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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how to handle very soft grounds consisted of coal and household garbage(organic soil), clay, 
silt and so on, through examining Seoul-Busan High-Speed railway 6-2nd section. The soft soil might induce long 
term settlement and lead to structure's differential settlement eventually. So, we performed the boring test for 
characteristic of railway ground, laboratory test and field survey for mechanical  property. And we also collected 
the engineering data of ground and the data for the establishment arrangement. These data were examined 
thoroughly considering residual settlement and strength by high-speed railway design standard.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say high-speed railway ground must have enough bearing capacity and be settled under allowable 
residual settlement(10cm). And also it needs to replace soft ground with high quality sand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With the application of replacement method on this study, we expect enough condition to construct stable 
high-speed railway.

1. 서 론

본 검토는 경부고속철도 제6-2공구 노반신설 및 기타 공사 현장의 연약지반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이

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공사 중 4구간의 총 연장 998m에서 연약지반 또는 폐석탄 및 생활쓰레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지반에 특수선 등 경부 고속철도 선로 시공이 예정되어 있어 노반 및 선로의 안정

성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폐석탄 및 생활쓰레기지층, 연약지층이 발견된 구간에 5공의 시추

조사를 수행하여 지층구성 및 분포를 파악하고 연약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압밀, 삼축실험을 통하여 연약지반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즉, 폐석탄층과 생활쓰레기가 발견된 홍도 지하차도에서 동산리천교 구간에 대해 폐석탄층의 공학적

특성으로부터 본 부지 위에 철도를 이설하였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치환공법을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층이나 폐석탄층은 성토재료로 적합하지

않는데 이는 침하의 예측이 쉽지 않고 성토재료로써 장기적인 거동을 보았을 때 하중의 증가와 관계없

이 발생하는 장기 압밀침하(creep)로 인해 철도이설 이후 장기거동으로 인해 철도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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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부고속철도 6-2공구 연약지반 구간

따라서, 본 검토구간의 매립층(폐석탄 및 생활쓰레기층) 및 연약지반에 대해 적절한 대책공법을 선정

한 후 고속철도 설계기준(2005)에 의해 신설노반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2. 유기질 및 쓰레기·폐석탄층의 공학적특성 및 대책방법

2.1 유기질 및 쓰레기·폐석탄층의 공학적특성

2.1.1 현황

경부고속철도 제 6-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 홍도 지하차도에서 동산리천교 구간에 폐석탄층과 생

활쓰레기 등이 발견되어 BH-1과 BH-2 시추를 통해 폐석탄층과 생활쓰레기층의 개략적인 분포와 공학

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약지반의 분포와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홍도육교와 성남지하차

도 구간과 성남지하차도와 대동천교 사이 구간과 삼성지하차도와 정동지하차도 사이에 3공의 시추공

(BK-1, BK-2와 BK-3)을 배치하여 추가적으로 시추하였다. 이러한 연약지반 분포구간의 대략적인 현황

을 정리하면 표 1과 같고 전체 연장은 998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연약지반 개략현황

구 분 구 간 연 장 (m) 시 추 공 비 고

1 구간 홍도지하차도 - 동산리천교 300 BH-1,2
폐석탄층 및

생활 쓰레기 연약지반

2 구간 동산리천교-성남지하차도 343 BK-1 연약지반

3 구간 성남지하차도-대동천교 110 BK-2 연약지반

4 구간 삼성지하차도-정동지하차도 245 BK-3 연약지반

홍도지하차도와 동산리천교 구간(연장 300m)은 상부(GL. 0.5m∼1.0m 내외)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

고 쓰레기 하부(GL. 2.7m)에는 폐석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층상태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표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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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구간의 지층구성 상태 및 특성요약

지층구분 토질성분 층 후 출현심도 N값 (TCR/RQD)

