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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의 침하 영향 검토

Investigation of Settlement of Concrete Track on High-Speed Railway 

Due to Groundwater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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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부고속철도 1단계구간은 자갈궤도로 건설되었는데, 잦은 유지보수가 요구되어 경부고속철도 2단계부터 콘크리트궤도를 적

용하고 있다. 콘크리트 궤도는 자체강성을 통해 지지·분산된 열차하중을 하부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로써 유지보수가 적은 장점

이 있다. 그러나 기준치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1].

최근 개통된 호남고속철도는 호남평야를 통과함에 따라 연약한 지반에 성토체가 건설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연약지반은 압밀에 의한 침하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지하수위 변동에 의한 침하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약지반구간에서는 궤도부설시까지의 압밀 등을 고려하여 원지반 및 연약지반의 침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이에 고속철도 건설시 연약지반이 존재할 경우, 치환공법, 프리로딩공법 등을 적용하여 궤도부설이전에 잔류침하량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잔류침하량 기준인 30mm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근접하는 침하가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침

하는 크게 인위적인 침하(시공상의 오류 등)와 자연적인 침하(기상변화, 지하수위변화 등)로 나눌 수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

우에는 자연적인 침하요인 중 계절적 요인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가 궤도부설 이후 발생한 침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침하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하수위 저하가 성토구간의 침하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수위 저하와 연관이 있는 성토고와 연약층의 두께를 함께 고려하여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침하

량을 고속철도의 콘크리트 침하기준인 30mm와 비교하여 성토구간의 지반 및 지하수위 조건에 따른 예상침하량을 제시하였다.

Abstract Groundwater drawdown was pointed out as one of the causes of induced settlement on high speed railways,

especially concrete track. In this study, the effect of groundwater variation on settlement was evaluated through a com-

parison of field measurements with numerical analysis results. A trial and error method, i.e., repeated numerical analy-

ses by changing material properties, was used to calibrate the model. The model was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ndwater drawdown, thickness of soft layer, and embankment height on residual settlement after concrete track com-

pletion. A soft layer thicker than 4m would result in more than 30mm of settlement; a detailed analysis of groundwater

behavior thus should be conducted from the design stage to construction.

Keywords : Concrete track, Settlement, Groundwater drawdown, Soft ground, Consolidation

초 록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의 일부 토공구간 침하 원인으로 지하수위 저하가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장 계측 값과 수치해석을 통하여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침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행착오법을 이용한 역해석을 통해

구성된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지하수위 저하, 연약층의 두께, 성토고에 따른 잔류침하거동을 검토하였다. 4m이상

의 연약층이 존재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원지반침하량은 30mm이상으로 예상되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하

수위 거동에 의한 침하도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콘크리트궤도, 침하, 지하수위 저하, 연약지반, 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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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침하

2.1 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침하

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지반 침하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시되었다. 지반침하 모니터링을 1921년부터 시작한 상

하이의 경우 도심지역 침하원인을 지하수위 저하로 지적하고 있다[4]. 국제 수문학 프로그램(1975-1980)은 지하수위 저하에 따

른 지반침하에 대한 사례와 분석결과를 각 국에 공유하여 지하수위 저하에 위험성을 제시하였다[5]. 과도한 지하수의 사용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지반공학적인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8]. 그러나 토목구

조물 설계 시, 수 미터 내외의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상대적으로 침하량이 크지 않아서 설계단계에서 고

려되지 않는다. 특히, 항만, 준설 등 연약지반상 시공시에 침하량이 수 미터 이상 발생하나,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침

하량은 수십mm이하로 상대적으로 작은 양이라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속철도의 경우, 침하기준이 궤도부설

후 30mm이하로 엄격하여 수mm의 잔류침하량도 고속열차의 운행과 관련이 된다. 이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잔류침하량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2.2 호남고속철도 침하

대상은 성토구간으로 통과하는 호남고속철도 구간의 지질종류별 침하량, 침하경향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침하발생은 충적

토(49%), 흑운모 화강 섬록암(37%)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침하가 발생한 충적토는 농경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1118개 구간중 497개 지역(44%)를 차지한다. 이러한 충적층은 설계 및 시공시 치환, 개량되었더라도 일부 구간

에서는 잔류침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Fig. 1(a)는 궤도부설이 완료된 시기(범례에서 –T)와 침하 발생(범례에서 –S)이 시작된 시기를 나타내었다. 콘크리트궤

도는 위치에 따라 다르며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부분 완료되었다. 그러나 침하발생은 2014년 2월과 4월 사이에 집

중된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Fig. 1(b)에 지반침하 시작시기를 비율로 나타냈다. 침하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는 궤도부

설 직후나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가 아닌, 2014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되었다. 공구별 2월에서 4월사이 침하시작비율은

79%, 90%, 95%, 77%, 27%이다. 5공구는 궤도부설시기가 늦어 5월에 침하가 시작되었다. 

