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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교량접속부의 토압과 노반강도와의 상관관계

A Correlation Analysis on Earth Pressure and Subgrade Stiffness in 

Bridge Abutment Transi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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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철도 개통 이후 새로운 교통체계 수립과 함께 철도건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시켜오고 있다. 우리나라 지형특성은

산과 하천유역이 많고 서해안과 남해안에 연약지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철도건설 시 교량과 터널 시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접속부 시공도 증가하고 있다. 철도에서 접속부는 교량과 토공, 터널과 토공 그리고 유도상 궤도에서 무도상

궤도로 옮겨가는 구간 등 궤도 하부구조의 강성이 변화하는 구간을 말한다. 즉, 궤도시스템의 구조강성이 변화하는 구간으로서

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다. 구조물-접속부에서 지지강성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면 충격하중 등에 의

하여 불균등 침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열차의 이상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 열차의 진동은 승차감을 저하시키고, 결

과적으로 열차의 운행안정성 및 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충격하중은 Fig. 1과 같이 노반의 침하 및 궤도재료의 손상을 가속시

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열차의 주행안전성 및 궤도보수상의 관점에서 접속부의 영향은 매우 중요한 검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어프로치블록을 설치하여 급작스런 강성변화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물 뒤채움 구간은 Fig. 2(a)와 같이 장소가 대형장비에 의한 다짐이 부적절하기 쉬우며 다짐 시에 구조

물의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다. 이에 Fig. 2(b)와 같이 많은 경우 소형장비로 다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프로치블록 시공

기준에는 시멘트 처리된 자갈을 이용하여 품질기준인 변형률계수(EV2)값 120MN/m2 및 다짐도 100% 이상을 만족하도록 규정

Abstract The construction of high speed railways and improvement projects of for conventional railways require

straight railway lines of railway, which leads to an increase of bridge and tunnel construction. Transition zones in rail-

ways means that the track support stiffness is variedvaries in over short ranges. Sspecial attention is required in theose

transition zones since because instability of train running in train and irregularities of track irregularities are can fre-

quently occurred. Typical transition zones are between bridges and earthworks and between tunnels and earthworks. On

In a transition zone, a bridge abutment transition zone has many problems in with various causes. In this paper, funda-

mental problems of bridge abutment transition zones is are analyz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bout of bridge abut-

ment transition zones. Suggestions for improving problems in the transition zones are proposed.

Keywords : Transition zone, Subgrade stiffness, Bridge and Earthworks

초 록 고속철도 건설의 증가와 기존선 개량사업 등은 철도의 직선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터널과 교량 건설의 증

가로 이어지고 있다. 철도에서 접속부는 궤도지지강성이 변화하는 구간으로 열차운행의 안정 및 잦은 궤도틀림 발생

등으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구간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접속부 구간은 터널과 토공의 접속부와 교량과 토공의 접

속부를 들 수 있다. 그 중 교량과 토공의 접속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

문에서는 철도에서 교량과 토공의 접속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철도 교량과 토공의

접속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접속부, 노반강성, 교량과 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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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뒤채움부를 다짐도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장비를 이용하여

강한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짐체의 품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구조물부에 근접하여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시공방법은 설계토압인 주동토압보다 큰 토압이 발생하여 구조물 벽체균열발생 또는 교대의 전도 등의 위해한 영

향을 줄 가능성이 크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고찰하고 현재 교량-토공 접속부에서 시

공 시 뒤채움재 다짐관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논하였다.

