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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an increase in rail traffic, developing activities around structures of railway have been expanded. 
Inevitably, the changes to cross though sub-structures of railway have been getting increased. However, this 
situation affects on the safe operation of trains.  Generated wheel load makes on the result in settlement on 
roadbed and damages on track materials. Therefore, via the numer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the box 
structure and subground using FEM analysis program called .Visual FEA/Geo 4.19.
Parametric studies were performed by changing soil depth above box structure constructed in railway 
embankment. A standard live load was applied to simulate loads from train. Through this study, a minimum 
required soil depth above subground box structure was recommended based on deformation and stresses in 
concrete railway system.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철도 교통량의 증대와 더불어 철도 주변의 개발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반구조물 하부
를 불가피하게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철도지하횡단 건설은 궤도에 영향을 주어 열차
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준다. 선로구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하부에 비개착식으로 구조물이 설치될 경
우 노반하부 지반의 강성변화(토공쌓기 → 콘크리트 구조물)로 열차이동시 차량의 이상진동이 발생한
다. 열차의 진동은 차량의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을 저하시키고, 충격 차륜하중은 철도노반의 침하와 궤
도재료의 열화 및 손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비개착공법의 경우 별도의 우회도로의 설
치가 필요없어 공간적 작업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 이설작업이 불필요하므로 지
하횡단 구조물 건설시 적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열차의 승차감을 안정시키고 궤도구
조물의 재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철도지하 횡단시설물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개착공법을 이용하여 철도노반 하부 횡단 Box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토피고별로 수
치해석을 수행하여 적정 토피고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수치해석은 구조물 접속부 구간을 묘사하기 위해 
유한 요소법해석 프로그램인 Visual FEA/Geo 4.19를 이용하였다. 

412



             공 법

 

    기 준

개착공법 비 개 착 공 법

가받침
특수선 

부설

프런트젝

킹

파이프루

프
URT PCR TRM 메사쉴드

1

단

계

열차

운행

횟수

40회이하 ○ ○ △ △ △ △ △ △

40~100회 △ △ △ ○ △ △ ○ ○

100~200회 × × ○ △ ○ ○ △ △

200회이상 × × ○ × ○ ○ △ ×

2

단

계

토

피

고

1.0 M이하 ○ ○ △ × △ △ × ×

1.0~2.0M ○ ○ ○ △ ○ ○ △ ×

2.0~3.0M ○ ○ ○ ○ ○ ○ ○ △

3.0M이상 ○ ○ ○ ○ ○ ○ ○ ○

궤도

구조

분 기 부 × △ ○ △ △ △ △ △

장대레일 ◇ △ ○ △ △ △ △ △

횡단

연장

20M 미만 ○ ○ ○ ○ ○ ○ ○ ○

20~30M ○ ○ ○ ○ ○ ○ ○ ○

30M이상 △ ○ ○ △ ○ ○ ○ ○

2. 문헌연구
 

 철도 기 에 의한 지하 횡단공사의 공법선정은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정시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

다.  열차운행 횟수별 기 은 열차 운행 횟수가 200회/일 이상인 선구에는 열차운행의 안 성과 정시성

을 확보 할 수 있는 비개착공법 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 열차운행 횟수가 40회/일 이하인 선구에는 

서행으로 인한 열차운용지장이 비교  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착 공법 용을 원칙으로 한다. 

열차운행 횟수가20~200회/일인 선구에는 열차운용상황, 열차의 안 성  정시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 인 공법을 선정한다.

  기술 인 사항 검토는 토피고, 궤도구조, 지질 등의 장여건과 구조물 규모를 고려하여 장 용성, 

시공성, 품질 리 용이성 등을 검토 선정한다. 

