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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노반 접속부는 교량에서 토공, 터널에서 토공, 콘크리트 궤

도에서 자갈도상궤도로 옮겨가는 구간으로 궤도 하부의강성

이 변화하는 구간을 말한다. 즉, 궤도시스템의 지지강성이 변

화하기 때문에 변형발생의 가능성이 크고 차량운행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친다. 접속부에서 지지강성차 등에 의한 불균

등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충격하중 효과가 발생

하여 토공부분에 상대적인 과대 변형이 발생되며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부 1단계 구간에

서도 발생하였으나, 자갈도상궤도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자

갈 보충 및 다짐을 통하여 보수를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콘크리트궤도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유지보

수 및 보강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건설시 침하 등을 예

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접속부에서의

보강방법은 신설선의 경우, 어프로치블럭(Approach block),

어프로치슬래브(Approach slab, Drag plate), 보조슬래브

(Sleeper slab, Sub-slab), 토목섬유보강 등의 방법이 있으며,

기존선의 경우에는 지반그라우팅, 마이크로파일링, 강관보강

등의 방법이 있다[1,2]. 접속부에서의 변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획기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 접속부에서

의 문제는 열차의 주행과 지지강성 불균형 이외에도 강우,

결빙, 배수 등 환경적인 원인, 토공 및 교량의 구조적인 원

인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

량/궤도/노반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게 거

동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거동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접

속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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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접속부는 교량에서 토공, 터널에서 토공, 콘크리트궤도에서 자갈도상궤도로 옮겨가는 구간과 같이 궤

도 하부구조의 지지강성이 변화하는 구간으로 경부고속철도에서는 터널 및 교량 구조물 접속부만 450여개에 달

한다. 접속부의 상태는 열차주행 안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량/토공 접속부

에서의 보강방안과 추가보강방안의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의 수치해석

을 수행하였다.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은 열차바퀴를 실물로 모델링한 후 레일위에서 실시간으로 이동시켜 이때

발생하는 궤도 각 위치에서의 변형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시간영역에서의 상세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석 대

상은 고속철도에서 적용 가능한 접속부 보강방안 종류별 및 어프로치블럭의 연장별 변형특성이며 이를 통하여

현재 건설조건하에서의 접속부 보강효과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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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

는 교량/토공 접속부에서의 보강방안과 추가보강방안의 효

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의 동적수치해석

을 수행하였다.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은 실제 바퀴를 동일하

게 모델링하여 레일위에서 실시간으로 이동시켜 이때 발생

하는 궤도 각 부의 변형특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영역에

서의 상세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석을 통한 검토내용

은 고속철도 접속부에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보강방안

의 지지강성 완화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블럭의 연장별(0,

5, 10, 20, 30m) 변형특성과 무보강, 어프로치블럭, 어프로

치슬래브, 보조슬래브를 이용한 보강방안에 대한 변형특성

을 검토하였다. 

2. 교량/토공 접속부 구조

교량/토공 접속부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

간별 지지강성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반 설계

시에는 접속부에 강성이 큰 방향으로 압축성이 작은 재료 또

는 구조를 사용하여 완화구간을 설치하고 있다. Fig. 1은 경

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서의 교량/토공 접속부 표준단면도

이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표준도에서 형상과 연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어프로치슬래브(Drag plate)와 End sporn을

추가하여 하중분산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End sporn

은 종방향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한다[3].

Fig. 1 Standard section of transition zone at Kyungbu high-speed

line second stage [3]

3. 접속부에서의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총연장 412km 중 터널, 교량 구조물 구간

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1%이며 각 구조물 구간은 토

공구간과 접속하게 된다. 전체구간에 걸쳐 터널, 교량구간과

토공접속구간만 45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지

형조건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접속부 건

설 및 유지보수에는 다른 고속철도 운영국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접속부에서의 문제점은 차량, 궤도, 교량, 토공 등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4]. 지지강성의 차이는 많

은 원인들 중 하나이며, 하나의 발생요인이 또 다른 영향을

유발하여 최종적으로는 과도한 궤도틀림 또는 파괴를 발생

시킨다. Table 1은 접속부 손상의 영향요소와 설계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을 대상별로 정리한 표이다.

