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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thickness of the sublayers under track is designed based on concept of vertical soil reaction value 
or vertical stiffness. However, this design method cannot take consideration into soil-track interaction under 
repetitive load, traffic condition and velocity of the train. Furthermore, the reinforced roadbed soils experience 
complex behavior that cannot be explained by conventional stress-strain relation expressed as soil reaction 
value k. The reinforced roadbed soils  also can produce cumulative permanent deformation under repetitive 
load caused by train. Therefore new design method for the sublayers under track must be developed that can 
consider both elastic modulus and permanent deformation. In this study, a new design concept, a 
rule-of-thumb, is proposed as the form of design monograph that is developed using elastic multi-layer and 
finite element programs by analyzing stress and deformation in the sublayers with changing the thickness and 
elastic modulus of the sublayers and also using data obtained from repetitive triaxial test. This new design 
concept can be applied to design of the reinforced roadbed before developing full version of design 
methodology that can consider MGT, axial load and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layers. The new design 
monograph allows the user to design the thickness of the reinforced roadbed based on permanent deformation, 
elastic modulus and MGT.

1. 서 론

 궤도 하부구조는 하부층의 지반강성 는 지지력 개념에 기 하여 설계한다. 반면 이와 같은 설계는 

철도 궤도의 복잡한 동  주행환경과 교통특성, 하 조건  속도 등의 개념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 을 

갖고 있다. 특히 궤도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재료는 반복 인 하 하에서 단순 지지력 개념의 응력∼변

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반복하 하에서  소성변 가 발생한다. 따라서 도로

분야에서 사용하는 포장설계법과 같이 궤도 하부구조에서도 소성변 와 탄성계수 개념을 도입한 설계법

의 도입이 시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하 , 열차통과톤수, 하부구조층 재료의 물성 등을 복합

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러한 궤도 하부구조 설계법의 본격 인 개발에 앞서 궤도하부구조  쇄석층

(도상+강화노반/보조도상)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는 간이 설계 모노그래 의 설계로직을 수립하 다. 이

와 같은 간이 설계 모노그래  설계로직을 개발하기 하여 다층탄성 해석 로그램(GEOTRACK)을 이

용, 차량하 (Pd), 층별 탄성계수(Ei)와 두께 변화(ti))를 입력 변수로 하는 다층탄석해석을 실시하고 이들 

입력변수 상호간의 계를 설정할 수 있는 복합지지력 계수 K∞에 한 상 계식을 수립하 다. 이러

한 복합지지력 계수 상 계식은 임의의 열차하 과 궤도하부구성층의 조합이 합한지의 여부를 단

할 수 있는 논리  근거를 제공해 다. 한 반복재하 횟수(N) 는 통과톤수(MGT)에 의한 궤도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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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구변형 발생크기를 단할 수 있는 별도의 설계두께 단 로직이 개발되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설계로직을 이용하여 합리 인 궤도하부 구성층의 설계두께 결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train energy 보존이론에 입각한 노반압력계산로직과 복합지지력계수 산출로직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

한 궤도하부 구성층의 설계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궤 도하 부 구 조  설계 법 비교

2.1 궤 도하 부 구 조  설계 기

  일본과 독일의 궤도설계기 을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로 구분하여 별도 차용하고 있는 재의 한국 궤

도 노반설계기 은 표 1.과 같다. 개정된 설계기 의 특징은 암반구간에서 별도의 배수층이 고려되지 않

으며, 일본의 개정기 과 달리 아직 성능요구수 인 통과톤수와 설계속도가 고려되지 않고 있고 기 값

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철도에서 사용하는 궤도설계 기 값 K30과 독일 

철도로부터 차용한 Ev2는 시험의 정의  시험방법, 시험결과의 용개념과 그 값 자체가 상이하여 설

계자에게 혼란을  수 있다. 따라서 속도, 통과톤수 등을 고려하며 기  설계값에 한 정의가 통일되

어 도입되고 이를 용하기 한 기 값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향후 발 된 궤도 하부구조 설계법의 도

출이 가능할 것이다. 

