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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철도분야에서는 유지보수비용 저감 등의 이유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의 경우 자갈도상궤도에 비해

매우 엄격한 허용 침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궤도의 침하는 노반이 터널이나 교량인 경우에 비해 토공일 때 상대적으

로 크게 발생하게 된다. 한편 토공부의 침하는 크게 원지반 침하와 성토체의 침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 원지반의 침하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지반에서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이에 대해 오랜 시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대책 공법이 제시되고 시공된 경

험을 바탕으로 침하의 제어가 예측가능하다. 반면, 교통하중이나 주변지형 변화, 지하수위변화, 강우 및 배수 조건 등 다양한 원인

으로부터 야기되는 성토체의 침하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속철도 노선이 허용침하량이 매우 엄격한 콘크

리트궤도로 시공되는 경우, 특히 토공노반 부분은 하부 원지반의 침하와 더불어 성토체의 압축침하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이해가 요

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Abstract Since allowable settlement of concrete slab track is about 30mm, a lot of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settlement

of the earthwork (reinforced trackbed, upper subgrade, under subgrade) under the concrete track. To this end, more experi-

mental data should be accumulated through tests for these materials.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long-term settlement of

reinforced trackbed and subgrade materials using factors such as repeated loading conditions, water content, and grain size

distributions in a large triaxial test and a large oedometer test. In cases in which the performance of the reinforced trackbed

layer meets the design criteria, the settlement caused by train load was considerably small. But, when the water content

increases in the subgrade, unexpectedly large settlement might occur for certain grain size distributions of the subgrade mate-

rials.

Keywords : Railway, Subgrade, Settlement, Large triaxial test, Large oedometer test

초 록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허용침하기준이 30mm 이하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궤도 하부의 토공노반(강

화노반, 상부노반, 하부노반)의 침하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 노반 재료의 침

하특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와 자료의 축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반 재료를 대상으로 대형

오이도미터시험과 삼축압축시험을 통해 여러 입도조건, 함수비 변화조건, 반복하중 조건 등에 의한 장기침하특성을 평가

하였다. 강화노반 재료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조성될 경우, 열차하중 하에서 발생되는 침하는 매우 적었다. 한편, 노반재

료의 경우 일정 하중 하에서 함수비가 증가할 때, 입도조건에 따라 침하 발생량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철도, 노반, 침하, 대형삼축압축시험, 대형오이도미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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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목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토 지반 구조물의 경우 침하발생의 원인은 크게 성토하중에 의한 원지반의 압밀침하, 성토재료의 침하

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부 영향인자들에 의한 성토체의 침하 특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먼저 성토재료의

영구침하에 미치는 영향인자는 입도분포나, 밀도, 다짐함수비, 최대입경 등 재료 자체의 특성이나, 하중조건, 함수비 변화 등 외부

조건들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토공부는 궤도를 직접 지지하는 강화노반(reinforced trackbed)과 그 하부에 상부노반(upper subgrade),

하부노반(lower subgrade)으로 구분되어 시공 관리된다(Fig. 1).

Fig. 1. Cross section of railroad embankment.

따라서 각 층은 압축침하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즉, 강화노반은 지지해야할 정적 상재하중은 크지 않지만, 열차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열차의 반복하중에 의해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면, 강화노반 하부에 조성되는 상부

노반과 하부노반은 깊이에 따라 큰 상재하중을 받는 상태에서 압축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하부쪽의 성토재료일수록 하중에 의

한 압축침하 완료 후에는 지하수위 변동으로 침하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되는 것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3,4].

또한 재료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국내 철도설계기준에 따르면 강화노반은 상하부층인 보조도상층과 입도조정층으로 구

분되며 각각 입도분포 및 다짐밀도 등 재료 특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엄격하게 시공 품질관리되고 있다. 반면, 상하부노반의 경우

포함되는 최대입경이 정해져 있으나, 입도분포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는 재료의 입도분포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 범위는 열차의 반복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강화노반층의 침하특성과 지반의 함수비 변화 시 발생되는 하부성토층재

료의 입도변화에 따른 노반의 침하 특성을 대형삼축압축시험과 대형오이도미터 시험으로 평가하여 향후 콘크리트궤도와 같이 침하

관리 기준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반구조물의 침하 거동 평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최근 도로 및 철도 토공구조물에서 침하 등 노반재료의 영구변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관련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공명 등[1] 및 임유진 등[2]에 의해 도로 보조기층, 철도 노반 재료에 대해 삼축압축시험 등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철도 노반재료 중 입경이 큰 조립

지반재료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적 연구는 대형 시험장비의 부족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에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노반재료를 대상으로 실제 입경을 축소시키지 않고 시험하여 보다 합리적인 장기변형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는 대형삼축압축시험장비와 대형오이도미터시험장비를 활용하였다.

