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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의 2차 압축특성과 콘크리트궤도 수명과의 상관성 분석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rete Slab Track Life and 

Secondary Compression Characteristics in Soft Clay

이상철·조국환*

Sang-Cheol Lee·Kook-Hwan Cho

1. 서 론

1.1 연구배경

새로운 노선에 대한 철도 건설의 증가와 함께 운행 중인 노선의 운행속도 향상 등이 많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철도

선형의 직선화를 필요로 하게 되며, 직선화된 철도는 지반조건이 불리한 경우라도 종래와 같이 우회 등이 불가능하게 되는 설

계를 초래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에서 연약지반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남해안이나 서해안을 따라 시공되고 있거나 설계되고 있는 철도는 철

도노반 시공 후 지속적인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우 열차운행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철도의 궤도구조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시공을 기점으로 많은 선로가 자갈도상 구조에서 콘크리트궤도 구조로 바뀌게 되

었다. 이중 콘크리트궤도 구조는 열차하중 부담력 및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궤도틀림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 궤도 유지·보수비

Abstract Concrete slab track was applied to the Gyeoungbu High Speed Railroad step 2 and the Honam High Speed

Railroad. Concrete slab track incurs higher construction cost and lower maintenance cost than existing gravel track. For

these reasons, the use of concrete slab track has increased in Korea. The biggest problem in the use of concrete slab

track is repairing damage from settlement that can occur while trains are in service. High speed railroad design stan-

dards require allowable residual settlement of concrete slab track of less than 25mm. In order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long term stability of concrete slab track,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econdary compression settlement within the

allowable residual settlement.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econdary compression settlement with the variation of the

secondary compression index, thickness of soft ground, and concrete slab track life. Statist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determine the probability of distribution of areas where serious problems will be caused after the concrete slab track is

constructed.

Keywords : Concrete track, Secondary compression settlement, Long term settlement, Secondary compression index

초 록 최근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에 적용된 콘크리트궤도는 초기 건설비는 기존 자갈궤도에 비하여

불리하나, 유지관리비용은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궤도는 일반철도 신설구간을 중심으

로 점점 더 적용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콘크리트궤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침하로 인한 궤

도 보수와 관계된 문제이다. 궤도의 하부 노반침하 및 이로 인한 궤도 안정성 저하는 콘크리트궤도의 가장 큰 단점이

고, 고속철도 설계기준에는 허용잔류침하량을 25mm로 제시하고 있다. 콘크리트궤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2차 압축침

하량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압축침하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연약지반의 2차 압축지수

및 연약지반 층의 두께 그리고 궤도수명에 따른 2차 압축침하량을 산정하여 궤도구조 선정에 활용하도록 제시하였다. 또

한 국내 연약지반의 2차 압축계수의 확률분포 특성을 분석을 통하여, 콘크리트궤도 부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10% 이

상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콘크리트궤도, 2차 압축침하, 장기침하, 2차 압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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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는 궤도구조이다. 토공구간에서 콘크리트궤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반의 침하를 기준값 이내로 억

제하여 열차의 주행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 콘크리트궤도는 위에서 언급한 장점이외에 궤도틀림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의 절감

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자갈도상 구조에 비하여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콘크리트궤도 구조는 설계 및 시공과

정 속에서 침하발생에 대한 억제를 막지 못한 경우 궤도틀림에 대한 유지 및 콘크리트궤도 손상의 복구에 자갈도상에 비하여

막대한 비용이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Fig. 1은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철도노반의 침하와 궤도틀림에 대한 보수로 패

드삽입 등이 실시된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1.2 노반침하 분석

부설된 철도노반의 침하는 크게 원지반 침하, 성토체 침하, 그리고 원지반과 성토체의 복합적인 침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원지반 침하는 연약점토 지반의 경우 1차 압밀침하에 의한 것이거나 장기적 거동 관점에 해당하는 2차 압축침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약사질토의 경우 주로 즉시침하가 발생하여 시공 직후 침하가 완료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반이라는

것은 점성토와 사질토로 명확히 구분 될 수 있는 지반과 이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흙의 성질을 특정 하는 것이 어

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설계과정에서 지반의 sample을 채취하여 실내실험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성질과 시공특성 등과의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인 거동과 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설계