표 1. 노반설계기

한국

                        궤도조건

 노반형상

자갈궤도두께 (cm) 콘크리트궤도

두께(cm)일반철도 고속철도

보조

도상

입도조정 

부순돌

보조

도상

입도조정 

부순돌

보조

도상

입도조정 

부순돌

쌓기
일반철도 K30≥110MN/m3 

20 - 20 20～30 20 20～30
고속철도 Ev2≥80MN/m2

깎기 

평지

일반철도 K30≥110MN/m3 
35 - 20 20～45 20 20～45

고속철도 Ev2≥60MN/m2

암반구간 20 - 20 15～25 20 15～20

2.2 A R E A  궤 도하 부 구 조  층 설계 법

  AREA 설계법  (구) 일본 국철 등에서는 입상 궤도기  층의 층두께 결정에 필요한 흙노반상면에

서의 응력계산을 해 아래 표 2과 같은 식을 제안하고 있다.

표 2. 궤도 층두께 결정법 비교

제안자 Talbot 식
일본국철

(JNR) 식
Boussinesq 

입상 궤도기초 두

께 결정법
 




 



 



  AREA 등의 궤도하부구조 층설계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방법은 표와 같이 Talbot의 

식을 채용한 AREA 설계법과 같이 경험 으로 제안된 바 있는 궤도하부 노반 발생압(pc)과 층두께(h) 

 도상압력(pm) 사이의 상 계를 이용하여 노반에 해 임계 지지력(140 kPa)을 설정하고 임계지지

력을 노반 발생압(pc)이 과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만족하는 쇄석층두께 h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 일본국철(JNR)에 의해 제안된 식  Raymond(1978)에 의해 개발된 방법도 경험 인 설계개념에 속

한다고 할 수 있으나 AREA에서 제시한 바 있는 흙노반 상면에서의 허용 지압 140 kPa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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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agrande의 흙분류법을 이용하여 침수된 다짐 흙노반의 허용 지압(지지력)을 결정토록 한 바 있다. 

3 . 간 이 궤 도하 부 구 조  설계 법 설계 로 직  개발 개념

3 .1 설계 로 직  개념  수 립

  본 연구에서는 본격 인 궤도 하부구조 설계법의 개발에 앞서 기존 궤도 하부구조 설계법의 단 을 

개선하여 잠정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설계법을 개발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열차하 별 다양한 궤

도 하부 층구조에 한 다층탄성해석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층의 탄성계수(Ei)와 두께(ti)를 변수

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 도상의 기 침하량(δm)에 응하여 침목 는 콘크리트 슬래 를 통해 발생시

키는 도상압(pm)을 산출할 수 있는 복합지지력계수(K∞) 상 모델을 개발하 다. 이러한 복합지지력계수 

상 모델은 임의의 궤도 하부층구성시 도상의 상면 기  침하량에 상응하는 도상압(pm)을 산출할 수 있

게 함으로서 도상의 임계침하량(δm)  노반의 임계 침하량(δc)과 산출된 도상압을 이용하여 노반에 작

용하는 압력(pc)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면 이때의 노반압력(pc)을 이용하여 설계 쇄석층 두께(t)를 검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의 노반 허용지지력은 AREA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는 qallow.=140kPa

이 합리 인 것으로 단되어 이를 기 값으로 하 다.

이러한 설계로직의 장 은 복합지지력계수를 구하기 한 회귀분석식에 입력치로 사용되는 탄성계수를 

응력의존형의 탄성계수(E) 결정모델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탄성계수 결정모델은 국내 

흙노반  강화노반, 보조도상에 사용하는 재료에 한 실내시험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궤도 하부구조 설계로직은 <그림 1>과 같은 흐름도를 이용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1> 간이 궤도하부구조 설계로직 흐름도

  표 1의 국내 철도설계기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궤도설계에서 사용하는 노반 상면에서

의 허용지지력은 AREA에서 제시한 20 psi(140 kPa)와 거의 유사하다. 이는 철도설계기 에서 정  평

재하시험 결과 즉, K30= 110 MPa/m을 최소기 값으로 하여 허용침하량 1.25mm에 해당하는 노반 상

면에서의 재하압이 140 kPa이 되도록 제한하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노반의 

