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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llast track, the most common type of conventional railroad track in Korea, is deteriorated by abrasion of ballast, 
it's penetration into roadbed, and rugged surface of roadbed caused by cyclic loading of train. Persistent occurrence of those 
phenomena lead to insufficient drain capacity, one of major factors in track design, and it increases pore water pressure 
and decreases of shear strength under rainfall condition leading to unstable roadbed. In this study, cylindrical model tests 
are executed for 3 types of geotextile applying cyclic loading in order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displacement and 
bearing capacity of geotextile, and undrained condition has been applied for 0 day, 3 days and 7 days to each geotexti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bout 1% difference at the final displacement rates between reinforced soils and nature 
soils and the displacement of the ground surface increases along with the degrees of the saturation. And in case that water 
contents exceeds the threshold, it is also apparent that weight and tensile strength of geotextile influences displacement 
of the ground surface. And the larger weight of geotextile is, the smaller plastic displacement. It is evaluated that non-woven 
fabric comes into effect on reducing the bearing capacity but, the weight of geotextile has little influence on it.

요   지

국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갈 도상궤도는 지속적인 열차반복하중에 의해 마모, 노반으로 관입, 노반표면의 불균질 등에 

의해 도상자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설계 당초 주요 기능이었던 배수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우가 노반에 체류되고 물로 인해 간극수압이 증가하여 전단강도가 저하되어 점진적으로 노반이 

연약화된다. 이 논문에서는 원형모형실험을 이용하여 부직포 3종류에 대하여 0일, 3일, 7일 체수조건으로 하여 반복하중을 

재하시킴으로써 부직포의 침하특성과 지지력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0일 체수조건에서 토목섬유 보강과 무보강에 따라 

최종 변위는 약 1% 차이가 있으며, 지반의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침하량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보강재의 중량이 클 

수 록 소성침하량이 작게 평가되었으며, 임계 함수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직포의 인장강도와 중량에 따라 침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무보강과 비교해 볼 때 부직포에 의한 토압 저감효과는 있으나, 부직포의 중량에 의한 토압저감 효과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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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갈궤도는 열차하중을 

노반에 균등하게 분포시키고 강우시 노반에 체류되는 우

수를 차단하고 신속히 배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도상자갈은 지속적인 열차반복하중에 의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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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반․포장에 있어서의 지오텍스타일의 적용방법

분야 사용목적 사용재료 요구되는 성능

철도

분니 방지

부직포+지오텍스타일

(일본) 분리

(배수)
부직포(유럽)

노반의 지지력 향상
폴리머 그리드

보강
지오웹

도로

공항

노반의 지지력 저하방지

(노반재의 노반으로의 관입 방지)
부직포 분니

노반재의 노반으로의 관입 방지

reflection crack 방지

노반의 지지력 향상
폴리머 그리드 보강

아스팔트 혼합물층 크랙, 바퀴자국 방지

모, 노반으로 관입, 노반표면의 불균질 등에 의해 도상자

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면 설계 당초 주요 기능이었던 배수기능을 충분히 발

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우가 노반에 체류되고 물로 인해 

간극수압이 증가하여 전단강도가 저하되어 점진적으로 노

반이 연약화된다. 철도에서 분니는 흙 노반에서 필연적으

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계 당시 양호한 지반재료를 사용

하여도 자갈 도상궤도에서는 시공 후 약 4년이 경과되면 

분니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진욱 등, 2005; 최찬

용 등, 2007). 이러한 분니 대책 방법으로 국외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Selig and Waters(1994)은 지오텍

스타일 보강은 철도에서 특히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분니 

지역에 사용함으로써 매우 효과가 좋다고 보고되었다. 또

한 Amsler(1986)는 실 열차 운행구간에 분니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에 토목섬유로 보강된 구간과 보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현장계측을 통해 지오텍스타일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토목섬유 이외로 보강한 구간에서는 

1～2년 이내에 분니가 재발되는 등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평가하였다. Ashpiz et al.(2002)은 실내시험을 통해 부직

포의 오염도에 따른 배수성능을 실험한 결과 영향이 적다

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철도현장에 분니 다발지역에 도상자갈 치

환방법과 토목섬유 보강한 구간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도

상자갈의 경우 1년 이내에 분니가 재발한 반면, 적절한 부

직포의 중량과 충분한 지오그리드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구간은 약 5년간 지난 이후에도 분니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 보고하였다(최찬용 등, 2007). 또한 지오텍스타일로 보

강된 점토지반에 대하여 모형 실험한 결과 침하량과 후팅 

주변 지반의 히빙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Park et al., 1988).

