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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displacement measurement was performed  on the currently operating line by installing 
a sleeper-installed and rail-mounted rail displacement monitoring system. Railroad tracks where the measurement 
sensor is installed on is composed of concrete sleeper and ballast. According to the width direction measurement 
results, the changing tendency of the two measurement methods showed a similar tendency. However, in the 
longitudinal displacement measurement results, the two measurement methods show different tendencies. It is 
considered that the sleepers installed on the ballast track are affected by the behavior of the ballast track rather 
than the real rai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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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탈선 방지를 위

해서는 지반의 침하나 진동 등에 의한 레일 

변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레

일의 변위 측정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침목에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침목

의 변위를 측정한 뒤, 레일의 변위를 간접적

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방

법으로 레일에 직접 계측센서를 부착하는 방

법으로 실제 레일의 변위를 직접적으로 측정

할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콘크리트 침목에 

계측센서를 고정하기 위하여 앵커를 설치하

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침목에 균열 및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은 

계측 센서를 레일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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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후에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기존 

계측기법과 차별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기 운영 중인 철도 레일의 변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2. 현장시공 및 계측결과

대상현장은 ○○ 건설공사 현장으로 선로에 

인접한 공사로 발생 가능한 레일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일에 일정한 간격으로 계

측센서를 설치하였다. 그림 1은 계측센서 설

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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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stalled measurement sensors



계측센서가 설치된 철도 궤도는 콘크리트 

침목과 자갈도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레일 

변위와 침목 변위의 계측을 위하여 동일한 

사양의 기울기 센서를 적용하였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계측을 수행하였다.

레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은 계측센서 설

치 후 매 1시간 간격으로 자동계측을 실시하

였으며, 측정결과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계측결과를 살펴보면 횡방향 변위는 두 가

지 측정방식 모두 변위의 변화 추세는 유사

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종방향 변

위 측정결과를 보면 두 가지 측정방식은 측

정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자갈도상에 설치된 침목이 레일과 일체 

거동을 한다고 보기 보다는 자갈도상의 거동

에 영향을 받아 실제 레일에 발생된 변위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 레일의 변위 모니터링 

방식에 따른 현장계측결과를 비교하기 위하

여 레일 부착식과 침목 설치식 센서를 설치

하여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현장적용 측정결과 현장적용성은 기존의 

침목 설치식 계측 센서에 비하여 레일 부착

식 계측 센서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방향 측정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

으나 종방향은 측정시간 경과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자갈도상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인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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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Results according rail displacement monitoring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