궤도는 노후된 자갈도상궤도의 개량목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일부구간에서

는 도상두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광폭침목의 높이를 

레일 좌면부 및 침목 중앙부에 대해서 각각 140 ㎜, 125 ㎜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광폭침목(MF-140 PSC 침목)의 구조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에 

적용 가능한 설계모멘트를 산정하여 EN 13230-2에 따라 성능평가 기준(하중 및 균열폭에 관한 기준)

을 설정한 후 레일 좌면부에 대한 정․동적 휨강도 시험 및 피로시험, 침목 중앙부에 대한 정적 휨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2. 수정 광폭침목(MF-140 PSC 침목) 성능시험

2.1 기준하중 및 성능시험 평가기준

 2.1.1 기준하중

휨 시험의 기준 하중은 설계모멘트(Md)와 동일한 모멘트를 유발하는 하중으로 산정해야 한다. 도시철

도차량의 윤중, 설계속도 및 침목 중심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계모멘트를 산정하였으며, EN 13230-2의 

기준 하중 산정식을 이용하여 레일 좌면부 및 침목 중앙부 하중(Fro 및 Fcon)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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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레일 좌면부 및 침목 중앙부 설계모멘트 및 기준하중

구 분 레일 좌면부 침목 중앙부

지점간격(m) Lr 0.5 Lc 1.507

설계모멘트(kN ․ m) Mdr 4.48 Mdcn 3.53

기준 하중(kN) Fro 44.80 Fcon 10.04

 2.1.2 성능시험 평가기준

EN 13230-2에서는 PSC 침목에 대한 성능시험 항목별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Rail seat section]

  ⓐ 정적 휨강도 시험(정모멘트)

    - 최초 균열 발생 시 재하된 하중(Frr) > Fro

    - 하중 제거 시 균열폭이 0.05 ㎜일 때의 최대하중(Fr0.05) > k1s × Fro

    - 침목 파괴 시 최대하중(FrB) > k2s × Fro

  ⓑ 동적 휨강도 시험

    - 하중 제거 시 균열폭이 0.05 ㎜일 때의 최대하중(Fr0.05) > k1d × Fro

    - 하중 제거 시 균열폭이 0.50 ㎜일 때의 최대하중(Fr0.50) 또는 파괴 시 최대하중(FrB) > k2d × Fro

  ⓒ 피로 시험

    - 반복하중 재하 후(Fru ～ Fro) Fro에서 침목 최대 균열폭 ≤ 0.1 ㎜

    - 반복하중 종료(200만회) 시 침목 최대 균열폭 ≤ 0.05 ㎜

    - 정하중 재하 시 파괴하중(FrB) > k3 × Fro

 [Center section]

  ⓓ 정적 휨강도 시험(부모멘트)

    - 최초 균열 발생 시 재하된 하중(Fcrn) > Fcon

    - 침목 파괴 시 최대하중(FcBn) > k2s × Fcon

여기서, 충격계수(k1s, k2s, k1d, k2d 및 k3)는 ORE D170 RP4에서 제안하고 있는 값을 적용하였으며, 

본 시험에서 적용된 광폭침목의 성능시험 평가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광폭침목 성능시험 평가기준

구 분 항목 기준값 비고

정적

휨강도

시험

레일 좌면부

(정모멘트)

Frr 44.80 kN

Fr0.05 80.64 kN 1.8 × Fro

FrB 112.0 kN 2.5 × Fro

침목 중앙부

(부모멘트)

Fcrn 10.04 kN

FcBn 25.10 kN 2.5 × Fcon

동적 휨강도 시험
Fr0.05 67.20 kN 1.5 × Fro

Fr0.50 98.56 kN 2.2 × Fro

피로 시험

Crack Width at Fro after test ≤ 0.10 ㎜

Crack Width when unloaded ≤ 0.05 ㎜

FrB 112.0 kN 2.5 × Fro

2.2 정적 휨강도 시험

2.2.1 레일 좌면부 정적 휨강도 시험

수정 광폭침목 시험체 3개를 이용하여 레일 좌면부에 대한 정적 휨강도 시험을 EN 13230-2에 따라 실

시하였다. 지점부 중심 간격은 50 ㎝이며 시험체 설치는 그림 1과 같다. 침목 레일 좌면부에 균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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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때까지 그림 2(a)와 같이 하중(Frr)을 가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분해능이 0.01 ㎜인 측미현미경을 사

용하여 균열폭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최초 균열발생이라 함은 EN 13230-1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균열깊이