매 립 층
모래질 자갈 내지

실트질 모래
1.8∼2.7m GL.-0.0∼2.7m 1/30∼17/20

상부 퇴적층
점토질실트 내지

모래질 실트
1.7∼2.2m GL.- 1.8∼ 4.9m 1/30∼ 6/20

하부 퇴적층 세립〜중립 모래 3.8∼5.5m GL.- 3.5∼9.0m 3/30∼41/20

풍 화 토 실트섞인 모래 2.0m∼ GL.- 8.7m∼ 21/30∼

매립층(폐석탄층과 생활쓰레기층)은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분해작용으로 인한 향후 장기침하가 예상되

는 지층으로 상부지반에 건설되는 철도노선에 장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층으로 판단된

다. 이와 더불어, 상부 퇴적층은 강도가 연약하고 압밀층(ML)으로 구분되는 지층으로 상부지층의 응력

변화로 인한 변형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립층의 공학적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2.1.2 매립층의 공학적 특성

1구간의 매립층 GL. 1.0m∼2.7m에 분포하는 폐석탄 및 생활쓰레기층은 그림 2와 같이 암회색 또는

흑갈색으로 실트질 모래와 콘크리트 건설 폐자재, 나무각재, 석탄폐기물이 혼재 되어있는 지층이다.

그림 2. 폐석탄과 생활쓰레기가 혼합된 매립층의 전경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층은 전반적으로 상부지층 약 30cm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검정색을

띄고 있다. 이렇게 흑갈색을 띄고 있는 지층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유기물 함량(KSF 2104)을 측정한

결과 유기물은 약 22.6%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기질토를 분류하는 방법은 많지만 일반

적으로 흙을 분류하는 방법처럼 통일되지는 않았다. Wolski(1988)에 의하면 유기질토는 미국, 캐나다, 스

웨덴, 러시아 등에서 재(ash)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재 함량(ash content)은

100-유기물 함량으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77.4%(=100-22.6)의 재 함량이면 Konvalov(1980)에 의하면

중간 정도의 유기질토, Landva 등(1983)에 의하면 유기질토 등으로 구분되는 지층이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무각재 등의 유기질이 충분히 분해가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유기질함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지층은 유기질 토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기질토를 성토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기질이 흙속에 존재하는 경우 유기질의 함량 및 분해정도에 따라 흙의 공학적 특성에 제일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지반의 압축성(compressibility)과 이차압밀(creep)특성이다. 또한 유기질은 분해가 진행

됨에 따라 투수계수가 작아지므로 압밀시간이 오래걸리는 특성이 있다. 유기질토의 압밀특성과 전단특

1766



성은 흙에 작용하는 유효응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하중경로(loading history)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질토는 지하수위가 높은 지형에 퇴적이 되고 단위중량도 크지 않아 어느 정도

의 심도로 쌓인다고 하더라도 유효응력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유기질토층에 작용하는 하중도 유기질

토의 상재하중만 작용하므로 보통 정규압밀토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지층이며, 압축성이 매우 크고 무

엇보다도 유기질토의 분해에 따라 이차압밀형태로 발생하는 creep은 예측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

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기질토는 성토재료로서 사용하지 않도

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화학적 특성이 주위의 자연환경이나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토재료로는 활용할 수 없다. 본 검토구간에서 채취한 상부 유기질토에 대한 유해물질의 포함여부를

알기위하여 납, 비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유기질토의 공학적 특성을 정리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매립층의 공학적 특성

시험항목 철도기준 도로기준 측정 결과치 판정

최대건조밀도 1.5 이상 1.3 N.G

수정CBR 10 이상 12 O.K

5mm체통과율 25 ~ 100% 25.2 O.K

0.08mm통과율 0 ~ 25% 15.6 O.K

액성한계 50% 이하 N.P O.K

소성한계 25% 이하 N.P O.K

소성지수 10 이하 N.P O.K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건조단위중량을 제외하고는 철도기준을 만족하는 성토재료로 평가되었

으나 최대 건조밀도가 작은 이유는 유기질 함량이 높아 건조단위중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이 유기질토를 철도가 신설되는 구간에 방치 할 경우 열차하중 뿐 아니라 추가되는 성토하중에 의

해서도 상당량의 침하가 발생하고 이차압밀의 침하는 시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층으로 평가된다.