일본의 Miura 등(1990)에 의하면 점토층 위에 보조기층

과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으로 구성된 모형지반

에서 반복하중을 재하하여 지지력 증대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보강재가 보조기층보다는 점토층 위에 위치하였을 때 

침하량의 억제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Nishigata

와 Yamaoka(1992)은 점토지반 위에 25～100mm 모래층

을 두어 그 사이에 보강재를 평면변형률 상태로 실험한 결

과 지오텍스타일 인장력의 수직성분이 점토지반에 전달되

는 연직응력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보강된 점토지반 표

면의 연직응력은 무보강 지반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원형모형실험을 이용하여 지오텍스타일

의 3종류에 대하여 철도하중과 유사한 반복하중을 재하시

킴으로써 지오텍스타일 침하특성과 지지력 변화를 관찰하

였다. 또한 도상자갈이 기능을 상실하여 노반에 물이 체류

되었을 경우의 조건으로 모사하여 노반의 함수비 영향에 

따른 침하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철도노반으로서 지오텍스타일 적용

자갈 도상궤도의 경우 분니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구

조로서 분니는 도상의 탄성을 약하게 하거나, 레일 면의 

침하를 유발하여 열차의 주행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이

러한 분니 개소에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노반면 피복공

을 적용하고 있다. 표 1은 도로와 철도에서 노반, 포장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분야를 정리하였다. 

표 2는 철도건설에 사용되는 지오텍스타일의 최소기준

으로 미공병단에서 제시한 기준이다. 다른 모든 기관도 이

와 유사한 기준값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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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철도건설에서 사용되는 지오텍스타일의 최소기준

(Department of the army & the Air Force, 1995)

물성
최소

요구사항
시험방법

중량, N/m2 330 ASTM D 3776

구조 부직포 -

그래브 인장강도, lb 350 ASTM D 4632

인장변형율, % 20 ASTM D 4632

펀칭강도, lb 185 ASTM D 4833

유효구멍크기, mm
<0.22

(No. 70 Sieve)
ASTM D 4751

투수계수, cm/sec 0.1 ASTM D 4491

봉합강도, lb 350 ASTM D 1683

그림 1. 도상자갈의 반복하중에 따른 침하곡선 (Indararata and Salm,

2005)

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2.1 도상자갈 궤도의 침하특성

자갈 도상 궤도는 열차 반복하중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

형이 진행되는 구조로서 침하와 궤도틀림을 줄이기 위해

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전제로 하는 구조이다. 궤도파

괴 이론에 의하면 자갈궤도의 경우 열차통과하중에 의해 

반복하중을 받아 식 (1)과 같은 침하가 발생한다(이종득, 

2001; 정근영 등, 2006).

  (1)

여기서, 는 침하량, 는 반복횟수 또는 통과톤수, 
   는 계수로서 는 초기 침하의 크기, 는 초기 침

하의 반복횟수와 관련된 계수이다. 윗 식의 1 항은 도상자

갈 작업 초기의 급격한 침하성분을 나타내는 침하성분으

로 도상입자간의 압축과 상부 노반의 초기 압밀과정에 해

당한다. 사질토의 경우 거의 즉시침하가 대부분이다. 제 

2 항은 초기 압밀 과정이후 직선적인 침하거동으로 침목

하부에 도상자갈의 입자가 측방으로 유동에 기인한다. 또

한 계수 은 열차에 의한 궤도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며 도상압력과 도상가속도, 노반의 연약화 등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노반이 연약화 되는 경우, 도

상가속도를 증가시켜 궤도 파괴와 노반 연약화를 가속시

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1은 일반적으로 도상자갈, 또는 노반재료의 반복

하중에 따른 침하특성 곡선으로 예측 식은 주로 식 (2), 

식 (3)의 식을 이용하고 있다. 

  (2)

    (3)

여기서, 는 소성침하량, 는 반복횟수,   는 계수 

이다. 