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해석과 조사 및 시험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성토체 자체 침하는 주로 흙의 creep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기면까지 성토가 실시된 후 방치

기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성토체 자체 침하는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는 시방규정에서 3개월 이상의 방치기간을 궤도부설 전에 존치하도록 하고 있다[1]. 그러나 성토체 자체 침하는 단순하게 특정

기간 내에 침하의 발생이 완료된다고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구체적인 예로 성토재료와

시공과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비록 시방에 허용되고 있는 재료가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시공과정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시

공과정에서는 단계별 성토높이와 함수비의 준수 여부가 흙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암성토의 경우 암버력과 토립자 사이

에 공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 이는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과 우수 등의 침투로 인해 토립자의 이동을 발

생시켜 선로의 침하로 이어지는 경우를 유발하게 된다. 다짐시공과정에서도 다짐장비의 부적절성과 구조물의 존재 등으로 인한

다짐장비 운행 장애요소 발생으로 다짐이 완벽히 실시되지 못한 경우 등이 선로침하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상기 기술된 모든 요인이 선로의 침하발생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

다.

1.3 연구목적

철도노반 건설 시 성토노반과 교량구조의 선정기준으로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경제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

다. 교량구조는 장기적 안정성 및 지역의 단절발생저감 효과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시공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반면 성토구조로 철도를 건설한 경우 지역단절을 유발함과 동시에 흙의 장기거동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교량에 비하여 성토구조가 장·단기에 걸쳐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Fig. 1. Concrete track trackbed settlement and countermeasure in transi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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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장기거동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공과정에서의 오류를 제외한 설계 시 검

토사항에 대하여 그 변수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설계 시 검토사항 중 장기거동은 흙의 압밀현상과 관련이 있게 된다. 흙의 압

밀현상은 1차 압밀과 2차 압축으로 구분되는데 1차 압밀의 경우 설계 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또한 변수에서 제외토록 하겠다. 다만 2차 압축의 경우 여러 연구에 의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이를 변수로 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설계당시 철도노반 건설을 교량으로

선정한 사유가 흙의 2차 압축침하량이 허용하고 있는 콘크리트궤도의 침하량을 상회하여 불가피하게 교량으로 선정한다고 하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1차 압밀침하는 비교적 소상히 연구하여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2차 압축침하의 경우에는 아직

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는 소요공기에 맞추어 1차 압밀 종료 시

까지만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차 압축침하가 콘크리트 궤도가 부설된 철도노반의 침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례는 거의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연구나 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약지반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해안 당진지역과 남해안 김해지역 2곳을 정하여 2차 압축지수의

분포 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국내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약지반의 2차 압축지수 및 연약지반 층의 두께, 콘크리

트궤도의 수명에 따른 2차 압축침하량을 그래프로 제시하여 향후 노반구조 선정에 활용하도록 제시하였다.

2. 연약점토지반의 2차 압축침하

2차 압축침하는 일반적으로 과잉간극수압이 소산된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체적변화로 정의된다. 2차 압축침하는 1차 압밀침

하가 일정한 전응력 하에서 일어나는데 비하여 일정한 유효응력 하에서 일어나는 침하이다. 그 원인은 점토입자 간의 전기적

및 화학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Creep 거동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2차 압축침하는 소성이 큰 점성토나 유기질 흙에서

현저하게 일어난다. 1차 압밀침하량에 비하여 2차 압축침하량이 크면 1차 압밀침하를 기준으로 연약지반처리를 하는 경우 침하

가 계속되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Terzaghi 압밀이론에 의하면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이 완료되면 1차 압밀침하가 완

료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하는 침하를 2차 압축침하라고 한다. 이후 곡선의 접선기울기를 2차 압축지수

(Secondary compression index)라고 하였다. 2차 압축은 일반적으로 대수시간(logt)과 간극비(e) 또는 변형률(ΔH/Hp)간에 거의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차 압축침하량을 구하기 위한 2차 압축지수는 식(1)와 같이 시간과 간극비 또는 식(2)와

같이 시간과 변형률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식(3)과 같이 간극비와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Ca와 Ca'의 관계를 식(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차 압축지수는 2차 압축침하를 분석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개변수이다. 시간-침하량

관계식으로부터 식(5)과 식(6)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식을 통하여 침하량은 2차 압축지수 Ca, Ca'와 의 값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5)에 의하여 2차 압축침하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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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a: 간극비에 의한 2차 압축지수, Ca': 변형률에 의한 2차 압축지수, ep: 1차 압밀침하 완료 후 간극비, Hp: 1차 압밀

침하 완료 후 연약층 두께, ts: 1차 압밀침하 완료 후 2차 압축침하 산정기간, tp: 1차 압밀침하 완료기간.

