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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Design Parameters for Earthwork/Bridge Transition Structu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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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고속철도용 토공노반 개발의 선결조건은 초고속의 차량하중과 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초과하중에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및 노반조건을 고려한 설계하중을 결정하여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고 2차적으로 초고속 주행상태에서의 차량/노반의 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토공노반의 교량/토공 접속부는 전술한 지지력, 침하, 동적 상호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접속부에서

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초고속 열차용 토공노반의 안정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량/토공 접속부는 교량과 토

공구간이 접하는 구간으로서 궤도 하부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취약구간

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접속부는 경험적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초고속철도에서는 설계가 더욱 난해하

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초고속철도의 접속부 거동에 대한 이해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기초연구 단계로서 현재 국내 고속철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강방안인 어프로치블럭(Approach block)과

어프로치슬래브(Approach slab, Drag plate)를 이용하여 초고속철도 접속부의 설계변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1,2]. 본

논문에서 검토한 대상 단면은 호남고속철도에 적용하고 있는 접속구조를 대상으로 하였고 열차 최고속도는 600km/h를 대

상으로 하였다. 설계변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작용하지만, 우선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항목인 재료의 강

성, 구조, 접속각도, 어프로치 슬래브의 영향 등에 대한 해석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railway roadbed for 600km/h train speed level is very difficult because unpredictable static

and dynamic interaction occurs between the ultra-high speed train and the infrastructure. Especially, an earthwork-bridge

transition zone is a section in which influential factors react, such as bearing capacity, compression, settlement, drainage,

and track irregularity; these interactions can include complicated dynamic interaction. Therefore, if static and dynamic sta-

bility are secured in transition zones, it is possible to develop roadbeds for ultra-high speed railways. In the present paper,

design parameters for transition reinforcement applied to present railway design criteria are analytically examined for ultra-

high speed usage on a preferential basis. Design parameters are the presence of reinforcing materials, geometric shape, stiff-

ness of materials, and so on. Analysis is focused on the deformation response of the track and running stability at ultra-high

speed.

Keywords : Earthwork/bridge transition zone, Ultra-high speed railway, Approach slab, Approach block, 600km/h

초 록 600km/h급 철도노반 개발은 초고속주행에 의한 동적상호작용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애

로사항이 많다. 특히 교량/토공 접속부는 동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지지력, 압축, 침하, 배수, 유동 등의 영향

요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접속부에서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초고속 열차용 토공노반의 안정성

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철도 접속구조개발의 기초 연구단계로서 국내 고속철도

에서 적용하고 있는 접속부의 보강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초고속 주행시의 설계변수 영향을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설계변수는 설계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항목인 보강방안의 유무, 기하하적 형상, 재료의 강성 등이

며, 분석내용은 초고속주행에 따른 궤도의 변형응답과 주행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 토공/교량 접속부, 초고속열차, 어프로치슬래브, 어프로치블럭, 6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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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속주행에 따른 접속구조의 거동 변화

차량의 주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하중 또는 초과하중의 증가는 차량의 주행안전뿐만 아니라 하부노반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고속 열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속도 증가분에 따른 초과하중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량으로부터 궤도로 전달되는 임의의 동적 초과하중은 스프링 상질량과 스프링 하질량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초

과하중에 관하여 Prud' Homme(1970)는 다음 식 (1)로 그 영향을 평가하였다[3]. 식 (1)에서 동적 초과하중은 속도에 비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속의 경우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궤도의 수직강성(K)과 차량의 스프링 하질량

(m)이 낮은 값을 가질 때, 동적 초과하중의 변동을 줄이기 때문에 차량의 스프링 하질량이 일정할 경우, 궤도의 수직강성

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여기서, 

σ(∆QNS): 스프링 하질량에 따른 동적 초과하중의 표준편차

V: 차량주행속도, b: 궤도 및 차량의 결함에 대한 변수

m: 대차의 스프링하질량, K: 궤도 수직강성, ϕ(ε): 궤도 댐핑이다.