3. 실내모형실험

3.1 대상시료의 물리적 공학적 특성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철도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강풍화토를 사용하였으며 

실내시험을 수행한 기본물성시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

내시험결과 사용하는 재료는 철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반재료로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노반재로

서는 상당히 양호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토목섬유 부직포의 제원이

다. 부직포 중량은 250～300g/m2
의 범위의 재료로서 부직

포 Case 3의 경우가 다른 Case 1, Case 2의 부직포 재료보

다 인장강도와 중량 측면에서 다소 큰 특징을 가지고 있

다. Case 1 재료의 중량에 비해 Case 2, 3은 각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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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내물성시험 결과

자연 

함수비

(%)

Gs

입   도   시   험

통일

분류

다짐시험 직접전단시험

#200

통과량

(%)

유효입경

(D10)

(mm)

Cu Cc
γdmax
(g/cm3)

ωopt
(%)

c
(kg/cm2)

φ

(°)

11.3 2.74 1.5 0.3 6.67 0.66 SP 2.01 10.2 0.25 38

표 4. 보강재 특성

Case 1 Case 2 Case 3

중량(g/m2) 250 300 350

인장강도(kg) 45 65 80

인장신도(%) 50 50 50

투수계수(cm/sec) 3.9×10-1 3.5×10-1 3.0×10-1

두 께(mm) 2.0 2.5 3.0

유효구멍크기(mm) 0.2 0.15 0.12

 

그림 2. 종합궤도노반 시험 장비 및 모형토조

40% 중량이 더 크며, 인장강도는 44.4%, 77.8% 더 큰 공

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3.2 원형모형실험 장치 및 시험절차

본 실험은 부직포로 보강된 지반과 무 보강 지반에 대하

여 반복하중에 대한 지지력 증가 효과와 침하거동을 관찰

하였다. 또한 지반내의 함수비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3일, 

7일간 체류시켜 총 10개의 실험조건으로 실험하였다. 그

림 2는 실험전경과 모형토조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실험

에 사용된 재하 하중은 실제 궤도(레일, 침목, 자갈도상)를 

통해 노반에 발생되는 응력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일

반적으로 많은 연구결과에서 실제 열차하중에 대한 노반

압력은 열차하중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0kPa 정도이

다. 이 논문에서는 반복하중을 재하시키기 위하여 최대하

중 28kN, 최소하중 5kN으로 하여 진폭이 23kN이 되도록 

하였다. 재하하중에 따른 노반에 작용하는 압력은 최대 

161kPa 정도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압력이 재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복하중에 의한 진동수 산정은 식 (4)에

서와 같이 열차 속도와 열차의 대차간 중심거리(d=12.5m)

의 함수로 표현하여 설계속도를 200km/h로 가정하였다. 

식 (4), (5)에 의해 하중재하 주파수()를 10Hz로 산정하

였다. 

   ․   (4)

  
 ,   

  (5)

3.3 시료 단면 조성

원형 토조내 시료 성형은 KS F2312에 의한 다짐시험의 

최대건조단위중량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짐을 하여 

모형지반을 조성하였다. 시료의 총 높이는 하단에 설치한 

토압계를 제외한 순수 노반 층은 20cm로 하였고, 1층 다

짐두께를 5cm로 하여 총 4층으로 다짐하였다. 하중재하시 

침하에 의해 노반 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하판(직경 

47cm, 두께 1.5cm)은 거의 내부직경에 맞도록 제작하였으

며 재하판 둘레는 마찰을 최소한 억제하기 위하여 윤활제

를 발라 마찰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도상 자갈궤도를 모사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자갈을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여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자갈의 다짐도와 자갈상태에 의

해 발생되는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갈 대용으로 모의

구슬을 사용하였다. 모의구슬의 크기는 3/8인치(9.5mm)

로 노반표면에 4층으로 포설하여 약 4cm 두께가 되도록 

하였다. 하중재하판은 재하판에 하중이 균등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도 현상과 편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그를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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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복하중에 따른 무보강, 보강조건의 침하 거동

표 6. 체수일수에 따른 깊이별 함수비 

     함수비(%)

 노반깊이
0 체수

3일 체수

함수비

7일 체수

함수비

20cm 10.2 27.4 32.4

15cm 10.2 21.2 23.6

10cm 10.2 19.2 22.9

5cm 10.2 16.3 21.6

평균 - 21.0 25.1

실험장비로는 하중재하 장치, 원형토조, 재하판과 변위

계와 토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동적 데이타로거(DAQ 

system, EDX1500)를 통해 초당 200Hz로 데이터를 샘플

링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하중재하 장치는 미국 MTS의 

최대하중 250kN을 정적하중 뿐만 아니라 동적하중을 재

하시킬 수 있는 장비이다. 토압계는 직경 10cm의 원형크

기를 가지며 재하하중을 고려하여 최대 300kPa의 용량을 

사용하였다. 변위계는 최대 50mm (±25mm)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응답주파수는 5Hz를 사용하였다. 