2.2 대책공법 선정

국내외 설계시방서를 보면 유기질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쓰레기는 성토재료로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원지반하부에 존재하는 경우는 치환이나 적절한 지반보강공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대전 갑천 우회도로)에서 일부 쓰레기층에 적용된 동다짐(Dynamic) 공법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

으나, 공사현장인근에 지반진동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구조물이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가능성

이 크고 하부에 존재하는 연약한 점토섞인 실트층은 지하수위 하에 존재하며 연약층 밑에 느슨한 사질

토 지반이 존재하므로 동다짐공법에 의한 하부연약층의 압밀지연 또는 느슨한 사질토 지반의 국부적인

액상화 발생은 동다짐공법의 적용성에 한계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상부 쓰레기지층에 대한 개량공법으

로 고려하지 않았다.

고속철도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5)따르면, 연약지반에는 가급적 자갈도상을 사용하여 보수가 용이하

게 하며 허용잔류 침하량을 0.1m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기재료가 많은 쓰레기층에 대한 장기침

하 거동을 계측한 난지도 매립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유기질이 많을수록 장기침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 유기질 지반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공법 중에 철도구조물의 중요성과 무

엇보다도 매립층의 유기질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이 되지 않은 장기압밀(creep)의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치환공법의 적용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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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약지반의 공학적 특성 및 침하량 검토

3.1 연약지반의 공학적 특성

각 시추공 마다 비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물성실험과 역학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물성실험 결과를 정리

하면 표 4와 같으며, 모든 시추공에서 채취한 시료는 통일분류법에 의하며 점토섞인 실트(ML)로 분류되

며 매우 연약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4구간의 비교란시료에 대한 역학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공 번 심 도(m) (t/m3) M.C(%)
Atterberg Limit (%)

USCS
LL PL PI

1구간 2.8∼3.6 2.69 1.75 36.46 44.20 32.00 12.2 ML

2구간 2.5∼3.3 2.70 1.65 27.68 32.58 28.36 4.22 ML

3구간 4.6∼5.2 2.70 1.54 30.80 37.56 30.72 6.84 ML

4구간 1.8∼2.6 2.68 1.82 32.99 26.53 21.96 4.57 ML

표 4. 실내 물성시험결과

공 번
압밀시험

OCR
액성지수

( )

점토

구분
비고

   (보정) 

1구간 1.096 0.69 0.370 0.525 0.022 1.427 0.37 과압밀 ≥0.6이면 

정규압밀이며

, ≤0.6이면 

과압밀

2구간 1.089 0.95 0.204 0.234 0.012 2.463 -0.16 과압밀

3구간 1.288 1.13 0.374 0.414 0.022 1.858 0.012 과압밀

4구간 0.952 0.49 0.397 0.251 0.024 1.690 2.4 정규압밀

표 5. 연약지반 역학적 특성

각 지층의 시간에 따른 침하량 및 총침하량을 구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각 구간 압밀층의 정규

압밀점토 및 과압밀점토의 구분이 필요하다. OCR외에 액성지수에 의해(Simon and Menzies, 지반공학

시리즈6) 판단하여 나타내면 4구간의 경우 시험결과는 OCR=1.690이나 액성지수는 2.4이며 자연함수비

(32.99%)가 액성한계(26.53%)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규압밀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1.1 교란시료의 압축지수( ) 보정

점토의 압밀침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앞에서 언급한 점토의 응력이력 뿐 아니라 압축지

수와 팽창지수가 있다. 압밀시험은 전혀 교란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 시험을 행했을 때 가장 잘 일치하

나 실제로는 시료를 채취할 때 다소 교란된 시료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된다. 교란된 시료에 대한 압밀

곡선은 불교란 시료에 대한 곡선에 비해 경사가 완만해 압축지수값이 실제보다 더 작게 얻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란된 시료를 통해 얻어진 압밀곡선을 이용하여 침하해석을 수행하였을 경우 실제보다 작은

침하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공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압밀곡선을 재구성함

으로서 시료 교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토질역학 이론과 응용, 김상규(2008)).

