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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궤도의 적용성 검토

Evaluation on the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al Roadbed Stiffness for 

High Speed Concret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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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유도상 궤도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

는 궤도로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3D작업 기피현상 등으

로 인해 유지보수가 더욱 곤란해질 전망이다. 이에 주행 안

정성 확보와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무도상 궤도의 활발한

채택이 예상된다. 기존의 강화노반의 두께에 대한 연구는 국

내에서 최찬용 등[1]이 상하부노반의 지반조건에 따른 강화

노반층의 응력과 변형특성을 해석하여 강화노반 두께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의 민감도를 분석하였고, 이일화 등[2]이

ABAQUS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동하여 흙쌓기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궤도 강화노반 두께가 최소 15cm이면 충분할 것

으로 제시하였다. 신은철 등[3]은 GEOTRACK을 이용한 수

치해석을 통해 열차하중과 노반조건에 의한 노반내의 응력

상태를 파악하고 반복하중이 고려된 소성경험식을 통하여 흙

의 종류 및 강도에 따른 강화노반의 두께를 산정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는 실대형 실험 또는 현장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수치해석에만 의존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수치해석의 경우는 입력변수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

게 도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대형 실험 등을 통한 수치

해석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 일본에서는 강

화노반을 포함한 철도노반 설계에 있어 기존의 경험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에서 성능중심 설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철도구조물등설계표준·동해설[4]에서는 성능설계와 사

양설계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

국에서는 경험적 또는 이론식에 의해 두께를 결정하고 있고,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열차종류, 열차속도, 선로의 등급

Abstract Based on Korean railway design standards, the thicknesses of the reinforced roadbeds of conventional and high

speed railways are different, and so too, for the size distribution of the ballast particles. Accordingly, considerable cost would

be required to increase operating speeds of conventional lines, in particular related to changing from a ballasted track system

to a ballastless one. In this study, applicability of a roadbed which supports conventional ballasted track, for use as a ballast-

less track for a high speed rail line was examined. A reinforced roadbed for a conventional railway is 20cm thick, and the

type of material used for a conventional reinforced roadbed is M-40 (crushed gravel for road embankments). A dynamics

tes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occurrence of the permanent settlement of the track substruct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without changes to the track substructure, an operational speed of 400km/h is feasible with a ballastless track. This

result; however, is from laboratory experiments. Further studies, such as numerical analyses or field validatio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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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 철도노반설계기준에는 강화노반 두께를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강

화노반의 입도기준도 이원화 되어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기존선 속도향상 또는 유도상 궤도를 무도상 궤도로 변

경 시 강화노반 두께증가 및 재료변경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대형 실험을 통

하여 노반상태 변경 없이 기존 일반철도인 유도상 궤도를 무도상 궤도로 변경하고 동일선로에서의 열차속도 향

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철도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화노반 두께를 20cm로 하고 강화노반 재료를

입도조정부순골재(M-40)를 사용한 선로 노반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고 철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노반침하를

비교한 결과, 기존 일반철도 자갈궤도의 강화노반 두께 및 재료 변경 없이 무도상 궤도화가 가능하며 열차속도

400km/h까지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내실험만의 결과이므로 추후 수치해석과 현장 실

측치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어 : 강화노반, 열차속도향상, 고속철도, 노반설계기준, 노반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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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설계 지표를 통한 흙의 역학적 거동을 분석하여 강화노

반 두께를 결정한다[5]. 

한편 철도설계기준(노반편)[6]에서는 강화노반 두께를 일

반철도는 20cm, 고속철도는 40~50cm로 제시하고, 강화노반

재료도 일반철도는 입도조정부순골재(M-40, M-30, 20)를 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고속철도는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강화노반

의 두께 및 재료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어 설계 및 시공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서 동일한 강

화노반 재료의 적용과 강화노반 두께 절감의 일환으로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강화노반 재료와 두께로 조성된 노반 상의

무도상 궤도를 대상으로 속도향상 시 상부노반 및 궤도의 누

적침하와 탄성변위를 측정하고 상부노반 내의 응력분포특성

을 파악함으로써 철도설계기준(노반편)[6]에서 제시하고 있

는 노반 침하기준과 비교하여 무도상 궤도의 적용성 및 안

정성을 평가하였다.