2.1 강화노반재료의 반복하중 재하에 따른 침하 특성 평가

2.1.1 대형삼축압축시험 장비

본 연구에 사용된 대형삼축압축시험장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구축된 장비(Fig. 2)로서 시험장비의 유효성 및 동적물성 산정

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Fig. 2, [3,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삼축압축시험장비의 로드셀은

2MPa 압력까지 사용가능한 내압 방수형으로 삼축셀 내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삼축셀과 재하로드(rod)와의 마찰이 시험에서 측정되

는 하중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하중제어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압축과 인장 시험이 모두 가능한 타입으로 설치하

여, 다양한 하중 패턴의 하중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편은 직경 300mm/높이620mm와 직경500mm/높이

1020mm 두 종류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며, 하중재하는 최고속도에서 10Hz/±10mm의 구동이 안정적으로 제어될 수 있어, 반복하중

재하 과정에서 발생되는 변위가 작을 경우 매우 높은 하중 주파수의 제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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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측정은 내부와 외부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외부 측정 변위는 시료의 양쪽 끝부분에서의 평탄성 등의 문제로 실제보

다 큰 변위가 계측되어 변형률이 크게 평가되는 단부오차(bedding error)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부오차는 반복 재하를 통

해 초기에 상당부분 제거하거나 단부의 석고처리 등으로 오차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나[5] 초기에 발생되는 침하량의 경우 단부오

차를 포함하게되어 전체적인 침하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는 미소한 변위 수준에서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 국

부(local)변형 측정법을 도입하였고, 이를 위해 셀 내부의 시편 측면에 변위센서(LDT, Local Deformation Transducer)를 부착하여

미소변위부터 중간이상 변형률까지 오차를 최대한 배제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2.1.2 시험 재료 및 조건

먼저 강화노반(reinforced roadbed) 재료(보조도상;sub-ballast, 입도조정층;graded crushed stone)에 대한 입도분포의 변화를 중심

으로 장기침하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고속철도 강화노반의 보조도상재료와 입도조정층재료 그리고 일반철도 강화노반재료로 사

용되고 있는 입도조정부순골재(M40, M30, M25)는 Fig. 3과 같은 입도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들 재료에 대한 입도분포범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철도설계기준 상의 고속철도 보조도상(RBSB) 재료 입도

의 하한입도와 일반철도 보조도상재료인 M40 및 M25 입도분포의 하한입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입도의 경우 M40

과 M25는 최대입경에서 차이를 보이고 거의 일치하고 있는 반면 철도설계기준 상의 고속철도 보조도상재료(RBSB)의 상한입도와

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조도상재료의 시험재료로는 M40의 상한입도(M40-Upper), M40/M25/RBSB의 하한입도(M40-

Under), M40 입도분포의 중간부분(M40-Middle, RBSB의 상한입도와 유사), M25의 상한입도(M25-Upper)의 입도로 4가지 입도를

Fig. 2. Large triaxial testing system(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Fig. 3. Grain size distribution of tes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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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최대입경 125mm의 입도조정층 중간 입도분포(M125-Middle)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여기서 밀도는 현장 및 실내 다짐시험에서 얻어진 밀도를 기준으로 시편을 조성하였다. 즉, 같은 밀도 조건으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시편은 일반적인 현장 다짐밀도와 M40시편에서 수행된 다짐시험 결과에 따라 M40시편의 최대건조단위중량을 기준으로

21kN/m3으로 조성하였으며, 같은 입도분포재료에 대해 하중주파수, 함수비 등의 영향도 검토하기 위해 시험 시편 조건도 추가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철도 노반 단면구조상 강화노반은 상부 궤도구조 자중 하에서, 열차 반복하중을 받게 되므로 현장조건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해석을 통해 현장 구속 및 열차에 의한 강화노반 층의 반복축차응력 수준을 평가하여 실험에 반영하였다. 해석

결과 열차하중에 의해 강화노반에 전달되는 응력수준은 강화노반 중간층에서 최대 약 19kPa로 본 실험에서의 반복 축차응력으로

반영하기 위해 열차하중은 그림과 같이 직경 300mm 시편의 경우, 최소 0.5(kN), 최대 1.9(kN)로 제어하였다(Fig. 4).