연약점토 지반 상에 구조물을 구축할 때에는 점성토 지반이 가지는 낮은 투수계수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압밀침하가 문제가

된다. 특히 2차 압축침하는 공사 준공 후에도 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침하진행 메커니즘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이론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2차 압축침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erzaghi[2]는 현재의 표준압밀 시험장치의 원형인 Oedometer tester를 이용해 다수의 압밀시험을 수행하고 압밀이론을 유도

하였다. 또한 2차 압축침하의 과정을 토립자 구조골격의 시간 의존성에 따른 결과로 보고 구조골격의 구성식에 유변학적 모델

을 적용해서 설명하였다. 

Ladd 등[3]은 점토의 압밀에 대한 견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가정 A는 1차 압밀침하가 끝난 후에 2차 압축침하

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1차 압밀침하 중에는 점성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정 B는 1차 압밀침하는 2차 압축침하

와 관계없이 전 과정 동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1차 압밀침하 중에 점성변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Aboshi와 Matsuda[4]는 장기간에 걸친 공시체의 두께를 변화시킨 실내시험결과를 이용하여 Ladd 등이 주장한 가정 A와 가

정 B의 사이에 변형률-시간곡선이 존재한다는 가정 C를 주장하였다. 

Mesri와 Codlewski[5]는 2차 압축지수는 주어진 하중단계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2차 압축침하에서 체적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효응력 증가의 원인이 되는 변형, 토립자의 재배열 등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Mesri와 Castro[6]는 여러 종류의 흙에 대해서 Ca/Cc = 0.02~0.1의 값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무기질 점토에 대해 Ca/

Cc = 0.04±0.01의, 유기질 점토에 대해서 Ca/Cc = 0.05±0.01의 범위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Kabbaj 등[7]은 현장에 간극수압과 변위를 측정하여 점성토의 응력-변위곡선을 결정하였다. 현장에서의 변위는 실험값보다 느

리게 형성된다고 보고 1차 압밀침하는 시간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2차 압축침하는 간극수압이 소산되는 동안에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Kim 등[8]은 2차 압축지수의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2차 압축침

하에 대한 명확한 이론 및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최종침하량 계산 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3. 국내 연약점토지반에 대한 통계적 분석

3.1 현장개요

국내의 Ca값에 대한 연약지반과 두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국내의 대표적으로 연약지반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인 서해안

당진지역과 남해안 김해지역의 2구간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였다.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압밀시험을 통하여 2차 압축지수를

결정하였다. Fig. 2(a)에서 보여지는 당진지역은 당진군 합덕읍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설을 위하여 실시

된 지반조사시험 중 39개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압밀시험 등을 통하여 80개의 2차 압축지수 Data를 확보할 수 있었다. 김해지

Fig. 2. Location of secondary compression index sur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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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Fig. 2(b)에서와 같이 김해시 진례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김해지역에서 또한 철도 건설을 위하여 실시된 11개소의 지반

조사 중 67개의 2차 압축지수 Data를 확보하였다.

3.2 연약점토지반에 대한 2차 압축지수 Database

당진지역의 2차 압축지수는 Fig. 3(a)에서 보는바와 같이 0.0006~0.014의 다양한 측정값을 나타났다. 서해안 당진지역의 경우

비교적 심도가 얕은 10m 이내에 연약지반이 분포하였다. 김해지역의 2차 압축지수는 0.00028~0.016의 다양한 값이 측정되었다.

또한 김해지역은 당진지역과 비교하여 5~25m의 다양한 심도에서 연약지반이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Fig. 3(b)는 김해지역

의 구간별 지반조사에 따른 2차 압축지수를 나타내었다.

Fig. 3. Measurement of the secondary compression index value and distribution.

