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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we see the continuation of the increase in the speed of the High Speed railroad worldwide, there is a 

concern for a possible problem in the connecting transition zone in the railway infrastructure. Honam High 

Speed railroad's transition zone in the hub for the rotation structures and other supporting structures such as 

approach slab, sub slab, approach block, etc. Due to its increase in speed of the design speed, and its 

important role on the driving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bearing ground performance, we must seek and 

fine a prevention plan for a cause of differential settlement, as well as the cause of the derailment. In this 

dissertation,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design manual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control standards are 

studied. Also through the study target, Honam High Speed railroad zone 4-1, we evaluated the connecting 

componant of the Yeon-Jeong bridge through the eigenvalue and weight transfer of the train when operated at 

300km/h, 350km/h, 400km/h, 450km/h, and were able to achieve detailed assessment by checking track 

behaviors, looking at various components such as the rotation acceleration according to the inversion of the 

distance length, displace length, displacement and stress distribution. Through these studied, possibility of 

operating at 400km/h was evaluated based on the condition of the current design basis.

1. 서론

세계적으로 고속철도의 속도가 증속되는 현 시점에서 선로구축물의 취약개소 중 하나인 접속부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속부는 교량~토공, 터널~토공, 콘크리트궤도~자갈도상궤

도 등으로 옮겨가는 구간으로 궤도 하부의 강성이 변화하는 구간이다. 즉, 궤도시스템의 지지강성이 변

화하기 때문에 변형 발생의 가능성이 크고 차량운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접속부에서 지지강성의 

차이에 의한 불균등 변형이 발생되면 이에 따른 충격하중 효과가 발생되어 토공부에 상대적인 과대 변

형이 발생되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유발된다(이일화 외, 2010).

호남고속철도 접속부의 교대 구조물과 토공부에는 지지강성 완화방식으로 어프로치 슬래브(Approach 

slab), 보조 슬래브(Sub slab), 어프로치 블록(Approach block) 등이 설치된다. 설계속도가 증속되면 지

지지반 거동으로 인하여 주행 안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속에 따른 부등침하

의 원인과 방지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접속부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중 노반 침하는 접속부의 일차

적인 원인이며, 궤도 기하구조 설계기준의 주요인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설계지침 및 관

리기준을 비교 검토하고, 현재 시공 중인 호남고속철도 4-1공구 연정교 접속부에 대하여 300km/h, 

350km/h, 400km/h, 450km/h로 증속 운행하는 경우 고유치 및 열차이동하중 해석을 통해 교대 배면의 

이격거리에 따른 거동특성을 분석하여, 현 설계기준 조건 하에서 400km/h의 속도로 운행 가능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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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부의 문제점

실제 접속부의 문제점은 열차 주행과 지지강성 불균형 외에도 강우, 결빙, 배수 등 환경적인 원인, 토

공 및 교량의 구조적인 원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접속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별 인자는 크게 토공분야, 궤도분야, 교량분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토공분야는 노반침하, 도상손상, 

배수불량, 성토사면의 전단변형 등이 있고, 궤도분야는 수직적 결함, 수평적 결함, 침목 상승 등이 있으

며, 교량분야는 교량의 휨강성 부족, 교량의 열팽창, 단부회전에 의한 변형, 축팽창으로 인한 교량단부의 

변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 증속에 따른 노반침하 및 도상의 수직적 결함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설계기준과의 비교 검토하여 열차 증속의 적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표 1.에는 접속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 인자와 설계시 고려사항을 나열하였다.

도표 1. 접속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 인자

구분 인자 설계시 고려사항

토공분야

노반침하

노반재료의 압축, 동해, 팽창

배수불량

성토사면의 단변형

뒤채움/원지반 표 단면

뒤채움/원지반 재료선정 기

뒤채움/원지반 다짐도

배수공법  배수재료

궤도분야

수직  결함

수평  결함

콘크리트도상의 상승

토공부와 교량부의 궤도 강성차이

궤도 기하구조 개선

일 장 화

궤도 강성의 연속화

궤도/교량/노반의 상호작용

교량분야

교량의 휨강성 부족

교량의 열팽창

단부회 에 의한 변형(거더형 교량)

축팽창으로 인한 교량단부의 변형

변 에 한 표  한계

교량단부에서의 회  한계

교량의 경간길이  교 높이

 

3. 접속부의 보강방안

접속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지지강성 완화방식으로 어프로치 블럭(Approach block), 어

프로치 슬래브(Approach slab), 보조 슬래브(Sub slab), 토목섬유(Geogrid), 전단키(End sporn) 등이 

쓰인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프로치 블럭의 경우, 각 나라마다 열차의 주행속도, 교량형식, 교대높이, 

지반특성, 건설공정 등을 고려하여 독특한 설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어프로치 블럭과 어프로치 슬래브

는 대체적으로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어프로치 슬래브가 

접속부의 침하방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조 슬래브와 토목섬유는 추가적인 보강방안으로 어

프로치 슬래브와 조합하여 어프로치 슬래브의 끝단 하부지점에 설치된다. 장기간 사용시 최대 침하 발

생이 예상되는 지점인 어프로치 슬래브의 끝단에서 추가적인 하중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M. 

