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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itional zone between bridge abutment and earthwork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vulnerable zones in 

railway where differential settlements may take place due to the different   supportive stiffness. Although 

transitional zones are managed with  stricter standards than those of the other earthwork zones either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s , it is very difficult to prevent differential settlement perfectly.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applying train moving load in this study. The 

analytical model including abutments and earthwork zones was constituted with rail, sleepers, track concrete layer 

(TCL), hydraulic stabilized base (HSB), reinforced road bed, and road bed using railway and road base structure. 

The clamp connecting the rail and sleeper were also modeled as the element with spring coefficient. The train 

wheel is modeled in the actual size and moved on the rail with 300 km/hr speed.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at each point of the rail and the ground were considered in detail when moving the train wheel.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two-dimensional analysis without considering moving loa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displacement and stress were greater in the three-dimensional analysis than in other analyses, and the 

three-dimensional analysis with moving load should be performed to evaluate railway performance. 

1. 서 론

  구조물 속부는 교량에서 토공, 터 에서 토공, 유도상궤도에서 무도상궤도 등 궤도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의 지지강성이 변화하는 구간을 말한다. 구조물 속부에서 지지강성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면 강

성차에 따른 불균등 침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열차의 이상 진동  충격하 이 발생하게 된다. 열

차의 진동은 승차감을 하시키고 결과 으로 열차의 주행안정성  안 성에 향을 미치며 충격하

은 노반의 침하  궤도재료의 손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래한다. 그러므로 최근 철도의 고속화에 따

른 차량의 주행안정성  궤도와 노반의 유지보수의 에서 속부의 향은 매우 요한 검토사항이

라 할 수 있다. 자갈도상궤도의 경우 자갈 보충  다짐을 통하여 보수를 시행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궤

도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수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설계  시공부터 이와 

같은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물 속부의 설계와 유지보수에 한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속부에서의 발생되는 문제 을 최소화하는 획기 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속부의 정확한 이해와 성능을 개선하기 해서는 다양한 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하  재하방식의 3차원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이동하 을 고려한 2차원  고

려하지 않은 2차원 해석과 비교 후 열차바퀴 이동시 지반의 각 치에서의 변형 특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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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 속부

  구조물 속부란 교량에서 토공, 터 에서 토공, 유도상궤도에서 무도상궤도 등 궤도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의 지지강성이 변화하는 구간을 말하며 지지강성차에 의하여 시공기면에 단차가 발생하거나 동

특성의 변에 의하여 열차주행시 궤도틀림의 진행, 승차감의 악화 등을 일으키기 쉽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재까지 획기 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 속부에서의 문제로 열차의 주행과 지지강성 불균형 이외에도 강우, 결빙, 배수 등 

환경 인 원인, 토공  교량의 구조 인 원인 등의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량/

궤도/노반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게 거동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거동을 평가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험 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속부의 정확한 이해와 성능을 개선

하기 해서는 다양한 근과 노력이 필요하다(1).

3. 국내 구조물 속부 설계  형식

 3.1 속부 설계  리기

  국내 속부 설계  리기 은 표 3.1과 같이 4가지 항목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차체상하 진동가

속도의 경우 토공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가속도이며 승차감에 향을 미치는 값이다. 차체상하 진동가속

도와 윤 변동율의 경우 주행안 을 고려한 값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응력의 경우 윤 변동  지지강

성의 불균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응력의 피로를 고려하여 용하 다. 상향 일압력의 경우 경계부에서 

지지강성의 불균일에 의하여 일 체결장치에 상향압력이 작용함으로 이를 고려하여 용하고 있다.

표 3.1 Transitional zone design of standards 

항목
차체상하 

진동가속도
윤 변동율 일응력 일압상력

기 값 1.3sec 0.13 90MPa 체결력의 70%

 3.2 속부 표 단면

  국내의 경우 구조물 속부는 궤도 품질에 큰 향을 미치는 취약한 구간이고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

는 콘크리트궤도에 용됨을 감안하여 독일 고속철도의 기 을 사용하여 설계하 다. 그림 3.1은 각 구

조물 속부 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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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명  칭 재질  다짐도

① 시멘트 처리된 보조도상 D(max) = 31.5㎜, 3%시멘트, ≥100% OPM

② 보조도상 D(max)=31.5㎜, ≥100% OPM

③ 입도조정부순돌 D(max)=125㎜, ≥80MN/㎡,  EV2/EV1 < 2.3

④ 시멘트 처리된 자갈 D(max)=63㎜ 3%시멘트, ≥120MN/㎡, EV2/EV1 < 2.2

⑤ 일반자갈 D(max)=63㎜, ≥80MN/㎡, EV2/EV1 < 2.3

⑥ 토공표 쌓기

          그림 3.1  Transitional zone between bridge abutment-earthwork (approach slab)          

                     표 3.4 Transitional zone back filling compaction standards

     

