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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노반건설에는 교량, 터널 등의 다양한 토목구조물이

사용된다. 구조물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접속구간을 동반하

는데 대표적인 접속구간으로는 교량/토공, 터널/토공, 횡단

구조물/토공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

하여 구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구조물 비율이 60% 이상으로 터널 및 교량 접속부만 450

여개에 달한다[1]. 최근에는 콘크리트궤도가 도입되고 운행

속도가 고속화됨에 따라 접속부의 성능이 유지보수와 열차

주행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보다 높은 성능수

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도 성능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

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제시되

Abstract The transition zone between an earthwork and a bridge effect to the vehicle’s running stability because support

stiffness of the roadbed is suddenly changed. The design criteria for the transition structure on ballast track were not partic-

ular in the past.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concrete track is introduced, it requires there is a higher performance level

required because of maintenance and running stability. In this present paper, a transition structure reinforced with geosyn-

thetics is sugges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existing bridge-earthwork transition structures. The suggested transition

structure, in which there is reinforcing of the approach block using high-tension geosynthetics, has a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earth reinforced abutments. The utilized backfill materials are cement treated soil and gravel. These materials are used to

reduce water intrusion into the approach block and to increase the recycling of surplus earth materials. An experiment was

performed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order to allow a comparison of this new structure with the existing transition struc-

ture. Evaluation items are elastic displacement, cumulative settlement, and earth pressure. As for the results of the real-scale

accelerated testing, the suggested transition structure has excellent performance for the reduction of earth pressure and set-

tlement. Above all, it has high resistance the variation of the water content.

Keywords : Bridge/earthwork transition, Geosynthetics, Cement treated materials, Long-term performance, Accelerated test

초 록 교량/토공 접속부는 교량에서 토공으로 또는 그 반대방향으로 옮겨가는 구간으로 궤도 하부구조의 지

지강성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차량 주행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 유도상궤도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부에 대한 성능요구조건이 높지 않았으나, 운행속도가 고속화되고 콘크리트궤도가 도입되면서 유지보수와

열차주행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높은 성능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량

/토공 접속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목섬유와 시멘트처리채움재로 보강된 접

속구조를 제안하고 실물가속시험을 통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접속구조는 토목섬유를 이용하여 어프

로치블럭을 보강하는 방안으로써 보강토 교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사용재료는 시멘트처리된 흙자갈을 적

용함으로써 유용토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우수의 침입을 저감시켰다. 실물가속시험항목은 구조별 탄성변위, 누적

침하, 함수비, 교대에 작용하는 수평 및 수직 토압이며, 비교검토를 통해서 장기공용성능의 개선정도를 파악하

고자 기존 접속구조와 제안 접속구조에 대한 시험을 동일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실물가속시험 결과, 제안구조

가 침하 및 토압경감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고 함수비 변동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어 : 교량/토공 접속부, 토목섬유, 시멘트처리재, 장기공용성, 실물가속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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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집중적으

로 보강하는 지지강성 불균형을 포함하여 강우, 배수, 결빙

등의 환경적인 원인, 궤도 및 교량구조물의 간섭 등 매우 다

양한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속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

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량/토공 접속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목섬유와 시멘

트처리채움재로 보강된 접속구조를 제안하고 장기공용성 평

가를 위한 실물가속시험을 수행하였다. 제안 접속구조는 토

목섬유와 시멘트처리한 재료를 이용하여 어프로치블럭을 자

립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교대에 토압이 작용하지 않게 하

였으며, 토목섬유의 인장보강효과를 이용하여 강성을 증대

시켰다. 또한 사용재료로 흙자갈을 적용함으로써 유용토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우수의 침입을 저감시키고자 하였다. 검

토방안은 제안 구조와 현재 적용중인 기존 구조에 대하여 동

일조건하에서 실물의 가속시험을 실시하여 각 조건별 장기

공용성을 검토하였다.