Banimahd and P.K Woodward, 2009. Alexander Smekal, 1997). 전단키는 열차의 고속주행이나 온도

하중에 의한 종방향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도상에서 단부침하가 예상되는 개소에 설치한다. 

접속부의 보강방안은 도표 2. 및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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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접속부의 보강방안

보강방안 위치 연장 및 치수 재료

어프로치 블록 교대 배면
경부2단계 : 10~13m

호남고속철도 : 4h or 20m

시멘트처리자갈 및 

입도조정자갈

어프로치 슬래브 교대 배면
경부2단계 : 8.5~10m

호남고속철도 : 10m이상
철근콘크리트

보조 슬래브 어프로치 슬래브 하부 두께 : 0.6m, 폭 : 2m
시멘트처리보조도 및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

토목섬유 어프로치 슬래브 하부 두께 : 1m, 폭 : 3m 강성 지오그리드

전단키 접속부 침하예상 개소 - 철근콘크리트

Approach Block
일반 토공

Approach Slab
Sub Slab End Sporn

HSB
TCL
Rail

강화노반

그림 1. 접속부의 보강방안

4. 접속부 노반의 설계기준

4.1 국내 설계기준 비교

국내에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이 있다. 이 두 노선을 비교하면 경부고속철도는 자

갈도상이고 호남고속철도는 콘크리트도상이라는 점이 다르며, 설계기준 또한 상이하다.

 쌓기재료 요건은 호남고속철도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콘크리트도상에서 흙강화노반을 적용하지 않았

고, 흙쌓기시 침하에 취약한 세립분 함량기준을 제시하였고 암쌓기시 최대입경 및 입도분포 조정을 통

하여 토공노반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다짐관리기준은 밀도관리 및 지지강성 평가를 동시 수행하여 품질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근 외국의 고속철도 건설에 적용되고 있는 콘크리트궤도에 관한 EV2 규정

을 도입하여 토공노반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침하계측은 연약지반 외에 쌓기, 깎기, 부등침하 우려

개소 등에 추가 실시하여 콘크리트궤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허용 찬류침하량은 기존 자갈궤도의 

100mm 이하에 비하여 콘크리트궤도에서는 궤도부설 완료 후부터 30mm 이하로 강화되었다. 또한 접속

부를 보강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에서는 어프로치 블록만을 사용하였지만 호남고속철도에서는 어프로치 

블록, 어프로치 슬래브, 보조 슬래브, 전단키 등으로 보강되었다. 접속부의 구조는 지지강성 완화구간을 

기존 10m에서 20m 이상으로 늘렸으나, 접속부 뒤채움재료의 품질기준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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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국내 설계기준 비교

구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쌓기재료

쇄석 및 흙 강화노반 적용,

쌓기재료 : A, B, C군 사용,

하부노반 흙쌓기 재료요건 미비,

암쌓기 재료요건 다소 완화

쇄석 강화노반 적용,

쌓기재료 : A군 및 안정처리B 사용,

하부노반 흙쌓기 재료 세립분 기준 추가,

암쌓기 재료요건 강화

다짐관리기준

지지강성 평가 곤란시 밀도관리 실시,

토량에 의한 다짐관리기준,

K30 및 EV2 규정 혼용

밀도관리 및 지지강성 평가 동시 시행,

연장 및 층별 다짐관리기준 제시,

EV2 규정으로 통합

침하계측 연약지반에서의 계측기준 제시
토공구간의 원지반 및 지표침하 기준 

추가 제시

허용

잔류침하량
자갈궤도 100mm

궤도부설 완료부터 30mm이하,

분지형태 잔류침하 60mm

접속부 

보강방안
어프로치 블록

어프로치 블록, 어프로치 슬래브,

보조 슬래브, 전단키

파괴영역

및 형태

교대 배면~토공 접속부 배면에 

기초하부에서 시멘트처리된 자갈 및 

일반자갈을 주동파괴영역 범위 내에서 

시공하고, 그 외에는 일반토공으로 시공

교대 배면~토공 접속부 배면에 

시멘트처리된 자갈을 수동파괴영역에 

시공하고, 일반자갈을 전단키 기준으로 

주동파괴영역 범위 내에 처리하며, 그 

외에는 일반토공으로 시공

 

