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강화노반은 최근 열차의 축중과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궤도부담력이 크게 증가하여 노반의 지지강성 증대, 배수

촉진, 연약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강화노반

은 1993년 고속철도 공사시방서[3]에 포함되어 고속철도건

설에 적용된 이후 2003년에 고속철도 전문시방서[4]에서 

개정되었으며, 일반철도에서는 철도설계기준[5]에서 처음

으로 도입되었다. 강화노반은 자갈도상궤도구조인 경부고

속철도 1단계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콘크리

트궤도인 2단계 구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하였다. 현재 국

내 콘크리트궤도 강화노반의 두께는 외국기준보다 다소 안

전측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

는 열차의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과 궤도의 유지보수비용

을 고려한 최적의 강화노반 적정두께를 결정할 필요가 있

다. 강화노반을 비롯하여 토공노반의 설계시에는 지질조

건, 재료조건, 시공조건, 열차운영조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

려하여 실정에 맞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콘크리트궤도에서는 하중분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흙쌓기 구

간에서 콘크리트궤도용 강화노반의 합리적인 설계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기법, 강화노반구조, 시공사례 및 설

계인자 등을 검토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설계변수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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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more stable roadbed is required due to the high speed and design load. Therefore the 

reinforced roadbed was introduced as the solution. But the thickness and stiffness of reinforced roadbed in design code 

is being conservatively assessed by the foreign code without considering the domestic construction condition. In this 

paper, adequate Young's modulus, drain capacity, freezing depth, economical efficiency, bearing capacity, construction 

condition and 3-D finite element method were employed to determine the proper thickness of reinforced roadbed at 

the embankment section.

Keywords : Reinforced roadbed, Thickness, Settlement, Concrete slab, Cyclic loading test, High-speed Railroad

요 지 최근 철도의 고속화 및 중량화로 인하여 보다 안정적인 토공노반 구조가 요구된다. 그 대안으로 강화노반이 

도입되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 설계기준에 적용되어진 콘크트궤도 강화노반의 강성 및 두께는 국내의 지반의 특성 

및 공학적인 평가 없이 외국의 기준을 임의적이고 보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궤도 흙쌓

기 구간에서의 강화노반 두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 시공조건을 고려, 적정 탄성계수, 배수성능, 동결심

도, 경제성, 지지력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적정 두께를 제시하였다.

주 요 어 : 강화노반, 강화노반의 두께, 노반침하, 콘크리트궤도, 반복재하시험,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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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궤도 강화노반의 구조 및 재료

강화노반은 궤도와 노반의 경계부에 설치되며, 재료는 

주로 입도조정쇄석을 사용한다. 자갈도상궤도에서는 침목 

5개 정도의 거리에서 집중하중 형태로 하중이 작용하기 때

문에 강화노반의 역할은 노반의 지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며, 부수적으로 과도한 침하나 관입방지, 배

수성능 향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60cm 이상

의 두께를 가지는 쇄석강화노반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분

포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궤도에서는 강화노반의 역

할과 설계값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Fig. 1은 

일반적인 콘크리트궤도 및 노반의 구조예를 나타낸 것이

다. 콘크리트궤도의 상부구조는 레일, 체결장치, 침목, 상부

콘크리트층(TCL, Track Concrete Layer), 하부콘크리트층

(HSB, Hydraulically Stabilized Base course)으로 구성된다. 

노반은 강화노반층과 상부노반, 하부노반 원지반으로 구성

된다. 여기서 강화노반은 궤도의 경계부에 설치되며, 하중

의 분산, 배수, 동결방지, 지지강성 균일화, 침하억제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 

Fig. 1. Track and roadbed structure of high speed concrete track 

강화노반재료의 선정기준은 쇄석, 슬래그 등으로 비중, 

흡수량, 마모감량, 일축압축강도, 단위중량, 수정CBR 등으

로 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고속철도의 경우 재질의 경

도, 내구성, 편평도, 모래당량, 입도 등 물리적 성질에 따라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폭 넓은 재료의 선택이 

가능하다. 재료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강화노반 흙쌓기 재료는 압축성이 작고 입도분포가 양

호한 재료를 사용하며,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

갈, 모래 등의 재료이어야 한다. 