2. 철도 교대-토공 접속부 설계기준 및 다짐 시 작용하는 토압

철도에서 사용되는 교대 및 배면 접속부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요구조건은 교대와 교대배면

토공부를 열차가 주행하면서 충분한 운행안정성과 편안한 승차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는 토공구간의 노반강성이 충분히 커서 교대부 concrete의 강성과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에 철도 교대배면에 접

속부라는 설계개념을 도입하여 자갈과 시멘트를 혼합하거나, 일정구간에 자갈을 시공하는 형태로 강성을 증대시켜 열차하중에

의한 침하가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접속부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채움재를 충분한 강성을 가지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도를 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필요조건은 교대 배면의 토사에 의한 토압을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대배면에

작용하는 토압에 대한 설계기준은 주동토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주동토압은 교대가 교대지점을 기준으로 흙이 느슨해지는

방향으로 회전할 때 작용하는 토압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교대에 작용하는 토압의 개념에서 최소토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동토압 작용의 개념으로 설계된 교대에 첫 번째 조건과 같이 궤도지지강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00% 이상 다

짐을 실시할 경우 설계토압과 다른 수동토압에 가까운 토압이 작용하게 된다(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12). 교대배

면에서 수동토압에 가까운 힘이 작용하게 되면 토압의 크기는 설계토압에 비해 대략적으로 10배 정도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

Fig. 1. Concrete track settlement.

Fig. 2. Vulnerable area in transition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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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공 중 교대의 전도 또는 균열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이런 현

상을 우려하여 다짐을 충실히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대 배면 접속부의 침하로 인하여 선로유지보수 기준 이상의 궤도틀림이

발생한다거나,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균열 등이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철도의 시공과 설계에서는 교량과 토공의 접속부는 노반강성과 설계토압 상호간에 대립되는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위의 내용을 보다 근본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철도 접속부 다짐관

리기준 및 설계 시 토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짐 시 토압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2.1 철도 다짐관리 기준 및 설계 시 토압 기준

국내 흙 구조물에 대한 다짐 품질관리는 독일의 DIN 18 134에 의거한 재하시험의 일종인 반복평판재하시험을 이용하여 변

형률계수(EV2)로 평가하고 있다. 도로건설과 달리 철도는 궤도틀림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으로 인하여 외부의 하중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압축침하가 작게 발생하도록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쌓기 구간의 압축침하와 지지력은 다짐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철도에서는 지지력 평가와 상대밀도로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자갈 등을 사용하는 접속부, 상부노반의 강화

노반 층이나 입도조정 층과 같이 입자가 큰 경우에는 밀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로 지지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Table 1은 구조물-접속부 뒤채움 현장품질관리 요건을 나타내며, Table 2는 구조물 뒤채움 시 다짐관리기준을 나타낸다.

현재 철도설계기준 노반편[1]에는 교대에 작용하는 토압을 주동토압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교대 저면에 작용하는 하

중은 식(1)과 식(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Fig. 3은 교대 배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나타내었다.

(1)

(2)

여기서, Ka: 주동토압계수, γ: 흙의 단위체적중량(kN/m3), e: 하중 편심량, q: 지표면 상재하중, h: 교대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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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 acting on the shift bottom (The railway design criteria-subbase volume. 2013).

Table 1. Guides for construction site quality management during backfilling in structure transitional zones.

Process Test kind Test method Test frequence Remarks

Backfilling
Cyclic plate loading test DIN 18 134 Per 3 floor Using loading plate (0.3m)

Field density test KS F 2311 Per 1 floor -

Table 2. Guides for compaction management during backfilling in structure transitional zones.

Sort Cement stabilized sub-ballast Cement stabilized ballast Ballast

Cyclic plate 

loading test

EV2 More than 120MN/m2 More than 120MN/m2 More than 80MN/m2

Less than 2.2 Less than 2.2 Less than 2.3

Field density test More than 100% - -

E
V2

E
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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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접 성토 다짐 공사 시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

Broms과 Casbarian[2]의 이론에 따르면 지반의 자중에 의해 지반 내에 발생되는 연직 및 수평방향의 초기 지중응력은 Fig. 4

와 같이 , 이다. 지표에서 롤러 등을 이용하여 지반을 다질 때 지중에 발생되는 응력의 상태는 다짐과정

에 따라 변화며 Fig. 4와 같은 경로로 표시할 수 있다. 지반을 다지면 연직응력이 Δσv 증가하고 수평응력도 K0Δσv 만큼 증가

한다(A→B). 이때에 다짐장비의 영향깊이에 비하여 z는 작다고 가정한다. 장비가 이동하면 증가한 연직응력은 제거되지만 수평

응력은 잔류하게 된다(B→C). 즉, 최대주응력만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탄성변위만 일어난다. 이 후 상재하중에 의한 덮개 압력