4. 연약점토지반 2차 압축계수(Ca)의 확률분포 분석

Data에 대한 확률분석은 보다 넓은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여 Database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나 철도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당진지역 및 김해지역의 지반조사 결과를 대표 구간으로 가

정하여 확률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4.1 서해안 당진지역과 남해안 김해지역의 2차 압축계수(Ca)의 확률적 분석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많은 현상이나 과정은 항상 측정치나 관측치의 범위가 있으며, 사건이 발행할 수 있는 확률은 이 범

위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이 범위 밖에서 일어날 확률보다 크게 된다. 이러한 실험적 자료의 특징은 공학에서 있어서

Fig. 4. Distribution and frequency of the secondary compress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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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gram이나 Frequency Diagram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이론적으로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확률밀도함수에는 정규분포(Gaussian 분포), 대수정규분포(Log-normal 분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분포함수

가 있으며, 정규분포함수는 종모양을 나타내며 좌우 대칭의 형태를 보이고, 대수정규분포함수는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의 비대

칭 모양을 나타낸다.

당진과 김해지역의 Data를 Frequence graph로 표현하면 Fig. 4의 경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지역 모두 그래프들은 대체로

대수정규분포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전 지반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면

Fig. 4(a)와 같이 당진지역은 2차 압축계수인 Ca값이 0.002 이하의 값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해지

역은 Fig. 4(b)와 같이 서해안 당진지역에 비하여 Ca값이 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확률밀도함수의 적용에 있어서 대수정규분포(Log-normal 분포)를 적용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확률분포함수의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

대수정규분포(Log-normal 분포)는 통계자료 X의 자연대수 lnX가 정규분포를 가질 때, 이를 대수정규분포라고 한다. 대수정규

분포는 식(7)과 같은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 식(8)~(11)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7)

여기서, λ: 통계자료 X에 자연대수를 취한 lnX의 평균, μ: 통계자료 lnX의 밑의 거듭제곱으로 취한 평균.

(8)

(9)

(10)

(11)

여기서, ζ: 통계자료 X에 자연대수를 취한 lnX의 표준편차, σ: 통계자료 lnX의 밑의 거듭제곱으로 취한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이러한 대수정규분포(Log-normal 분포)는 Ca값의 확률밀도함수로 사용되었으며, 이 분포함수를 이용하면 신뢰

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4.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2차 압축침하량에 대한 확률적 분석

당진지역의 경우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값은 식(8)과 (9)를 이용하여 0.003으로 분석되었고, 표준편차는 식(10)과

(11)를 이용하여 0.0026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김해지역의 경우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값은 0.0038로 분석되었고, 표

준편차는 0.003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연안지역이라도 서해안과 남해안의 특성에 따른 분포경향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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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ve analysis by log-normal distribu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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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서 (a), (b), (c) 구역은 Fig. 6(b)와 같이 콘크리트 궤도의 수명을 50년으로 가정한 후, Ca값과 연약지반의 두께에 따

라 2차 압축침하량이 무조건 25mm 이상 발생하는 경우와 무조건 25mm 이하인 경우, 두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분석하

여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a) 구간은 2차 압축지수가 0.0006 이하이고, 연약지반 두께가 27m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허용

잔류침하량을 만족하는 구간이다. (c) 구간은 연약지반 두께가 2m 이상이고, 2차 압축지수가 0.01이상인 경우 무조건 허용잔류

침하량을 초과하는 구간이다. (b) 구간은 2차 압축지수와 연약지반 두께에 따라서 허용잔류침하량의 초과여부가 결정되는 구간

이다.

이에 따른 당진지역과 김해지역의 확률분포를 분석해보면 당진지역의 경우는 연약지반 두께가 2m 이상인 경우 Ca값이 허용

잔류침하량(25mm 이상)을 초과하는 구간은 12.7%, 연약지반 두께가 27m 이하인 경우 허용잔류침하량을 만족하는 구간은

3.3%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김해지역의 경우에는 연약지반 두께가 2m 이상인 경우 Ca값이 허용잔류침하량을 초

과하는 구간은 14.7%, 허용잔류침하량을 만족하는 구간은 2.3%가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두 지역 모두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성토체 위에 콘크리트궤도 부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평균 10% 이상 보여주는 결과로 연약지반의 설계에 매우 신중하여

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5. 콘크리트 수명을 고려한 연약점토지반 두께와 2차 압축침하량과의 상관관계