② 혈암, 점판암, 이암, 사암 등과 같은 암에서 강도가 현저

히 낮거나 박리현상이 뚜렷한 암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화노반의 지지력이나 두께의 결정은 이론적인 방법으

로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험적인 

값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Table 1은 고속철도 노반설계기

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의 강화노반 지지강성 및 두께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는 표로서 특이한 것은 일본의 경우, 아

스콘층이 상부에 적용되어 강화노반의 두께를 150mm만 

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경부고속철도 2단계)

독일

(300km/h급)

일본

(신간선)

두께

보조

도상층
300mm이상

400mm

아스

콘층
50mm

입도

조정층
300mm이상 강화

노반
150mm

지지

강성

보조

도상층
120MPa(Ev2)

120MPa

(Ev2)

11kgf/cm
3

(K30)입도

조정층
80MPa(Ev2)

Table 1. Thickness and stiffness of reinforced roadbed

3. 강화노반 두께 결정 시 고려 사항

국내 강화노반의 주재료인 쇄석은 일정 강도 이상의 암

을 파쇄, 입도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쇄 및 이

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다하다. 따라서 경제성면에서는 

강화노반의 두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두께 20cm 절감

시 km당 약 4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2].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적정 두께의 강화노반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궤도는 노반위에 각종 궤도용품을 연결한 구조로서 그 

요소마다 역학적인 특색이 있고 자갈도상궤도용과 콘크리

트궤도용의 거동도 상이하기 때문에 역학적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갈도상궤도의 경우에는 하중재하점

을 중심으로 불연속적인 구조체로 하중이 분산되고 자갈이

라는 완충층을 통과하여 노반으로 전달되는 하중을 검토한

다. 그러나 콘크리트궤도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강체에 분

포되는 하중을 노반층에서의 전달하중으로 환산하여 사용

하게 된다. 따라서 전달되는 하중측면에서는 콘크리트궤도 

노반으로 전달되는 응력이 작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하

며, 탄성선형해석 상으로는 상부노반만으로도 충분히 지지

할 수 있지만, 배수, 지지강성 연속성 확보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강화노반을 필요로 하게 된다. 반면 자갈도상궤도

와는 달리 동상방지 및 잔류침하를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

는 강화노반 두께의 설계는 그 의미가 약해진 것으로 판

단된다.

먼저 현재 동상방지를 위한 국내환경조건에 적합한 동상

방지층 설계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현재 미국의 



흙쌓기 구간에서 콘크리트궤도 강화노반의 두께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2권 제6호 2009년 837

AASHTO 설계법과 일본의 TA설계법을 혼용하여 사용하

고 있다. 통상적으로 도로에서 동결심도는 80~100cm로 결

정하고 있으며, 쌓기부, 깎기부 및 경계부 등의 구분 없이 

동상방지층을 최소 15cm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상은 

수분의 공급, 영하의 온도, 동상에 민감한 토질의 세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발생되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만

족하지 못하면 동상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원지반이 동상성 재료인 경우에는 2m 이상까지 모세

관 현상을 발생시켜서 동결되지만, 일반적인 토질의 경우 

모관상승고가 2m 이하로 쌓기고가 2m 이상이면 동상에 영

향이 적다. 따라서 원지반 기준으로 쌓기고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고속철도 토공 구간에서는 흙쌓기 재료로 조립질의 재료

들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배수가 원활하여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동상방지층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안전측

의 설계를 위하여 최소두께만 설치하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잔류 침하 최소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궤도는 침하발생 시 유지보수가 어려우므로 토공

부 침하를 최소화 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리 기준

이다. 이러한 침하는 즉시침하(1차)와 장기침하(2차)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즉시침하는 성토하중 재하 시 짧은 시간 내

에 발생하므로 성토작업 중에 침하가 완료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장기침하의 발생 원인으로는 원지반의 압밀침하, 

토공자체의 압축침하, 열차의 반복하중에 의한 소성침하가 

원인이 된다. 따라서 철도처럼 반복적으로 하중이 작용하

는 경우는 초기침하보다는 장기간 침하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이러한 소성침하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반복재하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8]. 수행한 시험은 자갈도상

궤도의 강화노반두께에 따른 노반의 지지력 특성을 파악하

고 강화노반층에서 발생하는 소성침하량과 열차통과톤수

에 따른 궤도침하의 추이곡선, 강화노반층의 강화효과 등

을 유추하고자 하는 시험이다.