4. 접속부 보강방안

접속부에서의 보강방안은 대부분이 지지강성 완화방식이

며 어프로치블럭, 어프로치슬래브, 보조슬래브, 토목섬유보

강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프로치블럭의 경우, 각

나라마다 독특한 설계방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열

차의 주행속도, 교량의 형식, 교대의 높이, 지반특성, 건설

공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프로치슬래브는 주

로 도로포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최근 들어 철도에 적

용하고 있다. 어프로치블럭과 슬래브는 대체적으로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어프로치슬래브가 접속지점 침하방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보조슬래브와 토목섬유의 적용은 추가 보강방안으

로서 어프로치슬래브와 조합하여 사용하며 어프로치슬래브

의 끝단 하부지점에 설치된다. 장기사용 시 최대 침하가 발

생 예상되는 지점인 어프로치슬래브의 끝에서 추가적인 하

중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5-9].

경부고속철도에서 적용하였던 어프로치블럭의 연장은 약

10~13m를 표준으로 하였으나, 호남고속철도에서는 20m로 확

대되었고 어프로치슬래브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어프로

치블럭 및 슬래브의 연장을 결정할 때는 교량 및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보강방안 및 내용은 Fig. 2 및 Table 2와 같다.

Fig. 2 Reinforcement methods at bridge/earthwork approach

 

Table 1 Defect factors and considerations at transition zone [4]

구분 손상영향요소 설계시 고려사항

노반

분야

-노반의 침하 및 유동

-노반재료의 압축,동해,팽창

-성토사면의 전단 변형 

-배수불량 

-뒤채움/원지반 표준단면 

-뒤채움/원지반 재료선정 기준

-뒤채움/원지반 다짐도

-배수공법 및 배수재

궤도

분야

-궤도틀림의 발생 누적

-횡저항력의 감소 

-교량 변위로 인한 단부의 궤

도상승 

-토공부와 교량부의 궤도 강

성차

-궤도 기하구조 개선

-레일 장대화

-궤도강성의 연속화 

-궤도/교량/노반의 상호작용

교량

분야

-교량의 휨강성 부족

-교량의 열팽창

-단부 회전에 의한 변형

(거더형 교량)

-축팽창으로 인한 교량단 부

의 변형 

-변위에 대한 표준 한계 

-교량단부에서의 회전 한계

-경간의 길이 및 교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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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치해석

접속부는 강성차가 매우 큰 두 개의 구조물이 접해있고 열

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시간 및 환경에 의존

적이기 때문에 거동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 해석방법이 달라진다. 해석방법

은 정적해석, 유사정적해석, 동적해석, 유사동적해석이 있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모형시험이나 현장시험 등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보강방안별 검토가 목적이었기 때

문에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의 동적해석(직접적분법)을 사용

하였다. 하중은 해석의 편리를 고려하여 교량에서 토공방향

의 이동하중만 사용하였다. 

5.1 이동윤하중 재하방식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은 노반의 하중재하 이력을 그대로 모

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3은 하중재하시 노반요소에

서의 주응력 발생방향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윤하

중이 이동하게 되면 주응력방향 또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

게 되며, 결국은 모든 재하지점에서 응력발생은 동일한 패

턴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적해석, 유사정적해석 및 고정식 반

복재하시험 등에서는 재하지점이 고정되므로 이러한 주응력

의 변화를 모사할 수 없다.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의 해석을

수행할 때 노반요소에서의 전형적인 주응력 및 전단응력의

발생경로는 Fig. 4와 같다. 

