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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하중에 의한 이층노반구조의 동적 응답특성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for Two-layered
Trackbed Structure by Trai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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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rackbed because of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However, track irregularity be affected by ununiformed bearing capacity and its dynamic response, study for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rack irregularity and countermeasure. In this paper,
the response variation for dominant frequency and vibration energy by trackbed structure and material stiffness are investigated. The analysis section is two layered ground structure that is comprised of trackbed and soft rock. This structure amplifies the energy of dominant range easily. It is evaluated to affect track irregularity on comparing by theoritical, analytical
and empirical method for dynamic response of the track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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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열차하중에 의한 토공노반의 동적응답은 다양한 주변환경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특성을 규명하
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일부 궤도틀림의 원인이 노반의 불균일한 지지력과 이에 따른 동적 응답의 영향일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궤도틀림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노반의 동적응답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반의 동적응답이 궤도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여러가
지 영향조건 중 노반의 구조와 재료강성의 변화에 따른 노반의 탁월 주파수와 진동에너지의 크기에 대한 응답
을 검토하였다. 검토단면은 탁월대역의 에너지 증폭이 쉬운 이 층노반구조로서 노반과 연암으로 구성하였다. 검
토내용은 각 조건별 파의 전파특성을 규명하고 노반의 동적응답을 이론적, 해석적, 경험적 방법으로 비교 검토
하여 궤도틀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요어 노반, 파전파, 동적응답, 탁월주파수, 공진
:

1.

서 론

궤도틀림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제공원
인별로 차량, 궤도, 노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토공
노반에서의 원인은 노반의 지지력 부족 또는 지지강성의 불
균일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열차의
운행속도가 증가하고 구조물의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노반에
기인하는 궤도틀림의 원인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중 하
나가 노반의 동적 응답특성이다. 노반의 동적응답은 주변환
경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국부적인 증폭 또는 감소가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지
반구조, 재료강성, 함수비, 단위중량, 입도특성, 지형조건, 환
경조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특성을 규명하
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궤도틀림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노반에서의 동적응답에 대한 보다 상
세한 검토가 요구된다[1,2,3].
본 논문에서는 노반의 동적응답이 궤도변형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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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여러 가지 영향조건 중 노
반의 구조와 재료강성의 변화에 따른 노반의 탁월주파수와
진동에너지의 크기에 대한 응답을 검토하였다. 검토조건은
탁월대역의 에너지 증폭이 쉬운 이층노반구조로서 상부노반
과 연암으로 구성된 노반구조를 이용하였다. 검토내용은 조
건별 파의 전파특성을 규명하고 노반의 동적응답을 이론적,
해석적, 경험적 방법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2.

열차 및 궤도조건별 가진주파수

열차주행에 의해 발생하는 가진주파수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중재하점인 바퀴의 간격과 속
도로서 일반적으로 130Hz 이내에 존재한다. Fig.1은 하중재
하 및 궤도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가진주파수대역을 표시한
그림으로서 주행속도 300km/h의 KTX인 경우, 대차간격의
영향은 5.3Hz, 대차중심간격의 영향은 4.45Hz, 바퀴간격의
영향은 17Hz, 침목간격의 영향은 128Hz로서 현장계측값과
유사한 범위를 갖는다.
이중 노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차중심간격인
데 동적 에너지가 하부노반으로 전달되면서 고주파성분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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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g. 1

Exciting frequency for each speed and train condition

쇠되고 저주파성분이 탁월하게 된다. 이러한 하중재하에 의
한 가진주파수가 노반 또는 구조물 자체의 탁월주파수(고유
진동수)대역과 겹쳐지면 공진이 발생하는데, 과도한 공진은
에너지를 증폭시켜 궤도틀림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3.

노반에서의 파동전파

지반 내 매질을 전파하는 탄성파는 크게 P파(primary)와
S파(secondary)로 구분할 수 있다. S파는 전파되는 면을 기
준으로 보았을 때, 수직으로 매질을 전단시키는 SV파(수직
파)와 수평으로 매질을 전달시키는 SH파(수평파)로 구분되
며 지표면의 조건에 따라서 표면파인 레일리파와 러브파가
발생된다. 이중 레일리파가 전체 에너지의 약 67%를 차지
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표면파의 에너지는 지표면 부
근에 집중하여 전파되며 지표면 하부심도로 갈수록 지수함
수적인 감쇠를 나타내어 한파장 정도의 심도 이상에서는 소
멸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표면파의 전파속도가 한 파
장 이내 구간의 지층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3.1 채널파의 지중전파

