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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Rigid Reinforced Roadbed(RRR) which is expected to have highly applicability 

to railroad roadbed, was introduced and field tests results were analyzed. Full scale model 

with 5m height concerning a single track railroad roadbed was constructed. The model had 

four different sections, which was to assess the effect of geogrid length, spacing, and 

connection method on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RRR. Laser displacement meter, earth 

pressure cell, piezometer, and strain gauge were installed in order to analyze the behavior of 

reinforced embankment during construction. Horizontal displacements caused by compaction at 

each section were 20~30% below the displacement limit that of general reinforced retaining 

wall, which showed that RRR was very stable structure. Maximum tensile strength of 

reinforcement was withing 10% of the long-term design strength.

------------------------------------------------------------------------------------

1. 서론

최근 들어 중국 등 철도의 고속화 추세에 맞추어 내하력이 우수한 고품질 보강노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 적용된 보강토 공법은 철도 하중에 대한 장기적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 상 역사나 접속부 등 속도가 낮은 곳에 시공되어 있는 실정이다. 뛰어난 안정성과 경제성 및

잔류침하 기준이 엄격한 콘크리트궤도에 적용이 가능한 철도용 보강노반 기술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

루어져왔으나(Tatsuoka 등 1997, 2004, 2008, 김대상 등 2007, 2009, 원명수 등 2009), 이러한 철도용 보

강토공법의 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시공단계별 거동에 대한 계측 자료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

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본선 구간의 적용을 목표로 개발중인 강성벽식 보강노반을 대상으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장기계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행된 계측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2. 강성벽식 보강옹벽

2.1 시공개요

본 실험은 강성벽식 보강옹벽을 고성토에 근접하는 5m 높이로 구축하고, 보강재의 수직 설치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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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길이 변화를 변수로 가지는 시험체에 대한 장기성능 및 내기후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시험시공을 통하여 본 공법에 대한 시공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시험체의 시공은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시험동 부지 내에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 6 m, 높이 5 m(근입깊이 20 cm 포함

하여 전체 쌓기고 5.2 m), 길이 20 m의 규모로 시공되었다. 이들 시험단면 사이에는 완충구간을 설치하

여 상호 구간이 간섭하지 않도록 배치하였으며, 시공 중 토압계, 스트레인게이지, 간극수압계 등을 매설

하고 레이저 변위계를 사용하여 시공 중 다짐에 의해 유발되는 토체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였다.

그림 1 시험체 개념도(단위 : cm)

표 1 시험체 단면별 비교항목

No. 단면 비교 항목(m)

1 1L - 2R
보강재

간격
0.3 - 0.4

2 1L - 1R
보강재

길이
1.8 - 1.5

3 2L - 2R
보강재

길이
2.0 - 1.8

표 1은 시험체 단면별 비교항목을 보여준다. 기본형인 1L 단면에 대하여 보강재 수직 설치 간격과 보

강재 길이에 대한 변화를 가지는 3개의 단면을 설정하였으며, 시공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강재

설치 간격이 동일한 단면을 Back-to-Back으로 배치하였다. 추후 벽체 콘크리트 타설 시 뒤채움부와의

일체화 방법을 상이하게 시공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성 및 연결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시험체의 시공은 기존 보강토옹벽과는 상이하게 뒤채움부를 선 시공하고, 콘크리트 전면 벽체를 후

시공하게 된다. 이때 전면 벽체 없이 뒤채움부를 선 시공하기 위하여 그림 5(a)와 같은 다짐 보조용 기

준틀을 사용하게 되며, 그림 2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계획고까지 시공을 완료하였다.

그림 2 시공 순서

뒤채움흙 포설 시 다짐 층 두께는 15∼20 cm 이내로 하였으며, 뒤채움흙 다짐 시 기준틀 배면으로부

터 1 m 이내는 다짐에 의한 수평변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0 kN 진동롤러와 소형다짐기를 이용하

여 다짐을 수행하였다. 다짐도는 반복평판해하시험으로부터 산정된 변형률계수()를 사용하여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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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뒤채움 토사의 입도분포곡선

였으며, 고속철도 상·하부노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진동롤러의 적정 다짐횟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짐

횟수에 따른 변형률계수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자중 100 kN 진동롤러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반에서의 공진주파수 대역인 30.8 Hz로 다짐을 실시한 결과, 하부

노반은 12회, 상부노반은 15회 왕복 다짐 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표 2는 토체

높이별로 실시한 반복평판재하 시험 결과로서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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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반복평판재하 시험 결과(단위 : MPa)