다음 Fig. 1(a)는 HEMU-430X의 증속시험시 교량/토공 접속부에 설치된 진동가속도계에서 획득한 계측자료이다[4]. 시험

차량은 HEMU와 KTX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속도 대역은 270-420km/h이다. Fig. 1(a)는 노반상면(궤도에서 1m이격)에

서 측정한 수직방향 지반진동가속도값으로서 270km/h구간에서부터 시작하여 420km/h구간까지 진동가속도가 선형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HEMU-430X의 RMS평균값에 표준편차(4.5ó)를 고려한 곡선을 이용하여 증가치를 추정하면,

600km/h인 경우에 진동가속도는 2.1m/sec2로서 275km/h의 0.6m/sec2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Fig. 1(b)는 동일조건하에서 궤도구조물인 HSB(Hydraulic Stabilized Base)층에서 측정한 수직방향 궤도진동가속도로서

400km/h까지는 약 2m/sec2 미만으로 안정적인 변형특성을 가지지만 420km/h인 경우에는 약 5.26m/sec2로 진동값이 크게 증

가하였다. 궤도진동이 노반진동보다 상당히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속도증가와 수직강성의 변화로 발생하는 동적

상호작용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접속부에서의 시공상태, 침하량, 공극의 유무 등도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조건에서 600km/

h 주행시의 궤도진동가속도값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3. 교량/토공 접속부의 구조 및 설계변수

교량/토공 접속부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간(교량, 접속부, 토공)별 지지강성차를 점진적을 완화하여 초과

또는 동하중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계시에는 접속구간에 압축성이 작은 재료와 적정 구조를 사용하

여 완화구간을 설치하고 있다. 다음 Fig. 2는 접속부의 설계 개념으로서 좌측의 지지강성이 큰 교량과 우측의 지지강성이

낮은 토공구간 사이에 완충구간을 설치하여 교량과 토공의 강성차를 완화한다. 해외에서는 각 국가별로 차량 및 노반 특

σ Q
NS

∆( ) 0.45
V

100
---------b mKϕ ε( )=

Fig. 1. Speed increasing test results by HEMU430 and KT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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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한 다양한 접속구조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독일접속구조를 도입,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음 Fig. 3(a)는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콘크리트궤도용 접속부의 표준단면으로서 교대와의 접속 경계로 부터 20m 또

는 성토높이의 4배 연장의 어프로치 블럭을 적용한다. 어프로치 블럭은 시멘트처리된 자갈과 입도조정자갈 재료로 구성되

며 적절한 기하구조를 적용하여 교량과 토공노반의 강성차를 완화한다[6,7,8]. Fig. 3(b)는 각 단면 및 재료강성을 고려한 정

적 탄성계수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계단식의 저감 특성을 보여준다. Fig. 3(c)는 Fig. 3(a), (b)의 조건을 이용하여 열차 및 궤

도하중을 분포하중(50kPa)으로 재하하였을 때 발생한 정적 최대변위를 위치별로 나타낸 정적유한요소해석 결과이다. 강성

이 완만하게 저감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현재 철도설계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접속구조의 보강방법은 어프로치 블럭과 어프로치 슬래브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

다[8]. 열차의 하중 및 속도조건을 고려하여 접속연장, 각도, 재료의 강성, 단면형상 등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단일

설계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보강방안별 접속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6,7]. 이

러한 설계변수 외에도 공용중에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과 침하, 공극, 궤도의 누적 변형으로 인한 추가 변수가 발생한다. 

Fig. 2. Design concept of earthwork/bridge transition zone.

Fig. 3. Structure of the transition zone and concept of the stiffness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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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해석 조건

접속부는 강성차가 매우 큰 두 개의 노반구조가 접해 있고 열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시간 및 궤도/노반조

건에 의존적이므로 거동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 해석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변수별 영향 검토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의 동적해석(직접적분법)을 사용하였다.

하중은 해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량에서 토공방향의 이동하중만 사용하였다.

4.1 이동윤하중 재하방식

실제 노반에서는 이동하중재하시 노반요소에서의 주응력 발생방향은 회전하게 되며, 모든 재하지점에서 응력발생은 동일

한 패턴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적해석, 유사정적해석 및 고정식 반복재하시험 등에서는 재하지점이 고정되므로 이러한 주

응력의 변화를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윤하중 재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장조건에 보다 근접한다[1].