채널파(channel wave)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성을 갖는 지
층에서 전파되는 파동으로 저속도층에 제한되어 전파하며,
Guide-wave라고도 불린다[4]. 이중 P파와 SV파의 반사에 의
해 생성되는 파동을 레일리채널파라고 하며, SH파의 반사
에 의해서 생성되는 파동은 러브채널파라고 한다. Fig. 2는
저속도층내 S파에 의해 생성되는 채널파를 보여준다. 층 내
에서 발생한 S파는 일정한 각도 이하이고 경계와 만나면 반
사된 파는 새로운 형태의 파군(wave group)을 이루게 된다.
파군의 형성 원인은 아주 작은 위상차를 갖는 파동의 간섭
이다. 채널파의 속도는 이 파군의 속도 즉, 군속도(group
velocity)에 의해서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채널파의 생성은 지
반층의 폭과 일관성, 발생원의 주파수, 지반층과 콘트리트층
또는 암반층과의 물성차이, 노반구조 등과 상관되고 있으며,
이중 가장 큰 영향 요인은 노반구조와 재료강성이다.

2

(2011

4

)

161

Shear wave propagation in the channel layer[4]

3.2 입사된 파동전파에 의한 진동의 증폭

강성차가 큰 이층노반구조는 강성이 큰 반무한기반암 위
에 강성이 낮은 토층이 존재하고 그 위에 노반과 궤도가 부
설된다. 이 경우 표층과 노반은 파의 전파경로가 되며 에너
지가 집중된다.
Fig. 3은 노반의 두께가 2m이고 기반암층의 전단파속도가
900m/sec, 노반의 전단파속도가 200m/sec인 2층 노반구조에
서의 진동속도 전파 컨투어이다. 강성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상부층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차로부터 전달된 하중은 파동원을 발생시키
고 이로부터 SV파, SH파, 압축파가 전파하게 되면 기반암
층의 높은 반사계수로 인하여, 경계면에서 반사된 파동은 중
첩을 이루어 새로운 형태의 파군을 형성한다. 즉 발생한 응
력파는 강성이 낮은 층에서 다중반사되어 증폭된다[5].
Fig. 4는 Fig. 3의 조건인 경우의 레일리파와 러브파의 분
산특성을 모드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위상속도가 증가할수
록 모드의 차수도 증가하면서 cut-off주파수를 기준으로 고
차모드가 형성된다. 주어진 주파수별 최소위상속도를 나타
내는 모드가 fundamental 모드이다. 자연지반의 경우, 파의
분산특성은 fundamental 모드에 가장 탁월하며 지반의 특성
을 대표한다. 해석 결과, 대상지반의 모드곡선은 상부층의 전
단파속도(200m/sec)와 하부층의 전단파속도(900m/sec)내에
분포하며 가장 에너지가 큰 fundamental 모드의 경우 대부
분의 주파수대역에서 상부층의 강성에 종속적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3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two layered track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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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g. 4

4.

Theoritical ground response curve for each trackbed
condition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surface wave

전달함수를 이용한 노반의 동적 응답해석

노반의 층상구조에 따른 동적응답 특성을 주파수 대역에
서 검토하기 위하여 단순화된 해석모델의 전달 함수를 유도
하여 평가하였다. 지반조건은 변위가 발생 하지 않는 기반
암층 위에 감쇠를 가지는 균일한 지층이 있는 2층 점탄성
모델이다. 지반층이 전단거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파동방정
식으로부터 전달함수를 유도하면 다음 식 (1)과 같다[6].
1
F ( ω ) = -------------------------------------------------cos [ω H ⁄ Vs (1 + i ξ )]

(1)

여기서, : 전단파속도, : 노반두께, ω : 각주파수,
ξ : 댐핑계수, : 복소수
노반의 전단파속도는 150∼350m/sec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노반층의 두께는 1∼30m이다. Fig. 5에 노반의 두께가
5m이고 전단파속도가 150m/sec인 경우의 결과를 대표적으
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첫 번째 피크가 초기 탁월주파수
(fundamental frequency)이고 그 다음이 2차, 3차, 4차 모드
순이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감쇠비는 5%미만이므로 초기탁
월주파수의 증폭효과는 보다 크게 나타난다.
Fig. 6은 노반조건별 탁월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
다. Fig. 6(a)는 노반층의 전단파속도가 100, 200, 300m/sec
이고 노반의 두께가 1~9m까지 변할 경우에 대한 초기탁월
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며 Fig. 6(b)는 두께가 2m로
Vs

H

i

Fig. 6

Variation of dominant frequency for each condition

일정하고 전단파속도가 50m/sec에서부터 350m/sec로 변할
때의 초기탁월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노반의 두
께가 두꺼워지면 초기탁월 주파수는 지수함수형태로 감소하
며, 노반의 강성이 증가하면 초기탁월주파수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5.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노반의 동적응답 해석