2.1 공법선정 차

 공법선정 차는 제1단계 : 열차운행 횟수  원활한 여객수송을 기 으로 정한 공법을 선정하며, 제

1단계에서 선정된 공법에 한 기술 인 사항의 합성 여부을 검토한다(기술 으로 부 합한 경우 제 

1단계에서 다시 시작).  최종 으로  선정된 공법은 입체교차시설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기서 비개착공법이란 상부시설물의 융기  침하, 횡방향 변형 등을 방지하며 시설물을 안 하게 보

호하면서 계획구조물을 건설하는 공법으로「철도 횡단공사 공법 선정 기 에 한 검토 (2000.8.2.철도청 

시설본부)」에 의하면 철도 횡단공사 공법선정 세부기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철도 횡단공사 공법선정 세부기 표

○ : 합 △ : 문제가있으므로 검토 후 용 ◇ : 장 일을 정척 일로 치환시 검토 용, × : 부 합

표1.도 횡단공사 공법 선정 기 에 한 검토

2.2 국내외 철도횡단공법 용 황

 국내 철도횡단공법은 국내에서 80년  이후 재까지 시공된 철도지하횡단공사를 공법별 분석결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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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반까지는 주로 개착공법이 시공되었으며, 80년  반 이후에 비개착공법이 도입, 용되었다.

 가받침/특수선공법과 같은 개착공법은 여굴  매립에 의한 노반교란으로 본 구조물의 완공 후에도 노

반의 궤도이완, 침하  이상 상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90년  이후에 개착공

법은 열차운행이 빈번한 구간이나, 열차의 안 운행에 향을 주는 구간에는 비개착공법이 시공되고 있

다.  특히, 열차의 특성상 안 성과 정시성을 확보를 통한 신뢰성을 상실하지 않기 해서 비개착공법을 

주로 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법별로는 런트잭킹 공법이 체 공사 건수  54%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루  공법이4%, 나머지는 42%는 가받침, 특수선부설공법이 용되었다.

3. 수치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반의 재료 인 비선형  시공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로그램 에서 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치해석 로그램으로 유한 요소법 해석 로그램인 Visual FEA/GEO 4.19 를 활

용하 으며, 상기 로그램은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에 기반한 수치해석 로그램으로서 

터 이나 비개착공법 용 공사에 해서 시공단계별 해석을 고려할 수 있다. 

 한, Visual FEA/GEO 4.19 로그램은 지하횡단공사의 시공단계별 수치해석 이외에 지반안정해석, 

침투해석, 응력-침투 연계해석, 압 해석, 라이닝 구조해석, 굴착, 가시설 해석, 지진,발  진동해석  

사면안정해석 등의 분야에 용할 수 있다.

3.1 검토단계별 연직변 ,  휨모멘트,  단력

그림 1은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한 모델링  표 인 단면을 선정하여 나타내었으며, 그림 2는 수치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1) 토피고 3.0m 

    ① 해석 모델링  수치해석 결과

그림 1. 해석 모델링(12m x 6.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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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구조물 설치  연직변 =16.0mm                   (b) 구조물 설치 후 연직변 =15.1mm

           

(c) 구조물 설치  Mmax = 0.221 tonf·m          (d) 구조물 설치 후 Mmax = 0.419 tonf·m

           

 (e) 구조물 설치  Smax = 2.585 tonf             (f) 구조물 설치 후 Smax = 2.579 tonf

그림 2. 구조물 설치 /후 변 , 휨모멘트, 단력

 2) 검토결과

토피고에 따라 노반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향을 검토하기 해 토피고를  0.5m~4.0m로 변화시키며 수

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속부에 발생하는 연직변 와 휨모멘트, 단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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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피고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구  분
토피고

0.5m

토피고

1.0m

토피고

2.0m

토피고

3.0m

토피고

4.0m

변위

(mm)

구조물

설치 전
16.0 16.0 16.0 16.0 16.0

구조물

설치 후
13.9 14.1 14.7 15.1 15.6

레  일

전단력

(tonf)

구조물

설치 전
2.585 2.585 2.585 2.585 2.585

구조물

설치 후
3.677 3.576 2.779 2.579 2.541

레    일

휨모멘트

(tonf.m)

구조물

설치 전
0.221 0.221 0.221 0.221 0.221

구조물

설치 후
0.927 0.839 0.440 0.419 0.330

3) 토피고 선정

토피고에 따른 변   단력, 모멘트 해석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토피고 약 2.0m이상이

