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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st fit has commonly u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railbed condition, and indirect methods by 

using the compressional wave are also studied. the direct evaluation method by penetration test has not been 

studied. For the measurement of in-situ cone tip resistance of the railbed with minimizing the disturbance of 

the upper railbed. the cone penetrometer with the helical type outer rod(CPH) was developed. The outer rod, 

which has helical screw, is penetrated through the gravel layer and provides the reaction force for cone 

penetration testing. the cone tip resistances are measured by the mini cone penetrometer, where diameter is 

15mm. For the developing the mini cone, strain gauge installation, circuit configuration, penetration rates and 

calibration process are considered. For the easy penetration of the screw rod in the field, the reaction force 

stepping plate and guide column are arranged. The screw rod are penetrated through the gravel layer. And the 

mini cone was pushed into the subgrade railbed at the penetration rate of 1mm/sec. The penetration test 

shows that the cone tip resistance increases along the depth. In addition, the subgrade condition is evaluate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PH may be effectively used for the evaluation of subgrade method any 

damage of the gravel layer.

1. 서 론 

 

  철도 궤도의 틀림은 궤도 자체의 뒤틀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궤도 하부의 노반의 상태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노반의 상태는 도상에 포함된 이와 같은 이유로 궤도의 유지 및 보수로 발생하는 비

용과 과다설계로 인한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노반상태의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

나 현재 궤도하부 노반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상샘플러 장비로 굴착을 실시하여 실험굴

(Test fit)을 이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반에 변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측정 및 유지·보수

를 하기 어렵다. 또한, 이 방법은 해당지반에 대한 대단위의 파괴를 요하기 때문에 기운영 중인 노반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찬용 등(2006)은 DCP(Dynamic Cone Penetrometer)와 LFWD(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를, 김대상 등(2005)은 GPR(Ground Penetrating Radar)와 PBT(Plate Bearing Test)의 적

용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진동기(vibrator)를 이용하여 표면파를 발생시켜 하부노반을 평가하는 

CSW(Continuous Surface-Wave)기법도 연구되고 있다(고학송, 2004). 또한 압축파를 이용한 품질관리에 대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박철수 외, 2009). 더욱이 이러

한 반사파를 이용한 실험법들의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관입에 의한 직접적인 

실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위치 관입실험에는 표준관입실험(Standard Penetration Test), 콘

관입실험(Cone Penetration Test), 딜라토미터실험(DilatoMeter Test)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표준관입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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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준관입실험의 경우 실험 시 상세한 제원과 정해진 실험법을 준수해야 

하지만(Skempton 1986; 박용원 1994) 그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고 결과 또한 실험 수행자의 주관적 판단

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지반공학회 2006).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별도의 시추공 없이 신

뢰할 만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콘관입실험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Lunne et al, 1997; 한국지반

공학회 2008). 그러나 직경 35.7mm인 표준콘을 사용한 콘관입실험의 경우 교란 및 지반변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철도 노반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 평가에는 표준 콘보다 

직경이 작은 소형콘을 적용하여 철도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형콘은 많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Threadwell, 1976; Lunne et al, 1997; Hird et al, 2003; Ahmadi and 

Robertson, 2005; Hird and springman, 2006; 김래현 등, 2008; 윤형구 등, 2008; 이종섭 등, 2008; Yoon et 

al, 2009). 

 본 논문에서는 노반의 교란 및 파괴를 최소화하며 노반 하부의 상태를 평가 할 수 있는 회전관입을 이

용한 콘관입실험장비(Cone Penetrometor with the Helical type outer rod)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소형 콘과 

회전관입 장비의 형상을 소개하였으며, 소형 콘실험장비에 대한 하중보정 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현장실

험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회전관입을 이용한 콘관입실험장비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2. 장비의 개발

 

2.1 회전관입 장비

   철도 노반 하부는 단단한 자갈층으로 두껍게 이루어진 상부 노반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관입실험보다는 LFWD와 GPR 등과 같은 

간접적인 측정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관입에 의한 직접적인 실험을 수행하

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Screw rod를 제작하였다. 소형 콘관입 장비를 노반하부까지 도달하게 제작된 

Screw rod는 기존의 실험굴을 이용하는 방식과 달리 지반 파괴를 최소화하며, 빠르고 간편하게 자갈층을 

관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Screw rod (a) 단면도, (b)사진

  Screw rod는 원활한 관입을 위하여, 이를 회전관입 시키는 Handle, 그리고 소형콘을 관입하기 위해 

Screw rod의 회전관입 후 제거되는 Cover cone으로 구성된다. 길이 750mm인 Helical Rod에는 직경이 

65mm인 날개 9개가 나사선 형태로 부착되어 있다. 비교적 소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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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은 인력으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실험 후에도 노반에 큰 변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2.2 소형 콘관입실험기

  기운행 중인 철도 노반에서 직경 35.7mm의 표준콘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경우 관입에 의해 노반 

하부는 물론 철로 자체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입 시 발생되는 과잉간극수압은 콘

직경에 비례하며(Powell & Quarem, 2008), 직경이 클수록 전단변형도 증가하여 해상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직경 15mm의 소형 콘관입실험기를 철도 노반 하부의 지

반조사에 적용하였으며 개략적인 형태를 그림 2에 도시하였다. 

