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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인접굴착공사에따른운행선궤도의궤도틀림분석

Evaluation of Track irregularity 
due to Adjacent Excavation Work on Serviced Urban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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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도시철도 선로를 인접하여 시공되는 대형굴착공사에 따른 기존 지하철 선로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을 검토하고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단계별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궤도틀림의 영향을 해석

적으로 도출하였으며 관련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궤도변형측면에서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줄틀림과 면틀

림과 같이 일정거리에서의 상대변위차를 바탕으로 평가되는 궤도틀림 항목의 경우 인접굴착공사 시종점부와 같이 기

존 구조물의 변형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가장 명확하게 발생되었다. 반면 궤도의 전반적인 연직 및 수평변위는 공사구

간의 중심에서 최대변형이 발생되었다. 인접굴착공사에 따른 기존 구조물의 변형측면의 취약위치는 공사구간의 중심

과 같이 구조물의 변형이 크게 발생되는 위치뿐만 아니라 궤도틀림 측면에서는 공사 시종점 구간이 취약위치가 될

수 있음을 해석적으로 입증하였다.

주요어 : 인접굴착, 운행선, 도시철도, 궤도틀림, 유한요소해석

Abstract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track irregularity of the existing 
track system on urban transit according to the large-scale excavation work that is constructed adjacent to the 
serviced line. Based on the numerical analysis, the effect of track irregularity generated during the step-by-step 
construction process was analytically derived, and the stability in terms of track deformation was evaluated 
through comparison with related standards. As the results, in the case of track irregularity items evaluated based 
on the relative displacement difference at a certain distance, such as alignment and vertical irregularity, it 
occurred most clearly at the location where deformation of the existing structure begins, such as the end point 
of adjacent excavation work. On the other hand, the overall vertical and horizontal displacement of the track 
was the largest deformation at the center of the construction section. The vulnerable position of the deformed 
side of the existing structure due to adjacent excavation is analytically proven that the both of the end point 
section and the center of the construction can be a vulnerable position in terms of track irregularity. 

Key words : Adjacent excavation, Serviced line, Urban transit, Track irregularity,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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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굴착공

사가 인접 지하철의 궤도틀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는 것이다. 최근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도심지 재건

축 및 신축건물 공사는 대부분 운행선 도시철도 노선

주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넓은 면적을 깊은 심도로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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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궤도가 위치하는 검토지역에 복합시설 신축공사 굴착

공사로 인한 입제적인 궤도틀림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운행선 궤도구조의 안정성 확보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인접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철 영향평가는 박스나 터널과 같은 지하구조

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열차운행 안전 및 승차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궤도측면의 안정성 평가

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인접굴착공사로 인한 지하구조물의 변형 및 이에 따

른 레일의 변형수준을 분석하고자 3차원 정밀 수치해석

을 수행하였다. 본 수치해석은 지반거동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굴착공사

로 인한 전반적인 안정성을 분석하였고 지하철 운행 중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국내 궤도틀림 관리기준을 준용

하여 인접굴착 공사에 의한 운행선 궤도틀림 검토를 수

행하였다[1-3]. 철도시설물의 인접굴착공사에 따른 운

행선 검토 대상구간은 그림 1과 같으며 지하철 터널구

조물의 우측에 굴착공사 현장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대상구간 단면도

Figure 1. Section view of target site

Ⅱ.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운행선 도시철도 선로에 인접하

여 시공되는 신축구조물 공사를 위한 인접굴착공사에

의해 운행선 궤도의 궤도변형 수준을 파악하고자 굴착

영역을 포함하여 운행선 궤도구조의 제원을 반영한 그

림2와 같이 3차원 수치해석 모델링을 이용하여 굴착에

따른 궤도변형수준을 관련기준치와 비교·분석하였다

[1-3,5-7].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해석에서 해석영역

은 굴착에 의한 영향이 최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범위

로 설정하였다. 터널 좌, 우 측방 해석범위는 지반의 초

기응력 상태(측압계수)에 영향을 받으며, 측압계수가

클수록 영향범위는 증가하고 해석범위는 터널형상, 터

널단면 크기, 대상지반의 지질특성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7]. 본 연구에서는 과업구간 굴

착영향에 대한 지하철의 영향평가가 주목적이며 철거

되는 지하철에 대한 초기 조건을 구현하고 굴착에 대한

입체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수치해석은

과업구간의 굴착 길이(약 110m)보다 더 넓은 영역

(170mm)을 설정하여 횡방향 뿐만 아니라 종방향에 대

한 구조물의 상태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

치해석 Mohr-Coulomb 모델링 개요도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인접굴착에 따른 기존 지하철 궤도의 안정

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궤도틀림이므로 레일이 부설된

위치에 해당하는 터널바닥면의 변위를 기준으로 궤도

틀림을 분석하였다[9].