2. 교량/토공 접속구조의 개발 현황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접속구조가 사용되고 있지만, 철도

분야에서는 시멘트처리재료를 사용한 어프로치블럭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 구조는 독일철도에서 제시되어 중

국, 대만, 일본, 이탈리아 등의 고속 신설선에서 채택하고 있

으며, 다양한 응용구조도 제시되고 있다[2]. 호남고속철도에

서 적용하는 표준단면도 이와 유사한 구조이며, 어프로치슬

래브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강수준이 가장 높은 구조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신설선의 유지보수 자료를 검토하면

침하 문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보강효과로 인

하여 접속부 자체보다는 어프로치블럭의 끝단과 토공의 접

속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구조 및 재료적 개선과 더불어

토목섬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보강방안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보강사례를 살펴보면 보강토 또는 토목섬유 보

강토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접속부의

역할과 교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보강토교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3]. 보강토 교대는 교대 자체를 보강토공법을 적

용함으로써 접속부에서의 단차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설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강토 교대는 미국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주로 도로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

되고 있다. 철도분야에서는 일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

인데 내진보강이 주요 목적으로 토목섬유 보강토교대를 적

용하고 있다[4]. 보강토 재료는 일반적인 성토재료를 이용한

경우와 시멘트처리한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신

간선에서 적용한 시멘트개량 보강토교대는 Fig. 1과 같이 시

멘트 개량 어프로치블럭, 토목섬유 보강재 및 철근콘크리트

교대로 구성된다[5]. 보강토 교대는 시멘트 개량토의 자립성

이 높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교대에 토압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Fig. 2는 큐슈신간선에 최초로 적용한 보강토교대의 전경

으로써 교대 두께를 1m까지 슬림화하여 건설비를 대폭적으

로 절감시켰다. 일본에서는 보강토교대의 연구 결과가 매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2007년에 정식으로

채택되어 설계기준에 반영되어 있다[6].

Fig. 2 Application of reinforced soil abutment (Kyushu Shin-

kansen)

3. 토압경감 및 침하억제를 위한 

토목섬유보강 접속구조

콘크리트궤도의 도입 및 고속화에 따른 교량/토공 접속부

의 추가 요구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구

간별 적정 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침하량 감소를

위한 다짐도 향상, 다짐으로 인한 교대변형의 방지, 교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경감 등이 있지만 모든 사항을 만족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변형 또는 발생문제를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대와 어프로치블럭을 분리 시공하는 토

목섬유보강 접속구조를 제시하였다. 토목섬유로 인장보강된

어프로치블럭을 자립시킴으로써 다짐시 교대에 미치는 영향

을 배제하였으며 시공 후에도 교대에 작용하는 토압을 최소

화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교대와 무관하게 다짐을 수행할

Fig. 1 Composition of reinforced soil abu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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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다짐도 확보에 유리하며 토목섬유의 인장보

강을 통한 침하억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시공공정은 토목

섬유로 보강된 어프로치블럭을 선 시공하고 그 이후 교대를

시공한다. 

Fig. 3은 제안 접속구조로서 Fig. 1에서 제시한 일본의 시

멘트개량 보강토 교대의 단면을 참조하여 제시하였다. 토목

섬유보강토체의 법면 경사를 12:1로 하였으며, 보강토의 끝

단을 둥글게 말아올려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단면

에서 등장보강재(standard geosynthetics)의 최소 길이는 1.5m

이상 또는 0.35H(높이)를 적용하였다. 선로방향 보강재의 길

이는 하단부가 길고 상단부로 갈수록 짧으며(1:1.5의 경사),

각 층의 간격은 30cm로 하였다. 상부로부터 매 2단을 최소

길이의 등장보강재를 적용하고 매 세 번째 단에는 장척보강

재(extended geosynthetics)를 적용하였다. 보강재 인장강도

는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50kN/m, 100kN/m 강도의 토목섬

유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보강재 끝단은 토목섬

유를 타원형으로 둥글게 말아 내부에 채움재를 채우는 방식

으로 자립도를 확보하였다. 채움재는 유용토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해 흙과 자갈이 혼합된 골재를 시멘트처리하여 사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실물가속시험의 조건

비교평가를 위하여 시멘트처리된 입도조정쇄석을 사용하

는 기존 접속구조와 토목섬유와 시멘트처리된 흙자갈을 사

용하는 제안 접속구조를 동일조건하에서 시험하였다. 시험

장비는 RLS(Railroad Loading System)장비를 활용하였다.

Fig. 4는 철도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RLS장비로써 12축

의 재하축을 이용하여 이동하중을 재현할 수 있는 시험장비

로 최대 1,500kN까지 재하가 가능하다. 시험시에는 실물의

노반구조를 깊이 5m, 폭 4.5m의 토조에 설치하고 현장시공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 후, 시험목적에 부합한 하중조건을

재하하여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구조를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시에 재하(loading)하여 시험조건에 의한 차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각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험단

면 및 재하조건은 다음과 같다.