 선단각도가 60
0
인 원추는 직경이 15mm이며 Subtraction Cone 형태로 제작되었다. 소형콘에는 원추관입

력과 주면마찰력을 측정하기 위해 변형률계를 Full-bridge형태로 부착하였다. 변형률계는 모두 관입방향

의 저항력을 측정하도록 횡방향으로 부착하였으며 편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차를 배제하기 위해 180
0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그림 2. 직경 15mm 소형콘 (a) 모식도, (b) 사진

3. 하중 보정 

  소형 콘관입실험기에 대한 하중보정 실험은 윤형구 등(2008)에 의해 수행되었다. 보정 실험 시 이종섭 

등(2008)이 수행한 하중 보정과정 기법을 적용하여 출력전압값과 응력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도출하였

다. 1.5kg의 일정한 하중을 반복적으로 5단계에 걸쳐 재하하면서 출력되는 전압값과, 동일한 방법으로 5

단계의 하중을 제하시키면서 전압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식 (1), (2)에 나타내었다. 재하 및 제하

시 실험실 내의 온도인 약 20 ~ 23
0
에서 수행하였다.

 

 

소형콘의 원추관입력과 출력전압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Strain gauge

15mm

60
013mm

56mm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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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c[kPa] = 5500 x V [mV]                                                              (1)

여기서 qc는 원추관입력이며 V는 출력 전압을 의미한다. 소형콘의 주면마찰력와 출력전압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fs [kPa] = 1500 x V [mV]                                                             (2)

 

여기서 fs는 마찰저항력이며 V는 출력 전압을 의미한다. 

4. 현장 적용성 평가

 

4.1 실험과정

  철도 노반의 상 하부층에는 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변화의 정도는 철도운행에 

의한 노반의 다짐이나 도상자갈의 파쇄정도, 도상 및 노반의 배수상태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노반의 

상태변화는 궤도의 지지강성의 변화를 야기하며 종국에는 궤도의 틀림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

유로, 실험 시 이러한 철도 노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지의 선정이 필요하다. 현장실험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현장과 △△△역에서 수행하였다. Screw rod의 관입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써 소

형 콘관입실험을 통한 원추관입력만을 측정하였다.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부노반의 자갈층을 Screw rod를 이용하여 회전관입한다. 이때, Guide column을 이용하여       

 수직도를 유지하며 reaction stepping plate를 이용하여 자갈의 융기를 막는다.

② Screw rod가 자갈층을 관통하여 하부 노반에 도달하면 Cover cone을 분리, 제거한다. 이를 통해   

 Screw rod는 소형 CPT 장비가 하부 노반에 직접적으로 도달 할 수 있는 시추공 역할을 하게 된  

 다. .

③ 관입에 필요한 모터 및 소형 콘을 Screw rod에 장착한다.

④ 소형 콘을 이용하여 콘관입시험을 수행한다. 관입에 필요한 반력은 자갈층에 선관입되어 있는   

 Screw rod를 통해 획득된다.

 회전관입시 Screw rod가 관입되면서 자갈이 상부로 밀려나오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Screw 

rod에 가해진 힘이 완전히 반력으로 작용하지 못해 관입력을 저감시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력 발판

을 사용하여 원활한 관입을 유도하였으며, 3단계에 걸쳐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가이드 컬럼을 이용하여 

수직도를 유지하였다. 가이드 컬럼은 150mm 관입마다 1단계씩 제거하며 사용하였다.

 

4.2 원추관입력 측정결과

 노반하부의 상태 평가를 위해 직경 15mm의 소형콘을 이용하여 콘관입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전압을 식 4를 이용하여 원추관입력으로 변환하였다. 현장실험 시 관입속도를 1mm/sec로 일정하

게 유지하였으며, ○○○현장 실험의 경우 총 170mm를, △△△역 실험의 경우 240mm 관입하였다. 그 

결과 깊이에 따라 원추관입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를 그림 3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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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장실험 결과 (a) ○○○현장 실험결과, (b) △△△역 실험결과

○○○현장 실험 결과 그림 3 (a)와 같이 원추관입력이 비교적 일정한 증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최종관입 깊이인 170mm에 도달하였을 때의 원추관입력은 14.7kPa로 최대 값을 가졌다. △△△역 실험 

결과 또한 전반적으로 관입 심도에 따라 원추관입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깊이 50 ~ 

60mm 부근에서 원추관입력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직경이 불균질한 자갈과 모래가 혼재되어 

있는 노반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추관입력의 증가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구간에서는 작은 폭이지만 관입력의 증감을 보이는데, 이 또한 불균질한 입도의 자갈의 영향으로 예상

된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철도 노반에서 실험굴과정 없이 원위치 조건에서 관입실험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CPH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실험 수행하였다. 현장 실험은 ○○○현장과 △△△역에서 수행되었다. 콘 관입실

험시 콘 관입 속도는 1mm/sec로 유지하였으며, 데이터는 1mm마다 하나씩 획득하였다. 실험 결과 관입심

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추관입력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CPH의 우수한 관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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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으며 철도 노반에서 원위치 실험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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