5.1 해석 조건

현장조건 철도노반의 동적응답을 검토하기 위하여 2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검토방법은 노반층의 두께(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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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화노반을 포함하였지만, 노반과의 강성차이가 크지 않
기 때문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 해석단면의 양
쪽 측면과 하부 경계는 응력파의 반사 및 굴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한요소를 적용하였다. 레일과 침목을 연결하는 패
드의 스프링계수는 4×10 kN/m이다. 해석에 사용된 궤도노
반의 상세한 물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4

5.2 노반층의 두께별 동적 응답특성

Fig. 7

Analysis model

Analysis parameters
Track Elastic modulus Unit weight Poisson's Thickness
component
(N/m2)
(N/m3)
ratio
(m)
11
78,500
0.30
Rail
2.1×10
21,000
0.21
0.3
Ballast
1.0×108
Reinforced
8.0×107
21,000
0.21
0.5
trackbed
Trackbed 4×107~32×107 18,000
0.33
0.53.5
22,000
0.21
Soft rock
1.0×109
Table 1

노반재료의 탄성계수는 80MPa로 일정하며 노반 두께만 변
화시키면서 시간영역에서의 위치별 진동가속도의 크기와 주
파수영역에서의 탁월주파수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동적응답
의 측정위치는 중앙부의 노반층 중심깊이다. Fig. 8은 노반
의 두께별 각 측정위치에서의 노반의 시간영역 진동가속도
의 응답이다. 노반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진동가속도의 크
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는 해석모델의 깊이
별 진동가속도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일반적인
경향은 도상자갈층에서는 약간 증가하다가 전반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께가 0.5m와 2m인 경우에는 선형적
인 감소를 나타내지만 두께가 3m인 경우에는 노반의 상부

3.5m)와 재료강성의 변화(4×10 ~32×10 Pa)에 따른 시간영역
7

7

에서의 진동의 크기와 주파수영역에서의 탁월주파수의 변화
를 검토하였다. 해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제 열
차바퀴를 실물크기(78cm)로 모델링하여 레일 위에서 하중
170kN, 속도 150km/h로 주행시켰다. 하중 재하는 열차의 대
차간격, 바퀴간격 및 궤도침목의 간격 등으로 인한 주파수
응답을 배제하기 위하여 하나의 바퀴만 사용하였으며 휠-레
일의 접촉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다.
해석모델의 Fig. 7과 같으며 전체모델 크기는 5×60m 이
며 요소의 크기는 10×10cm이다. 총 해석시간은 1.5 초, 적
분시간간격은 1×10 초이다. 궤도는 경부 고속 철도 2단계
궤도 및 노반구조를 사용하여 레일 (rail), 패드(pad), 침목
(sleeper), 도상자갈(ballast), 강화노반 (reinforced trackbed),
노반(trackbed), 연암층(soft rock)으로 구성하였다. 해석모델
-3

Fig. 9

Fig. 8

Acceleration amplitude for each trackbed thickness

Vibration energy amplitude for each trackbed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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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ig. 10

Fig. 11

Frequency response curve for each thickness

Variation of the dominant frequency for each thickness

층에서 에너지가 집중되어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
는 노반재료의 강성이 낮고 전파거리의 증가에 따른 다중반
사파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가속도 시간영역 자료를 주파수영역 자료로 변
환한 결과이다. 주파수영역에서 대표적 탁월 대역은 노반구
조에 따른 저주파대역의 탁월주파수와 침목간격으로 인한
67Hz성분이 가장 크다. 노반의 두께가 두꺼 워질수록 고주
파(30Hz이상) 성분은 빠르게 감쇠하고 노반구조특성을 반영
하는 탁월주파수 대역은 작아진다. 노반층의 두께를 0.5~3.5m
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진주파수는 16Hz~6.8Hz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노반두께가 0.5m인 경우에는 탁월주파수가 16Hz로서 노
반두께에 따른 다중반사파의 공진주파수와 동일하다. 두께
가 두꺼워지면 다중반사파의 전파거리도 증가하기 때문에 탁
월주파수대역은 감소하여 3.5m인 경우에는 탁월주파수는
6.8Hz이다.
Fig. 11은 각 두께별 탁월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 Fig. 6의 2층 반무한지반을 대상으로 구한 이론적 값과
유사하게 지수함수형태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 준다.
5.3 노반의 재료강성별 동적 응답특성

노반 두께는 3m이며 탄성계수만 40MPa부터 320MPa로

Fig. 13

Amplitude of vibration energy for each stiffness

Variation of the dominant frequency for each stiffness

증가시키면서 동적응답을 검토하였다. Fig. 12는 깊이별 해
석모델의 진동가속도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노
반탄성계수가 80MPa인 경우 진동에너지는 노반상부층에 집
중되며 최대 크기도 6.5m/sec 으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노반탄성계수가 160MPa인 경우에는 에너지
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최대크기 또한 2.6m/sec 으로 80MPa
의 경우보다 40%이하로 낮아진다. 320MPa인 경우에는
160MPa인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진동에너지 분
포에 대한 검토결과, 재료강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진동에너지의 차이는 매우 크며 일정 강성 이상에서는 변화
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은 노반재료의 강성변화에 따른 탁월주파수의 변
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노반재료의 강성을 증가할수록 탁월
주파수도 증가하며, 그 변화의 폭은 4~11Hz로 강성변화와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현장 노
반재료의 탄성계수는 50MPa~150MPa 범위에 있으므로 실
제 탁월주파수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2

6.