흙종류나 강도  강성, 층구조, 상부궤도구조물의 구성차이, 하 재하특성, 입상 궤도하부구조의 층구성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단순한 설계기 의 개선에 한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

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간이 설계로직은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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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복합지지력계수 K에 의 사용에 의해 하부각층의 탄성계수변화와 두께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한 그림 1에 설명된 설계로직은, 풍화암 이상의 원지반 상태가 비교  양호한 우리나라의 

지반특성을 고려할 때 열차하 의 반복재하에 의한 소성변형을 고려하거나 원지반을 포함한 하부구

조성층의 진 인 단 괴를 제 1 설계기 에 고려하는 것 보다는 노반의 지지력 는 강성 의 

설계기 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라는 단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최근 철도의 고속화와 철도

차량의 량화  철도교통량의 폭증을 고려할 때 궤도하부구조 설계의 엄 성을 확보하기 하여 구

변형을 추가 인 설계기 으로 고려할 필요가 두되고 있다.  

3 .2 G E O T R A C K 을  이용 한  다 층 탄 성 해 석

  본 연구에서는 다층탄성해석 로그램인 GEOTRACK을 이용하여 다양한 궤도하부구조 구성을 가정

한 후 각층의 두께(ti)와 탄성계수(Ei)값의 여러 가지 조합을 가정하여 열차하 에 따른 궤도하부 구조해

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구조해석은 궤도하부구조 층두께 설계를 하부구조 각층의 합리 인 탄성계수

에 근거하여 설계토록 한 것으로서 이때의 탄성계수는 재료의 물성 는 재료에 한 직 실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개발단계임을 감안하여 국외에서 도로분야에서 시험결과를 근거로 설

정된 아래의 모델식을 채용하고 이를 이용하 다.

  
 

 
                            (1)

                                         (2)

  흙노반의 경우 k1, k2, k3는 모형계수이고 θ=체 응력(kPa), σd=축차응력(kPa)이며 kw= -0.1417(조립

질 노상토), -0.0574(세립질 노상토), W=함수비(%) ,Wopt=최 함수비(%)이다. 따라서 의 모델을 본 

설계로직에 채용하기 해서는 국내 궤도 하부구조층 구성재료로 사용되는 보조도상/강화노반  흙노

반 재료에 해 철도궤도의 하 단계에 따른 구성층 내 응력수 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삼축시험에 용

하여 시험을 실시하면 신뢰성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탄성계수 모델을 다층탄성해석 로그램인 GEOTRACK의 입력탄성계수로 사용하 으며 기 

탄성계수(Eini)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응력(σini)을 산출하면 다시 이 응력을 이용하여 탄성계수를 

계산하여 기 값과 비교하고 기 탄성계수와 수정후 탄성계수의 오차 범 를 차 일 수 있도록 반

복계산하 다. 이러한 3~4회정도의 반복계산 차에 의해 수렴한 최종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었으며 이

러한 반복계산 로직은 로그램화 할 정이다. GEOTRACK에 의한 다층탄성해석은, 복층구조를 가진 

궤도하부층의 복합지지력계수(K∞)를 구하기 한 것으로서 통계처리 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복

합지지력계수 식을 구하 다. 다층탄성해석을 한 층구조  각층의 층두께, 각층의 최종 입력탄성계수 

 기타 궤도물성  궤도에 한 데이터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GEOTRACK 해석을 한 기본입력치

레일 침목

레일간격 (mm) 1435 길이 (mm) 2600

레일 단면 A (mm) 7750 폭h (mm) 260

탄성계수 (MPa) 2.1e+005 탄성계수 (MPa) 3e+004

중량 60 중량 (kg) 250

의 <그림 1>에 설명된 침목별 하 크기는, 국내 일반철도의 LS-18, LS-22, 고속철도의 HL-25의 열

차 축하 에서 정  윤하 을 구하고 이를 아래 식을 이용하여 동  윤 으로 변환한 것이며 차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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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은 아래 <그림 2>과 같이 세 침목에 하 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심차륜 직하부에 

침목이 놓이고 일정 이격거리에 두 차륜하 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여 표와 같이 최종 설정한 것이다. 

이때 심차륜과의 이격거리는 1830mm가 된다. 