교란시료에 대한 압밀곡선을 수정하는 방법은 Schmertmann(1953)법, Nagaraj(1990)법, 일본식방법(일

반 지반환경연구소) 등이 있으며, 이 중 그림 3의 Schmertmann법을 적용하여 값을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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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규압밀점토 (b) 과압밀점토

그림 3. 교란된 압밀곡선의 값 보정방법(Schmertmann(1953)법)

이  보정값을 표 5에 포함시켜 나타내었으며, 침하량 산정시 이 값을 적용하였다.

3.2 침하량검토

3.2.1 점성토의 압밀침하량

고속철도설계기준(2005)의 연약지반 침하기준에 따르면 “침하는 즉시침하, 1차 압밀침하, 2차 압밀침하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점성토는 3가지 침하를 대상으로 하고 사질토는 즉시침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

다. 이때 점성토에서 통일분류로 CL, ML은 표준압밀시험결과로 침하분석하는 경우 2차 압밀침하는 고

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검토구간의 압밀층은 표 4에서 전 구간 ML로 설계기준에 의하여 1차 압

밀침하량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산정방법에는 초기간극비(∆ )법과 체적압축계수( )법 그리고 압축지

수()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응력이력변화 및 단계쌓기에 따른 침하량 산정이 용이한 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였으며, 침하량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
 (1)

(1) 정규압밀점토일 경우(≥)

응력증가에 의한 간극비 변화는 ∆    log 

 ∆
가 되며, 따라서 침하량은 식 2와 같다.

 


× log

 ∆  (2)

여기서,  : 압밀침하량,  : 압축지수,  : 압밀대상층 두께,

 : 초기간극비(유효상재압()에 대한 간극비),

∆ : 성토 및 외부하중에 의한 수직증가응력

(2) 과압밀점토일 경우(<)

-    ∆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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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비의 변화는 ∆  log


 ∆
가 되며, 이에 따른 침하량은 식 3과 같다.

 
 


× log

 ∆  (3)

여기서,  : 팽창지수

-      ∆ 일 경우

간극비의 변화는 ∆ ∆ ∆   log 

 log

 ∆  가 되며, 이에 따른 침하량은 식

4와 같다.

 


× log

 


× log
 ∆  (4)

3.2.2 사질토의 침하량

사질토층에서 발생하는 침하는 하중재하와 동시에 발생하는 즉시침하이며, 이 즉시침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Schmertmann, Meyerhof, Peck, De Beer 등이 제안한 방법들이 있다. 이 중 표준관입시험치(N

치)를 이용하여 침하량을 산출하는 De Beer 제안식 및 B.K Hough 도표법이 있으며, 본 검토서에서는

식 5와 같은 De Beer 방법을 선택하여 사질토의 침하량을 산정하였다.

  


×× log

 ∆
(5)

여기서, N : 표준관입시험치, H : 대상층의 두께(cm),

: 유효상재하중, ∆ : 성토 및 외부하중에 의한 수직증가응력

3.3 구간별 침하량 산정결과

3.3.1 검토조건

본 검토구간은 1∼4구간 모두 ML에 해당하므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차 압밀침하는 고려하지 않

았으며, 정규압밀 또는 과압밀 판정을 OCR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반조사결과로서 알 수 있는 액성지수

와 시추공조사결과를 사용하여 판단하였다. 각 구간의 침하검토층은 1m에서 5m 사이로 층을 구분하지

않고 층의 중간 깊이에서 침하량을 구하였으며 이때, 고속철도설계기준에 의해 철도하중(열차하중+궤도

사하중) 중 열차하중은 활하중이며 허용잔류 침하량과 연약지반 판정(N<10)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됨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최종침하량 산정시 철도하중은 궤도사하중(도상포함) q=1.5t/m2만을 고려하였다.