4.1 접속구조별 시험단면

Fig. 5는 시멘트처리된 입도조정쇄석(dmax:63mm)을 사용

하는 기존 접속 단면 및 계측기의 설치위치로써 길이 4.5m,

높이 2m, 폭 3m이다. 가장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조건을 설

정하기 위하여 어프로치슬래브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

대에서부터 일정 구간을 사용하였다. 토압계는 심도 0.5m,

1m에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설치하여 수직방향 토압과 교

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변위

계는 하중을 재하하는 재하판과 재하판 주변의 노반상면에

각 3개를 설치하였다. 재하판은 교대 끝단으로부터 1m 이

격되어 있으며 폭은 0.33m, 길이는 1.8m이다.

Fig. 3 Concept of geosynthetics and cement treated soil reinforced transition structure

Fig. 4 Railroad Loading System(RLS) equipment for accelerated

test

Fig. 5 Test section and sensor locations for existing transi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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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제안 접속구조로써 토목섬유와 시멘트처리된 흙

자갈로 조성하였다. 시험단면의 크기는 Fig. 5와 동일하며 재

하위치는 가장 취약한 직상단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토압계는 0.5m, 1m심도에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설

치하였으며 추가로 2m심도에 수평방향 토압계를 설치하여

수직하중에 대한 토압성분과 교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

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변위계는 기존구조와 동일하게 하

중을 재하하는 재하판과 재하판 주변의 노반상면에 각 3개

를 설치하였고 재하위치는 교대에서부터 1m위치로 설정하

였다.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대와 어프로치블

럭 사이의 공간은 모래로 채웠으며 별도의 다짐을 실시하지

는 않았다.

4.2 하중조건 및 재하 방식

재하하중은 궤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반으로 직

접 전달되는 하중을 적용하였다. HL25 설계하중을 적용하

는 고속철도를 대상으로 궤도로부터 노반면에 전달되는 최

대응력은 0.1MPa이고 재하판의 면적은 0.33×1.8m이므로 작

용하중은 59kN에 불과하지만 가혹조건하에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177kN을 적용하였다. 이 값은 실제 설계하중의 3배

에 달하는 값으로써 접속구간에서의 지지강성의 변화에 의

해 발생하는 동적변동의 최대값이다. 

하중재하는 초기단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정적재하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하중을 증가시켜 최대하중(88.5kN×2 actuators)

으로 재하한 후, 0.5Hz로 2,000회까지 저속의 반복하중으로

안정화시킨 후 본 시험을 실시하였다. 반복재하 횟수는 총

이백만회이며, 백만회 재하 후 함수비 변화의 영향을 재현

하기 위하여 살수를 통해 재료의 함수비를 충분히 높인 후

백만회를 추가 재하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하중패턴은 다음

Fig. 7과 같다.

4.3 시험재료 및 시공

기존 구조에서 사용한 시멘트처리된 입도조정쇄석은 호남

고속철도 현장에서 사용중인 재료를 직접 수급하여 사용하

였다. 최대 골재크기, 단위중량, 편장석 함유량, 마모율, 모

래당량, 체가름 입도에 대한 시험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

이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을 모두 만족한다[7]. 중량대비 시

멘트비율은 3%이며 현장에서 백호를 이용하여 배합하였다. 

섬유보강 접속구조에서 사용하는 흙자갈은 시공시 발생하

는 현장 유용토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다. 흙자갈의 선정은

흙:자갈 비율이 1:2인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고 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골재크기, 단위중량, 마모율, 모래당

량, 체가름 입도에 대한 시험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현

Fig. 6 Test section and sensor locations for suggested tran-

sition structure

Fig. 7 Loading pattern of accelerated test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grained crushed stone (dmax : 63mm)

Test items Test method Unit Test results

Unit weight KS F 2505 kN/m3 2.1

Segregation ratio KS F 2575 % 14.1

Abrasion ratio KS F 2508 % 20.6

Sand content ratio KS F 2340 % 69.6

Grain distribution
Passing percentage (%)

75mm 63mm 31.5mm 9.5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Standard 100 85-99 55-84 27-56 21-46 15-37 10-28 8-21 6-15 4-10

Results 100 98.2 79.6 43.5 31.1 25.2 19.4 13.2 7.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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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배합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40mm 혼합골재를 조

정하여 최적함수비 상태하에서 시멘트 중량비 3%를 배합하

여 다짐하였다.