Table 1. Test material and conditions

Spec. Test GSD
Unit weight 

(kN/m3)

Dia. of specimen

/Max. dia. of particle

SB-1-2 M40-Upper 21
Dia. of specimen 300mm

/ Max. dia of particle 40mm

SB-2-1 M40-Middle 21
Dia. of specimen 300mm

/ Max. dia of particle 40mm

SB-2-4 M40-Middle 21
Dia. of specimen 300mm

/ Max. dia of particle 40mm

SB-3-2 M40-Under 21
Dia. of specimen 300mm

/ Max. dia of particle 40mm

GCS-1 M125-Middle 21
Dia. of specimen 500mm

/ Max. dia of particle 120mm

SB-4 M25-Upper 21
Dia. of specimen 300mm

/ Max. dia of particle 25mm

Compacted water 

content

Cyclic dev. stress

(kPa)

Effective confining 

stress
Loading freq.

OMC(7%) 7.07~26.87 19kPa 8Hz

OMC(7%) 7.07~26.87 19kPa 8Hz

Wet Side(9%) 7.07~26.87 19kPa 8Hz

OMC(7%) 7.07~26.87 19kPa 8Hz

3% 7.07~26.87 19kPa 8Hz

OMC(7%) 7.07~26.87 19kPa 8Hz

Fig. 4. Force-controlle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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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지반재료의 경우 주파수는 탄소성 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보다 고속의 열차하중을 최대

한 모사하기 위해 8Hz의 정현파로 제어하였다. 상부 궤도 구조 자중에 의한 수직하중의 경우 궤도부설 후 개통까지 장시간동안 안

정화과정을 거치므로 궤도구조물 자중에 의한 하중은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장기 침하 거동 평가를 위한 반복하중은 100

만회까지 재하하였다(Fig. 5). 

시편의 구속압은 낮은 구속응력 수준을 고려하여 진공압(vacuum)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실험조건의 구속압이 낮기 때문에

대상 시편은 직경 300mm 시편의 경우, 높이 620mm, 직경 500mm 시편의 경우 높이 1020mm을 고려했을 때 시편 자체 자중이

구속압에 미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구속응력 수준을 평가/제어하기 위해 진공(vacuum)의 구속압에서 시

편자중과 시편 상부의 Cap 무게에 의한 수평압력을 뺀 유효구속압을 약 19kPa로 제어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6). 

본 연구에서는 강화노반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최대입경 40mm의 보조도상의 경우 직경 300mm의 공시체에서, 최대입경 125mm

의 입도조정층의 재료는 직경 500mm의 공시체에서 대형삼축압축실험을 수행함으로서 실험 결과의 실용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Fig. 7).

2.1.3 시험 결과

시험 결과 모든 시편에서 하중반복횟수 100회-1000회 부근까지 급격한 압축침하거동을 보였으나 이후 압축침하발생이 거의 수

렴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가장 불리한 노반조건을 가정한 높은 함수비(9%) 시편인 SB-2-4에서도 초기 하중 재하 시 발생되는 압축침하량을 포함한 전체

침하량이 강화노반두께 400mm를 가정했을 때 최대 0.8mm에 미치지 못하는 침하량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강화노반 부설 후에 콘

크리트궤도 설치 시까지 각종 공사차량의 반복적인 재하 등으로 초기에 이미 많은 압축침하가 발생한 이후에 궤도가 설치되기 때

Fig. 5. Typical permanent and elastic settlement under cyclic load. Fig. 6. Confining pressure of tested specimen.

Fig. 7. Dimensions of triaxial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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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실제 열차 운행에 의해 발생되는 침하량은 더욱 미소한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이나 국내에서는 열차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침하량을 5mm로 가정하고 전체 허용침하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기준 상의 재료와 품질 조건에 적합

하게 시공된 경우 실제 열차 하중만으로 발생되는 침하는 이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2 상/하부 노반재료의 함수비 변화에 따른 침하 특성 평가

2.2.1 대형오이도미터시험 장비

본 연구의 오이도미터시험에서는 입자 최대직경 100mm 내외의 암성토재료까지 시험이 가능하도록 직경 1000mm의 셀을 사용

하였다. 소형의 압밀시험장치와 같이 측면 변형은 구속하고 수직변형만 허용하는 시험장비로 상부 재하판을 통해 물을 주입하고,

하부 베이스를 통해서 물이 배수될 수 있으며, 유입량 및 유출량은 유량계에 의해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일정 수준의

하중 재하 상태에서 함수비 상승 조건을 모사하면서 수직변형을 측정할 수 있다(Fig. 9). 

Fig. 9. Large oedometer test equipment and preparation of the test specimen.

2.2.2 시험 재료 및 조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암재료 및 흙재료로 이루어진 성토체의 경우 함수비 상승(Wetting)으로 급격한 침하가 발생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6,7]. 그러나 이러한 함수비 상승으로 인한 침하는 재료 종류, 밀도, 입도, 하중수준, 기존함수비 상태 등 다양한 영향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 인자 중 연약지반 치환이나 성토체 하부 재료로 사

용될 수 있는 재료를 대상으로 함수비상승 조건 하에서 발생되는 침하 특성을 입도분포특성에 따라 비교 평가하였다. 

