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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하중 작용 시 블록식 보강토 옹벽으로 지지된 

철도 노반의 거동

Behavior Characteristics of Railway Roadbed Retained by Geosynthetic Reinforced 

Segmental Wall Under Trai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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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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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흙구조물은 교량이나 터널 등의 구조물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하고 재료구입이 쉬우며, 시공 및 보수의 편의성 때문에

많은 개소에 이용되어 왔다. 일반 철도에서 흙구조물의 비율

은 약 94.6%이며, 경부고속철도의 경우에는 29.3%가 흙구조

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철도

의 구조물 중에서 옹벽은 5,951개소로 그 연장은 742.015km

(49.5%)에 달하고 있다[1]. 그러나 현재 건설된 대부분의 옹

벽을 포함한 흙구조물은 강·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보수

나 방재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쉬운 재래식 옹벽 구조물이

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흙구조물로서 보강토공법

은 1966년 H. Vidal에 의해 개발된 이래 1971년 프랑스에

서 연약한 노반 성토체로 지오텍스타일이 인장보강재로서 사

용되어 보강효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보강토 구

조물이 세계적으로 시공되어 왔으나[2], 국내 철도에서는 일

부 구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채용은 되

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 중 하나로 철도는

도로와는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열차하중이

선상으로 작용하는 것과 레일, 침목, 자갈도상을 통한 하중

전달 메카니즘이 매우 복잡한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철도하중과 도로하중과 같이 옹벽 배

면에 큰 하중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에는 보강재의 크리프 변형으로 인한 잔 류 변형 보다는 뒤

채움 흙의 시간 의존적 점성 특성 (viscous property)에 의

한 크리프 변형이 구조물의 장기 거동 관점에서 중요시 다

루어져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4]. 또한 집중하중 또는 등

분포하중 등의 상재 하중 재하에 의한 실험 및 수치해석 연

구와 지진 하중이나 반복하중을 모사한 동적거동 연구는 다

수 보고되어 있으나[5-7] 열차하중을 모사한 정·동적 반복

하중 재하 시의 블록식 보강토 옹벽으로 지지된 철도노반의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대형 블록식 보강토 옹벽으 로 지

Abstract Static and dynamic train load tes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train load transfer mechanism in the roadbed

which was retained by two types (fully and partially) of segmental retaining walls reinforced by geogrid. The test roadbed

was 2.6m high, 5m wide, and 6m long. A combination of earth pressure gages, displacement transducers, and strain gages

were placed in specific locations to measure the responses.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wall displacement pattern as well as

the earth pressure for the fully reinforced retaining wall was different from those for the partially reinforced retaining wall.

In the dynamic train load test, the strain in the upper part of the wall tended to decrease, and both the residual deformation

and the rate of the deforma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current design standard.

Keywords : Geogrid, Segmental retaining wall, Ballasted track, Large scale model test, Static and dynamic train load, Earth

pressure, Displacement, strain

초 록 지오그리드에 의해 부분 보강 및 전면 보강된 2가지 타입의 블록식 보강토 옹벽으로 지지된 철도노반

의 열차하중 전달 메카니즘을 조사하기 위해 정·동적 열차하중 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노반은 높이 2.6m,

폭 5m, 뒷 길이 6m로 구축하였으며, 소정의 위치에 토압계, 변위계 및 변형율계를 설치하였다. 실험결과, 2가지

타입의 블록식 보강토 옹벽으로 지지된 철도노반에서의 벽체 변위 양상 및 보강 정도에 따른 연직 토압의 차이

를 확인하였다. 또한 동적 열차하중 재하시 벽체 상부에서 변형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열차하중

재하에 의한 잔류 변형율 및 변형율 증분은 현행 설계기준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주요어 : 지오그리드, 블록식 보강토 옹벽, 자갈궤도, 실대형실험, 동적 열차하중, 토압,변위,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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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철도 노반을 조성하여, 열차 하중 재하시 궤 도 중심

을 기준으로 블록식 보강토 옹벽으로 인한 내부 변형율의 분

포 특성, 전면 보강벽과 부분 보강노반의 보강재로 인한 하

중 분산 특성, 장기 열차하중 재하 시의 벽체 변위 및 변형

특성 등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2. 실험설비 및 실험 방법

2.1 반복재하실험장치 및 토조

열차하중 재하 실험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보유하

고 있는 종합 궤도노반 시험장치를 이용하였다. 본 장비는

하중재하장치와 하중반력대, 토조로 구성되어 있다. 하중 재

하장치는 미국 MTS사 제품으로 최대 하중 250kN/Actuator,

가진 진동수 0~100Hz, 동적 변위 ±125mm를 구현할 수 있

다. 토조 크기는 5m(B)×22m(L)×3m(D)이며, 토조 내로 장

비 진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에 비탈 구배가 설치되어 있다.