2. 실대형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2.1 개요

일반철도 강화노반 상의 무도상 궤도의 적용성과 동일 노

반조건에서 열차속도 증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대

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장비는 실제 현장의 철도노

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 실내 소형시험에서 발생

하는 Scale effec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대형통합성능시험 시스템

은 토조, 하중재하 장치와 하중 반력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자동제어장치, 펌프실, 냉각장치 등이 있다. 하중재하

장치의 사양은 최대 동적 하중이 250kN이며, 가진 진동수

는 100Hz, 동적 변위는 ±125mm이다. 토조는 폭(W) 4.5m,

깊이(D) 4m, 길이(L) 20m의 크기로 Fig. 2에 나타내었다.

2.2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2.2.1 콘크리트 슬래브

실대형 실험에 조성한 콘크리트 궤도는 경부선 2단계에 적

용된 레다-2000을 사용하였으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상 콘크리트(TCL : Track Concrete Layer)와 노반 강화 콘

크리트(HSB : Hydraulically Stabilized Base)로 구성되었다.

콘크리트 침목은 Bi-Block형 콘크리트 침목을 사용하였으며

침목간 중심간격은 65cm이다.

도상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k)는 30MPa이고 폭은 3.2m,

두께 24cm이며, 철근의 보강비율은 도상 콘크리트 횡단면

의 0.8~0.9%로 하였다. 노반 강화 콘크리트는 강화노반상에

콘크리트 층의 두께 30cm, 폭 3.8m로 시공하였고 압축강도

(fck)는 12MPa이다. 콘크리트 궤도에 사용한 침목의 28일 압

축강도는 50MPa이다.

Fig. 3 Cross section of Rheda-2000

2.2.2 실험 노반

실대형 실험의 단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강화노반

은 일반철도의 강화노반재료인 입도조정부순돌(M-40)을 사

용하여 두께 20cm로 조성하였고 상부노반은 철도설계기준Fig. 1 Overall view of loading equipment

Table 1 Grain size distribution of reinforced roadbed(M-40)

Passing percentage by weight(%)

Item
Particle size range

(mm)

Size of sieves(mm)

53 37.5 31.5 26.5 19.0 13.2 4.74 2.36 0.425 0.075

Standard 40~0 100 95~100 - - 60~90 - 30~65 20~50 10~30 2~10

Reinforced 

roadbed(M-40)
40~0 100 100 - - 69 - 42 31 17 5

Fig. 2 Front view of soi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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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편)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재료를 사용

하였다. Table 1은 철도설계기준(노반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철도 강화노반인 M-40재료의 입도분포 기준과 실대형

실험에서 사용한 강화노반의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Table 2는 상부노반 재료의 물성시험 결과로 흙쌓기 재료의

노반설계기준인 군분류상 A군에 속하는 SW로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상부노반 재료의 입도분포곡선 및 다짐특성

곡선은 Fig. 4와 같다.

2.3 재하하중 조건

레일에 작용하는 하중은 열차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

하중을 적용한다. 충격하중은 활하중에 충격계수(i)를 곱하

여 구하는데, 정확한 충격계수는 정적하중과 동적하중을 현

장에서 계측하여 구하여야 하나 각 선로별 편차가 크므로 기

존의 제안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적용하

고 있는 식(1)을 이용하여 충격계수를 산정하였으며 최대값

은 1.8이다.

i = 1.0 + 0.3(v/100) (1)

실대형 실험에 적용한 열차는 KTX 열차로서 대차축간거

리는 동력차의 경우인 14m를 적용하여 주파수를 산정하였

고, 재하하중은 KTX의 윤중 85kN에 속도에 따라 충격계수

1.6과 1.8을 각각 곱하여 136kN과 153kN을 적용하였다.