Fig. 2는 시험조건에 의한 각 단면별 강화노반의 두께가 

40cm와 60cm이고 상부노반의 지지력(평판재하시험치 

K30)이 각각 7kg/cm
3
과 11kg/cm

3
일때 재하횟수별 침하특성

을 나타낸다. 가로축은 열차하중의 재하횟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잔류침하량을 나타낸다. Fig. 2(a)에서 접선의 기

울기 m1, m3가 동일한 지반조건(K30=11kg/cm
3
)이며, Fig. 

2(b)에서 m2, m4가 동일한 지반조건(K30=7kg/cm
3
)으로 유

사한 기울기를 가진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시험조건

에서 잔류침하량은 상부노반의 지지력 조건만 동일하다면 

강화노반의 두께와는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고속철도 설계기준상 상부노반의 지지력기준이 결정되어 

있고, 강화노반이 자체적인 압축이나 압밀이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강화노반의 두께 결정시 잔류침하량 평가는 제

외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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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idual settlement at reinforced roadbed 

4. 강화노반의 설계법

현재 국내외 철도 노반의 일반적인 설계는 노선의 구간

별로 정해진 시방 기준에 따라 입도 및 평판재하시험의 

지지력계수 등을 기준으로 설계 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궤도 단면 및 

원지반 조건, 강화노반 재료 조건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

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화노반의 

설계법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법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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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궤도의 연속탄성해석

Zimmermann 및 Talbot 등은 궤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는 탄성체이며 레일은 연속적 탄성체상의 보라는 이론적, 

실험적 결론을 얻어 궤도변형에 대한 미분방정식의 해로부

터 궤도각부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하여 노반의 설계강도

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해석법은 지반의 상태를 전혀 고

려하지 못한다[11].

4.2 Barber의 2층계 탄성해석

Bossinesq의 탄성해석을 응용한 Barber의 2층계 탄성 

해석[11]을 이용하여 노반설계에 적용하였다. 노반 표면

에 작용한 노반압력(1윤중에 의한 하중만 고려)에 의해 

노반 표면이 허용변형량 이내로 될 때의 노반 두께를 구

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2층계의 탄성체에 있어서 강화노

반과 상하부노반에 생긴 변형을 경계에서 연속시키는 것

은 불가능하여 근사해로 계산된다. 즉 노반과 노상으로 

이루어진 지반을 단일 지반으로 변환시키는 근사해로 얻

어진다.

4.3 유한요소 해석

일본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간편한 Barber

의 2층계 탄성해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1]. 

3차원 유한요소에 의한 계산은 노반의 형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설계 파라메타를 여러 가지로 바꾼 해석

의 경우는 복잡해진다. 그래서 보다 간편한 2차원 유한요

소해석 결과를 근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계산을 간편

화하기 위하여 Barber의 2층계 탄성 해석결과와 유한요소

해석을 근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 소성변형율 해석

TTC(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에서는 열차의 

반복하중을 고려하여 노반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상

두께의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이 설계법에서는 열차의 동

하중, 반복하중, 노상의 종류, 노상의 압축강도, 응력상태, 

회복탄성계수(Resilient Modulus)를 고려하여 도상의 두께

를 설계하였다. 이는 다른 설계법보다 노반의 상태를 충분

히 고려할 수 있는 설계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노반과 

자갈층조건에 대한 설계차트가 Li et al.(1996)[13]에 의해

서 제안되었으며 자갈층 두께는 설계에 필요한 설계정수를 

결정한 다음, 변형영향 요소를 구한 후 설계기준 도표를 이

용하여 요구되는 자갈도상의 두께를 결정하였다. 설계방법

은 두가지가 제안되었는데 첫 번째는 노상의 점진적인 파

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표면의 누적된 소성변형율에 기

초한 설계규준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는 노반의 급작스러운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성변위에 기초한 설계규준을 제

안하였다.