K-emban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란시료에 따른 값 보정 및 점성토의 1차 압밀침하량 그리고 사

질토의 즉시침하량을 적용하여 각 지층의 시간에 따른 침하량 및 총침하량을 구하였다. 상부의 매립층

은 폐석탄 및 생활쓰레기층으로 매우 연약층이므로 전구간을 양질토로 치환다짐을 하는 것으로 기본 가

정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압밀 시험과 같이 전하중을 순간적으로 재하하는 순간재하가 아닌

하중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종하중에 도달하는 점증재하가 된다. 매립층( =1.5
)을 양질의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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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로 치환할 경우 추가등분포 하중으로 근사해석 하였으며, 이 매립층을 치환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은 10cm/day(도로설계편람(Ⅱ)연약지반, 2001)에 따라 산정하였고 성토층의 시공경과시간은 30cm/day(고속철

도설계기준 노반편, 2005)에 의한 점진적인 성토기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성토가 끝난 후 방치기간 4개월

후(3개월이상 기준; 고속철도설계기준, 2005) 철도하중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즉시재하로 간주하였다.

3.3.2 침하량 산정결과

침하량 측정위치 2.
85

2
0.

1

1 : 1.5

매립층(모래질자갈,콘크리트폐기물)

퇴적층(점토질실트~중립모래) : 압밀해석구간

퇴적층(세립~중립모래)

풍화토(실트질모래 및 부분 암편)

퇴적층(모래질자갈)

성토층

EL.148.978

EL.146.278

EL.144.078

EL.142.478

EL.140.278

EL.132.978

EL.149.230

특수선1

시추공 표고

특수선2

2.
7

2.
95

2
2.

2
1.

6
2.

2
7.

3

그림 4. 대표단면(1구간 매립층 치환단면)

침하량 산정 단면은 그림 4와 같으며, 각 구간별 압밀층 및 전체지층에 대해 흙쌓기 방치기간 4개월

의 압밀시간 기준으로 압밀침하량을 산정하여 아래 표 6에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표 6. 구간별 침하량 산정결과

구간
성토고

(m)
압밀층두께

(m)
치환두께

(m)
4개월시점의 총침하량

(cm)
최종침하량

(cm)
압밀도

(%)
잔류침하량

(cm)

1 2.70 2.2 2.95 15.04 18.09 83.14 3.05

2 0.22 1.0 1.2 0.02 0.09 22.22 0.07

3 2.34 5.0 0.8 0.56 5.56 10.07 5.00

4 3.19 3.8 1.0 11.18 19.95 56.04 8.77

매립층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한 후 각 구간별 압밀침하량 산정결과 4개월의 압밀시간이 지난 시점의

총 침하량은 0.02∼15.04cm로 나타났다.

4. 연약지반 처리대책에 관한 검토

연약지반위에 고속철도 노반공사를 위한 성토나 열차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과도한 침하나 지지력 부

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고속철도 운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속철도설계기준 노

반편(2005)을 근거로 연약지반의 철도 구조물에 대한 침하량 및 강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대책공법(치

환공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4.1 연약지반 판정 및 흙쌓기 조건

국내 고속철도의 연약지반 실적이 적음과 고속운행임을 고려하여 다소 엄격하게 점성토와 사질토

N=10을 기준으로 한하며 본 검토구간의 연약지반의 N치는 2〜5로 나타나 다소 연약한 지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약지반 흙쌓기시 열차하중에 의해서 지반 내의 응력이 흙쌓기 자중에 의한 응력의 10% 이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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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깊이는 약 3m로 표 7과 같은 지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시공기면으로부터 3m사이의 상부 흙

쌓기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은 이 열차하중에 영향에 대해 안전한 흙쌓기를 위함이다.

표 7. 흙쌓기 지반조건

구분 세구분 흙쌓기 지반으로서 필요한 조건

암반 무조건

충적층

역질토 무조건

사질토 N값이 10 이하인 경우 지진시에 액상화될 위험이 없는 층

세립토 비탈면안정, 침하 등에 위험이 없는 층

표 8. 노반두께 결정방법

설계치 값 실측치 값 처리방법

69 ≤<108 ≥108 설계노반 두께로 한다.