Table 3은 속도대역별 주파수, 재하하중, 재하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재하횟수는 각 속도대역별로 경부 고속철도 2단계구간의

년간 통과톤수 14MGT에 해당하는 100만회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하중제어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장비

특성상 재하하중과 재하주파수의 관계 등에 의해 재하시 하

중을 0으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하여 모든 실험케이스에서

Fig. 5와 같이 최대하중과 최소하중의 차가 100kN이 되는

정현파 하중을 재하하였다.

Fig. 5 Loading cycle

2.4 계측항목과 위치

계측항목과 위치는 Fig. 6과 같다. 계측항목은 토압, 지중

Table 3 Frequency, load and loading time with velocity for the

test

Velocity

(km/h)

Frequency

(Hz)

Impact 

factor

Load

(kN)

Loading 

time(hr)

200 4 1.6 136 70

300 6 1.8 153 47

400 8 1.8 153 35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upper roadbed

Item OMC(%)

Maximum 

dry density

(γdmax, kN/m3)

Maximum 

particle size

(mm)

Modified CBR

(%)

Passing #4

(%)

Passing #200

(%)
PI

Standard - - 100 10 over 25~100 0~25 10 less

Upper roadbed 8.5 21.6 100 - 64.1 0.7 N.P

Fig. 4 Grain size distribution and compaction curve of upper

roadbed 

Fig. 6 Experimental cross section and instrum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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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 및 궤도변위이며, 토압계와 지중침하계는 강화노반 상

면으로부터 0, 0.5, 1.5, 2.5m에 설치하였고, 궤도변위계는 레

일, TCL층, HSB층에 설치하였으며, 사용된 계측기의 사양

은 Table 4와 같다.

2.4 시험방법

토조 내에 부설한 하부노반과 상부노반의 다짐도를 철도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값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험 전 다

짐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짐시험결과 다짐롤러를 이용하여 무

진동 2회, 진동 7회로 다짐을 한 경우, 고속철도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의 기준치인 K30≥110MN/m3, Ev2≥80MN/m3,

Ev2/Ev1<2.2, 다짐도≥95%를 모두 만족하였다 재하순서는

200km/h에 해당하는 윤중 136kN을 4Hz로 100만회 재하 후

속도향상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300km/h, 400km/

h에 해당하는 윤중 153kN을 각각 6Hz, 8Hz로 100만회씩 재

하 하였다.

3. 실대형 실험결과 분석

3.1 노반 누적침하

열차속도 증가에 따른 강화노반면 및 지중 깊이별 누적침

하량은 Fig. 7과 같다.

누적 침하량은 노반 상부일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속

도 향상 시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속도 200km/

h에서 300km/h로 속도향상 시 누적침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윤중이 충격계수의 증가에 따라136kN에서 153kN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300km/h에서 400km/h로 속도향상 시

누적침하량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속도에 의한

충격계수가 둘 다 1.8의 한계값이 적용되어 윤중의 증가 없

이 재하주파수만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300만회 재하

이후에도 누적침하량은 수렴하지 않고 다소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200km/h 속도로 1년간 주행한 결과 강화노반면에서의 누

적침하량은 0.79mm 발생하였으며 300km/h와 400km/h로 1

년간 주행한 결과 강화노반면의 누적침하량은 각각 0.24mm

와 0.05mm씩 증가하였다. 

Fig. 8은 노반의 깊이별 누적침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깊

이가 깊어질수록 누적침하량은 적게 발생하며, 속도대역별

침하량의 차이도 적게 발생한다. 이러한 특징은 노반 깊이

가 깊어짐에 따라 열차하중의 영향을 작게 받기 때문이다. 

각 속도대역별로 총 300만회 재하 시의 강화노반면의 누

적침하량은 콘크리트 궤도에서의 열차하중에 의한 흙쌓기 허

용 잔류침하량 기준 5mm를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

도설계기준(노반편)[6]에 의하면 콘크리트 궤도에서의 흙쌓

기 허용 잔류침하량 기준은 30mm 이하이며, 이는 원지반 침

하량과 성토체 침하량 및 궤도구조에 의한 침하량 25mm와

열차하중에 의한 침하량 5mm를 포함한 값이다.