5. 콘크리트궤도 강화노반의 적정두께 결정 방안 

콘크리트궤도 강화노반의 적정 두께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존 자갈

도상궤도용 강화노반과는 역할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설계방법 또한 다르게 적용하

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가장 큰 차이는 자갈도상궤

도의 경우에는 응력의 집중으로 인한 작용하중 분산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나, 콘크리트궤도의 경우에는 하중

이 분포하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하중이 작아지

고, 노반의 쌓기 조건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노반의 지

지력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

로 판단된다. 콘크리트궤도용 강화노반의 적용은 지지

력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 배수능력의 향

상, 동결의 방지, 적절한 탄성 확보, 침하 제어 등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갈도상궤도와 같이 

강화노반의 두께가 두꺼울 필요가 없으며, 주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한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강화노반의 형상 및 재료에 대한 사항은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변경의 필요성이 크게 없으므로 콘크리

트궤도용 강화노반 설계시 요구되는 사항은 강화노반의 

두께에 대한 것으로 두께 결정에 요구되는 직접적인 사

항은 적절한 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설계변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해석을 수행

하여 정해진 상부의 궤도 형식과 노반의 설계기준에 따

라 강화노반의 강성 및 두께에 따른 변위와 응력을 분석

하였다. 

6. 설계변수 검토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

유한요소해석은 탄성선형해석을 기본으로 하며, 작용하

중에 대한 궤도 및 노반의 각부에서의 응력 및 변위를 검토

하였다. 검토시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거나 사용되는 것

이 없기 때문에 궤도설계시 적용되는 독일 고속철도 궤도

강성 판정기준중 콘크리트궤도의 주행안정성 측면에서 제

안하는 탄성변위 관리목표치 3mm(레일기준)를 기준으로 

하였다. 

콘크리트궤도에서의 강화노반 특성을 검토 위해 흙쌓

기 구간의 대표단면을 중심으로 범용유한요소 해석프로

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의 구성은 3차원 선형탄성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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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중은 HL-25하중을 사용하였으며, 하중분포 특성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대차형상을 고려, 4개의 집중하

중을 재하하였다. 해석내용은 조건별 강화노반의 응력-

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 모델에 대한 검토후, 

강화노반층의 강성, 두께, 폭에 따른 응력-변위를 검토하

였으며, 하중조건에 따른 노반층내의 응력특성을 검토하

였다. 

6.1 해석 단면 

실제 거동을 해석하기 경부고속철도 2단계 표준단면을 

이용하여 레일, 침목, TCL층, HSB층, 강화노반, 노반으로 

모델링하였으며 패드는 스프링으로 연결하였다. 단면은 궤

도중심을 기준으로 Symmetric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선로 

길이방향은 대칭모델을 적용하였다. 해석단면으로 가정된 

단면의 높이는 노반을 포함하여 총 3.05m로 모델링을 하였

다. 레일은 UIC60단면의 제원으로 Beam 요소로 모델링을 

하였으며, 레일을 제외한 콘크리트궤도 및 노반은 Solid 

Homogeneous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콘크리트궤도에 대해

서는 침목의 크기는 0.2m×1.2m×0.3m이며 간격은 침목의 

중앙부에서 65cm 간격으로 TCL층에 매입되어 있는 것으

로 모델링을 하였다. TCL층의 크기는 1.5m×11.9m, 두께는 

24cm, HSB층은 크기는 1.8m×11.9m, 두께는 30cm로 모델

링을 하였다.

Fig. 3. Three-dimension analysis model 

6.2 해석 물성치

노반의 선형탄성해석을 위하여 정확한 노반 물성치를 산

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연구에서 적용되었던 

물성치 중에서 국내 고속철도 건설조건에 부합되는 값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1,8-11,13-15]. Table 2는 본 해석

에서 사용된 강화노반, 노반 및 궤도의 물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재 료 물 성

Rail

탄성계수 210GPa

포아송비 0.3

단면적 7.75×10
-3

m
2

단면2차모멘트 3.09×10
-5

m
4

Pad Stiffness 40×10
3
kN/m

Sleeper
탄성계수 29.1GPa

포아송비 0.167

TCL

탄성계수 29.1GPa

포아송비 0.2

두께 0.24m

HSB

탄성계수 10.0GPa

포아송비 0.2

두께 0.3m

Reinforced 

Roadbed

탄성계수 80MPa

포아송비 0.2

두께 0.4m

Ground

탄성계수 60MPa

포아송비 0.3

두께 2.06m

Table 2. Properties of track and roadbed 

6.3 해석모델의 응력-변위 특성

콘크리트궤도에서의 강화노반 조건에 따른 변형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화노반층의 강성, 두께, 폭, 하중조건에 