  
                                      (3)

여기서, Pdi : 동  윤하 (=주행하 ), Psi : 정  윤하 , V : 열차속도(km/h), D : 열차 바퀴의 직경.   

<그림 2> GETRACK해석에서 채택한 하  재하방법

3 .3  복 합 지 지 력 계 수  상 식 의 개발

  다층탄성해석에 의한 해석결과  쇄석도상과 침목 면 는 콘크리트 슬래  지면에서의 침하량

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복합지지력 상 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지지력계수(K∞) 

상 식은 각층의 응력수 을 효과 으로 고려할 수 있는 탄성계수 모델식이 포함되며 표해석 단면은 

<그림 3>와 같고 SPSS에 의해 획득된 각 열차 차량하 별 복합지지력계수 상 식은 식 (4) ∼ 식 (6)

와 같다. <그림 3>은 복합지지력계수 산출을 하여 GEOTRACK 해석시 사용한 단면과 각 궤도구성층

의 탄성계수를 요약하여 도시한 것이며 여기서 TB: 도상 두께, TR : 강화노반 두께, TS : 상부노반 두께, 

TS: 하부노반 두께, EB  : 도상 탄성계수, ER  : 강화노반 탄성계수, ES : 상부노반 탄성계수, ES: 하부노

반 탄성계수이다. 

<그림 3> GEOTRACK에 사용한 궤도구조 해석 단면  각층의 탄성계수

  복합지지력계수 K상 식을 구하기 하여 총 243개의 case를 설정하고 이에 한 GEOTRACK 로

그램을 이용한 다층탄성해석을 실시하 다. 복합지지력계수 상 식에서 도상두께(TB=300mm)와 하부노

반 탄성계수(EunderS=100 MPa)는 고정값으로 설정되어 상 식내에서는 변수값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철도 LS-18    (R2=0.941)

log∞   log log log log  lo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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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 LS-22    (R
2

=0.969)

log∞   log log log  log × log          (5)

고속철도 HL-25    (R2=0.962)

log∞   log log log log          (6)

  이러한 복합지지력계수 상 식은 향후 아스팔트 강화노반 등 이질  재료의 도입  콘크리트 슬래  

사용의 일반화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단면하에서 궤도하부구조의 재료물성과 두께변화에 따른 소요 강

화노반 두께를 효과 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4  S t r a i n  e n e r g y  보 존 법칙을  이용 한  노 반 압 력  산 출 식 의 개발

 도상압력에 의해 노반상면에는 일정크기의 수직응력과 이에 상응하는 침하량이 발생하며 도상압은 궤

도하부층으로 순차 으로 분산, 달되어 노반상면에 감된 노반압력과 이에 응하는 침하를 유발시

킨다. 따라서 도상압(pm)과 침하량(δm)  노반압(pc)과 침하량(δc) 사이에는 궤도하부층이 모두 탄성체

라는 가정하에 식 (7)와 같은 strain energy와 작용하 (P)  발생변 (δ) 사이에 비례법칙이 성립된다.  

 이와 같은 비례법칙은 궤도하부구성층  노반아래 임의 깊이에 암반과 같은 고강성의 층이 존재하며 

이때 암반층표면을 기 면(reference datum)으로 가정하면 아래 <그림 4>와 같은 계를 설정할 수 있

다. 한 도상압과 노반압이 가하여질 때 발생하는 strain energy가 각각 도상침하량 침하량(δm)과 노반

침하량침하량(δc)의 발생크기와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아래 식 (8)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7)

                                          (8)

<그림 4> 설계개념 도출을 한 해석 단면

  의 strain energy 계산식을 <그림 4>에 설정된 궤도단면에 용하면 도상압력 Pm과 노반압력 Pc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도상침하량(δm)과 노반침하량(δc)을 이용한 표 식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9)은 <그림 4>상의 도상  강화노반 등의 입상쇄석층과 흙노반 층을 포함한 궤도하부 층

두께에 하여 용한 것이며 식 (10)은 상부의 쇄석층과 하부 암반층을 제외한 흙노반 층에만 strain 

energy를 용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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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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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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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
 ∙

                                 (13)

  따라서 에 지 보존법칙을 이용한 노반압력 계산식은 궤도하부 구성층을 2개의 층으로 이상화시켜 층

두께와 각층의 탄성계수  기  침하량값을 이용하여 AREA에서 제시한 허용 노반 지지력과의 비교를 

통해 층두께 설정이 합리 인지의 여부를 단할 수 있다. 

