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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 인접굴착공사에 따른 운행선 궤도의 궤도틀림

영향 평가

Evaluation of Track Irregularity Effect 
due to Adjacent Excavation on Serviced Railway Line

정지승*, 박동룡**, 최정열*

Jung-Youl Choi*, Dong-Ryong Park**, Jee-Seung Chung*

요 약 본 연구는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선로를 근접하여 통과하는 신설 터널 시공현황 및 지반조건을 모사하고 레일,

침목 및 궤도의 탄성스프링으로 구성되는 궤도모델을 적용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3차원 정밀수치해석을 수행한 연

구이다. 철도시설물 인접굴착공사에 따른 기존 선로시설물의 궤도변형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대상 선로의 궤도

틀림은 국내 궤도틀림 평가기준에 제시된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평가기준(허용값)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도모델이 적용된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굴착 공사에 따른 운행선 선로의 변형(궤도틀림) 예측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궤도변형의 수준을 가급적 근사한 수준으로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인접굴착, 운행선, 궤도틀림, 궤도모델, 수치해석

Abstract The three-dimensional precision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finite element model 
applied with the railway track model consisting of rails, sleepers, and track elastic springs(ballast, rail pa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ack deformation level of the existing tracks due to the excavation work adjacent to 
the railway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the track irregularity evaluation criteria (allowed values) of both 
conventional and high-speed railways lines were satisfied. Based on the numerical analysis using the track 
model, it was analyzed that the results of the prediction of the track irregularity due to the excavation work 
and the level of the track deformation occurring at the actual site could be approximated as closely as possible.
 
Key words : Adjacent excavation, Serviced line, Track irregularity, Track model,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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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하철 구조물 직하부의 신설선 터널 통과구간 시공

에 따른 철도구조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궤도모

델이 반영된 3차원 연속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1-5].

신규 노선을 형성하는 터널 통과구간은 기존 운행선 지

하철 구조물과 약 256m, 고속선로와는 약 18m 이격되

어 계획되었으며, 지하철 정거장구조물의 옹벽 말뚝기

초와 약 7m로 이격되어 매우 근접하게 통과하는 것으

로 계획되었다. 또한, 지하철 정거장이 설치된 지반조건

은 토사구간, 신설 터널 통과구간 지반조건은 풍화암

구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수치해석 시 지반

거동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지하철 운행중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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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궤도틀림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인접굴착 공사에 의

한 운행선 궤도틀림 검토를 수행하였다[1,4,6].

(a) Plane view

(b) Side section view

그림 1. 검토대상구간현황도

Figure 1. Drawings of target site

Ⅱ.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운행선 선로에 인접하여 굴착되

는 터널 구조물에 의해 운행선 궤도의 궤도변형 수준을

파악하고자 굴착영역을 포함하여 운행선 궤도구조의

제원을 반영한 3차원 수치해석 모델링을 이용하여 굴착

에 따른 궤도변형수준을 관련기준치와 비교·분석하였다

[1,2,4-6].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해석에서 해석영역은

굴착에 의한 영향이 최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범위로

설정하였다. 터널 좌, 우 측방 해석범위는 지반의 초기

응력 상태(측압계수)에 영향을 받으며, 측압계수가 클

수록 영향범위는 증가하고 해석범위는 터널형상, 터널

단면 크기, 대상지반의 지질특성 등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6].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하철 역

사 구조물 및 철도구조물을 근접하여 계획된 터널구간

에 대하여 굴착단계에 따른 구조물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터널상부는 지표면까지 모델링하고 터널 측방

및 하부는 터널면에서 4D 이상 해석영역으로 구성하였

다[1,2,4,6]. 또한 터널의 좌우측 경계면은 수평변위는

구속하고 수직변위는 허용할 수 있도록 경계조건을 설

정하였으며, 터널 하부 양단 모서리는 힌지조건으로, 하

부 경계면은 수평변위는 허용하되 수직변위는 구속될

수 있도록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1,2,4-6].