4.2 해석 모델

교대와 토공구간을 포함하는 해석모델의 총 길이는 60m, 두께는 9.5m로 모델링하여 탄성영역 평면변형률해석을 상용프

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해석에서는 교량을 통과하여 토공으로 진행하는 짧은 접속구간 내에서의 변형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열차바퀴를 실물크기로 모델링하여 레일위에서 100-

600km/h의 속도로 이동시켰다. 재하윤중은 85.75kN이며 적분시간 간격은 6.0×10-4초, 해석시간은 0.38-2.8초이다. 궤도모델

은 호남고속철도의 궤도 및 노반구조를 사용하여 레일, 침목, TCL(Track Concrete Layer)층, HSB(Hydraulic Stabilized Base)

층, 강화노반, 노반으로 구성하였다. 지반 모델은 Fig. 3(a)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접속부 표준단면을 이용하였다. 레일은 UIC

60kg/m의 2절점 빔요소로, 레일과 침목의 연결은 40×103kN/m의 동적 수직스프링계수를 갖는 스프링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지

반요소는 4절점 solid요소를 적용하였고, 해석단면의 양쪽 측면과 하부경계는 응력파의 반사 및 굴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

한요소를 적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궤도노반의 상세한 물성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물성값은 다양한 해

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결정한 값이다[1,2]. 해석모델에서는 환경적인 조건이나 인위적인 손상(공극, 균열)을 고려하지 않

Table 1 Structural design parameters of transition zone.

Classification Design parameter Value and condition of design

Geometry

Condition of 

approach block

Shape Combination of trapezoidal or terraced square

Angle Transition angle with earthwork is applied 1:1-2:1

Length Total length 20m or More than 4 times of embankment height

Height Follow embankment condition

Approach slab 8.55m(L)×9.6m(W)×0.3-0.6m(D)

Material Stiffness
Cement treated gravel

Max(max) = 63mm Cement 3%, 

Ev2≥120MN/m2, Cement 3%

Gravel D(max) = 63mm, Ev2≥80MN/m2

Environmental factor Drainage condition Ascon pavement for prevent penetration and drainage

Table 2 Analysis parameters.

Track component Elastic modulus(Pa) 
Unit weight

(kg/m3)
Poisson's ratio(υ)

Rail 2.1×1011 7,850 0.3

TCL(240mm) 30.0×109 2,100 0.21

HSB(300mm) 10.0×109 2,100 0.21

Roadbed 13.0×107 1,800 0.3333

Abutment 20.0×109 2,500 0.21

Cement treated gravel 7.9×108 2,100 0.21

Gravel 3.0×108 2,100 0.21

Approach Slab 20.0×109 2,100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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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경계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현장보다는 과소평가하는 경향

이 있다.

5. 초고속 주행시 접속구조에서의 동적 응답

주행속도의 증가에 따른 접속부의 변형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접속경계로부터 10m 지점에서의 진동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4는 4절의 해석조건을 이용하여 접속구간 TCL상면에서 100, 300, 600km/h속도로 주행시의 시간이력 수직진동가속도를 분

석하였다. 그림에서 600km/h주행시 최대 진동가속도는 100km/h주행시의 진동가속도값보다 매우 크게 증폭하였으며 속도가

증가할수록 진동가속도의 파장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해석에서는 접속부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프로치 슬래브가 없는 구조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5(a)는 100-600km/h의 주행속도 및 거리별로 열차진행방향으로 측정한 최대 수직진동가속도의 변화값을 나타낸 그

림이다. 차량의 주행방향은 왼쪽 교대에서부터 오른쪽 토공방향이다. 전체적으로 교대부(5m)부터 10m까지 진동가속도가 증

가하고 10m 이후 구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토공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토공부의 강성에 따라 일정값으로 수렴

하게 되는데 속도가 증가할수록 접속부에서의 진동가속도값은 증가하며 최대진동가속도의 발생위치는 접속부로부터 멀어

지게 된다. 400km/h 이상의 초고속 대역인 경우에는 접속부에서 진동가속도가 커지다가 토공구간에서 감소한 후 20m 이

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15m 구간에서 발생한 1차 변형의 영향으로 20-50m구간에 2차 변형를 유

발하며 빠르게 감쇠하는 정현파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5(b)는 각 속도대역별 최대진동가속도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범위는 0.73-3.43m/sec2이다. 100km/h에서 300km/h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최대진동가속도가 약 1.7배 증가하고 300km/h에서 600km/h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약 2.7배 증가하였다. 해

석모델이 이상적인 경계조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실현장에서는 Fig. 1(b)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변위의 경우에는 가속도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어 속도가 증가할수록 변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CL상면

Fig. 4. Time domain acceleration each running speed (10m from abutment, TCL).