3.2 노반 탄성변위

열차속도에 증가에 따른 강화노반면 및 지중 깊이별 탄성

변위는 Fig. 9와 같다.

F.L.(-)1.5m 이하에서 탄성변위는 열차하중의 영향이 미미

하여 열차속도대역과 무관하게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이

고 있으며, F.L.(-)0.5m와 강화노반 상면(F.L.)에서 탄성변위

량은 각각 0.05~0.07mm와 0.11~0.16mm이다. 초기의 탄성

변위는 진폭의 변화가 있었으나 100만회 재하 이후 반복하

중의 영향으로 노반의 강성이 증가하여 거의 일정한 탄성적

거동 추이를 보이고 있다. 유도상 궤도에 대한 실대형 실험

결과에서는 열차속도 160km/h에 해당하는 재하하중 90kN

에 대하여 강화노반 최상부에서의 변위 진폭이 0.4~0.8mm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8] 본 논문에서는 무

Table 4. Specifications of instrumentations used

Instrumentations Specifications Quantity Type Manufacturer

Earth Pressures 

gauge
200kPa 4 - Kyohwa

Settlement gauge 20, 50mm 4
Strain 

gage 
〃

Displacement 

gauge
20, 50mm 4 〃 〃

Fig. 7 Cumulative settlement of roadbed with train at operating

speed

Fig. 8 Cumulative settlement of roadbed wit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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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궤도가 증가된 열차속도로 인해 큰 열차하중이 작용하

는데도 불구하고 탄성변위량이 유도상궤도의 약 20~30% 정

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은 TCL층과 HSB층에서의 열차하

중 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성변위량은 열차속

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차운행 횟수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탄성변위량은 국

내에서는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의 철도구조

물등설계표준·동해설[4]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반의 탄성변

위량 기준인 2.5mm를 만족하고 있으며, 동일 선로상에서 모

든 열차속도대역에서 노반의 탄성변위량은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3.3 궤도 누적침하

열차속도 증가에 따른 궤도구성품의 누적침하량은 Fig. 10

과 같다.

레일의 누적침하량에 비해 침목과 HSB층, TCL층은 누적

침하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침하

의 특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궤도

구성품이 하나의 구조체로 거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레

일의 경우, 레일과 침목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패드의 초기

하중재하 시 눌림에 의한 영향으로 재하 초기의 침하가 급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침하의 패턴은 다른 구

성품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열차속도 200km/h일 때 하중

재하횟수에 따른 모든 궤도구성품의 누적침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열차속도 300km/h과 400km/h일 때

는 재하횟수에 따른 누적침하량의 증가량이 크지 않다. 레

일의 경우, 200km/h에서 누적침하량은 1.86mm이고 300km/h

와 400km/h에서 증가량은 각각 0.24mm, 0.18mm이다. 200km/

h에서 300km/h로 속도 증가 시 누적침하량이 급격히 증가

한 것은 노반의 누적침하와 마찬가지로 윤중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궤도시스템의 최하부 층인 HSB층의 누적

침하량은 200km/h에서 0.61mm, 300km/h에서는 0.35mm 증

가한 0.96mm, 400km/h에서는 0.78mm가 발생하였다. TCL

층의 누적침하량은 200km/h인 경우 0.65mm, 300km/h에서

는 0.42mm 증가한 1.07mm, 400km/h 에서는 1.06mm가 발

생하였다. TCL층과 HSB층에서 발생하는 침하량의 차이는

열차속도에 따라 0.04mm~0.28mm가 발생하였다.

레일의 최종 누적침하량은 2.28mm로 선로정비지침[10]에

명시된 궤도고저(면)틀림 기준 ±4mm 이내의 값이다.