따른 응력-변위를 검토하였다. Fig. 4와 Fig. 5는 기본 모델

에 대한 설계하중작용시의 수직변위(U22) 및 수직응력

(S22)변위 특성이다. 재하된 4축의 집중하중은 콘크리트궤

도의 HSB층 및 TCL층을 통하여 분포하중으로 작용하며 

전달된 하중은 노반으로 균일하게 전달되는 나타났다. 

TCL층과 HSB층의 저면부에서는 비슷한 응력분포를 나타

내지만, 길이방향 모서리부에서 응력이 다소 집중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6은 하중작용시의 변위의 범위를 나타

내는 그림으로서 4개의 집중하중 하에 균일하게 변위가 발

생하였다. 레일에서의 변위 범위는 2.6~2.9mm 이며, 강화

노반면에서의 변위 범위는 1.4~1.5mm로 TCL층 및 HSB층

과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자갈도상궤도의 하중 분포는 침목 통하여 노반으로 전

달되는데 응력이 중첩되어 작용하며 응력작용의 범위가 불

규칙적이다. 하지만, 콘크리트궤도에서는 작용하중이 콘크

리트층(TCL, HSB)층을 통하여 분산하여 작용하므로 작용

면적이 크고 골고루 분포하며, 응력수준이 낮아 자갈도상

궤도보다 안정적이다. Fig. 6과 Fig. 7은 강화노반의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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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이고 탄성계수가 80MPa인 경우의 강화노반의 상하부

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을 나타낸 그림이다. 작용응력의 

범위는 30~40kPa이며, 중앙부에 응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상부면의 경우, HSB층의 가장자리부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으나 반복하중을 고려하면 무시하여도 될 것으

로 판단된다. 

Fig. 4. Displacement contour on loading (U22)

Fig. 5. Stress contour on loading (S22)

Fig. 6. Vertical stress of reinforced roadbed (upper face)

Fig. 7. Vertical stress of reinforced roadbed (bottom face)

6.3.1 하중조건에 따른 변위

재하하중은 고속철도 설계하중의 축배치를 포함한 최대 

하중을 고려하였다. 궤도 및 노반의 부담력은 실제 운행하

는 차량 중의 최대 축중을 감담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표준 열차 하중(HL25, High speed 

railway Live load)을 재하 적용하였다. 

노반설계시에는 열차의 동적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

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일본의 장대레일 충격계수식을 적용하

고 있으며, 이 경우 설계속도를 350km/h 일때 충격계수는 

2.05로 실제 설계하중의 두배 이상이 된다. 이는 기존의 자갈

도상궤도를 목표로 산출되었기 때문이며, 콘크리트궤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콘크리트궤도는 자갈도상

궤도에 비해 노반면에 작용면적이 넓으며, 작용응력이 낮고, 

궤도틀림에 대한 값이 작기 때문에 토공노반에 작용하는 합

리적인 동적 설계하중을 위해 동적계수는 1.17[2]을 적용하

였으며, 곡선부 캔트 부족량은 1.2를 사용하였다. 설계하중은 

배치를 포함한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정적윤중(Ps)에 속도함

수인 충격률을 곱한 주행윤중(Pd)을 산정하였다(식 (1)). Fig. 

8에서 나타낸 것은 실제 열차의 대차간격을 고려하여 17.5t

의 하중을 1.6m 간격으로 4개의 집중하중을 재하시켰다.

  

×





 ××  

 (1)

Fig. 8처럼 연행하중을 사용하게 되면 재하위치에 따라 

노반내 최대응력이나 변위의 발생지점이 변화하게 된다. 