(a) Tunnel model

(b) Full scale model

그림 2. 수치해석 모델링

Figure 2. Schematic of finite element model

본 연구의 검토대상 지하철 구조물은 그림 1과 같이

굴착공사현장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3

과 같이 좌, 우측 궤도의 변형차이를 함께 분석하기 위

해 좌, 우측 궤도를 1, 2번 궤도로 구분하였으며 좌측궤

도의 좌, 우측 레일은 L1, L2으로 우측궤도는 R1, R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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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에 적용된 재료 특

성치는 표 1과 같다.

그림 3. 수치해석 분석 위치

Figure 3. Evaluation point of FE model

표 1. 재료 특성치

Table 1. Properties of tunnel components

w(kN/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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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궤도틀림 영향평가

지하철 궤도틀림 영향평가는 레일에 발생되는 수직

방향 또는 수평방향의 변위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궤

도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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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공사 진행단계별 지하철 궤도의 연직 및 수평방

샹 변위를 비롯하여 이에 따른 궤도틀림(수평틀림, 고

저틀림, 궤간틀림, 방향틀림)을 분석하여 그림 5∼그림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a) Left

(b) Right

그림 5. 연직변위 분석결과

Figure 5. Track vertical displacement by excavation step

그림 5와 같이 연직방향 궤도변위 분석결과, 좌측궤

도인 그림 5(a)의 터파기 단계별 최대연직변위는 Step1

0.549mm, Step2 0.732mm, Step3 0.902mm, Step4

1.067mm, Step5 1.391mm, Step6 1.321mm로 나타나 공

사구간의 시종점부에서의 변위 증가가 완만하게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구간 중심부에서는 단

계별로 최대 연직변위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굴착공사 현장에 가까운 우측궤도는 그림 5(b)와 같

이 Step1 0.843mm, Step2 1.129mm, Step3 1.402mm,

Step4 1.670mm, Step5 2.216mm, Step6 2.100mm로 나

타나 그림 5(a)와 전반적인 연직변위의 발생경향은 유

사하나 좌측궤도보다 상대적으로 큰 변위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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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b) Right

그림 6. 수평변위 분석결과

Figure 6. Track horizontal displacement by excavation step

수평방향 궤도변위 분석결과, 좌측궤도인 그림 6(a)

의 터파기 단계별 최대 수평변위는 Step1 0.401mm,

Step2 0.559mm, Step3 0.717mm, Step4 0.875mm, Step5

1.405mm, Step6 1.344mm로 나타나 공사구간의 시종점

부에서의 수평변위 증가가 완만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구간 중심부에서는 단계별로 최대 수평변

위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굴착공사 현장에 가까운 우

측궤도는 그림 6(b)와 같이 Step1 0.404mm, Step2

0.565mm, Step3 0.726mm, Step4 0.889mm, Step5

1.435mm, Step6 1.372mm로 나타나 좌측궤도와 변위발

생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직변위와

달리 수평방향 변위는 좌, 우측 궤도의 발생변위의 수

준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굴착단계별 지하철 궤도의 방향틀림 분석결과, 좌측

궤도의 경우 그림 7(a)와 같이 Step1 0.046mm, Step2

0.068mm, Step3 0.090mm, Step4 0.111mm, Step5

0.187mm, Step6 0.178mm로 나타나 공사구간의 시종점

부에서의 방향틀림 증가가 뚜렷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구간 중심부에서 방향틀림의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a) Left

(b) Right

그림 7. 방향틀림 분석결과

Figure 7. Alignment by excavation step

우측궤도의 경우 그림 7(b)와 같이 Step1 0.048mm,

Step2 0.072mm, Step3 0.096mm, Step4 0.120mm, Step5

0.200mm, Step6 0.189mm로 나타나 좌측궤도와 유사한

수준의 방향틀림이 나타났다. 방향틀림은 레일길이

10m에 대한 좌우레일의 상대변위차를 평가하는 항목으

로서 궤도변형이 시작되는 공사 시종점부와 같이 변위

변화량이 큰 위치에서 방향틀림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저틀림 분석결과, 좌측궤도의 경우 그림 8(a)와 같

이 Step1 0.153mm, Step2 0.209mm, Step3 0.262mm,

Step4 0.312mm, Step5 0.418mm, Step6 0.380mm로 나

타나 굴착 초기단계에서는 좌측과 우측궤도의 고저틀

림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굴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좌측과 우측궤도의 고저틀림 발생량은 다소 차이가 나