≥108 69≤<108 강화노반 두께를 변경한다.

69≤<108

≥108
<69

「4.7항」에 따라 

상부노반 개량을 한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흙쌓기 지반조건에 비해 본 검토구간은 흙쌓기 높이가 0.22〜3.19m로 평균

2.11m인 구간의 시공기면 하부 3m이내에 장기침하의 위험성이 있는 매립층 및 연약지반(N=2〜5)이 존

재한다. 또한, 표 8과 같이 상부노반 표면의 값이 69이상 되어야 하는데, 1 구간에서 상부의

생활쓰레기층과 폐석탄층에 평판재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이 7.2kg/cm
3
= 0.77MN/m

3
로 쌓기부 원

지반의 필요한 지지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침하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측정불가하였다.

4.2 침하기준

“연약지반에는 가급적 자갈도상을 사용하여 보수가 용이하게 하며 허용잔류 침하량을 0.1m이하로 하

여야 한다”는 설계기준에 따라서 구간별로 잔류침하량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하고자 한다.

앞서 표 7에서 계산된 잔류침하량은 0.07〜8.77cm로 허용잔류침하량 10cm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4구

간 모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토의 압밀침하의 경우 과압밀 상태인지 혹은 정규압밀상태인지의

판단에 의하여 침하량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며, 실내시험 결과의 압축지수, 선행압밀응력, 초기간극비,

상재하중의 가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잔류침하량 산정시 주

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3 강도기준

고속철도 설계기준은(69MN/m3=6.9X104 KN/m3)이상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원지반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흙쌓기 폭의 약 2배 이상(25m한도)내에 액상화 될 위험성이 없는 사질토(모래층)가 없는

층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BH-1, 2, BK-1, 2의 경우 N치가 10이하인 층이 사질토층이 존재하는 것으

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원지반의 침하 및 강도조건 외에 액상화에 대한 대책공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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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책공법산정검토

평판재하시험의 결과가 고속철도 설계지침에서 요구하는 69MN/m
3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기면으로부

터 3m정도의 깊이까지, 양호 성토재료로 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본선의 연약

지반 쌓기에 있어서 지반조건이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침하 지지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계지침에

서는 “원지반조건이 만족되는 깊이까지 치환하든지 혹은 치환이 곤란한 경우는 구조상 신뢰성이 큰 타

설 말뚝공법, 교반혼합공법, 지지말뚝방식으로 지반개량을 하여 연약지반 쌓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앞서 설계하중이나 성토하중에 의한 연약지반에서의 압밀침하가 문제가 되는 매립층을 완전

치환했을 경우 고속철도 설계지침을 만족함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실제 시공시 양질의 토사로 연약지반을

치환하여 노반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함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경부고속철도 제 6-2공구 노반 공사구간에 폐석탄 및 생활쓰레기 등으로 이루어진 매립층과 연약지반

으로 판단되는 퇴적층(점토섞인 실트층)이 전 구간에 걸쳐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약지반이 노반공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공법으로서 치환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고속철도설계기준 노반편(2005)에 의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구간의 경우 상부에 생활쓰레기기 매립되어 있고 쓰레기층 하부에는 유기물 함량이 22.6%인 폐석탄

층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층에 성토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침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서 고속철도

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활쓰레기나 폐석탄층이 시공기면으로부터 3m이내

깊이에 위치하여 설계하중에 의한 침하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각 구간에 조사된 연약층은 2.3-5.0m 두께로 매립층 하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약층에

지하수위도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추가적인 성토하중(성토고 0.22-3.19m)에 의해 압밀침하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구간의 매립층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였을 경우 잔류침하량은 0.07〜8.77cm

로 허용잔류침하량 10cm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구간 모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반은 설계하중이나 성토하중에 의한 침하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해야 하

므로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한 결과, 전구간에서 설계기준(69MN/m
3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노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설계지침에서는 원지반 조건

이 만족되는 깊이까지 개량하여 연약지반에 성토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치환공법을 적용하여 양

질의 성토재료로 치환함이 적합함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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