Fig. 5. Acceleration characteristics on transition zone for mov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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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수직응력은 0.12MPa이내로서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전 연장에 대해 비슷한 응력수준을 가지며 주

행속도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설계변수의 영향 분석

본 절에서 검토한 설계변수는 어프로치블럭의 접속각, 연장, 어프로치 슬래브의 유무, 접속부를 구성하는 재료인 시멘트

처리자갈, 입도조정자갈, 흙노반의 강성변화이다. 호남고속철도 표준단면(Fig. 4 (a))과 600km/h의 주행속도를 기본 조건으

로 적용하였다.

6.1 어프로치블럭의 접속 각도별 영향

최근 접속부의 보강설계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침하 또는 동적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구간은 교량과 접속부의 경계구간

이 아닌 접속부와 토공의 경계구간으로서 이 부분에서의 적정 설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철도설계기

준(2012)에서 제시하는 어프로치블럭 연장은 20m 또는 성토고의 4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일률적인 연장을

적용하였다[8]. 또한 어프로치 블럭과 토공부와의 접속경사는 1:2를 제시하고 있으나, 연장을 고정할 경우에는 성토고에 따

라 접속경사가 변화하게 된다. Fig. 6(a), (b)는 성토고가 동일할 때 각 각 연장 20m기준과 접속경사 1:2를 적용하였을 경

우의 표준단면으로서 접속부의 연장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본 절에서는 접속부와 노반의 접속 각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동 윤하중 재하상태에서 접속 각도를

1:1, 1:1.5, 1:2, 1:2.5, 1:3의 5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궤도 및 노반에서의 응답특성을 검토하였다. 접속부와 노반의 접속각

변화에 대한 효과만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멘트처리자갈 부분까지의 형상과 물성은 동일하게 하고, 자갈구간과 토공구간의

접속각도만 변화시켰다.

Fig. 7(a)는 이동하중 통과 시 TCL상부에서 최대진동가속도값을 거리별로 비교한 것이다. 접속부 기울기가 1:1인 경우에

는 토공부의 결정가속도에 다소 급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며, 1:3인 경우에는 완만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가

속도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1:1.5와 1:2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b)는 기울기별 TCL층의 최대 수직변위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가로축에서 5m까지는 교대를 나타내며, 어프로치블

럭 끝부분인 25m 이후부터 변위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1:1인 경우와 1:3인 경우에는 다소의 단차가 발생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변위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1:2와 1:2.5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Design section of transition zone for each approach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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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어프로치 슬래브의 영향

현재 국내 고속철도 접속부구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프로치 슬래브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해석은 300km/h 주

행속도와 목표 속도인 600km/h 주행속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TCL상면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Fig. 8은 어프로치 블럭 유무의 영향을 속도별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좌측에서부터 5m까지는 교대이며, 어프로치 슬래브

의 연장은 접속부의 경계로부터 8m, 교대 끝단에서 25m까지는 어프로치 블럭 구간이다. Fig. 8(a)는 열차주행속도가 300km/

h의 경우로서 어프로치 슬래브가 있는 경우 수직진동가속도는 약 30%의 저감효과가 있다. Fig. 8(b)는 열차주행속도가 600km/

h의 경우로서 약 43%의 저감효과가 있으며, 최대수직진동가속도의 변화폭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

멘트처리자갈층과 자갈층의 강성차에 대한 어프로치 슬래브의 보강효과 때문이다.

6.3 어프로치 블럭의 연장에 따른 영향

본 절에서는 어프로치블럭의 길이별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6의 기본 해석모델조건에서 어프로치슬래브가 보강된

구조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프로치블럭의 길이는 해석모델조건에서 10, 20, 30, 40m 연장에 따른 수직진동가속도와 수직변

위를 검토하였다. 