가 침목 하단으로부터 15 ㎜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최초 균열발생 하중을 확인한 후, 그림 2(b)와 같이 

단계별로 하중을 재하하고 다시 하중을 제거한 후 균열폭을 측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림 1. 레일 좌면부 정적 휨강도 시험을 위한 시험체 설치

(a) 최초 균열발생 확인을 위한 하중 재하 단계 (b) 최초 균열발생 후 하중 재하 단계

그림 2. 레일 좌면부 정적 휨강도 시험 시 하중 재하 방법

수정 광폭침목에 대한 레일 좌면부 정적 휨강도 시험 결과는 표 3 및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정적 

휨강도 시험 평가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rr은 124.8 kN이며 이는 평가기준 대비 2.78배 

큰 값으로, 수정된 광폭침목이 초기 균열에 대해 상당히 큰 저항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각 시험체별 파괴 형상은 3개 시험체 모두에서 레일 좌면부 압축파괴 양상이 관찰되었

으며 전단파괴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b)의 하중-균열폭 관계에서 3개 시험체 모두 균열폭이 

0.10 ㎜~0.15 ㎜를 넘어서게 되면 동일한 하중 증가량 대비 균열폭 증가량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처짐량 증가 ⇨ 균열폭 증가 ⇨ 콘크리트 유효 단면적 감소 ⇨ 휨강성 감소에 따른 처짐량 

증가의 매커니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레일 좌면부 정적 휨강도 시험 결과

Type Specimen Frr(kN) Fr0.05(kN) FrB(kN)

광폭침목

(MF-140

PSC Sleeper)

No.1 124.8

＞ 44.80

144.8

＞ 80.64

234.8

＞ 112.0No.2 124.8 154.8 244.8

No.3 124.8 154.8 254.8

Avg. 124.8 - 151.5 - 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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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3 시험체의 단계별 하중-처짐 곡선 (b) 하중-균열폭 관계

그림 3. 레일 좌면부 정적 휨강도 시험 결과

2.2.2 침목 중앙부 정적 휨강도 시험

침목 중앙부에 대해서도 레일 좌면부와 같이 시험체 3개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지점부 중

심 간격은 150.7 ㎝이며 시험체 설치는 그림 4(a)와 같다. 하중은 그림 4(b)와 같이 가하되 레일 좌면부와

는 달리 균열폭을 측정하지는 않았다.

(a) 시험체 설치    (b) 하중 재하 방법

그림 4. 침목 중앙부 정적 휨강도 시험체 설치 및 하중 재하 방법

수정 광폭침목에 대한 침목 중앙부 정적 휨강도 시험 결과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기준을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목 중앙부도 레일 좌면부와 마찬가지로 Fcrn 평균값이 평가기준 대비 약 3배 

정도 커서 초기 균열에 대한 큰 저항성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침목 중앙부 정적 휨강도 시험 결과

Type Specimen Fcrn(kN) FrBn(kN)

광폭침목

(MF-140

PSC Sleeper)

No.1 35.04

＞ 10.04

45.11

＞ 25.10No.2 28.60 47.14

No.3 25.04 47.04

Avg. 29.56 - 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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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적 휨강도 시험

동적 휨강도 시험은 수정 광폭침목 시험체 3개를 이용하여 EN 13230-2에 따라 레일 좌면부에 대해서

만 실시하였으며 시험체는 정적 휨강도 시험과 동일하게 설치하였다. 단계별 동하중 재하 횟수는 5000

회, 적용 주파수는 5 Hz 이며 하중 제거 후 측미현미경을 이용하여 균열폭을 관찰하였다. 동적 휨강도 

시험을 위한 하중 재하 절차는 표 5와 같다.

표 5. 동적 휨강도 시험을 위한 단계별 하중 재하 절차

Load Step
Dynamic Load

증분(kN)
Frequency

(Hz)
비고

최소하중(kN) 최대하중(kN)

Step 1 10 44.8 - 5

▪최소하중 = 10 kN 적용함.Step 2 10 64.8 20 5

Step 3 10 84.8 20 5

Step 4 10 104.8 20 5

▪최초 균열발생 단계 체크함.

▪최소하중 = 50 kN 적용함.

▪하중 제거 시 균열폭이 0.05

㎜일 때까지 적용함.

Step 5 50 114.8 10 5

Step 6 50 124.8 10 5

Step 7 50 134.8 10 5

Step 8 50 144.8 10 5

Step 9 50 154.8 10 5

‥‥ ‥‥ ‥‥ ‥‥ ‥‥

Step N 50 Fr0.05 10 5

Step N+1 50 Fr0.05 + 20 20 5

▪최소하중 = 50 kN 적용함.