구  분
시멘트 처리된 

보조도상
시멘트 처리된 자갈 일반자갈 비고

평 재

하

Ev2 120MN/㎡이상 120MN/㎡이상 80MN/㎡이상

Ev2/Ev1 2.2미만 2.2미만 2.3미만

장 도 100%이상 - -

4. 하  재하 방법에 따른 노반 응력 특성

 그림 4.1(a)은 하  재하를 고정된 지 과 이동하  조건에서 지반내의 응력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특

히 일을 체결한 궤도조건에서는 하 이 재하되는 부분만 변 가 집 되어 침목이 뜨게 되는 들뜸 

상이 발생하여 응력이 작게 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을 체결한 경우에는 노반의 거동

이 작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하 이 이동하는 경우에

는 노반내부에서의 응력거동은 압축, 인장, 단응력이 동시에 복합 으로 작용하여 3차원 인 거동을 

보여 고정하 과 다른 응력상태에 놓이게 된다(4,5).

              (a) Fixed loading case                        (b) Moving wheel loading case

     그림 4.1 Different of stress in soil mass with fixed point loading and moving wheel loading       

 

 Ledbetter(6)는 이동하 에 하여 지반의 응력상태를 응력경로로 평가한 바 있다. 그림. 4.2는 이동하

에 한 응력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 으로 고정된 지 에 수직하 을 받는 경우

에는 압축거동만 받아 응력경로상에서 A->D로 거동하지만, 이동하 의 경우 응력경로상에서 보면 

A->B->C->D로 압축뿐만 아니라 인장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동하 의 경우 수직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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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  경로와 달리 인장거동을 하기 때문에 단변형과 소성변형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4.2 Deviator stress q, vs. mean normal stress, p, stress space for a moving wheel load

4.1 이동 윤하  재하방식

 이동윤하  재하방식은 노반의 하 재하 이력을 그 로 모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4.3은 하

재하시 노반요소에서의 주응력 발생방향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윤하 이 이동하게 되면 주응력

방향 한 시계방향으로 회 하게되며, 결국은 모든 재하지 에서 응력발생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하

게 된다. 정 해석, 유사정 해석  고정식 반복재하시험 등에서는 재하지 이 고정되므로 이러한 주응

력의 변화를 모사할 수 없다. 이동윤하  재하방식의 해석을 수행할 때 노반요소에서의 형 인 주응

력  단응력의 발생경로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3 Rotaion of principal stresses and planes due to moving wheel loading     그림. 4.4 Stress path due to moving load(roadbed)

4.2 수치해석

  속부는 강성차가 매우 큰 두 개의 구조물이 해있고 열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시

간  환경에 매우 의존 이기 때문에 거동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시험의 목 에 따

라 해석방법이 달라진다. 해석 방법은 정 해석, 유사정 해석, 동 해석, 유사동 해석이 있다. 보다 정

확한 평가를 해서는 모형시험이나 장시험등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정 해석과 이동윤하  재

하방식의 동 해석(직 분법)을 사용하 다. 하 은 교량에서 토공방향으로 이동하 만 고려하 다.

 동  하 을 받는 어 로치블럭의 동 해석을 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LUSAS를 사용하

다. 특히 해석 상 문제가 동 하   어 로치블럭의 다양한 경계면을 포함하는 문제이므로, 외연  

근방법으로 고속 동  문제, 복잡한 경계면을 가지는 문제, 높은 비선형성을 가지는 -정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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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한 LUSAS/Implicit Dynamics 모듈을 사용하 다.

4.3 해석모델

 교 와 토공구간을 포함하는 해석모델의 총 길이는 40m, 깊이는 5.8m로 모델링하 고, 비선형 3D해석

을 수행하 다. 해석모델은 KTX의 동력차와 객차가 교량을 통과하여 토공으로 진행하는 짧은 속구간 

내에서의 변형특성을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해여 실제 열차바퀴를 실물

크기로 모델링하여 일 에 300km/h의 속도로 이동시켰다. 동  윤 의 크기는 콘크리트궤도에서의 충

격률(1.17)을 고려하여 209KN을 용하 다. 분시간 간격은 × 이며 총 해석시간은 0.13 이다.

                                        



                                      (1)

                            여기서,  : KTX 동  윤하  (110KN)

                                     : 열차속도 (Km/h)

 그림 4.5해석모델은 궤도  노반구조를 사용하여 일, 침목, TCL층, HSB층, 강화노반, 노반으로 구성

하 다. 모든 요소는 3차원 입체 형상의 Solid요소로 용하 고 입체요소의 은 Equivalenced 되어 

처짐과 응력이 공유되도록 모델링 되었다. 지반구성은 비선형 재료모델인 Mohr-Coulomb model을 사용하

다. 일과 침목을 연결해주는 체결장치는 ×의 스 링 계수를 갖는 요소로 모델링하

다. 실물크기로 모델링한 열차바퀴는 일과 한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차 인 과정을 

Slide Line Facility를 이용하여 그 로 구 하 다. Slide Line은 Master Surface와 Slave Surface를 지정함으