다짐도를 위하여 고속철도 노반지지력을 평가하는 지수로

활용되는 Ev2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기존 접속구조의

Ev2는 355MPa, 섬유보강형 접속구조는 450MPa로써 지지력

은 섬유보강형 접속구조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채움재의 입도 및 섬유보강효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

다. 

사용된 토목섬유는 PET매트로서 최대인장강도는 200kN/

m, 단위중량은 2.0kN/m3, 포아슨비는 0.2이다. 

시공은 기존 접속구조의 경우에는 고속철도 노반시방서[8]

를 준용하여 시공하였으며, 제안 접속구조인 경우에도 다짐

방법 등은 기존 접속구조와 동일하나, 토목섬유의 끝단을 튜

브형태로 현장 가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공장치를 사용하

였다. Fig. 8은 튜브형상을 만들기 위한 장치로써 시멘트처

리된 흙자갈을 튜브안으로 넣어 다진 후, 고정하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9는 다짐이 완료된 각 구조의 채움

표면을 나타낸 것으로 왼쪽이 섬유보강구조이고 오른쪽이 입

도조정쇄석을 사용하는 기존 접속구조이다. 

5. 시험 결과 및 분석

접속구조별 실물재하시험에 따른 누적침하, 탄성변위, 수

직 및 수평 토압, 함수비 변화의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제

안 접속구조의 장기공용성을 평가하였다.

5.1 구조별 누적침하 특성

접속구조별 반복재하횟수에 따른 침하특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백만회 재하 동안의 누적침하량을 비교하였다. 누적침

하량은 접속구조의 침하특성을 대표하는 측정값으로써 접속

구조의 성능평가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Fig.

10은 최대 침하가 발생하는 재하판에서의 누적침하량으로써

기존 접속구조(■)와 제안 접속구조(●)를 비교하였다. 구조

별 초기침하량은 차이가 나지만 재하횟수에 따른 침하 경향

은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접속구조의 경우에

는 초기침하량이 약 0.4mm발생하고 반복재하에 따른 누적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mixture crushed stone (d
max

 : 40mm)

Test items Test method Unit Test results

Unit weight KS F 2505 kN/m3 1.8

Segregation ratio KS F 2575 % -

Abrasion ratio KS F 2508 % 23.5

Sand content ratio KS F 2340 % 61

 Grain distribution
Passing percentage (%)

40mm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Standard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Results 100 93 85 55 29 15 6

Fig. 8 Construction method of geosynthetics reinforced transition

Fig. 9 Surface of each transition structure

Fig. 10 Residual settlement according to accelerated test for

each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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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량은 약 0.12mm가 발생하였다. 시험은 실내에서 실시

되어 외부적인 영향요인이 없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침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접속구조인 경우에

는 초기침하량이 약 0.66mm 발생하고 반복재하에 따른 누

적침하량은 약 0.14mm 정도가 발생하였다. 초기 침하량은

제안 접속구조가 약 0.26mm 정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흙

자갈재료 사용에 따른 초기 재하판의 자리잡기 과정에서 발

생한 것으로 초기침하량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반

복재하에 따른 누적침하량의 증가율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

가 되지만 그 차이는 0.02mm로써 10만회 이전의 초기안정

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량적인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두 가지 구조가 공통적으로 반복재하에 대하여 안정

적인 침하경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2 구조별 탄성변위 특성

접속구조별 탄성변위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탄성변위는 하

중이 재하(loading)되었을 때와 제하(unloading)되었을 때의

탄성영역에서의 변위차이로써 열차하중이 이동할 때 발생하

는 궤도슬래브의 변위량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1(a)

의 기존 접속구조인 경우, 재하판 위치에서 탄성변위는 약

0.2mm를 나타내고 노반상면에서 별도로 계측한 탄성변위는

각 각 0.05mm, 0.1mm의 값을 나타내어 재하횟수의 증가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b)의 제안 접속구조인 경우, 재하판 위치에서 탄성변위는

초기에는 0.26mm가 발생하고 재하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여 백만회 재하시점에는 0.21mm를 나타낸다. 재하횟수