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토피고 3.0m이상이면 지반 강성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3. 토피고에 따른 토피고 산정

4) 보강범  선정

토피고에 따른 해석결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Box 경계부에서 약 14.0m이격된 이후에는 토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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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지반강성차에 따른 보강이 필요할 경우 보강범 를 Box 경계부에서 

14.0m까지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가정한 지층상태  강성의 차가 

장상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한 편차를 감안하여 장 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4. 토피고에 따른 침하량

3.2 콘크리트 균열검토

근래에는 콘크리트 궤도구조가 자갈도상보다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되어 경부고속철도 2

단계 이후에는 주로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지하횡단 구조물이 시공되면 콘크리트 도상

에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하횡단구조물이 시공되는 과정에서 토피고에 따른 콘크리

트 도상의 응력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5 ~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토피고 0.5m

           

(a) 구조물 설치  Mmax = 0.256 tonf·m        (b) 구조물 설치 후 Mmax = 7.778 tonf·m       

          

(c) 구조물 설치  Smax = 3.044 tonf             (d) 구조물 설치 후 Smax = 12.086 tonf

그림 5. 균열검토에 따른 변 , 휨모멘트, 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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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피고 1.0m

           

(a) 구조물 설치  Mmax = 0.256 tonf·m          (b) 구조물 설치 후 Mmax = 7.778 tonf·m

           

   (c) 구조물 설치  Mmax = 0.256 tonf·m             (d) 구조물설치후 Mmax = 7.778 tonf·m

그림6.. 균열검토에 따른 변 , 휨모멘트, 단력 

3) 콘크리트 도상 균열검토 결과

토피고를 각각 변화시켜가며 콘크리트도상에 발생하는 응력을 해석한 결과를 종합 으로 요약하여 표 3

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도상 균열검토 결과 지하횡단구조물 상부의 토피고가 최소 1.5m 이상 확보되어야 

균열에 해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3. 토피고에 따른 균열발생 해석결과

구  분
사용모멘트

(Mo, tf․m)

평균배근간격

(mm)

소요중심간격

(mm)

검토

결과
비고

토피고 0.5m 7.788 204 0 균열발생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007

토피고 1.0m 6.552 204 0 균열발생

토피고 1.5m 2.371 204 573 미발생

토피고 2.0m 1.735 204 959 미발생

토피고 3.0m 0.965 204 2,070 미발생

토피고 4.0m 0.464 204 4,300 미발생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지반상 일정높이로 성토 후 차량 운행 인 구간에 하여 비개착 박스 구조물 설치

시 박스 상단의 토피고 변화(ER=0.5m~4m)시 열차하  향으로 구조물과 노반 속구간의 강성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학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 토피고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콘크리트 도상을 지반으로 가정한 해석 결과, 토피고에 따른 변 와 응력이 2.0m부터 침하량이 수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토피고 3.0m이상이면 지반 강성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Box 경계부에서 14.0m 이격된 이후에는 토피고에 계없이 침하량이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 지반강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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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보강이 필요할 경우 보강범 를 Box 경계부에서 14.0m까지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나

타났다.

• 콘크리트 도상을 Beam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한 결과, 토피고 1.5m이상 확보시 균열에 해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해석은 열차하 을 설계기본 하 재하 방식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열차하 의 

재하방법(이동하 , 반복재하 하  등)에 따라 토피고가 더 요구될 수 있다.

• 열차하 의 재하방법과 열차하 의 치가 노반의 강성차이가 가장 큰 Box구조물 시 일 경우 등을 

고려한다면 2.0m이상의 토피고를 확보하여야만 도상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

다. 이에 따라 도상콘크리트 하부에 횡단 Box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토피고의 기  마련이 실히 요구

된다.

• 한 노반의 지지강성에 따른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해 토공부와 콘크리트 구조물사이 속부에 

간 지지강성을 지닌 경량기포 콘크리트, 자갈을 시멘트로 안 처리한 어 로치 블록 등을 설치하여 차

량의 안 성  승차감을 상승시키고 노반의 침하  궤도재료 손상을 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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