콘크리트궤도부설에 따른 하중증가가 침하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침하발생시기가 2-4월에 집중되었다. 즉, 궤도하중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침하 발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침하가 발생하기 시작한 2월에서 4월은 봄철로 건기에 속하며, 모내기가 시

작되어 지하수의 사용량이 많은 시기이다. 주변 국가지하수위 관측자료의 지하수위변동을 보면 궤도부설이후 현장구간의 지하

수위를 측정한 결과 연도마다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2014, 2015년도에 지하수위가 비교적 크게 저하(약 2.7m)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 참조). 따라서 지하수위 변동에 의한 침하발생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수치해석에 의한 침하량 예

측을 통해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침하량을 분석하였다.

Fig. 1. Date of track completion (a); proportion of times when settlement starte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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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위 저하 영향 검토 및 역해석 모델 구성

3.1 개요

점성토층은 지하수위 저하에 따라 압밀침하가 발생한다. 압밀침하는 아래 식(1)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응력상태(P0)와 지

하수위 저하에 따른 유효응력 증가량(ΔP)에 의해서 침하량이 결정된다. 성토 및 궤도부설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현재하중과 추

가 하중의 변화가 없으므로 하중조건의 의한 침하량 증가는 없다. 하지만 과잉간극수압이 충분히 소산되지 않은 경우, 소산에

따른 침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1)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하수위 저하가 발생하면, 연약지반에 작용하는 유효응력조건이 변화하여 침하발생이 가능하

다. 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현장계측과 비교하였다. 대상지역은 호남고속철도 구간 중 침하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고, 지표 및 원지반침하의 계측데이터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였다. 이로부터 지하수위 저하가 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원인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3.2 수치해석 조건

대상구간에 대하여 현장조건에 부합한 조건의 성토, 궤도부설시기, 지하수위 변동을 모사하여 모델의 제원을 결정하였다(Fig.

2, Table 1 참조). 2014년 12월 이후 해당 현장에서 측정한 지하수위자료와 국가지하수위관측센터(GIMS)에서 제공하는 인근 지

역의 지하수위의 변동양상이 유사하고 변동폭이 달라, GIMS 자료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현장측정자료가 없는 시기의 지하수위

변동량을 예측하여, 지하수위 변화도 수치해석에 포함하였다.

초기 지반물성치는 해당 구간 지반조사보고서와 N값을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사질토(SM)의 경우, 내부마찰각은 φ = +15

[9], 탄성계수는 Es = 18,600LnN[10]을 초기입력치로 산정하였다. 점성토의 경우, 점착력은 N값에 근거하여, 압축지수(Cc), 팽창

지수(Cs), 2차 압축지수(Ca), 초기간극비(einit), 투수계수(k) 값은 고속철도설계보고서에서 제안한 값을 초기값으로 입력하였다.

실내압밀실험자료가 없고, 성토에 의하여 하중이 증가함으로 점성토는 정규압밀상태를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수치해석에서 구한 침하량과 현장에서 계측한 원지반과 지표침하량을 비교하여 각각의 초기물성치를 보정하였다. 사질토는

탄성계수와 내부마찰각을, 점성토는 압축지수, 팽창지수, 이차압축지수를 변화시키면서 현장계측값과 유사한 결과가 얻을 때까

지 반복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행착오법(Trial-Error Method)으로 산정된 지반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수치해석 프로그램

으로는 Plaxis 2D를 사용하였다. 성토 및 SM층은 Mohr-Coulomb 모델로 모사하였으며, 연약점토층은 SSC (Soft-Soil Creep)

모델의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연약점성토층의 거동을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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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Table 1. Construction sequence.