가 증가함에 따라 탄성변위가 0.05mm 감소하는데, 이는 재

료의 소성거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절대값의 크기가 작

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원인은 채

움재료로 사용된 흙성분의 소성변형과 하중재하판의 박힘현

상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반상면에서 별도로 계측한

탄성변위는 약 0.12mm의 값을 나타내어 재하판 위치에서의

변위와는 달리 재하횟수의 증가에 따른 변위의 변화를 나타

나지 않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3 채움재의 함수비변화에 따른 변위 특성

흙이나 골재를 이용하여 채움을 하는 경우, 다짐시의 함

수비나 우수가 성토체의 장기적인 침하특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1]. 이에 구조별 사용재료의 함

수비 변화가 장기침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

속시험 중에 살수를 실시하였다. 백만회 재하까지는 자연함

수비상태에서의 침하특성을 평가하고, 백만회 재하시점에서

채움재료의 함수비가 증가하도록 충분히 살수(0.029m3/min)

한 후 추가로 백만회 시험을 실시하여 총 이백만회 동안의

누적침하경향을 평가하였다. 이때 기존 접속구조는 조립골

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함수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안 접속구조는 시멘트처리된 다짐토이기 때문에 물의 침

투가 어려워 표면에서의 함수비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는 접속구조별 함수비변화에 따른 누적침하량을 나

타낸 그림으로써 기존 접속구조와 제안 접속구조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에서는 초기침하량의 영향은 무시

하고 함수비변화에 따른 침하경향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초

기값을 동일수준으로 보정(기존 접속구조의 전체 침하량−

0.2mm)하여 표현하였다. 기존 접속구조(■)의 경우, 초기침

하가 발생한 이후, 백만회까지는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만 살수 시점인 백만회 이후부터는 급격한 추가 침하가 발

Fig. 11 Elastic displacement according to accelerated test

Fig. 12 Residual settlement according to watering test for each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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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며 최종적으로는 1.24mm의 누적침하량이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 였다. 섬유보강 접속구조(●)의 경우에는 백만회

까지 기존 접속구조와 동일한 침하경향을 나타내며 백만회

이후에도 살수에 따른 영향 없이 동일한 침하경향을 유지하

여 최종적으로 0.9mm의 누적침하량만 발생하였다. 제안 접

속구조가 기존 접속구조보다 약 28% 의 누적침하량 감소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하량의 차이는 재료특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기존 접

속구조에 사용한 재료는 최대 입경 63mm의 입도가 양호한

골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살수시 침투할 수 있는 공극이 크

게 존재한다. 반면에 제안 접속구조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시

멘트처리된 흙자갈로써 입도의 배합이 매우 양호하고 다짐

도가 매우 높아 표면으로 물의 침투가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살수에 의한 추가누적침하량의 발생은

조립골재를 사용하는 기존구조에서 채움재 전체 면적에 걸

쳐 물이 침투하여 골재간 접촉력으로 상부하중을 지탱하는

지지구조의 저항성을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5.4 접속구조별 수평 및 수직토압 특성

기존 접속구조에서는 교대 시공이후 실시하는 뒤채움 시

공시 다짐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과도한 토압이 교대에 작용

하여 균열 또는 교대변형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제안 접속구조의 경우에는 토목섬유로 보강된 어프로치블럭

을 선 시공한 후, 교대를 시공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교

대에 토압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제안 접속구조에서 교대에 발생하는 수평 및

수직토압의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Fig. 5

및 6과 같이 시험토조의 벽면 및 층별로 토압계를 설치하

고 재하횟수에 따른 토압의 변화특성을 검토하였다. 

Fig. 13(a)는 기존 접속구조 교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을

재하횟수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반복횟수는 함수비 변화에

따른 영향도 같이 검토하기 위하여 이백만회 재하횟수 동안

의 토압변화를 나타내었다. 심도 1m의 토압특성은 성토 및

다짐 직후에는 22kPa의 토압이 작용하다가 반복재하가 진

행되면서 약 45kPa로 증가하여 그 이후에는 반복재하횟수

와 상관없이 일정한 경향을 나타낸다. 심도 0.5m에서의 토

압특성은 성토 및 다짐 직후에는 14kPa의 토압이 작용하다

가 반복재하가 진행되면서 45kPa로 증가하며 재하횟수에 따

라 60kPa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0kPa은 열차

하중재하시 최대수직토압과 유사한 범위로써 실제 이론적인

값보다 큰 토압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회 재하

후에 실시한 살수의 영향은 수평토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13(b)는 제안 접속구조의 교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