2.2 대상 시료 및 지오그리드 물성

2.2.1 철도 노반 시료

철도노반은 지지력이 크고 압축성이 작으며 분니가 발생

하지 않는 양질의 자연토로 이루어진 단일층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 또한 진동 또는 강우에 안정하여야 하며, 열차하

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

합할 수 있는 시료를 선정하기 위해 대상 시료에 대해 기

본 물성 시험 및 역학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시료

의 기본 물성시험 및 역학 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2.2 보강재

열차하중 재하 시 블록식 보강토 옹벽으로 지지된 철도 노

반(이하, 블록식 보강노반이라 함)의 보강 정도에 따른 동적

거동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휨강성이 다른 2종류의 보강재

를 사용하였다. 휨 강성이 상대적으로 큰 Geogrid A를 사

용하여 전면 포설한 노반(전면 보강노반)과 휨 강성이 상대

적으로 적은 Geogrid B를 사용하여 보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띠형태로 제작하여 포설한 노반(부분 보강노반)

의 2종류의 실대형 실험 노반을 조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하중 재하시의 블록 벽체 측과 배면 측에서의 철도노반

의 거동 특성 고찰이 목적이므로 모든 지오그리드는 5m의

길이로 배치하였다.

Geogrid A는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고강도 폴리에스테

르(PET)로 구성된 횡방향 부재와 종방향 부재를 격자 형태

로 교차시켜 레이저 접합(Laser-Bonded Structure)처리 과정

을 통해 부재간의 연결강도를 향상 시킨 지오그리드로서

Table 2와 같은 공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Geogrid

B는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연약지반 보강 용도의 폴리에

스테르(PET)를 소재로 PVC로 코팅한 결합형 지오그리드로

서 이축 방향으로 정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Table

3과 같은 공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Geogrid A와

Geogrid B를 보강벽체 배면방향으로 각각 5000mm(B)×

5000mm(L), 200mm(B)×5000mm(L)를 매층 30cm높이로 부

Table 1 Results of the laboratory experiments for investigating the soil properties

자연

함수비
(%)

Gs

Atterberg Linits 입 도 시 험

통일분류

다짐시험 직접전단시험

ωL

(%)

ωP

(%)
IP

#200 통과량
(%)

유효입경
(D10, mm)

균등

계수

곡률

계수

γdmax

(kN/m3)

ωomc

(%)

C

(kPa)

φ

(o)

15.2 2.7 30.0 16.4 13.6 10.46 0.07 7.14 1.79 SW-SC 19.8 11.21 32.4 33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Geogrid A

구분

QC

인장강도*

(kN/m)

변형하중 (kN/m)
장기설계강도

(kN/m)

단위중량
(kN/m2)

최대변형율
(%)2% 5%

비신장성 보강재 A 882.6 21 45 44.23 3.26e-3 8

Fig. 1 Laser-Bonded Structure of geogrid A

Fig. 2 Sample of geogri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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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였다. Fig. 3은 지오그리드를 이용하여 광폭인장강도 시

험 및 인발시험으로 구한 특성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2.3 대상 시료 및 지오그리드 물성

균질한 다짐도를 가진 실험노반을 조성하기 위해 20cm 높

이의 노반을 포설하고 35kN 다짐롤러를 이용하여 다짐횟수

를 각각 달리한 시험다짐을 수행하였다. 시험다짐 결과, 무진

동 2회, 진동 6회시 소요의 다짐도(95%다짐)를 얻을 수 있었

다. 이를 근거로 1층 20cm높이씩 동일 다짐에너지를 가하면

서 실험노반을 조성하였다. 실험노반을 조성하면서,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토압계, 변위계 및 변형율