현장 측정 사례

6.1 토조에서의 탁월주파수 측정

노반구조에 대한 공진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물 토조
에서 가진주파수별 변형특성을 평가하였다. 토조에 2.5m의

열차하중에 의한 이층노반구조의 동적 응답특성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 권 제 호 년 월
14

Fig. 14

Repeated loading test at soil tank
Fig. 16

2

(2011

4

)

165

Dynamic response curve according to the micro tremor

차가 주행하지 않을 때 노반의 암진동을 30초간 10회 측정,
평균하여 노반구조의 탁월주파수를 계산하였다. 측정현장은
얕은 깎기구간이며 도상자갈층이 60cm, 강화노반층이 100cm
로 조성하였고 그 아래에는 연암층이 존재한다. Fig. 16는 측
정 결과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현장 노이즈로 인한 100Hz 이
상의 고주파성분이 일부 감지되었으나 노반구조에 의한 탁
월주파수는 15Hz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노반
의 탄성계수를 산정하면 약 190MPa이다.
7.
Fig. 15

Dynamic response curve according to deflection

노반을 조성한 후 강화노반(00.5m)을 조성하였다. 궤도구조
는 자갈도상궤도를 적용하였으며, 0.3m의 도상자갈층과 침
목, 체결구, 레일을 설치하였다. 노반은 평판재하시험치 기
준 110kN/m 으로 다짐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노반의 평균 전
단파속도는 230m/sec이다.
실험은 실물반복재하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중범위는
10~20kN으로 1Hz~30Hz까지 재하 진동수를 증가 시키면서
강화노반 표면의 응답특성을 측정하였다. Fig. 14에 시험체
의 구조와 시험방법을 표시하였다.
Fig. 15는 각 노반조건별 변위응답에 대한 동적응답을 주
파수영역에서 나타낸 값이다. 노반조건은 강화노반이 없는
경우(soil), 평판재하시험치 k30값이 110kN/m 이상이고 강
화노반의 두께가 30cm인 경우(K11D30) 그리고 평판재하시험
치 k30값이 110kN/m 이상이고 두께가 50cm인 경우(K11D50)
로서 각 조건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공진주파수의 발생대역
은 25~29Hz구간이다. 측정된 공진대역은 지반조건뿐만 아
니라 궤도조건, 토조조건 등의 영향을 받지만, 이론적인 지
반응답해석의 결과치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7].
3

3

3

6.2 암진동값을 이용한 탁월주파수 측정

고속철도 자갈도상궤도구간에서 노반의 탁월주파수에 대
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목적은 노반구조의 정보와 탁월주파
수대역을 바탕으로 노반의 강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탁월
주파수의 측정은 열차주행조건 및 궤도조건에 의한 주파수
성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암진동을 측정하여 노반의 탁월주
파수를 산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진동속도계를 이용하여 열

결 론

본 논문은 열차하중에 의한 이층노반구조의 동적응답이 궤
도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여러
가지 영향조건 중 노반의 구조와 재료강성의 변화에 따른 노
반의 탁월주파수와 진동에너지의 크기 변화를 이론적, 해석
적, 경험적 방법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각 검토결과는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층노반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결과, 표면파의 기저
모드는 상부층의 강성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중반사파에 의
한 진동 증폭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반의 조건별 탁월주
파수의 변화는 노반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탁월주파수는 지
수함수형태로 감소 수렴하며, 노반의 강성과 탁월주파수는
선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반강성변화와 두께변화에 따른 유한요소해석 결과, 노
반의 진동에너지의 크기는 재료강성에 매우 종속적이며 탁
월주파수 특성은 다중반사파의 전파거리의 증감영향으로 인
하여 노반의 두께에 종속적이다. 해석조건별 노반의 탁월주
파수대역은 4~16Hz로서 차량에 의한 탁월주파수대역과 대
부분이 겹친다. 노반의 상태는 불균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반복적이고 국부적인 공
진현상은 궤도틀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장실험을 통한 노반의 동적응답 결과도 이론적, 해
석적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탁월주파수의 평
가를 통한 노반상태평가의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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