3.4 노반 토압

열차속도에 따른 하중 재하 횟수별 노반내 토압 변화는

Fig. 11과 같다.

Fig. 11 Maximum earth pressure of roadbed with train at operating

speed

강화노반 상면(F.L.)에서 재하횟수별 토압분포는 200km/h

속도로 100만회 재하 시 15.37kPa이고, 300km/h, 400km/h

속도로 각 100만회 재하 시 토압은 각각 25.92kPa, 21.84kPa

로 비슷하였다. 200km/h에서 300km/h로 속도향상 시 토압

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노반의 누적침하특성과 같이 열차속

도에 의한 충격계수 값의 증가로 재하하중이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300km/h와 400km/h 속도로 재하 시 토압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재하하중은 같으나 재하주파수의 증

가에 따라 노반의 늦은 응답속도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속도증가에 따른 깊이별 토압분포, 정재하 시험결과는 Fig.

12와 같다. 이는 경부선 2단계 구간에서 김기환 등[11]이 현

Fig. 9 Elastic displacement of roadbed with train at operating

speed 

Fig. 10 Cumulative settlement of track with train at operat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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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계측한 값과 비교한 것으로 깊이별 토압분포 특성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150kN 조

건의 정재하 시험의 토압은 열차속도 200km/h에 해당하는

136kN의 동적 재하값에 비해 깊이에 따른 토압의 분포가 작

았다. 

또한 원상수 등[12]이 유도상 궤도에 대해 강화노반 두께

40cm, 재하하중 153kN의 조건으로 실대형 실험을 한 결과

강화노반 상면에서 토압의 크기는 40kPa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00km/h 속도조건의 강화노반상면 토압 크기는

21.84kPa로 유도상 궤도에 비해 작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TCL층과 HSB층의 응력분산 효과 때문이다. 그리고 각 속

도대역별 강화노반 상면에서의 토압 크기는 SEKINE 등[13]

이 100kPa로 제시한 노반의 허용압력 이내이다.

4. 결 론

일반철도 상부노반 강성조건에서의 무도상궤도의 적용성

과 동일 노반조건에서 속도향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

대형 실험을 실시하였다.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속도기준

이 되는 200km/h에 해당하는 열차하중을 초기 하중으로 100

만회 재하하였으며 열차속도 향상을 고려하여 동일 실험체

에 300km/h, 400km/h에 해당하는 열차하중을 각 100만회씩

재하하여 궤도의 변위와 노반의 침하 및 토압특성을 분석하

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철도설계기준(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철도의 유

도상 궤도 강화노반 두께기준 20cm를 무도상 궤도에 적용

한 경우, 열차속도 200km/h에서의 누적침하량이 0.79mm가

발생 하였으며 동일 노반조건에서 열차속도가 300km/h일 때

1.03mm, 400km/h일 때 1.08mm로 총 300만회 재하 후에도

누적침하량은 철도설계기준의 흙쌓기 허용잔류침하량 5mm

를 만족한다.

(2) 각 속도대역별 노반 표면의 탄성변위량은 일본의 노

반 표면 탄성변위량 기준 2.5mm를 만족하였다. 탄성변위량

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지만 일본의 경우 노반, 노상으로 이

루어진 2층계 탄성체 지반 표면에 있어 처짐량의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다.

(3) 본 논문에서의 강화노반층은 KS규정상의 M-40(입도

조정부순돌)의 단일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노반의 누적침하

량 분석 결과 고속철도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무도상 궤도에서 열차하중에 따른 흙쌓기 허

용잔류침하량과 강화노반 처짐량을 고려하면 강화노반 두께

20cm의 유도상 궤도로 구성된 일반철도구간은 강화노반 두

께와 강화노반 재료의 변경 없이 무도상궤도로 구조 변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열차속도를 400km/h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철도설계기준에서는 강

화노반층을 보조도상층과 입도조정층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환경조건과 노반의 다짐관리 등에 따라 노반거동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삼축압축시험, 투수시험 등을 통하여 두 재

료간의 공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수치해석과 현

장 실측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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