즉, Fig. 10과 Fig.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입경이 큰 조립지반의 재료 비율이 큰 입도의 SUJ-I(SFG)와 2mm

이하의 입도가 약 37% 이상 포함하고 있는 SUJ-II(M40) 두 재료에 대해 시험하여 입도분포의 차이가 함수비 상승 조건에서 발생

되는 침하와의 상관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시편의 조성은 현장에서 동일한 다짐장비로 다져지는 상황, 즉, 동일한 에너지로 다

Fig. 8. Test results of the reinforced trackbed materials under cycl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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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지는 것을 모사해서 바이브로해머를 이용해서 같은 시간동안 다졌으며, 다짐 결과 입도분포특성의 차이로 인해 SUJ-I(SFG)의 경

우 16.9(kN/m3), SUJ-II(M40)의 경우 20.0(kN/m3)의 밀도로 조성되었다(Fig. 12). 두 시편 모두 200kPa의 일정한 수직응력 하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

2.2.3 시험 결과

시험 결과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립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같은 다짐에너지 하에서 훨씬 큰 밀도로 다져

진 SUJ-II(M40)의 시편에서 함수비 증가 시점에서 매우 큰 침하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균일한 입도분

포로 세립분이 적게 포함된 SUJ-I(SFG) 시편의 경우, 같은 다짐 에너지 하에서 낮은 밀도로 조성되었음에도 함수비 증가시점에서

특별한 침하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13).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험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의 시험 결과지만 본 시험 결과로 판단할 경우, 다짐밀도가 높게 관리되

는 경우에도 세립분이 적게 포함된 보다 조립의 균일한 입도의 성토재료가 함수비 상승 조건하에서의 침하에 유리한 것을 확인할

Fig. 10. Grain size distributions of test materials. Fig. 11. Ratio by weight for each grain size range.

Fig. 12. Surface of large oedometer test specimen after compaction.

Fig. 13. Test results of large oedome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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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즉, 성토재료의 입도분포에 따라서는 함수비 변화에 오히려 침하에 취약한 조건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시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밀도로 다짐관리할 경우 이와 같은 함수비 상승조건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침하에 대해 대비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침하를 매우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에서 토공으로 설계, 시공을 위해서는 재료 특성 및 시공, 환

경 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영향 인자들의 조합 조건에 대해 침하 특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계 기준 제정과는 별도로 고속 선로에서는 토공구간의 성토재료에 대해 침하 발생 인자들을 고려하여 침하거동을 평가해서 설계,

시공 및 품질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 강화노반 및 상/하부노반재료의 입도분포 특성이 열차반복하중 및 함수비 변화 시 발생되는 침하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해 대형오이도미터시험과 대형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형삼축압축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짐함수비가 클 경우에 보다 큰 침하특성을 보였으나, 입도나 최대입경 차이에 따라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강화노반 두께를 400mm로 고려했을 때 최대 1mm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작은 침하 특성을 보였다. 결국,

철도 노반의 장기적인 침하 측면에서는, 설계기준에 적합한 재료와 강성으로 시공되었을 경우 열차하중에 의한 침하량은 상대적으

로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계기준에 따라 시공만 이루어진다면, 열차하중에 의한 침하문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계기준

상, 열차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침하량은 5mm로 가정하여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열차하중에 의해서 5mm는 과다평가하는

내용일 수 있다. 결국, 적합한 재료의 사용, 즉, 재료 종류(분류), 입도, 밀도, 시공(품질) 관리 기준 및 평가방법, 배수조건 등을 포

함하여 다양한 영향 인자들의 조합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반재료의 경우 함수비 증가에 따라 침하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세립분이 적고 입도가

균일한 시편의 경우 침하량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노반재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침하는 실제 콘크리트궤도와 같이 엄격한 허용침하량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

우, 허용량을 초과할 수 있는 침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재료특성, 입도, 다짐조건, 함수비 증가 조건 등 다양한 원인

에 의해 다른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 토공 내에서 함수비 변화 등의 조건 변화에 의해서는 예상치 못한 침하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

해 습윤조건에서 다짐이나, 입도분포 조정, 성토재료 종류의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고속철도 선로의 토공구간 성토재료에 대해 침하 발생 인자들에 대해 실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 응력수준, 다짐밀도, 다짐함수

비, 함수비 변화조건, 입도분포 등 시공되는 조건을 고려한 거동을 평가해서 설계, 시공 및 품질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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