로써 해석을 진행하 다. 해석단면의 양쪽측면과 하부경계는 응력 의 반사  굴 을 제거하기 하여 

무한요소를 용하 다. 해석에 사용된 궤도노반의 상세한 물성은 표 4에 정리하 다. 해석에 사용된 물

성값은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겸험 으로 결정한 값이다(7,8)

   

   

                                    그림. 4.5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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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Analysis parameters 

    

모델
탄성계수

()

단 량

() 

포아송비( ) 착력

(Kpa)

내부

마 찰 각

(°)

Rail Elastic × 7.85 0.3 0 0

TCL Elastic × 2.1 0.21 0 0

HSB Elastic × 2.1 0.21 0 35

Road bed 1
Mohr-Coul

omb
× 1.8 0.2 3.0 32

Road bed 2
Mohr-Coul

omb
× 1.8 0.2 5.0 30

Abutment Elastic × 2.5 0.21 - -

Approach block Elastic × 2.0 0.21 0 0

      

                                          

 4.4 해석결과

  4.4.1진동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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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Comparison of maximum power spectrum at approach block 

 그림. 4.6은 이동하  통과시 어 로치블럭 20m의 TCL층에서 어 로치 블록의 진동가속도값을 나타낸 

것이다. 가속도 값은 오차율을 이기 하여 워스펙트럼의 최 값을 사용하 다.

 어 로치블럭 20m인 경우 치별 진동가속도의 변 가 크게 나타났다. 블록이 설치된 치에서 12m까

지는 진동이 감소하다가 토공부를 지나면서 과 한 진동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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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 at each approach block

 4.4.2변

  그림. 4.7은 TCL층을 기 으로 3D이동하 , 2D이동하 , 정하 의 연장별 최 수직변  값을 거리별

로 나타낸 그림이다. 변 의 경우 TCL층 하부를 기 으로 측정하 다. 가로축에서 3m까지는 교 를 나

타내며, 3m이후부터 어 로치블럭이 설치되어있다. 

 그림.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D정하 은 교 를 지나 격한 변 를 발생하다가 토공부 진입 시 완

만한 변 를 나타낸다. 2D이동하 은 교 를 지나 완만한 변 를 발생하다가 토공부 진입 시 격한 변

를 나타낸다. 3D이동하 은 교 를지나 격한 변 를 발생하다가 토공부 진입 시 다시 격한 변

를 발생한다. 이처럼 격한 변 의 변화는 구조물간의 강성차를 완만하게 완화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열차의 주행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복주행하 에 의한 소성변형이 크게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3D이동하 이 2D이동하 과 2D 정하 에 비하여 최 변 가 약2배 차이가 났다.

 2D정하 , 2D이동하 , 3D이동하 의 모델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2D는 

열차진행방향을 기 으로 횡방향이 구속된다. 3D모델은 일의 실제 인 모델에 의해서 국부 인 하

작용이 가능하다.

 바퀴가 1개가 이동할 경우 자유진동과 유사한 거동을 유지하는 에 감쇠비가 용된다. 2개 이상인 

경우는 앞서 거동한 바퀴하 에 의한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바퀴가 지나가게 된다. 이로 인해 진

동은 증폭 혹은 상쇄되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하 치, 속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측하기 불가능하다.

 바퀴가 1개인 경우 침목을 통과 후 침목이  일은 들림 상이 발생하게 된다. 2개 이상인 경우 이

어오는 하 에 의해 들림 상이 잡히게 되므로, 지반에 달되는 하 패턴이 다르게 될 수 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철도노반 해석 시 2D정 해석과, 2D이동하 재하 방식, 3D이동하  재하방식의 하 을 

재하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응력과 침하특성을 비교하 다. 실제 철도하 과 같이 하 이 이동하는 

경우 노반내부에서의 응력거동은 압축, 인장, 단응력이 동시에 복합 으로 작용하여 3차원 인 거동을 

보이며 다른 응력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럼으로 고정된 지 에서의 하 재하 평가보다는 이동하 으로 

평가하여 하며, 2D정 해석과 2D이동하 재하 방식의 해석보다는 3D이동하  재하방식이 더 정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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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철도하   평가 시 정확한 노반의 거동을 평가 할 수 있었다.

1) 어 로치블럭 20m인 경우 치별 진동가속도의 변 가 크게 나타났다. 블록이 설치된 치에서 12m

까지는 진동이 감소하다가 토공부를 지나면서 과 한 진동이 발생하 다. 이는 열차의 승차감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 TCL층에서 어 로치 블록의 최  진동가속도 21.87이다. 이 가속도 값을 이용하면 보다 낳은 

차량진동 가속도 산정에 사용될 수 있는 노반의 가속도 값을 제시하 다. 

3) 3D이동하 이 2D이동하 과 2D 정하 에 비하여 최 변 가 약2배 차이가 났다. 이는 실제 철도하

 평가 시 정확한 노반의 거동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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