타났다. 우측궤도인 그림 8(b)의 경우 Step1 0.235mm,

Step2 0.323mm, Step3 0.406mm, Step4 0.486mm, St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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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9mm, Step6 0.599mm로 나타나 전반적인 궤도틀림

발생경향은 좌측궤도와 유사하나 그림 5의 연직변위 검

토결과와 같이 고저틀림은 공사현장에 가까운 우측궤

도에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a) Left

(b) Right

그림 8. 고저틀림 분석결과

Figure 8. Vertical profile by excavation step

또한 방향틀림과 같이 고저틀림 역시 공사구간의 시

종점부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공사구간 중심

부에서 고저틀림의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레일길

이 10m에 대한 좌우레일의 상대변위차를 평가하는 고

저틀림은 인접굴착에 따라 구조물의 변형이 발생되는

위치인 공사 시종점부와 같이 발생변위의 변화가 큰 위

치에서 고저틀림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궤간틀림 분석결과, 좌측궤도는 그림 9(a)와 같이

Step1 0.004mm, Step2 0.003mm, Step3 0.003mm, Step4

0.004mm, Step5 0.007mm, Step6 0.006mm로 나타나 고

저틀림 및 방향틀림과 달리 공사구간의 시종점부에서

의 궤간틀림 증가가 뚜렷하게 발생되지 않았으며 공사

구간 중심부에서는 궤간틀림의 수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a) Left

(b) Right

그림 9. 궤간틀림 분석결과

Figure 9. Track gauge by excavation step

우측궤도의 경우 그림 9(b)와 같이 터파기 단계별 최

대궤간틀림은 Step1 0.003mm, Step2 0.005mm, Step3

0.006mm, Step4 0.008mm, Step5 0.015mm, Step6

0.014mm로 나타나 공사현장에 가까운 우측궤도의 궤간

틀림이 좌측궤도 보다 상대적으로 큰 변형이 발생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좌우레일의 상대변위차

+5mm, -2mm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만족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수평틀림 분석결과, 좌측궤도의 경우 그림 10(a)와

같이 Step1 0.081mm, Step2 0.111mm, Step3 0.254mm,

Step4 0.172mm, Step5 0.239mm, Step6 0.226mm로 나

타나 궤간틀림과 같이 공사구간의 시종점부에서의 수

평틀림 증가가 뚜렷하게 발생되지 않았으며 공사구간

중심부에서 최대 틀림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tep1과 Step2, Step5와 Step6은 근소한 차이의

수평틀림의 변위를 보이지만 Step3과 Step4에서 변화

량이 뚜렷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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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b) Right

그림 10. 수평틀림 분석결과

Figure 10. Cross level by excavation step

우측궤도인 그림 10(b)의 경우 터파기 단계별 최대

수평틀림변위는 Step1 0.110mm Step2 0.149mm, Step3

0.398mm, Step4 0.221mm, Step5 0.303mm, Step6

0.284mm로 나타나 좌측궤도와 변위 발생경향은 유사하

나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우측궤도에서 좌측궤도 보다

상대적으로 큰 궤도틀림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좌우레일의 상대변위차 ±3mm 이하의 허용기준치

를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철도 인접구간의 대규모 굴착공사가

기존 지하철 궤도의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궤도틀림 발생수준을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반조건 및 궤도구조를 모사한 3차원 연속체 정

밀수치해석을 통하여 인접 굴착공사에 따른 운행선 궤

도변형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접굴착공사에 따른 지하

철 궤도의 변형 수준은 같은 터널구조물 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사현장과의 근접도에 따라 변형수준은 상

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현장과 가까울수록 연

직변위 발생특성과 연계된 궤도틀림항목의 크기가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평방

향 궤도변위량은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방향틀림과 고저틀림의 경우 공사구간의 시종점

부에서 급격하게 궤도틀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른 궤도틀림과 달리 공사구간 중심부에서의 방

향 및 고저틀림 발생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레일의 길이방향으로의 일정 기준거리(10m)에 대한

좌우레일의 상대변위차를 평가하는 궤도틀림의 항목은

인접굴착에 따라 구조물의 변형이 발생되는 위치인 공

사 시종점부와 같이 발생변위의 변화가 큰 위치에서 궤

도틀림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방법을 바탕으로 인접굴

착 공사에 따른 궤도변형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실

제 현장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석결과의 검증 및 실효

성 입증을 위한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밀한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궤도변형의 수준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공사중 궤도변형 모니터링을 위

한 계측기 설치위치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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