(Overburden pressure)이 응력이완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이 이완되고(C→D), 연직응력이

다지기 전의 연직응력 σv가 된다(D점). 이때에 수평토압계수는 K0로 수평변위가 일어나지 않은 정지토압 상태와 유사하다. 따

라서, 다지기 전(A점)과 다진 후(D점)의 지반의 연직응력은 같으나 수평응력은 나란히 커진다. 다시 재 다짐하면 D→E→B→C

→D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실제의 다짐장비는 사이즈가 작아서 영향 깊이는 국한되어 있다. Fig. 5와 같이 다짐에 의해 추가되는 수평응력은 Boussinesq

식으로 다음 식(3)과 (4)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4)

여기서, J: 영향깊이, q: 다짐장비에 의한 추가응력.

Duncan[3]의 경우는 다짐에 의한 벽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을 hysteretic 이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다짐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토압의 크기로부터 토압을 산정하는 간단한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다짐에 의해서 유도된

토압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모래의 경우 토압이 작용하고 있는 벽체가 뒤채움재로 부터 멀어지거나 다가가지 않는 한, 다짐

에 의해서 발생한 수평토압이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Carder 등[4,5]은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옹벽의 뒤채움을 모래 (φ = 38.7o, 삼축압축시험)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현장시험 결

과 뒤채움재가 모래인 경우 벽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에 따라서 다짐에 의한 수평토압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hen과 Fang[6]은 기건상태의 모래를 non-yielding 벽 시설 배면에 진동다짐을 실시하여 실제 작용하는 토압의 종류를 측정

하였다. Fig. 6의 (a)~(e)를 보면 뒤채움의 상단에서 측정된 수평방향 응력 분포는 Rankine의 이론 추정 수동 토압과 거의 일치

하였다. Fig. 6의 (c)~(e)를 보면 다짐의 영향범위 이하로 측정되는 수평응력이 Jack의 방정식에 따라 수렴되었다. (c)에서 알 수

있듯이 다짐으로 인해 최대 토압을 받는 곳은 상단에서 약 0.3m 깊이이다. 다짐으로 인해 교대 배면에 수동토압에 가까운 토

압이 발생하게 되고, 높이가 높아져 다짐의 영향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정지토압에 수렴되는 토압이 교대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설계기준에 만족하는 지지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짐을 실시하게 되면 주동토압으로 설계되는 옹벽에 약 10배

에 가까운 수동토압이 작용하게 되어 교대의 수평변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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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z⋅=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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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z⋅ ⋅=

σ
v

Δ J q⋅=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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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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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Δ=

Fig. 4. Underground stress caused by compaction(Broms 

and Casbarian. 1965).

Fig. 5. Changes in underground stress caused by the compaction

equipment(Broms and Casbaria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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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등[7]은 반복평판시험으로부터 구한 변형률 계수(EV2)와 상대밀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Fig. 7과 같이 그 결과 상대

다짐도가 100% 이상 되어야 철도의 구조물 접속부 뒤채움 다짐관리기준인 변형률 계수(EV2)값 120MN/m2을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 다짐도와 반복 평판재하시험으로 얻어진 EV2값이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ee 등[8]은 대형오이도미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함수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하량이 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 하부

성토재료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Fig. 8은 건조다짐 시료(SRWS-D)와 습윤다짐 시료

(SRWS-W)를 비교했을 때, 장기압축침하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러나 SRWS-D시료의 초기 하중에 의한 직접침하량이 전체 침

하량의 약 33%, SRWS-W 시료는 약 68%에 이르는 결과를 보였다. 실험 중에 강우침투나 지하수위 상승을 모사하기 위해 실

Fig. 6. Distribution of horizontal earth pressure after compaction (Chen and Fang. 2008).