최대응력의 발생지점은 상부구조인 경우에는 하중재하 직

하부(B-B)이며, 하부구조에서는 하중재하의 중심부(A-A)

가 된다. Fig. 9는 위치별 변위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하중재하의 중심부의 노반층 변위가 하중재하 직하단면보

다 크게 나왔으나 최대 3mm 이하였으며, 레일의 변위는 하

중재하 직하부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 Axle loading locations

6.3.2 재료 변형계수의 영향 

본 절에서는 강화노반 재료의 강성변화에 따른 변위 특

성을 검토하였다. 노반의 두께는 40cm로 고정하였으며 강

화노반의 강성은 탄성계수를 기준으로 10~160MPa의 범위

에 대하여 콘크리트궤도 및 노반의 각 측정 위치에서의 변

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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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fference of displacement A-A and B-B section 

Fig. 10(a)와 Fig. 10(b)는 각 단면에서의 강화노반 변형

계수별 변위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전체적인 변위발생 형태

는 지수함수형태의 감소를 보이며, 약 60MPa 이상에서는 

선형적인 거동을 보여 최소 변형계수는 60MPa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변위는 레일패드의 영향으로 레일

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이며, TCL, HSB, 강화노반층은 비슷

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설계기준에서는 강화노반의 

2차 변형계수(Ev2)값을 120MPa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상관하는 탄성계수값은 80MPa 이

므로 변형계수에 따른 노반의 변위특성은 영향을 받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고속철도 궤도강성 판정기준)에

서 콘크리트궤도의 주행안정성 측면에서 제안하고 있는 레

일에서의 탄성변위로서 관리목표치가 3mm인 것을 감안할 

때 레일의 최대변위가 발생하는 B-B단면(하중재하 중심

부)의 경우에도 노반의 탄성계수가 60MPa 이상이면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3 강화노반 두께의 영향

본 절에서는 강화노반의 두께에 따른 변위 특성을 검토

하였다. 노반의 변형계수는 80MPa로 고정하였으며, 강화

노반의 두께는 0~100cm의 범위에 대하여 콘크리트궤도 및 

노반의 각 측정 위치에서의 변위를 검토하였다. Fig. 11(a)

와 Fig. 11(b)는 강화노반과 상부노반의 지지력은 일정

(80MPa)하고 강화노반의 두께변화만을 변화하였을 때 측

정위치별 탄성변위량을 나타내고 있다. 해석결과는 강화노

반의 두께와 침하량의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독일 고속철도 궤도강

성 판정기준(3mm)을 모두 만족하며 두께에 따른 변위량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 Displacement according to Young's Modulus

Fig. 11.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reinforced roadbed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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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강화노반의 변형계수 및 두께에 따른 변위량 특성

Fig. 12(a)와 Fig. 12(b)는 강화노반의 변형계수 및 두

께의 변화에 따른 각부에서의 탄성변위량 변화를 나타

낸 그림으로서 변형계수는 10MPa에서부터 160MPa까

지 강화노반의 두께는 100cm까지 고려하였다. 변형계

수 10MPa은 상당히 연약한 지반을 대표하며, 변위량 특

성의 상대비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Fig. 12(a)는 레일

에서의 변위량으로서 강화노반의 변형계수가 60MPa이

상인 경우, 두께에 상관없이 3mm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2(b)는 노반에서의 변위량으로서 강화노반

의 변형계수가 60MPa이상인 경우, 노반에서의 탄성변위

목표치인 1.5mm를 두께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2.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thickness and Young's 

modulus of reinforced roadbed

7. 결 론

흙쌓기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궤도 강화노반 두께를 결정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양한 설계 조건을 검토하여 적

정두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궤도 흙쌓기 구간에서의 강화노반 두께를 결정

하기 위한 검토조건으로는 적정 탄성계수, 배수성능, 동

결심도, 경제성, 지지력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중 지지력 및 적정 탄성계수는 설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검토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배수성능 및 동결심도의 경우, 고속철도 흙쌓기 구

간에서는 조립의 양질재료만을 사용하고 별도의 배수시

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동결방지를 위해 최소두께 확보

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강화노반의 변형계수 및 두께의 

변화에 따른 각 부의 변위량 검토 결과, 강화노반의 변

형계수가 60MPa이상인 경우, 두께에 상관없이 변위량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흙쌓기 구간에서 

재료의 변형계수만 확보된다면 강화노반의 두께는 현재

의 설계기준보다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각 설계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고속철도 흙쌓

기 구간에서의 강화노반 두께는 최소두께(15cm)만 만족

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료의 입경(Dmax125mm), 

다짐도 등을 고려하여 250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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