지반내의 초기응력은 수직응력과 수평응력으로 표현

되며 수직응력에 대한 수평응력의 비율을 측압계수로

정의한다[1,4]. 본 연구에서는 지반조사 및 시추자료를

고려하여 토사구간의 측압계수(K0)는 0.5를 고려하였으

며, 암반구간 측압계수는 1.0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다[4]. 지하철 직하부 터널통과구간은 3차원 연속

체 수치해석을 이용하였으며, 지하철(Subway)과 고속

선(HSR, High speed railway) 운행선로를 모델링하고

표준열차하중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지하

철 역사구조물 직하부 터널 통과구간에 대한 3차원 연

속체 수치해석 모델링 상세는 그림 2와 같다.

(a) Subgrade condition

(b) Detail of FE model

그림2. 수치해석모델링개요도

Figure 2. Schematic of finite element model

터널굴착에 따른 선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궤도틀림이므로 레일의 변형량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지

는 궤도틀림으로 침하량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레일

이 모델링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2과 같이

레일과 침목을 해석모델에 반영하고 레일과 침목은 일

체거동 하도록 절점을 공유하되 침목과 도상자갈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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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압축과 인장스프링으로 구성하여 열차하중에 의

한 압축거동(200kN/mm)에는 반응하고 도상자갈 직하

부 노반의 침하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인장스프링

(20kN/mm)으로 구성하여 상부노반이 침하되더라도 도

상자갈의 기능을 하는 스프링이 늘어나 레일이 상부노

반의 침하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

록 모델링 하였다[7]. 레일 및 침목에 대한 상세 해석모

델 개요는 그림 3과 같으며, 작용하는 열차하중은 철도

설계기준(2017)의 표준열차하중을 준용하였다.

그림 3. 궤도모델 개요도

Figure 3. Schematic of track model

본 연구의 수치해석에 적용된 터널 및 궤도의 특성

치는 표 1과 같고 설계지반정수는 설계도서 및 현장지

반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해석모델에 반영하였다.

표 1. 터널 및 궤도의 재료 특성치

Table 1. Properties of tunnel and track components

w(kN/㎥) E(MPa) fck(MPa) Element

Tunnel

Soft Shotcrete
23.5

5,000
21 Shell

Rigid Shotcrete 15,000

Rock bolt 78.5 350 Truss210,000

Platform, Retaining wall 24.5 25,800 24 Solid

Station bottom pile 23.5 25,800 24 Beam

Rail 78.5 210,000 - Beam

Sleeper 25.0 40,000 - Beam

그라우트로 개선된 지반물성의 증가량에 대해서 아

직까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진 않으나, 거시적으로

지반의 변형 및 강도특성이 개선되며 내부마찰각에 비

해 점착력의 증가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최근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의한 보강영역의 물성산정

은 원지반, 강관 그리고 주입재 구근의 합성된 체적에

의한 환산물성으로 산정하는 추세로 본 연구에서도 등

가 산정식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였다[1-4]. 보강영역

의 물성치는 원지반, 그라우트 구근 및 강관이 하나의

복합체로 거동하는 직렬 강성시스템으로 이상화하여

등가변형계수 및 등가점착력을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이외의 물성 값은 원지반의 물성 값과 동일하게 적

용하였다[1-4].

Ⅲ. 궤도틀림 영향평가

지하철 및 고속선 궤도틀림 영향평가는 그림 4와 같

이 레일에 발생되는 수직방향 또는 수평방향의 변위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궤도틀림 항목별 개념도는 그림

4와 같다.