Sequence Date Elapsed days

Embankment

height

0m 2011/09/28 0 day

2m 2011/12/06 69 days

4m 2012/01/10 104 days

6m 2012/03/03 157 days

8m 2012/04/10 195 days

Track construction 2013/09/10 713 days

KTX operation 2014/04/01 916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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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치해석모델 역해석결과

현장계측과 수치해석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성토가 진행됨에 따라 침하가 급격하게 증가한 후,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성토완료 후 궤도부설 등으로 조금씩 침하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현장계측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침하가 증가하거나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수치해석의 결과는 침하량이 일부구간에서 증가·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내기도 한다. 사질토층을

Mohr-Coulomb 모델로 모사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에 따른 유효응력에 의해 탄성변형량이 증가 혹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아래의 결과에서 수치해석을 통한 침하예측이 현장계측한 원지반 침하거동과 상당히 일치하였다. 이로부터 수치해석에 적용

한 지반의 물성치와 시공순서, 그리고 지하수위 변동에 의한 영향이 적절하게 모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궤도부설 후 2014년 3

월에서 4월 사이에 측정한 침하증가량은 약 5mm, 수치해석은 6.85mm이다. 4월에서 7월의 침하 증가량은 9mm와 9.99mm로

현장계측치와 수치해석결과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수치해석 모델과 입력물성치가 현장의 거동을 비교적 잘 모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수치해석결과에서는 지하수위 변동이 침하를 유발하는 주요인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현장조건에서의 수위변동시 침하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시험결과로 역해석된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하

여 지하수위 저하, 연약층 두께, 성토고의 영향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Fig. 3. Settlement at natural ground of measurement and simulation: (a) whole life and (b) after track construction.

4. 수치해석을 통한 현장침하거동 예측

4.1 현장 침하거동 모사

침하가 발생한 대상구간에서 지하수위 저하가 침하의 주요원인임을 앞에서 제시하였다. 이에 지하수위변동과 침하량에 변동

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는 연약층의 두께와 성토고가 있다. 지하수의 변화는 지반의 유효응력(간극수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성토고는 원지반의 응력상태 및 총 침하량과 연관된다. 연약지반의 두께는 압밀 및 2차 압축침하의 장기거동, 즉 잔류침

하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하수위 변화, 성토높이, 연약지반의 두께를 변수로 하여 잔류침하량을 비교·검토하였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used in final numerical analysis.

Layers
Modulus

(kPa)

Friction angle 

(φ)

Cohesion

(kN/m2)

Poisson 

ratio

Permeab.

(m/day)

Sat.unit weight

(kN/m3)

Unit weight

(kN/m3)

Embankment 80,000 25.0° 15 0.250 0.216 21.94 19

Immediate

layer

SM1 ~

SM11

39,419~

74,826

23.5°~

34.0°
15 0.330 0.216 21.94 19

Sedimentary 

deposit

SM12 ~

SM16

78,218~

86,065

35.5~

39.5°
30 0.310 0.216 22.94 20

Cohesive

soil

Friction angle 

(φ)

Cohesion

(kN/m2)

Comp. Index 

(Cc)

2nd Comp. 

index (Ca)

Initial void 

ratio (eini)

Permeab.

(m/day)

Total unit weight

(kN/m3)

22°
CL: 22.27

ML: 27.84
0.267 0.007 1.10 0.0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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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수치해석 조건 및 방법

지하수위(1, 2, 4, 8m 저하), 연약지반두께(2, 4, 6m), 성토고(2, 6, 10m)를 반영한 총 36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여 침하량을 예측하였다(Table 3). 원지반은 연약층과 사질토층으로 이루어졌으면 두께는 20m로 고정하였다. 즉 연약층의 두

께가 6m이면 사질토층은 14m로 모델링을 하였다. 잔류침하량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위하여 단계별 성토가 아닌 계획고까지

한 번에 성토하였다. 성토로 발생한 과잉간극수압의 95%가 소산될 때까지 방치를 하였으며, 이후에 궤도부설을 하였다. 궤도부

설은 궤도의 설계하중인 15kN/m를 분포하중으로 적용하였다. 궤도시공기간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궤도하중을 점진적으로 증

가시켰으며, 30일간 방치하여 침하가 수렴하도록 하였다. 초기 지하수위는 지표면 아래 0.5m로 모든 경우 동일하게 하였다. 궤

도부설 30일 이후부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20일 동안 지하수위를 저하시켰으며, 저하된 지하수위를 1년동안 유지시키면서 추

가 침하량을 계산하였다. 보수적인 침하량 분석을 위하여 점성토층을 정규압밀상태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성토

하중, 궤도하중, 지하수위저하에 따른 유효응력증가를 계산한 후, 이에 따른 압축침하량(탄성침하량), 압밀과 2차압밀침하량을

산정하였다. 역해석모델과 같은 물성치와 해석모델(사질토는 Mohr-Coulomb 모델, 연약점토층은 SSC (Soft-Soil Creep) 모델)

을 적용하였다.