계측위치 EV1 EV2 EV2/EV1

① 0.4 m 31.25 68.18 2.18 < 2.7

② 1.2 m 29.22 72.58 2.48 < 2.7

③ 2.4 m 38.14 83.33 2.19 < 2.3

④ 5.2 m 47.87 95.74 2.00 < 2.3

그림 3 다짐횟수에 따른 변형률계수 관계

2.2 사용재료

본 시험체 조성 시 동일한 시료의 사용을 목

적으로 하였으나, 뒤채움 재료의 구득 및 물량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ㆍ하부노반

에 대하여 두 가지 시료를 사용하였다. 고속철

도 설계기준(노반편)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뒤채움 토사의 공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물리·역학적 시험을 실시하였다. 체분석

시험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No. 200체 통과율

이 8.5∼11%로 설계기준(15% 이하)에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분류상 하부노반에

사용된 시료의 경우 실트질 모래(SP-SM)에 속

하며, 상부노반에 사용된 시료는 실트질 자갈

(GP-GM)로 분류되었다. 다짐시험 결과 최대건

조단위중량은 하부노반이 17.7 kN/m3, 상부노반은 17.8 kN/m3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최적함수비

는 13.5%와 11.8%로 나타났다. 직접전단시험 결과 점착력 c는 1 kPa로 동일하며, 내부마찰각 는 상부

노반과 하부노반이 각각 31.3∘와 30.6∘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그림 5는 뒤채움 시공에 사용된 기준틀과 보강재를 보여주고 있다. 기준틀은 D13 철근을 용접하

여 제작하였으며, 보강재로는 PET+PP 재질의 60 kN/m 인장강도를 가지는 보강재를 사용하였다. 보강

재의 물리적 특성은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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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준틀 (b) 보강재 (c) 뒤채움 유실방지막

그림 5 시공에 사용된 보강재료

표 3 보강재 물리적 특성

구조

(cm)

Roll 규격

(m)

광폭인장강도

(kN/m)

최대 신장율

(%)

장기설계인장강도

(kN/m)

격자형

4 × 4

폭 × 길이

4 × 50

경사 : 60

위사 : 30
11.8

34.9

= {(1.67×1.03×1)×60}

* RFCR = 1.67(크리프 감소계수), RFID = 1.03(시공성 감소계수), RFD = 1.0(내구성 감소계수)

2.3 현장계측

강성벽식 보강옹벽의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레이저 변위계, 토압계, 스트레인게이지, 간극수압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시공 중 옹벽 구조물에 작용하는 연직·수평토압, 보강재 인장력, 다짐에 의한 토체의

수평변위, 간극수압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보강옹벽의 거동을 고찰하였다. 각 단면별 계측 항목 및 계측

기 설치 위치는 표 4와 그림 6에서 보여준다.

표 4 계측 항목 및 장비

평가항목 계측 장비 설치전경 설치 위치

수평변위 레이저 변위계

1L-1R 단면 : 저면으로부터 0.8 - 2.8 - 3.9 m

2L-2R 단면 : 저면으로부터 0.8 - 2.8 - 4.0 m

각 단면별 3개의 측정 프레임 설치 : 총 12개

보강재 변형률 스트레인게이지
기준틀 전면부로부터 0.7 - 1.5 m

단면별로 10개 -> 총 30개

토압

(연직·수평)
토압계

대표 단면인 2R단면에 설치 : 총 10개

연직토압계 : 0 - 1.2 - 2.4 - 3.6 m

수평토압계 : 2.4 - 3.6 - 4.8 m

간극수압 간극수압계
대표 단면인 2R단면에 설치 : 총 2개

0 - 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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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L-1R (b) 2L-2R

그림 6 각 단면별 계측기 설치 위치

3. 계측 결과 분석

3.1 수평변위

레이저 변위계를 사용하여 시공 중 다짐장비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준틀의 수평변위를 평가하였다. 그

림 7은 최초 뒤채움 토사 포설 후 벽체로부터 1 m 이격된 위치에 자중 100 kN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30.8 Hz로 1회 다짐 시 발생하는 수평변위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약 2 mm의 수평변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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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토사 부설 후 1회 다짐에 의한 발생 수평변위

그림 8은 뒤채움 단계 시공에 따른 수평변위 분포를 보여준다. 1L, 1R, 2R 세 단면 모두 토체 중앙부

에서 최대 수평변위가 발생하는 배부름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배부름의 형태를 보이는 수평

변위 분포 특성은 보강토체 중앙부가 상부나 하부에 비하여 성토하중과 중장비의 다짐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Isabel 등(1996)에 의하면 다짐에 의한 변형이 상재하중에 의한 영향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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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뒤채움 시공 높이에 따른 단면별 발생 수평변위 변화