표 5는 매개변수에 대한 각 실험조건과 그에 따른 실험

명을 정리 요약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재하하중, 보강재 

종류, 보강 유무, 체수일수 등의 다양한 변수로 총 10개의 

실험조건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5. 실험 조건

번호 실험명 실험조건

1 Case 0-0

무보강 28kN

0일

2 Case 0-3 3일

3 Case 0-7 7일

4 Case 1-0
보강재

Case1
28kN

0일

5 Case 1-3 3일

6 Case 1-7 7일

7 Case 2-3 보강재

Case2
28kN

3일

8 Case 2-7 7일

9 Case 3-3 보강재

Case3
28kN

3일

10 Case 3-7 7일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부직포 보강에 따른 침하 억제효과

그림 3은 부직포로 보강된 조건과 보강되지 않는 조건

에서의 침하특성 곡선이다. 최적함수비 조건으로 다짐한 

상태로서 양호한 지반조건을 모사한 경우이다. 그림에서

와 같이 침하거동은 초기 침하량(>1,000회)은 거의 같으

나 반복재하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침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강단면의 경우 최종 변형량은 무보강 단

면에 비해 약 1% 정도의 작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2 함수비 영향에 따른 침하효과

체수에 대한 함수비 변화는 시험이 종료 이후 시료 상부

에서 채취하고 5cm 깊이별로 함수비를 확인하였다. 표 6

은 3일과 7일 체수 이후 층별 함수비 측정결과이다. 3일과 

7일 체수 조건에서 최상부에서 측정된 함수비는 최적함수

비 보다 약 17%, 22.2% 각각 크게 측정되었으며 체수일수

가 길어질 수 록 물의 영향으로 하부지반으로 포화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수 3일의 경우 토조내의 평균함수비

는 21.0%, 7일 체수조건에서는 25.1%로 약 4% 정도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다짐시험의 결과로부터 최적

함수비, 비중()과의 관계로부터 간극비()를 구하면 

0.363으로 이때 포화도()는 약 76.8%이다. 따라서 3, 7일 

체수 조건의 경우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포화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현장조건은 강우, 강설 등 다양한 자연환경에 

노출되어져 함수비가 변화되는 조건이다. 이러한 환경조

건에서 토목섬유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강재의 3종류에 대하여 3일과 7일 체류 조건에서 침하

량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4(a), (b)는 체수조건 3일과 

7일의 보강재 3종류에 따른 침하특성이다. 3일 체류한 조

건에서의 초기 침하량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다가 반복

재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Case 1-3의 실험조건이 가장 

적은 침하가 발생하였고, Case 2-3, Case 3-3은 거의 유사

하게 침하가 발생하였다. 체류 7일의 경우에는 실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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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3 days (b) After 7 days

그림 4. 보강재에 따른 침하거동(a: 3일 체류, b: 7일 체류)

Case 3-7, Case 2-7이 가장 적은 침하가 발생하였고, Case 

1-7의 조건에서 가장 큰 침하가 발생하였다. 또한 부직포

의 중량과 인장강도가 큰 재료의 경우(Case 2, 3)에는 체

류일수 3일과 7일의 침하 기울기가 거의 유사하였으나, 

Case 1의 경우 함수비에 따라 기울기의 변화가 심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임계 함수비 이내에

서는 부직포의 인장강도와 중량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

나, 임계 함수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직포의 성능에 따라 

침하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반이 경험하는 함수비조건에 따라 토목섬유의 인장강도

와 중량은 중요한 설계 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4.3 탄성침하량과 소성침하량 비교

원형 등분포하중에 의한 즉시침하는 탄성론에 의거하

여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탄성계수는 Web

(1999)가 제시한 실험조건 구속압력 =71.7kPa와 상대

다짐도 86% 조건의 SM 재료에 대하여 탄성계수 13.8MPa

을 가정값으로 사용하였으며, 포아송비는 0.3으로 가정하

여 식 (6)에 의해 탄성침하량은 3.96mm으로 계산되었다. 

  


 (6)

여기서, 는 원형 등분포하중에 의한 즉시침하량, 는 

반경, 는 포아송비, 는 탄성계수, 는 L/B의 휨성 계수

이다.

일반적으로 하중이 작용하면 탄성침하와 소성침하가 

발생하고 반복하중이 증가하면 지반조건에 따라 점진적으

로 소성침하량이 더 크게 발생한다. 소성침하량 비()은 

식 (7)에서와 같이 식 (3)에 의해 구한 탄성침하량과 2백만 

반복하중 완료 후 최종침하량과의 비로 정의하였다. 