일반 토공

10m

시멘트처리된보조도상

일반자갈

시멘트저리된자갈

일반자갈

입도조정부순돌

보조도상

(a) 경부고속철도 접속부 구조

일반 토공

Approach Slab
Sub Slab End Sporn

HSB
TCL
Rail

강화노반

시멘트처리된자갈

일반자갈

5.55 3.0 1.4

20.0m 이상

(b) 호남고속철도 접속부 구조

그림 2. 국내 고속철도 접속부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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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침하량 기준

호남고속철도에서는 열차하중으로 인한 허용침하량(탄성변위) 5mm, 허용잔류침하량(소성변위) 

25mm, 궤도구축 후 열차하중에 따른 압축침하와 잔류침하의 합 30m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각 국의 

노반 침하량 기준은 도표 4.와 같다.

도표 4. 각국의 침하량 기준

독일 일본 대만 대한민국(호남)

궤도구축 후 허용잔류

침하량 15~25mm,

20m 이상 균등침하시 

30mm까지 허용

궤도구축 후 10mm 이

하/10년

최대잔류침하량 30mm

굴절각 3/1000이내

10mm/20m

압축침하 5mm

잔류침하 25mm

총 30mm

5. 접속부 노반의 수치해석

호남고속철도 4-1공구 과업구간 내에 위치한 연정교 종점부에서 성토모델을 통해 거동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유한요소 수치해석방법으로 열차이동하중(동적) 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은 3차원으로 

모델링을 실시한 후 고유치 해석을 통해 동적 해석에 필요한 구조물의 1차 및 2차 고유주기(또는 고유

진동수)를 계산하고, 시간에 따른 열차이동하중 데이터를 해당 절점에 입력하여 열차이동하중에 대한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수행 후 열차이동하중에 대한 구조물 및 지반의 거동특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5.1 해석 모델

교대와 토공구간을 포함한 해석모델의 총 길이는 교대 구조물 15m, 토공부 35m로 총 50m에 대해 

선형탄성 평면변형률해석을 수행하였다. 교량부는 레일(Rail), TCL(Track Concrete Layer), 

HSB(Hydraulic Stabilized Base), 교대구조물 , 슬라브, 힌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토공부는 레일

(Rail), TCL(Track Concrete Layer), HSB(Hydraulic Stabilized Base), 강화노반, 어프로치 슬래브

(Approach slab), 어프로치 블럭(Approach block), 상부노반, 하부노반, 퇴적층(점토), 풍화토(연약), 풍

화토, 풍화암, 연암 순으로 모델링하였다. 설계하중은 <그림 3>과 같이 축중 140kN인 차량의 제원을 

이용하였고, 300km/h, 350km/h, 400km/h, 450km/h의 속도로 양방향 이동시켰다. 지반요소는 3절점 

Solide 요소를 적용하였고, 레일은 2절점 프레임 요소로 해석단면의 양쪽 측면과 하부 경계는 구속힌지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상부는 원지반 조건을 고려하였다. 해석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IDAS GTS

를 사용하였으며 지반물성은 호남고속철도 4-1공구 설계도서를 참조하였고, 구조물의 물성은 문헌 및 

접속부 자료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물성에 대한 상세내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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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차량 제원                        그림 4. 접속부 수치해석 모델링

도표 5. 연정교 종점 접속부 물성

구분
탄성계수

(GPa)

단 량

(kN/m
3
)

포아송비

(ν)

착력

(kN/m
2
)

마찰각

(ø)

구

조

물

일 210 78.0 0.3 - -

침목 29.1 23 0.2 - -

단키 30 25 0.2 - -

TCL 34 23.0 0.2 - -

HSB 12.9 23.0 0.2 - -

교 30 25.0 0.2 - -

교량상 30 25 0.2 - -

기 콘크리트 30 25 0.2 - -

어 로치슬래 30 25.0 0.2 - -

시멘트처리된자갈 0.32 21.0 0..3 29 31

강화노반 0.18 20 0.2 - 31

보조슬래 0.32 21 0.3 29 31

자갈 0.05 20 0.3 - 33

토공 0.06 20 0.3 15 25

원

지

반

풍화토 0.030 19.0 0.33 27 27.0

풍화암 0.320 21.0 0.30 29 31.0

연  암 4.190 24.0 0.28 300 37.0

경  암 6.150 26.0 0.23 450 42.0

5.2 각 구조물별 변형 특성

각 속도별 교대 상부 이격거리에 따른 수직변위를 분석한 결과, 교대 시점부서에 변위가 적게 발생하

였으며,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변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어프로치 슬래브 끝단을 기점으로 