4.1.2 수치해석 결과

과잉간극수압과 침하량

Fig. 4는 침하량이 최대, 중간, 최소로 예상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하여 과잉간극수압과 침하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과잉간극수

압(Fig. 4(a))은 연약층 중앙에서 측정하였다. 성토에 발생한 과잉간극수압의 95%가 소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연약층의 두

께와 과잉간극수압의 크기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후, 궤도부설과 지하수위 저하를 모사하였으며, 발생한 과잉간극수압

지하수위 변화는 직접적으로 간극수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후 과잉간극수압 소산에 따라 침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Fig. 4(b) 참조). 궤도부설 30일 경과 후부터 20일 동안 지하수위를 점진적으로 저하시켰기 때문에 과잉간극수압의 소

산과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과잉간극수압 소산에 따른 유효응력증가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한다. 즉, 성토에 의하여 침하가

수렴한 후, 궤도부설에 의하여 침하가 증가하나 궤도부설에 의한 침하량은 크지 않았다. 지하수위 저하에 의하여 침하량이 다

시 증가한다.

원지반침하는 연약점성토층과 사질토층에서, Case 3-4(연약층 6m, 사질층 14m)은 각각 32.96mm와 9.11mm, Case 5-3(연약

층 4m, 사질층 16m)은 23.85mm와 6.31mm, Case 7-1(연약층 2m, 사질층 18m)은 2.45mm와 1.37mm의 침하가 발생하였다. 연

약층의 4m 이상일 경우, 사질층의 영향이 20%정도로 예측되며, 사질토층 1m당 압축침하율은 최대 0.065%이하로 계산되었다.

사질층의 압축침하율은 크지 않으나 두께가 두꺼울 경우, 압축침하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Table 3. Conditions for numerical analysis with three variables: embankment height, thickness of soft layer, and groundwater drawdown.

Embankment

(m)

Thickness 

of soft 

(m)

GWL 

down 

(m)

Case
Embankment

(m)

Thickness 

of soft 

(m)

GWL 

down 

(m)

Case
Embankment

(m)

Thickness 

of soft 

(m)

GWL 

down 

(m)

Case

10

2

1 1-1

4

2

1 4-1

2

2

1 7-1

2 1-2 2 4-2 2 7-2

4 1-3 4 4-3 4 7-3

8 1-4 8 4-4 8 7-4

4

1 2-1

4

1 5-1

4

1 8-1

2 2-2 2 5-2 2 8-2

4 2-3 4 5-3 4 8-3

8 2-4 8 5-4 8 8-4

6

1 3-1

6

1 6-1

6

1 9-1

2 3-2 2 6-2 2 9-2

4 3-3 4 6-3 4 9-3

8 3-4 8 6-4 8 9-4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의 침하 영향 검토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7년 4월) 253

궤도부설 이전의 침하는 궤도의 침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궤도 부설이후에 발생하는 침하량이 콘크리트 궤도의 침하와

연관된다. 따라서 궤도부설 이후에 지하수위가 저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지하수위 저하와 침하와 관련된 연약층 두께와 성토

고를 고려하여 추가침하량, 즉 잔류침하량을 비교 검토하였다.

4.2 잔류침하량 거동

잔류침하량은 궤도가 부설되는 시기부터 산정하였으며, 궤도부설 이후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원지반침하량을 포함하였다. 성

토체를 Mohr-Coulomb 모델로 모사하였고, 이에 대한 영구 변형량 예측의 정확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 측정치를

이용한 역해석 모델에서 지표침하량 초기 자료가 소실되어 모델 보정시에 원지반 침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성토체 자체의

침하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Lee 등[1]은 성토체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될 경우, 침하량이 미미하다고 하였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설계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된 성토체를 가정하여, 성토체 자체에서 발생하는 압축침하는 미미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성토고, 연약층 두께와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원지반 침하량을 분석하였다. 콘크리트궤도 침하량 기준인 30mm를 분

석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4.2.1 연약층 두께에 따른 영향

Fig. 5에서 알 수 있듯 연약층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원지반의 잔류침하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식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하수위 저하에 따라서 연약층의 유효응력이 증가하여 침하량이 증가한다. 지하수위 저하가 연약층

Fig. 4. Dissipation of excessive pore-water pressure (a) and total settlement growth (b) according to construction sequence.