계를 설치하였다. 그림의 범례의 PV와 PH는 각각 연직토압

계와 수평토압계, LV와 LH는 연직변위계와 수평변위계, 그

리고 ST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의미하며, 전면 보강벽에 대해

서는 해당 기호에 RE를 붙여 구분을 하였다. 토압계는 국내

에서 제작된 것으로 최대용량 200~300kPa의 스트레인게이지

타입을 사용하였다. 수평토압을 측정하기 위해 블록배면에 직

접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였으며, 열차하중의 연직분포특성

을 고찰하기 위해 배면 토체 내에 연직 토압계를 설치하였

다. 또한 변위계는 최대 50mm까지 측정이 가능한 Tokyo

Sokki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블록 벽체 수평변위 측정을 위

해 거치대를 이용하여 벽체 앞면에 변위계를 설치하였고 연

직변위 측정을 위해 노반어깨, 침목 직하 및 침목 상부에 연

직변위계를 설치하였다. 한편, 블록식 보강노반 내에 설치한

스트레인게이지를 사용하여 Geogrid A와 Geogrid B의 변형

율 분포를 측정하였다. 사용한 스트레인 게이지는 Tokyo Sokki

사의 YFLA-5 모델(게이지 길이 5mm, 폭 2mm, 저항치 120Ω)

로서 리드선의 사용온도 범위는 -20oC~80oC이다. 스트레인 게

이지는 벽체에서 20cm떨어진 지점으로부터 50cm간격으로 10

개씩 총 4층 40개를 각각의 보강노반 내에 설치하였다.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Geogrid B

구분
제조

형태

격자크기
(mm)

극한강도
(kN/m)

파괴시 신율
(%)

MD CD MD CD MD CD

신장성 

보강재 B
Woven 20 23 80.41 80.41 15 15

Fig. 3 Results of the laboratory experiments for the Geogrid

Fig. 4 Schematic cross-section of the sample showing the positions of the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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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상 시료 및 지오그리드 물성

2.2.1 철도 노반 시료

동적 열차하중 재하 실험은 Table 4의 값을 이용하여 정

적 윤중(Ps)에 속도함수인 충격계수(i=0.6)를 곱하여 동적 윤

중(Pd) 200kN을 산정하였고, 반복재하횟수는 경부선의 연간

통과톤수인 약 30MGT (Million Gross Ton)을 근거로 탄·

소성변형 한도 및 장기적인 거동특성 고찰을 위해 1백만회

를 산정하였다. 또한 표의 대차간 거리 및 열차속도를 고려

하여 재하주파수를 산정하면 5Hz가 된다. 전형적인 측정데

이터의 예를 나타내면 Fig. 5와 같다. 그림의 데이터는 동적

열차 하중 재하시 측정된 연직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Fig. 6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최대와 최소(peak to peak)값을 탄성, 평균값을 소

성으로 취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적 열차하중

재하 실험은 0kN에서 최대 200kN의 하중을 40kN씩 단계

적으로 재하하고 다시 200kN에서 40kN씩 단계적으로 제하

하는 하중 제어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각 하중 단계별로 약

20분간 하중을 유지하면서 측정값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면

다음 단계의 하중을 재하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변형율 분포

3.1.1 정적 열차하중 재하 시의 변형율 분포

블록식 보강노반 내의 열차하중 영향을 세부적으로 고찰

하기 위해 사하중을 제외한 열차하중 만에 의한 변형율 증

분을 분석하였다.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서

0.85H(4층)에서는 레일의 직하부에서 열차하중의 영향을 가

장 크게 받고 있고 궤도 중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의 범례의 점선으로 표시된 0kN의 값은 정

적 열차하중 제하 후의 벽체 변형 등에 따른 잔류변형율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 변형율 증분은 부분 보강노반이 0.85H(4

층)에서 벽으로부터 2.2m 떨어진 지점에서 0.061%이고

0.62H(3층)에서 벽으로부터 2.2m 떨어진 지점에서 0.083%

이고, 전면 보강 노반은 벽으로부터 3.7m 떨어진 지점에서

0.061%이고 0.62H(3층)에서 벽으로부터 3.7m 떨어진 지점

에서 0.068%로서 0.85H(4층) 지점보다 0.62H(3층)이다. 또

한 정적 열차하중 재하에 따른 재하압력 분포 범위를 고찰

하기 위해 궤도 중심을 기준으로 각 층별 변형율이 0이 되

는 지점을 열차 하중의 분포 범위로 가정을 하여 산정하면,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0.85H와 0.62H에서의 변형율이 0