즉, 각 실험조건별 장기침하에 영향을 주는 소성침하량 

비를 측정하여 부직포의 침하 억제효과를 보다 정량적으

로 평가하였다. 

 


   (7)

여기서, 는 탄성침하량에 대한 총 침하량의 비이다, 

는 탄성침하량(mm), 는 200만회 완료 후 최종침하량

(mm)이다. 

표 7은 각 실험조건의 최종침하량과 탄성침하량에 대한 

총 침하량의 비()이다. 표에서와 같이 동일한 보강재 또

는 무보강일 경우 체수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

가하고 있으며, 체수 7일 조건에서 무 보강 실험조건보다 

보강재의 종류에 따라 약 10.8～20% 정도 침하가 감소하

였다. 

4.4 토목섬유에 따른 토압저감효과

표 8은 실험조건에 따른 20cm 하부 지반에서 측정된 

토압이다. 원형 재하판에 의한 지중응력 계산은 탄성이론

에 의해 식 (8)과 같이 구하였으며, 토압계가 위치한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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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실험조건별 최종침하량과  값

번호 실험명 실험조건
최종침하량

(mm)

Strain

(%)
     

1 Case 0-0

무보강 28kN

0일 8.22 4.11 2.08 4.26

2 Case 0-3 3일 12.50 6.25 3.16 8.54

3 Case 0-7 7일 16.08 8.04 4.06 12.12

4 Case 1-0
보강재

Case1
28kN

0일 6.57 3.28 1.66 2.61

5 Case 1-3 3일 9.39 4.70 2.37 5.43

6 Case 1-7 7일 14.34 7.17 3.62 10.38

7 Case 2-3 보강재

Case2
28kN

3일 12.42 6.21 3.14 8.46

8 Case 2-7 7일 13.90 6.95 3.51 9.94

9 Case 3-3 보강재

Case3
28kN

3일 13.01 6.50 3.29 9.05

10 Case 3-7 7일 12.86 6.43 3.25 8.9

표 8. 반복횟수 증가에 따른 토압 변화(kPa)

번호 실험명 실험조건 1,000회 200만회 평균 표준편차

1 Case 0-0
무보강 28kN

0일 112 96 108 7

2 Case 0-7 7일 113 121 125 7

3 Case 1-0 보강재

Case1
28kN

0일 47 52 47 7

4 Case 1-7 7일 58 74 65 6

5 Case 2-3 보강재

Case2
28kN

3일 43 75 64 11

6 Case 2-7 7일 68 75 68 6

7 Case 3-3 보강재

Case3
28kN

3일 66 81 77 9

8 Case 3-7 7일 63 80 71 7

의 지중응력은 약 116kPa으로 실험에서 구한 초기 토압 

112kPa으로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무보강과 부직

포 보강재로 보강된 실험조건과 비교해 볼 때 응력저감 효

과는 약 39.3～61.6%로 응력이 상당히 저감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반면 부직포의 인장강도와 중량에 의한 

토압 저감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8)

여기서, 은 지중응력, 는 원형재하판에 작용되는 응

력, 은 재하판의 지름, Z=깊이이다. 

5. 결 론

국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갈 도상궤도에 대하여 

원형모형실험을 이용하여 지오텍스타일의 3종류와 체수

조건을 변화시켜가며 반복하중에 따른 부직포의 침하와 

지지력 특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최적함수비로 다진 양호한 지반조건에서 부직포로 보

강된 경우와 무 보강의 경우 변위량이 약 1% 정도 차

이가 발생하였다. 

(2) 지반의 포화도(함수비의 증가)의 증가에 따라 침하량

이 커지며, 최종침하량과 탄성침하량에 대한 총 침하

량의 비()의 경우 동일한 보강재 또는 무보강일 경

우 체수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고 있으

며, 체수 7일 조건에서 무 보강 실험조건보다 보강재

의 종류에 따라 약 10.8～20% 정도 침하가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임계 함수비 이내에서는 부직포의 인장강도와 중량은 

침하량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임계 함수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직포의 성능에 따라 침하량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반이 

경험하는 함수비 조건에 따라 토목섬유의 인장강도와 

중량은 중요한 설계 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무보강 조건과 비교해 볼 때 부직포에 의한 토압저감 

효과는 약 39.3～61.6%로 토압이 상당히 저감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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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직포의 인장강도와 중량에 의한 토압 저감효과

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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