Fig. 5. Ground settlement after concrete track construction according to thickness of sof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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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보다 클 경우(Fig. 5(d)), 증가한 유효응력이 하부 사질토에 작용하여 압축 및 탄성침하를 유발하여 비선형적인 증가를 나

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토고에 따른 일정한 경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편차 또한 크지 않다. 따라서 성토고에 따른 영

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위 저하량이 작을 경우(1m이내), 침하량은 30mm이내로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연약층의 두께가 6m이상

일 경우, 침하량이 30mm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 지하수위 저하가 4m이상일 경우(Fig. 5(c), (d)), 연약층이 두께가 4m이상이면

침하량이 30mm이상 발생가능하며, 6m에서는 55mm이상의 원지반 침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연약지반층이 4m이상일 경우, 설

계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산정한 침하량은 연약지반이 정규압밀상태의 가정에서 산정한 것으로, 사전에 프리

로딩공법이나 치환공법 등으로 침하가 수렴한 후, 궤도시공을 하면 잔류침하량은 기준치 이하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4.2.2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영향

지하수위 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지반의 침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Fig. 6). 그러나 선형적인 증가가 아니라 강

하량이 4m 이상에서는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호남고속철도 구간의 지하수위 관측정에서 2015년 1월~6월에 측정한

지하수위 강하량이 약 3.6m임을 고려하면, 4m이상의 지하수위 변동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m이

하의 지하수위 저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연약층의 두께가 4m이상이면 30mm이상의 원지반 침하가 예상된다. 연약층의 두

께가 6m이상이면 지하수위 저하 1m가 발생하더라도 23.5~30.5mm의 침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연약층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

원지반 개량 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궤도부설이후 잔류침하량을 30mm 이내로 제어해야 할 것이다. 

4.2.3 성토고에 따른 영향

성토고에 따른 침하량 변화경향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성토고 증가에 따라서 일정한 침하량 변화양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연약지반의 두께가 2m인 경우, 성토고 4m에서 최대의 침하량을 나타냈으나, 연약지반의 두께 6m에서

는 성토고 2m일 때, 최대의 원지반 침하량을 나타내었다. 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유효응력의 증가(ΔP)가 일정하더라도, 성토고

와 연약층의 두께에 따라서 초기응력(P0)이 다르다. 식 (1)에서 알 수 있듯 압밀침하량은 초기유효응력에 대한 현재유효응력(궤

도부설에 의한 하중 및 지하수위저하로 인한 유효응력 증가)의 비율에 비례하여 침하량이 증가한다. 요약하면 침하량은 성토고

와 연약층 두께 및 위치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예측해야만 한다. 즉, 수치해석 등을 통하여 설계단계에서 압밀에 의한 침하량

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궤도부설이전에 예상되는 잔류침하량을 발생시켜, 콘크리트 궤도부설

이후의 잔류침하량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약층의 두께가 얇은 경우(2m이하)에는 궤도부설과 지하수위 저하에 의해 발생하는 침하량이 20.8mm이하로 예상된다. 따

라서 성토체 등에서의 추가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약층의 두께가 얇은 경우 잔류침하에 콘크리트 궤도는 안전할 수 있

다. 그렇지만, 약 21mm의 침하도 콘크리트궤도의 침하량 기준인 30mm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침하가 된다.

Fig. 6. Ground settlement after concrete track construction according to groundwater table dra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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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과 현장계측을 통해 지하수위 변동이 침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약층과 지하수위 저하량에

따라서 침하량은 증가하였으나, 성토고와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약층이 2m이하일 경우, 4m 이하의 지하수위 변

동에 대해서 침하량이 9.3~16mm로 크지 않아도 잔류침하량 기준의 31~53%로 의미있는 침하량이 되었다. 연약층이 4m이상일

경우, 지하수위의 저하만으로도 17.6~30.6mm의 침하가 발생하여 잔류침하량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였다. 따라서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추가침하를 설계침하량 계산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설계에는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고려가 누락

되어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연약층의 두께와 예상되는 지하수위 변동량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궤도부설이전에 침하를 발

생시켜 침하가 수렴됨을 확인한 후, 궤도부설을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지하수위 모니터

링을 수행하여 침하 예측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침하가 많이 발생한 구간 중 몇몇 구간의 지반정보를 바탕으로 정규압밀상태의 점성토지반과 특정 지반 물성치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으므로, 다양한 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잔류침하량 발생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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