측정 높이에 따른 최대 수평변위비를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1%를 상회하지 않으므로 세 단면 모

두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9는 시공 완료 시까지 발생한 누적 수평변위를 보여준다. 뒤채움 시공 완료 후 최종적으로 계측

된 수평변위는 1L 단면이 19.6 mm, 1R이 26.4 mm, 2R이 28.7 mm로 일반적인 보강토옹벽의 허용 수평

변위 기준 0.03H(96 mm)의 20.4∼29.9% 정도로 허용 범위 이내로 나타나 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강재의 수직 설치간격이 상이한 1L단면(30 cm)과 2R단면(40 cm)의 최대 수평변위량을 살펴보

면, 보강재의 설치 간격이 약 1.3배 정도 조밀한 1L단면이 2R단면에 비해 32%정도 작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보강재 길이에 대한 비교 결과, 토체 높이의 30%(1.5 m)를 포설길이로 설정한 1R단면과

35%(1.8 m)를 적용한 1L단면을 살펴보면, 비교적 긴 보강재가 부설된 1L단면이 1R단면보다 26%정도

변위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보아, 보강토옹벽은 보강재 길이가 길고, 수직 설치간격이 좁

을수록 변형 억제효과가 뛰어남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써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심상철 등 2001,

주재우 등 2003).

표 5 토체 높이 및 단면별 수평변위비(mm)

비교항목

단면

최대 발생

수평변위(비)

1L 19.6(0.0061H)

1R 26.4(0.0083H)

2R 28.7(0.0089H)

길이변화에 대한 차이

(1L - 1R)

19.6 - 26.4

(6.8)

간격변화에 대한 차이

(1L - 2R)

19.6 - 28.7

(9.1)

그림 9 시공 완료 후 누적 수평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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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토체 침하

시공 중 다짐에 의한 보강토체의 침하량은 레이져 변위계의 초기 측정지점과 시공 완료 후 측정지점

에 대한 차이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단면별 최종 침하량은 30 mm로 전단면에 걸쳐 균질하게 발

생하였다. 보강토체의 침하는 흙의 성토 및 다짐에 따른 흙 입자간의 안정화에 기인하며, 옹벽 높이의

0.6% 정도에 해당하는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크리트패널이나 블록을 사용하는 연성벽

체 형식 옹벽의 침하기준인 옹벽 높이의 2%에 비해 훨씬 낮은 값이다.

3.3 토압

보강토옹벽의 배면에 작용하는 토압 특성은 설계 시 중요한 영향인자로서 전면부의 형식, 뒷채움재의

역학적 특성, 보강재의 종류와 보강층수, 벽면과 보강재의 연결 형태에 따라 상이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공 단계별로 계측된 연직토압의 분포는 그림 10(a)와 같으며, 기초 저면에서의 작

용 연직토압은 시공높이가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공 완료 직후의 최대 작용 토압은

P1∼P2가 80.8∼69.9 kPa로, 이론으로 산정된 연직토압의 68∼86% 수준으로 나타났다. P1 토압계의 경

우 벽체 기초 콘크리트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구속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P2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공 완료 이후 벽체와 근접한 P1은 다짐에너지의 소산으로 인하여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벽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P2의 경우 시공완료 후에도 증가하여, P1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b)는 시공완료 후 심도별 토압 분포로서, 분포

양상 및 크기는 이론치와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0.4H에서 최대 연직토압이 작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배부름의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일체형 강성벽체가 없는 상황에서 다짐이나

수평변위에 의한 영향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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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공 중 토압 변화

3.4 보강재 유발 변형률 및 인장력

그림 11(a)-(b)는 시공완료 후 높이별 보강재의 유발 변형률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 결과로부터,

보강재 변형률은 기준틀 전면부와 인접한 곳에서 변형률이 크고, 보강재의 끝 부분인 1.5 m 이격된 위

1780



치에서 변형률이 작게 나타났다. 최대 유발 변형률은 기초 저면으로부터 2.4 m 높이에서 0.3%정도로 나

타났으며, 최대 수평변위가 발생한 위치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평변위의 발생이 보강재 변형 유발에

미미하게나마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보강재에 고려되는 설계인장변형이 광폭인장시험 시

보강재의 변형률 5%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 결과만을 고려할 때 보강토체는 안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 2 R (b) 1L - 1R

그림 11 벽체 높이에 따른 보강재 변형률 분포

또한 보강재의 인장력 평가를 위하여 해당 보강재의 광폭인장강도 시험에 의하여 도출된 변형률에 따

른 인장력 변화 곡선에서 보강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계산하였다. 표 6에서와 같이 토체 높이별 보강

재의 장기허용설계인장강도(34.9 kN/m)와 최대 유발인장력(3.5 kN/m)을 비교한 결과 사용 보강재의 광

폭인장강도에 의한 장기설계허용강도의 2.3∼10% 정도로 시공 중 보강토체는 안전측의 설계로 평가되었

다.