  복합지지력계수 K∞는 궤도하부층의 다양한 층구성(두께  탄성계수)에 따라 복합지지력계수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의 비례식 식(11)와 복합지지력계수 상 식 식(13)을 사용하면 도상층 상면에 열차

차종에 따른 동 윤하 별 기  도상압(Pm)을 가하 을 때 노반상면에서의 침하량(δc)을 한계값(δc-critic.)

으로 제한할 경우 AREA에서 제시한 허용노반지지력(140 kPa)의 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도상

층 상면에서의 침하량은 복합지지력계수 상 식에 의해 AREA에서 제시한 허용침하량 이내로 발생되는

지의 여부만 용된 동 윤하 을 복합지지력계수 식에 입력하여 확인한다. 이러한 노반압력 추출식은 

궤도하부층이 모두 탄성체이며 strain energy의 보존이 모든 층에서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획득된 것이

다.

한 흙노반 상면에서의 허용 침하량은1.25mm로 설정한다.

4 . 설계 로 직 의 검 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계로직의 용  검증은 다층탄성해석(GEOTACK)  SPSS 로그램에 사용

되었던 단면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1차 수행방법은 AREA에서 제시한 도상압(목침목 450kPa, 콘크리

트 침목 585kPa, 여기서는 450kPa 사용)으로 식(13)의 Pm값으로 사용하고 도상침하량(δm) 6mm, 노반침

하량(δc) 1.25mm을 사용하 다. 검증 단면으로 도상  강화노반, 상부노반, 하부노반의 탄성계수는 각

각 100MPa, 60MPa, 80MPa, 100MPa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강화노반 두께와 상부노반 두께를 3가지 단

면(case1:강30cm-상:270cm, case2:강:50cm-상:250cm, case3:강:70cm-상:230cm)으로 변화시켜 사용하

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 1차 Pc(노반압)는 case1: 212MPa, case2: 198MPa, case3: 185MPa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 AREA에서 제시한 140kPa에 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REA에서 

제시한 단면의 경우 흙노반 상면 의 입상재료층이 단일층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에 본 논문에서 제시

한 단면의 경우 강화노반이 포함되어 있어 보수 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2차 수행방법

으로 에 제시한 도상압을 같이 용하되 여기에 사용되는 도상침하량(δm)을 복합 K∞에서 산정한 

값을 사용하여 의 과정을 다시 수행하 다. 그 결과 2차 수행시에는 case1: 177MPa, case2: 164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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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 150MPa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층 특성을 포함한 복합 K∞에서 타당한 값이 산정되었다. 한 

이 같은 결과는 동일한 탄성계수 조합하에서 단면의 변화로 정단면 제시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간이  설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 결 론

 재료의 물성 등을 복합 으로 고려할 수 있고 궤도하부구조  쇄석층(도상+강화노반/보조도상)의 두

께를 결정할 수 있는 간이 설계 모노그래 의 설계로직을 수립하 다. 간이 설계 모노그래  설계로직

을 개발하기 하여 다층탄성 해석 로그램(GEOTRACK)을 이용, 차량하 (Pd), 층별 탄성계수(Ei)와 두

께 변화(ti))를 입력 변수로 하는 다층탄석해석을 실시하고 이들 입력변수 상호간의 계를 설정할 수 있

는 복합지지력 계수 K∞에 한 상 계식을 수립하고 개발하여 임의의 열차하 과 궤도하부구성층의 

조합이 합한지의 여부를 단하고 논리  근거를 제공하 다. 향우 반복재하 횟수(N) 는 통과톤수

(MGT)에 의한 궤도하부층의 구변형 발생크기를 단할 수 있는 별도의 설계두께 단 로직을 개발

하여 이와 같은 두 개의 설계로직을 이용하여 합리 인 궤도하부 구성층의 설계두께 결정안을 제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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