Fig. 8. Results of large triaxial-oedometer test in wetting (Lee. 2009).

Fig. 7. Correlation analysis of compaction with strain modulus (Pa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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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Wetting조건에서는 SRWS-D 시료의 경우 1st Wetting과 2nd Wetting 단계에서 급격한 침하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보이며,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침하량에 수렴하였으나, SRWS-W 시료의 경우 Wetting 조건에서 급격한 압축침하의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침하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초기 다짐 조건에서 습윤조건을 유지하면서 성토구조물을 조성

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면서 강우에 노출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압축침하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3. 접속부에 대한 현장 반복평판시험

3.1 시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공 중인 접속부 뒤채움 구간에서 얻은 EV1, EV2값 측정데이터를 확보하여 다짐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

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 별로 독일의 DIN 18 134에 의거한 반복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현장의 접속부 뒤채움 구간을

살펴본 결과 구조물과 가까운 곳과 날개벽과 근접한 곳은 대형기계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소형기계를 이용한 다짐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총 8개소의 현장에서 Fig. 9와 같은 위치에 반복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EV1 및 EV2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Fig. 9. View of cyclic plate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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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취약개소에서의 측정된 EV2값 분석

Fig. 10과 Fig. 11은 접속부 취약지점인 교대 배면부근의 현장 평판재하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된 EV2값과 EV2/EV1 값이다.

EV2값의 범위는 108~175MPa의 값을 나타내었다. 현장다짐관리기준에서 EV2/EV1 값이 2.2 이내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본 현장

시험 결과값은 최소 1.83, 최대 3.37이 산정되었다. 이는 교대 배면 부근의 시공 상 불균등 다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접속부의 관리기준대로 다짐을 실시하게 되면 교대에 과도한 토압이 발생하게 되어 교대가 허용변

위를 넘어서게 되고, 수동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다짐을 실시하는 경우 다짐불량개소가 되어 궤도지지강성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교대배면에 토압을 경감시키면서 궤도지지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다짐방법에 따른 EV2값 분석

Fig. 12는 접속부 취약지점인 교대 배면부근의 습윤조건으로 다짐한 현장 평판재하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된 EV2값이다.

Fig.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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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2값의 범위는 120MPa값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시공시 뒤채움재의 특성상 살수 시 다짐도의 향상에 의하여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Fig. 13은 건조조건으로 다짐한 현장 평판재하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된 EV2값이다. EV2값의

범위는 120MPa값을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교대 배면 시공시 습윤조건으로 다짐하는 것이 시공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

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접속부의 초기 다짐 조건에서 습윤조건을 유지하면서 성토구조물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압축

침하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지강성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구조물 접속부에서의 토압과 다짐도의 따른 노반강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철도의 경우 교대 배면 뒤채움재의 설계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100% 이상의 다짐도가 요구된다. 현장에서 교대배면의

지지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다짐을 실시하는 경우 주동토압으로 설계가 된 교대에 주동토압의 약 10배인 수동토압에 근

접하는 토압이 작용하게 된다. 과도한 다짐에 의해 발생된 토압은 교대의 전도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교량상판 시

공 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됨을 알 수 있다.

2. 접속부 시공시 교대배면과 같은 취약개소에서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교량 접속부 시공시 습윤조건으로 다짐하는 것이 초기강성 및 장기적인 침하에 유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4. 철도 구조물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매우 엄격한 침하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교량 접속부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매우 취약한 구간이다. 교량 접속부는 궤도지지강성 확보와 토압저감 이라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공과 설계에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Analysis of strain modulus on vulnerable area in 

transitional zone.

Fig. 11. Analysis of EV2/EV1 in transitional zone.

Fig. 12. Analysis of strain modulus on vulnerable area in 

transitional zone(wet compaction).

Fig. 13. Analysis of strain modulus on vulnerable area in 

transitional zone(dry comp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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