Fig. 3 Rotation of principal stresses and planes due to moving

wheel loading

5.2 해석 모델

교대와 토공구간을 포함하는 해석모델의 총 길이는 60m,

깊이는 10m로 모델링하여 선형탄성 평면변형률해석을 수행

하였다. 해석에서는 교량을 통과하여 토공으로 진행하는 짧

은 접속구간 내에서의 변형특성을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열차바퀴를 실물크

기로 모델링하여 레일위에서 300km/h의 속도로 이동시켰

다. 설계하중은 HL-25하중을 사용하였다. 동적 윤중의 크기

는 콘크리트궤도에서의 충격율(1.17)을 고려하여 11.93톤을

사용하였다[9,10]. 적분시간 간격은 6.0×10-4초이며 총 해석

시간은 0.89초이다. 궤도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 및 노

반구조를 사용하여 레일, 침목, TCL(Track Concrete Layer)

층, HSB(Hydraulic Stabilized Base)층, 강화노반, 노반으로

구성하였다. 지반요소는 4절점 solid요소를 적용하였고, 레

일은 UIC 60kg/m의 2절점 프레임요소로, 레일과 침목의 연

결은 80×103kN/m의 동적 수직스프링계수를 갖는 스프링요

소로 모델링하였다. 해석단면의 양쪽 측면과 하부경계는 응

력파의 반사 및 굴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한요소를 적용하

였다. 해석은 범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

용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궤도노반의 상세한 물성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에서 사용된 물성값은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결정한 값이다[9,10].

Fig. 5 Analysis model

 

Table 3 Analysis parameters

Track

component

Elastic

modulus (Pa)

Unit weight

(kg/m3)

Poisson's

ratio (υ)

Rail 2.1×1011 7850 0.3

TCL (240mm) 30.0×109 2100 0.21

HSB (300mm) 10.0×109 2100 0.21

Roadbed 6.0×107 1800 0.3333

Abutment 20.0×109 2500 0.21

approach block 1.6×108 2000 0.21

Cement treated gravel 7.9×108 2100 0.21

Approach Slab 20.0×109 2100 0.21

 

Table 2 Reinforcement methods

보강방안 위치 연장 및 치수 재료

어프로치

블럭
교대배면

경부2단계: 10~13m

호남고속철도:20m

시멘트처리 자갈 

및 입도조정자갈

어프로치

슬래브
교대배면

경부2단계:

8.5~10m
철근콘크리트

보조슬래브
어프로치슬래브 

끝하부
두께:0.6m, 폭:2m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

토목섬유

보강

어프로치슬래브 

끝하부
두께:1m, 폭:3m 강성지오그리드

Fig. 4 Stress path due to moving load (road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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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접속부 보강방안별 효과 검토

5.3.1 어프로치블럭의 연장별 변형 특성

본 절에서는 어프로치블럭의 연장별 영향을 검토하기 위

하여 이동윤하중 재하상태에서 연장 및 위치별 궤도 및 노

반변형 특성을 검토하였다. 블럭의 연장별 효과만을 검토하

기 위하여 어프로치슬래브와 시멘트처리된 자갈층은 제외하

였다. 블럭의 연장은 Fig. 6과 같이 0, 5, 10, 20, 30m의 5

가지 경우이며 블럭을 제외한 모델의 형상, 치수, 물성은 동

일하다. 

Fig. 6 Analysis cases of approach block

Fig. 7은 윤하중 통과시 교대로부터 0, 5, 10, 20, 30m 위

치의 TCL층 상부에서 어프로치블럭의 연장(0, 5, 10, 20,

30m)별 최대진동가속도값을 비교한 것이다. 진동가속도값은

RMS값을 사용할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아 파워스펙트럼

의 최대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간영역에서의 최대값의

편차와 윤하중에 의한 동적영향도 줄일 수 있다. 

Fig. 7에서 계산된 가속도의 범위는 10~30m/sec2의 범위

를 나타내는데, 고속철도 자갈도상궤도에서 300km/h로 주행

시 침목에서의 실측 평균가속도값은 10~30m/sec2이며, 접속

부에서는 40~80m/sec2의 범위를 나타낸다. 콘크리트궤도임

을 감안할 때 계산값은 적정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Comparison of maximum power spectrum for each

approach block length

Fig. 7에서 어프로치블럭이 없는 경우(0m)가 위치별 진동

가속도의 변동(감소와 증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블럭의

연장이 5m인 경우에는 블럭이 설치된 위치에서는 진동이 감

소하나 토공부에서 과대한 진동이 발생하였다. 10m인 경우

에도 블럭 설치위치를 벗어난 토공부쪽에서 진동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m인 경우에 가장 안정적인 진동 감소

를 나타내었다. 연장이 30m인 경우에는 진입부에서는 가속

도가 줄어들다가 20m와 30m지점에서 진동이 증가하는 현

상을 나타내었다. 