을 재하횟수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함수비 변화에 따른 영

향도 같이 검토하기 위하여 이백만회 재하 동안의 토압변화

를 나타내었다. 심도별 토압특성은 성토 및 다짐 직후에는

5kPa이내였으며, 0.5m와 1m 심도에서는 초기 수평토압이

0.1~0.3kPa로 토압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재하가 시작되면서 토압이 증가하는데 10만회까지는 증

가하다가 일정한 토압을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최

대 토압은 심도 2m에서 16kPa이 발생하였다. 제안 접속구조

가 기존 접속구조보다 수평토압이 작은 것은 토목섬유의 인

장보강효과가 수평토압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Fig. 14(a)는 기존 접속구조의 수직토압특성을 나타낸 그

림이다. 노반면에 작용하는 재하하중은 300kPa이며, 심도

0.5m에서의 최종토압은 106kPa, 심도 1m에서의 최종토압은

98kPa이다. 0.5m에서의 수직토압은 초기재하 후 안정화되어

일정한 토압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m에서의 수직토압은

최대 130kPa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Fig. 14(b)는 제안 접속구조의 수직토압특성을 나타낸 그

림이다. 노반면에 작용하는 재하하중은 300kPa이며, 심도

0.5m에서의 최종토압은 43kPa, 심도 1m에서의 최종토압은

68kPa이다.

Fig. 15는 각 구조별 수평 및 수직토압의 최대크기를 비

교한 그림으로써 제안 접속구조는 기존 접속구조와 비교하

여 수평토압은 75~90%까지 저감되며 수직토압은 약 30~60%

까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토목섬유의 인장보강

효과로 인한 것으로써 토목섬유의 설계방법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13 Horizontal earth pressure according to accelerat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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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토목섬유와 시멘트처리채움재로 보강된 교량/토공 접속구

조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실물가속시험을 실시하였다. 기존

구조와의 비교시험을 통해서 성능의 개선정도를 파악하고자

동일조건으로 시험체를 조성하고 동일위치에 계측기를 매설

하여 수행하였다. 시험항목은 구조별 탄성변위, 누적침하, 함

수비, 교대에 작용하는 수평 및 수직 토압을 검토하여 장기

공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접속구조별 반복재하횟수에 따른 침하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조건하에서의 누적침하량을 비교하였다. 기존구

조와 제안구조가 초기침하량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재하횟

수에 따른 침하경향은 차이 없이 수렴하여 모두 안정적인 침

하경향을 나타내었다.

2) 탄성변위는 기존 접속구조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상태

를 유지하지만 제안 접속구조인 경우에는 재하횟수의 증가

에 따라 재하판에서의 탄성변위가 미소하게 감소하여 소성

거동의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노반면에서의 탄성변위는 기존

구조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재하판에서의 변형특성

은 흙자갈재료와 재하면의 안정화과정의 영향인 것으로 판

단된다.

3) 함수비의 변화에 따른 저항성능 평가를 위하여 가속시

험중에 살수를 실시하여 침하특성을 평가하였다. 시험 결과,

기존 구조는 살수시점에서 급격한 침하가 발생하고 그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침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에 제안 접속구조는 살수의 영향없이 안정적인 침하특성을

나타내어 침하량의 차이가 28% 정도 발생하였다. 이 차이

는 기존 접속구조에서는 골재간의 맞물림으로 인한 접촉저

항이 함수비가 증가로 급속히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제안 접속구조는 시멘트처리된 흙자갈이 사용되기 때

문에 투수계수가 매우 낮고 토목섬유의 인장보강 효과로 인

하여 함수비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교대에 발생하는 수평 및 수직토압의 저감효과를 정량

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토압의 변화특성을 검토하였다. 제

안 접속구조가 기존 접속구조와 비교하여 수평토압은

75~90%까지 저감되며 수직토압은 약 30~60%까지 저감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토목섬유의 인장보강효과로 인한

것으로 제안 접속구조를 적용할 경우, 교대 및 기초에 미치

는 부담력이 작아지므로 경제적인 교대건설을 기대할 수 있

다.

5) 실물가속시험 결과, 제안 접속구조가 누적침하량 및 탄

Fig. 14 Vertical earth pressure according to accelerated test

Fig. 15 Comparison of earth pressure for each measurement location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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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위 측면에서는 기존 접속구조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수 유입을 고려한 함수비 변화시험에

서는 강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평토

압은 최대 90%, 수직토압은 최대 60%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속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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