(a) Vertical profile

(b) Alignment

(c) Cross level and Gauge

(d) Twist

그림 4. 궤도틀림 개념도

Figure 4. Schematic of track irregularity

지하철 1호선 궤도-1과 고속선 궤도-1에서 발생된

궤도틀림의 발생경향은 그림 5 및 그림 6과 같다. 검토

결과, 인접굴착 공사에 따른 기존 운행선 궤도의 발생

변위 수준은 관련 궤도틀림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및 그림 6과 같이 수직방향 변형특성

에 따른 궤도틀림은 수평틀림(Cross level) 및 고저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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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profile)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수평방향

은 궤간틀림(Gauge) 및 줄틀림(Alignment)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직 및 수평방

향 최대 궤도틀림 발생위치는 굴착영역을 기준으로 다

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굴착영역의 중심에서는

수직방향 궤도틀림이 주요한 변형으로 나타났으며 굴

착영역의 종점부의 경우 수평방향의 궤도틀림이 주요

한 궤도변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직방향 궤

도틀림이 발생된 곳에서 수평방향 궤도틀림이 발생되

는 것은 아니며 좌우레일의 수평방향 상대변위로 평가

되는 궤간틀림과 줄틀림은 수직방향 궤도변형이 발생

되는 종점부 레일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a) Cross level (b) Gauge

(c) Alignment (d) Vertical profile

그림 5. 지하철 궤도-1 궤도틀림 해석결과

Figure 5. Analysed results of track irregularity of subway track-1

(a) Cross level (b) Gauge

(c) Alignment(per 10m) (d) Alignment(per 20m)

(e) Vertical profile(per 10m) (f) Vertical profile(per 20m)

그림 6. 고속선 궤도-1 궤도틀림 해석결과

Figure 6. Analysed results of track irregularity of HSR track-1

터널 시공 및 굴착영역에 보다 근접한 고속선의 경

우 지하철 보다 굴착영역에 대한 지반변형의 영향에 보

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궤도틀림 발생경향

이 굴착영역의 중심부에서 최대로 나타났으며 궤도변

형의 영향범위 또한 굴착영역의 중심부에 집중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줄틀림의 경우 지하철 궤도와 달리 최대 수직방향

변형이 발생된 위치에서 최대값이 나타났으나 궤간틀

림의 경우 지하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굴착영역 시종

점부에서 뚜렷하게 최대값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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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profile

(b) Alignment

그림 7. 지하철 선로의 위치별 궤도틀림 해석결과

Figure 7. Analysed results of track irregularity by location of

subway lines

그림 7은 운행선 지하철 선로의 위치별 궤도틀림 해

석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7과 같이 기존 운행선 지하철

노선의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의 시종점부에 해당하는

궤도-1과 궤도-4에서 가장 큰 수직방향 궤도변형이 발

생되었으며 굴착 중앙부에 해당하는 궤도-2와 궤도-3

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궤도변형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평방향 궤도틀림의 경우 수직방향 궤도변형

특성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선로의 위치별 굴착

영역의 시종점부에서 가장 큰 궤도변형이 발생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a) Vertical profile

(b) Alignment

그림 8. 고속선로의 위치별 궤도틀림 해석결과

Figure 8. Analysed results of track irregularity by location of

HSR lines

검토대상 구간의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을 기준으로

선로 측면에서 외측에 위치한 지하철 궤도-1과 고속선

궤도-2에서 가장 큰 수직방향 궤도변형이 발생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고속선의 경우 수평방향 궤도변형은

선로의 위치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굴착영역의 시종점부에서

최대 궤도변형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결론

지하철 및 고속선로 근접 통과부의 터널 시공현황,

지반조건 및 궤도구조를 모사한 3차원 연속체 정밀수치

해석을 통하여 인접 굴착공사에 따른 운행선 궤도변형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접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철 및

고속선의 궤도변형 수준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궤도틀림 영향평

가에 레일이 반영된 해석모델을 적용하여 좌, 우 레일

의 변형특성을 해석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최대 궤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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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발생되는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적정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굴착영역을 기준으로 최대 수직방향 궤도변형

이 발생되는 위치와 수평방향 궤도변형이 발생되는 위

치는 각기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궤도변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 시 굴착영

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정

하지 못하며 굴착영역의 시종점부를 포함하되 운행선

궤도의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계측기 설치위치를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방법을 바탕으로 인접굴착

공사에 따른 궤도변형 모니터링의 계측기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설치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계측결과를 획득할 수 있으며 설계와 시공중 궤도변형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시공 중 궤도변형에 대한 열차주

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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