Fig. 8은 TCL층을 기준으로 하중 이동시 연장별 최대수

직변위값을 거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가로축에서 5m까지

는 교대를 나타내며, 5m 이후 부터 어프로치블럭이 거리별

로 설치되어 있다. 어프로치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는 접속지점에서 급격히 변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이 30m인 경우(☆)에는 접속지점에서는 완만하게 변위

가 증가하다가 블럭의 끝 지점에서 변위 변화가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연장이 10m와 20m인 경우에 가장 완만하

게 변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차의 주행속도와 접속

구조에 따라 적절한 연장을 가지고 완충하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Fig. 8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 for each approach

block length

5.3.2 보강방법 궤도/노반변형특성

Fig. 9는 접속부의 보강공법별 변위특성을 TCL층을 기준

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해석조건은 ① 접속처리를 하지 않

은 경우(□), ② 어프로치블럭(10m)만 설치한 경우(경부고철

1단계 표준단면)(○), ③ 어프로치블럭(10m)과 슬래브(8.5m)

를 같이 설치한 경우(경부고철2단계 표준단면)(*), ④ ③의

경우에 보조 슬래브(슬리퍼슬래브, 2m)를 추가 보강한 경우

(◇) 이다. 그림에서 5m까지는 교대를 나타내며, 5m부터 보

강공이 설치되어 있다. 접속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

대부에서는 변위가 발생하지 않다가 토공부로 진입하면서 변

위가 급격히 커진다. 급격한 변위의 변화는 구조물간의 강

성차를 완만하게 완화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열차의 주

행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복주행하중에 의한 소

성변형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프로치블럭이 설치

된 경우에는 완만하게 강성을 줄여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

으며, 어프로치슬래브가 추가된 경우에는 진입부에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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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강성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슬래브의

끝에서는 강성 차이를 완만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성변위 측면에서는 강성완화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복주행에 따른 누적소성변형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슬래브가 설치된 경우는 탄성해

석으로는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나 어프로치슬래브의 효과

를 보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주행에 따른 누적소성변형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 at each approach

reinforcement method

Fig. 10은 각 보강방법별로 이동윤하중이 10m 지점을 통

과할 때의 수직응력선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보강조건에 따

라 이동하중에 대한 동적변동율이 클 수 있으나 상대적인 응

력분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 위치 및 시간 영역에서 비

교하였다. 진한색(파란색)이 응력이 집중된 부분으로 재하점

직하부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림 10(a)의 접속처리를 하

지 않은 경우에는 수직응력이 재하지점에 집중되어 분산되

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0(b), (c)의 경우에

는 응력이 분산되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에서는 어프로치블럭과 슬래브가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나 같이 적용할 경우에도 응력분산효과가 증

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조슬래브의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

량/토공 접속부에서의 접속보강방안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

하여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의 동적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주

요 내용은 보강방안의 지지강성 완화효과를 검토하기 위하

여 어프로치블럭의 연장별(0, 5, 10, 20, 30m) 및 보강방안

별 변형특성이며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열차바퀴를 실물로 모델링하여 레일위에서 직접 주행

시킴으로서 이 때 발생하는 궤도각부의 변형특성을 검토하

는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을 통하여 시간영역에서 위치별 상

세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어프로치블럭의 연장별 진동가속도와 변위의 변화에 대

한 해석 결과, 진동가속도의 경우에는 연장 20m가 가장 안

정적인 진동 감소를 나타내었고 변위의 경우에는 연장 10m

와 20m가 완만하게 지지강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강방법별 변위에 대한 검토 결과, 어프로치블럭과 슬

래브는 지지강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보강방법을 같이 적용하는 경우, 토공부와의 접속지점

에서 강성 차이 완화율의 효과는 반감되지만 반복주행에 따

른 변형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강방

법별 수직응력의 분산도 검토 결과에서도 보강방안이 많이

적용될수록 응력분산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응력분산효과는 반복주행에 따른 토공부 소성누적침

하량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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