되는 지점이 부분 보강노반은 각각 1.55m, 1.8m인 것에 대

해 전면 보강노반은 각각 2.15m, 2.2m로 부분 보강노반보

다 열차하중이 보다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동적 열차하중 재하 시의 변형율 분포

동적 열차하중 재하시 부분 보강노반과 전면 보강노반의

변형율 분포 특성을 나타내면 Fig. 8과 같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적 열차하중 재하에 따라 1~3층의 변형율은 대

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4층(0.85H)에서 부분 보강노반은 정

적 열차하중 재하 직후의 값보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부노반의 자중에 의한 구속압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에서 동적 열차하중에 의한 지반 진동으로 인해 흙과 보

강재 사이의 마찰력이 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Kenichi 등 [8]에 의하면, 벽체 상부에서의 변형율 감소 경

향은 정적 재하 시험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지오그

리드 보강성토를 대상으로 한 원심모형진동시험에서 보강토

옹벽 성토시공 중에 지오그리드에는 인장력이 발생되지만,

Table 4 Assumption made for train load

항목 내용

설계속도

및 축중

설계속도 200km/h, 

축중 250kN, 윤중 125kN 

축간 거리 2.5m, 

대차간거리 11.2m

Fig. 5 Example of typical measurement data

Fig. 6 Definition of elastic and plastic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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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에 의해 인장력이 제거되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벽체 저부로부터 0.15H, 0.38H, 0.62H, 0.85H 높이에 각

각 부설된 4층의 보강재에서 발생된 최대 변형율은 전체 실

험단계에서 부분 보강노반이 0.3%, 전면 보강노반이 0.23%

로서 한계 설계변형율 5%에 비해 안전측의 값이다.

3.2 연직토압의 분포

3.2.1 정적 열차하중 재하 시의 연직토압의 분포 

벽체에 인접해서 지반을 다지게 되면 다짐에너지에 의해

높은 토압이 발생하고 다짐 장비를 제거한 후에도 토압이 잔

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wers 등 [9]; Cousens 등 [10]).

본 논문에서는 다짐에서 유발된 잔류토압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궤도부설 후 약 15일간의 방치기간을 두었다.

정적 열차 하중 재하시 벽체로부터 0.85m떨어진 지점에

서 측정된 연직토압의 분포를 나타내면 Fig. 9와 같다. 그림

의 일점쇄선으로 나타낸 선은 이론 값을 도시한 것으로 사

하중(쌓기 자중(γH)+궤광 자중(ωD)과 Boussinesq식에 의한

응력 증분(ωL)을 합한 값이다. 정적 열차하중 200kN 재하

시 0.77H에서 부분 보강 벽은 약 33kPa, 전면 보강노반은

25kPa이고 저부 0H에서는 각각 약 89kPa와 66kPa로 전면

보강노반에 작용하는 연직토압이 부분 보강노반에 비해 작

은 것을 알 수 있다.

3.2.2 동적 열차하중 재하 시 연직토압의 분포

동적 열차하중 재하시 보강재에 의한 연직 토압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반복 재하횟수에 따른 깊이별 분포를 도시하

면 Fig. 10과 같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30만회 이후

에서는 반복 재하횟수에 따른 토압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동적 열차하중 200kN 재하시 0.77H(2.0m)에서 부분 보강 벽

은 약 30kPa, 전면 보강노반은 26kPa이고 저부 0H(0m)에서

는 각각 약 87kPa와 64kPa로 전면 보강노반에 작용하는 연

직토압이 부분 보강노반에 비해 작으며, 정적 열차하중 재

하시보다 근소하게 토압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부분 보강

노반의 토압은 이론값과 유사하며, 전면 보강노반은 이론값

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정·동적 열차하중 재하

시의 연직토압분포를 보면, 보강재의 보강효과에 의해 열차

하중이 보다 넓게 분산하여 작용하므로 벽체 저부에 가까울

수록 연직토압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Strain increments in response to static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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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lots of the strain with depth for dynamic tests