표 6 벽체 높이별 보강재의 최대 유발인장력(장기설계허용강도 = 34.9 kN/m)

토체높이(m)

평가항목
기초저면 1.2 2.4 3.6 4.8

최대

유발인장력

(kN/m)

1L 1.1 2.5 2.5 2.5 -

1R 0.9 2.5 2.5 1.5 -

2R 0.8 2.5 3.5 2.5 -

3.5 간극수압

보강토체 내에서의 간극수압 거동과 연직배수재에 의한 배수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 저부와

토체 중앙부에 간극수압계를 설치하였다. 그림 12는 시공완료 후 경과시간에 따른 강수량과 간극수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초저면에 설치된 U1의 경우 시공 중 강우에 의한 영향으로 약 3 kPa까지 수

압이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토체 중앙부에 설치된 U2에서 부의 간극수압이 발생되었는데, 이

는 시공 중 강우에 의하여 뒤채움 흙이 수분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그 이후의

계측값은 강우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기초저면에 설치된 U1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토구조물인 보강토체 내에서의 간극수압은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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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공 중 간극수압의 경시 변화

3.6 장기거동 계측

시공 완료 후 토체는 그림 13과 같이 자연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수평변위 계측은 일주일에 한 번

씩 수동으로 계측되며, 매설 센서는 매일 자동으로 장기적인 계측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4는 시공 시

부터 시공 완료 후 경과 시간에 따른 보강토체의 내·외적 거동을 보여준다. 시공완료 후 3개월간의 계측

결과 대부분의 계측값들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평변위는 토체 시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더

이상의 변위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직토압 P6의 경우 시공 완료 후에도 계측값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이유는 강우와 강설에 의해 보강토체 변형이 상단에서 보다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간극수압계의 경우 시공 완료 후 서서히 증가하여 U1은 3.5kPa, U2는 -1kPa 수준으로 기후 변

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평시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의 계측값은 강우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기초저면에 설치된 U1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으

로 보강토체의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간극수압은 발생되지 않았다. 추후 장마기간 중 집중강우에

따른 토체의 배수기능 및 내기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강토 옹벽의 장기변형은 보강토의 주요 구성요소인 뒷채움재와 보강재의

점성 특성에 의해 좌우되며, 허용응력 상태에서의 변위제어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장기변형 원

인의 제어가 필수적이다(Tatsuoka 등 2004, 유충식 등 2005). 이러한 관점에서 강성벽식 보강옹벽을 철

도분야의 중요 구조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변형량을 예측하고 이를 설계 시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 시공완료 후 자연방치 된 보강토체 전경

1782



그림 14 시공완료 후 3개월간의 경시 변화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성보강노반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시공 및 계측을 수행하였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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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길이 및 포설 간격이 보강노반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레이저 변위계, 토압계, 간

극수압계, 스트레인게이지를 설치하여 시공 중 다짐에 의한 보강토체의 변형을 계측하였다. 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선 시공된 보강토체는 자중 및 다짐에 의해 수평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중앙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배부름 분포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일반적인 보강토옹벽의 허용 수평변위 기준

0.03H(96 mm)의 20.4∼29.9% 정도로 허용 범위 이내로 나타나 안정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또한 성

토체 침하의 경우 옹벽 높이의 0.6% 정도에 해당하는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

성벽체 형식 옹벽의 침하기준인 2%에 비해 훨씬 낮은 값으로 평가되었다.

2) 시공 중 보강재에서 유발되는 변형률은 최대 0.3% 정도이고, 최대 인장력은 3.5 kN/m 정도로 장기

설계허용강도의 10% 만이 작용하고 있으며, 안전측의 설계로 평가되었다.

3) 50 mm/day 강우에도 전체적으로 성토체의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간극수압은 발생되지 않았

다. 또한 토체 중앙부에 매설된 간극수압계에서 작은 수준의 부의 간극수압이 발생하고 있으나, 일

정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배수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연직토압 분포의 경우 0.4H에서 상대적으로 큰 토압이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배부름의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일체형 강성벽체가 없는, 즉 보강토체가 변형을 허용하고 있어 다짐이

나 수평변위에 의한 영향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벽체 콘크리트 시공 완료 후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거동 및 지속하중 작용 시 보강토체의 장기변

형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설계 시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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