▪하중 제거 시 균열폭이 0.50

㎜일 때까지 적용함.

Step N+2 50 Fr0.05 + 40 20 5

Step N+3 50 Fr0.05 + 60 20 5

‥‥ ‥‥ ‥‥ ‥‥ ‥‥

Step N+K 50 Fr0.50 20 5

수정 광폭침목에 대한 레일 좌면부 동적 휨강도 시험 결과는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동적 휨강도 시

험 평가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r 및 Fr0.05는 정적 휨강도 시험과 유사한 수준인 118.1 kN, 

151.5 kN이었다. 또한 Fr0.05 및 Fr0.50은 각각 평가기준 대비 2.25배 및 2.11배 큰 값으로, 수정된 광폭침목

이 동하중 증가에 따른 균열폭 진전에 대해 큰 저항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시험체별 

파괴 양상은 No.1 및 No.2 시험체는 레일 좌변부 압축파괴로 관찰되었으며, No.3 시험체는 휨 파괴가 관

찰되었다. 그림 5(a)는 동하중 재하 단계별 최대 처짐 양상을, 그림 5(b)는 동하중 재하 단계별 균열폭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균열폭 0.05 ㎜ 이후 단계부터는 처짐 증가율이 이전 단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적 휨강도 시험과 마찬가지로 균열폭 증가가 콘크리트 유효단면적 감소로 이어져 

처짐량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6. 동적 휨강도 시험 결과

Type Specimen Frr(kN) Fr0.05(kN) Fr0.50(kN) FrB(kN)

광폭침목

(MF-140

PSC Sleeper)

No.1 124.8 154.8

＞ 67.20

204.8

＞ 98.56

214.8

No.2 104.8 144.8 204.8 224.8

No.3 124.8 154.8 214.8 234.8

Avg. 118.1 151.5 - 208.1 -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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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시험체의 단계별 하중-처짐 곡선 (b) 하중-균열폭 관계

그림 5. 레일 좌면부 동적 휨강도 시험 결과

2.4 피로 시험

피로 시험은 수정 광폭침목 시험체 1개를 이용하여 EN 13230-2에 따라 레일 좌면부에 대해서만 실시

하였으며 시험체 설치는 그림 6(a)와 같다. 하중 재하는 그림 6(b)와 같이, 기준 하중을 총 200만회 가하

되 첫 번째 사이클은 그림 2(a)와 같이 재하하여 최초 균열을 발생시켰다. 최초 발생한 균열폭이 피로 

시험 후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만회 하중 재하가 끝나면 기준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균열폭을 측정하였다. 또한 완전히 하중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균열폭도 측정하였다. 그 후 분당 120 kN/

㎜ 속도로 파괴 시까지 하중을 재하하고 파괴 시의 양상을 관찰하였다.

(a) 시험체 설치 (b) 하중 재하 방법

그림 6. 피로 시험 시험체 설치 및 하중 재하 방법

피로 시험 결과는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200만회 하중 재하 후 기준하중(Fro)에서 측정된 균열폭과 

하중 제거 시 측정된 균열폭은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로 시험 종료 후 실시한 

정적 휨강도 시험에서 파괴하중은 평가기준 대비 2.14배인 240 kN이었다. 특히 수정 광폭침목은 정적 휨

강도 시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최초 균열 발생 후 기준하중을 200만회 재하한 후에도 FrB 값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피로 시험 동안 균열 진전이 미약하여 레일 좌면부 단면 휨강성이 상당히 유지되

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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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피로 시험 결과

Type Frr(kN) C.W. at Fro(㎜) C.W. after fatigue test(㎜) FrB(kN)

광폭침목

(MF-140

PSC Sleeper)

154.8 0.03 ≤ 0.10 0.02 ≤ 0.05 240 ＞ 112.0

3. 결론

도상두께 부족구간에 포장궤도를 적용하는데 있어 야기된 도상두께 확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표준 광폭침목의 두께를 변경하였다. 수정된 광폭침목의 구조적 성능(정적 및 동적 휨강도, 피로 성능)을 

EN 13230-2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시험 결과 수정된 광폭침목은 각각의 시험항목에 대해서 요구 성

능기준을 만족하여 침목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침목 높이를 현장 상황

에 적합하도록 축소 조정함으로써 지하구간에서 시공의 편리성 및 광폭침목의 제작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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