하여 변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해석모델의 끝단인 토공부에서 최대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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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0km/h 운행시 수직변위 경향

(b) 350km/h 운행시 수직변위 경향

(c) 400km/h 운행시 수직변위 경향

(d) 450km/h 운행시 수직변위 경향

그림 5. 속도별 접속부 수직변위 경향

 요소길이가 총 50m인 레일, TCL, HSB의 거리별 수직변위를 분석한 결과, 교량 슬래브 끝단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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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토공 끝단으로 갈수록 변위가 증가하였으며, 토공 끝단에서는 호남고속철도 탄성침하량 기준

인 5m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도별로 분석한 결과, 300km/h에서 속도가 증가할수록 변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450km/h에서는 어프로치 슬래브 끝단 부분을 기점으로 400km/h 운행 시의 

변위보다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

        그림 6. 레일 거리별 수직변위                    그림 7. TCL 거리별 수직변위

        그림 8. HSB 거리별 수직변위                    그림 9. 강화노반 거리별 수직변위

강화노반은 어프로치 슬래브 끝단을 기준으로 거리별로 분석하였고 300km/h에서 400km/h까지 증속 

시에는 변위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450km/h에서 변위가 400km/h에서 변위보다 증가하였다. 강화노반 

역시 토공부 끝단에서는 호남고속철도 탄성침하량 설계기준 5mm를 초과하였다.

      그림 10. 어프로치 슬래브 수직변위                 그림 11. 보조 슬래브 수직변위

 어프로치 슬래브와 보조 슬래브에서는 교대 끝단부에서 멀어질수록 변위가 증가하였으며 각 속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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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변위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우 변위가 5mm 이내로 기준을 만족하

는 수준이었으며 어프로치 슬래브부터 강화노반까지의 변위 양상을 보면 레일, TCL, HSB층과 같이 거

리가 멀어질수록 변위는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교량상판~교대 끝단 거리별 수직변위

 교량 상판~교대 끝단에서의 변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속도가 증속될수록 일

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멘트처리자갈~토공 상부 역시 거리가 증가할수록 변위도 증가하였으며, 각 속도별 증속 시의 변위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450km/h에서는 자갈과 일반토공의 경계부에서 변위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림 13. 시멘트처리자갈~토공 상부 수직변위    그림 14. 시멘트처리자갈~토공 하부 수직변위

 시멘트처리자갈~토공 하부에서의 변위는 상부와 거의 다르지 않았으나, 450km/h 속도에서 자갈과 

토공의 경계부가 없는 완전한 일반토공 부분부터 400km/h에서의 변위보다 크게 나타났다.

 점토층에서의 변위 경향도 시멘트처리자갈~토공 하부에서와 같이 완전한 일반토공 부분에서 변위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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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점토층 거리별 수직변위                그림 16. 풍화토(연약)층 거리별 수직변위

그림 17. 풍화토층 거리별 수직변위

풍화토(연약)층에서의 변위는 교대 하부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하다가 교대 하부 끝단

에서부터는 변위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풍화토층에서는 변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속도

가 증속될수록 변위가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속도별 열차하중은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호남고속철도 4-1공구 연정교 종점 접속부에 대해 동적 수치해석방법인 철도이동하중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열차속도를 300km/h, 350km/h, 400km/h, 450km/h로 증속 시에 접속

부의 거동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중에 대해 열차의 축중 및 축간격을 속도별 시간이력함수로 계산하여 각 속도별로 검토하였으며 

철도이동하중 해석을 통하여 각 구조물별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2) 기존 문헌조사에 의해 교대 배면 및 어프로치 슬래브 끝단에서 부등침하 발생이 예상되어 변위변

화에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각 구조물의 속도별 변위를 분석한 결과 속도가 증속될수록 

변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km/h 속도에서 어프로치 슬래브 끝단을 기준으로 변위변화 속도

가 빨라지는 현상 외에는 모든 접속부의 구조물과 속도에서 일정한 변위 감소현상을 보였다.

3) 레일, TCL, HSB, 강화노반에서는 모델링 끝단(토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인 탄성침하량 

5m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좀 더 신뢰성 있는 접속부 거동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링, 하중, 지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된 데이터의 해석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와 실제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한다면 열차 증속에 따른 접속부 설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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