침하와 관련된 기준은 구조물의 특성 및 사용목적, 중요도, 공사기간, 지반의 특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다. 특히 연약지반에서의 침하는 개량완료 후 수년 또는 수십년에 걸쳐 발생하므로 압밀침하에 대한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하와 관련된 철도건설기준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콘크리트궤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허용잔류침하기

준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콘크리트궤도의 허용잔류침하기준은 유지보수상의 목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승차감, 주행 안전성 및 궤도 각 부분의 강도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침하기준은 체결구의 상하조절 여유와 콘크리트궤도의 구조설계상의 허용변위량, 승차감 등으

로부터 결정된다. 체결구의 조절 여유량은 3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체결구의 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독일과 일본

의 경우, 영구 허용침하량을 15~30mm를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허용잔류침하량 기준(호남고속철도)은 궤도구축 후 25m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지모양으로 잔류침하가 생길 경우 최대 60mm까지 허용하고 있다. 분지모양의 침하는 궤도틀림에

관한 유지보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최대의 침하량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경우 25mm 침하기준에 대하여 유지보수 수행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하와 관련된 철도건설

기준 중 허용잔류침하량 25mm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5)를 이용하여 2차 압축지수 및 연약지반 두께에 따른 2차 압축침하량의 상관관계를 콘크리트궤도 시공 완

료 시점으로부터 궤도의 수명 40년, 60년, 80년, 100년으로 고려하여 콘크리트궤도의 허용잔류침하량 25mm 지점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이는 Fig. 6(a)를 통하여 간단하게 콘크리트궤도의 허용잔류침하량 초과 유·무를 파악할 수 있어, 철도노반 설계 시

노반구조 선정에 활용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콘크리트궤도 수명을 40년, 60년, 80년, 100년으로 고려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 국

내·외적으로 콘크리트궤도를 철도에 적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관하여, 아직 콘크리트궤도 수명에 대한 명

Fig. 6. Relationship between soft ground thickness and the secondary compression index considering lifetime of concrete track.



이상철 · 조국환

20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2호 (2016년 4월)

확한 기준 및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50년까지는 강도가 유지되며, 50년 이후에는 강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장기유지보수 계획으로 콘크리트궤도 교체주기를

50년에서 6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 수명 5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한 데이

터 분석을 실시하여 Fig. 6(b)에 나타내었다. Fig. 6(b)에서는 2차 압축지수, 연약지반 두께, 궤도의 수명 50년에 따른 2차 압축

침하량에 따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6(b)와 같이 궤도수명 50년을 기준으로 2차 압축침하량을 산정하면 2차 압축지수

가 0.0006 이하이고, 연약지반 두께가 27m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허용잔류침하량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콘크

리트궤도 수명 50년을 기준으로 연약지반 두께가 2m 이상이고, 2차 압축지수가 0.01이상인 경우 무조건 허용잔류침하량을 초

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압축지수 0.0006에서 0.01사이에서는 연약지반 두께에 따라서 허용잔류침하량의 초과여부가 결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연약지반이 분포하고 있는 서해안 구간과 남해안 구간 2곳을 정하여 2차 압축지수의 확률분포

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연약지반의 2차 압축지수 및 연약지반 층의 두께, 콘크리트궤도의 수명에 따른 2차 압축침하량을 그

래프로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국내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약지반의 2차 압축지수 및 연약지반 층의 두께, 콘크리트궤도의 수명(40년, 60년,

80년, 100년)에 따른 2차 압축침하량을 그래프로 제시하여 향후 궤도구조 선정에 활용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메트로와 같

은 운영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궤도수명 50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그래프를 제시하여 보다 간단하게 콘크리트궤도의 허용

잔류침하량 초과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할 경우 보다 간단히 2차 압축계수에 따른 침하량 산정과 더불어

콘크리트 궤도의 적용 가능 여부에 따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Ca값의 확률분포를 고려한 신뢰도해석을 통하여 당진지역과 김해지역에서의 콘크리트궤도 가능여부를 분석해보면 콘크리

트 궤도의 적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10%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의 고속화와 이에 따른 선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많은 지역에의 지반조사와 압

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차 압밀까지만 시험을 실시하고 2차 압축침하에 대한 시험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비의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침하로 인한 열차주행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

이 다수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철도 건설 시 콘크리트 궤도의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2차 압축지수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장기압축침하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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