Fig. 9의 (a), (b)는 각 연장별 수직진동가속도 및 수직변위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연장이 30m 이상인 경우에는 토

공구간에서 가속도 및 변위의 변동성을 더 부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프로치블럭의 연장은 20m 이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프로치블럭의 연장이 길어질수록 강성완화 효과는 우수하기 때문에 본 해석의 결과와

는 배치되는데, 이는 연장확대에 따른 접속각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n transition zone for each approach angle between gravel and earthwork section.

Fig. 8. Acceleration characteristics on transition zone for approach slab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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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접속부 재료의 강성 변화에 따른 영향

본 절에서는 접속부를 구성하는 재료인 시멘트처리자갈층, 자갈층, 노반층의 강성의 차이및 조합별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6.4.1 시멘트처리자갈층의 강성변화에 따른 응답 특성

재료의 물성 중 시멘트처리 자갈의 강성 변화에 따른 응답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 검토시 고려한 탄성계수 값 790MPa

을 포함하여, 600, 1000, 1200, 1400, 1600MPa을 해석 변수로 적용하였고, 열차의 운행속도는 600km/h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TCL층 상부의 최대수직가속도값을 거리별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교대로부터 토공구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부

분에서만 국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수치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 열차가 주행하더라도 접

속부에서 시멘트처리 자갈부분의 물성 변화는 수직가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성값을 적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6.4.2 자갈층의 강성변화에 따른 응답 특성

아래의 그림은 해석모델 중 자갈층의 탄성계수를 140-1,000MPa로 변화시킨 상태에서 수직진동가속도와 수직변위를 비교

분석한 그림이다. 진동가속도의 경우 기존 해석모델의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탄성계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 가속도 값이 감

소하며 400MPa이상에서는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수직변위 역시 140MPa에서 400MPa까지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400MPa

이상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 9.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n transition zone for each approach block length.

Fig. 10. Max. vertical acceleration for each stiffness of cement treated gravel.



초고속 주행시 교량/토공 접속부 보강방안의 설계변수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5년 4월) 125

6.4.3 자갈층 및 토공부 강성 조합별 응답 특성

앞 절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갈의 탄성계수를 높였을 때, 토공부분의 탄성계수값 변화에 따른 응답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자갈구간과 토공구간의 강성조합별 해석을 수행하였다. 자갈층의 강성은 300, 400MPa, 노반층은 120, 130, 140, 150MPa

을 각 조합별로 적용하여 가장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탄성계수값을 도출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2(a)는 TCL

층 상부의 최대수직가속도값을 거리별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접속구간과 토공구간에서의 변동성이 작은 것이 효과적인 조

합으로서 접속구간보다는 토공구간 강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b)는 TCL층 상부의 최대수직변위값

을 거리별로 나타낸 그림이며, 가속도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노반 탄성계수 80MPa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토공노반의

강성이 클수록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초고속 열차 주행시 자갈구간과 토공구간의 강성조합별 검토결과, 토공노반의 강성이 전체 변형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해석 결과로부터 자갈층은 300MPa, 노반층은 130MPa 이상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600km/h급의 초고속 주행속도에 대응하는 교량/토공 접속구조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재 국내 고

속철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강방안인 어프로치블럭과 어프로치슬래브를 적용하였을 때의 접속구조의 설계변수에 따른 동

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량/토공 접속구간에서 600km/h까지의 동적 응답특성을 분석하였다. 속도의 증가에 따라 접속부에서 발생하는 변형

응답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100km/h에서 300km/h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최대 수직진동가속도가 1.7배 증가하고

Fig. 11.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n transition zone for each stiffness of gravel.

Fig. 12.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n transition zone for each stiffness combination of gravel & road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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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m/h에서 600km/h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2.7배 증가하여 400km/h 이상의 초고속대역에서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본 해석에서는 이상적인 경계조건을 적용하였고 420km/h까지의 현장계측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할 때 실제 현

장에서는 해석결과보다 큰 변형응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어프로치블럭의 접속각도와 연장에 대한 해석적 검토 결과, 열차속도의 증가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론적 측면에서는 연장이 길고 접속각이 완만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연장을 확대 적용할 경우에는 이에 적

합한 접속각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어프로치 슬래브는 동적 초과하중을 유효하게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적 변동이 증가하는 초고속

철도용 접속부 보강구조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접속부 재료의 강성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초고속 대역에서 시멘트처리 자갈의 강성은 접속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갈층의 적정강성은 300MPa, 노반층은 130MPa 이상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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