Fig. 9 Vertical earth pressure with depth for static train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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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벽체 변위 특성

3.3.1 정적 열차하중 재하 시의 벽체 변위

일반적으로 블록식 보강토 옹벽에서는 건설 중에 대부분

의 벽체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알려져 있으나, 본 논문에

서는 시험 여건 상 시공 중 벽체 변위를 계측할 수 없었으

므로 블록식 보강노반의 축조 이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정·

동적 열차하중 재하시의 벽체 변위만을 기술하였다. Fig. 11

과 Fig. 12는 정적 열차하중 재하시 보강노반의 벽체변위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그림의 범례는 Fig. 4 참조). 그림에서

부분 보강노반은 재하 하중의 증분에 따라 0.1H을 제외하

Fig. 10 Vertical earth pressure with depth for dynamic train loading test

Fig. 11 Plots of the horizontal wall displacement for static loading tests (partially reinforced roadbed)

Fig. 12 Plots of the horizontal wall displacement for static loading tests (fully reinforced road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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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반적으로 벽 전체가 변형하였는데, 전면 보강노반에 비

해 상대적으로 약한 보강재 강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전

면 보강노반의 경우는 벽체 상부에서의 변위는 억제되고 있

으며, 0.6H와 0.36H사이에서 타원형 모양의 변위 분포를 보

이고 있는데, Ju 등 [11]이 보고한 보강토 옹벽의 배부름

(Bulging)현상에 따른 벽체 변위의 영향과 Kim 등 [12]의 블

록형 보강토 옹벽의 토압특성 연구결과 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3.2 동적 열차하중 재하 시의 벽체 변위

Fig. 13은 동적 열차하중 재하시의 반복재하횟수에 따른

벽체 소성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벽체 측과 배면 측의 궤도

중심을 기준으로 열차하중 작용 시의 거동을 고찰하고자 5m

길이의 보강재를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보인 바

와 같이 부분 보강노반의 경우는 벽체 변위는 수렴하지 않

고 있으며, 전면 보강노반은 벽체 변위가 40만회에서 수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가지 타입의 보강노반 모두

동적 열차하중 재하 초기인 20만회에서 약 80%이상의 변위

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블록식 보강노반의 축조 완료 후 열

차 공용에 앞서 보강노반의 안정화를 위한 방치 또는 시험

운행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3 벽체 누적 변위 분포 

Fig. 14는 궤광 부설후 안정화단계를 포함하여 정·동적

하중재하 단계에서 발생된 전체 벽체 누적 변위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벽체 상부 0.96H지

점에서 전면 보강노반은 0.24mm, 부분 보강노반의 0.9mm

보다 작게 측정되었다. 또한 전면 보강노반과 부분 보강노

반 모두 0.35H에서 각각 2.02mm, 1.87mm로 최대 누적변위

가 발생하였으며, 최대 누적 변위는 전면 보강노반은 벽체

높이(H)에 대해 0.009%~0.078%, 부분 전면 보강노반은 0.03%~

0.072%의 미소한 벽체변위를 보였다.

Fig. 14 Plots of the horizontal accumulative displacement with

depth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분 보강과 전면 보강한 블록식 보강토옹

벽으로 지지된 철도노반을 조성하고 동적 열차하중 재하 실

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적 열차하중 재하의 영향 범위를 분석한 결과, 전면
Fig. 13 Plots of the horizontal wall displacement for dynamic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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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노반이 부분 보강노반에 비해 열차하중의 분산폭이 크다.

(2) 동적 열차하중 재하 시 상대적으로 구속압이 낮은 벽

체 상부에서 철도노반 진동에 의한 흙과 보강재간의 마찰력

의 감소로 인해 변형율이 감소하고 있다.

(3) 블록식 보강노반의 최대 인장 변형율은 부분 보강노

반이 0.3%, 전면 보강노반이 0.23%로서 현행 설계시의 한

계 설계변형율 5%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4) 연직토압은 깊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강 효과에 따른 열차하중의 분산으로 전면 보강노반이 부

분 보강 노반에 비해 연직토압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5) 전면 보강노반의 경우 벽체 상부에서 보강재에 의해

벽체변위가 억제되고 있으며 벽체 중간부에서의 배부름 현

상이 있으며, 부분 보강노반은 전면적인 벽체 변위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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