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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most important to support the track as well as to be directly connected to run safety. The performance design 
satisfied with the more safe and economic embankment study is required due to the high speed, design load and 
growth of traffic.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lation between main design elements to adopt the method of the 
performance design were analysed. And the correlation among design indices developed and used in an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were evaluated.

1. 서론
철도노반은 열차 궤도를 견고하게 지지함과 동시에 적당한 탄성을 부여하여 열차의 통과하중을 노반

하부지반으로 분산, 전달하는 부분으로서 궤도의 파손, 틀림 등 궤도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열차주행안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의 철도 고속화 추이로 인한 궤도틀림

의 진행 빈발과 수송량의 증대 및 열차 통과톤수의 증가는 성능요구수준에 입각한 강화된 노반 설계기

준의 수립을 요구한다. 또한 신설 철도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는 콘크리트 궤도의 도

입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콘크리트 궤도의 부설시 요구되는 궤도 하부구조 전반에 걸친 새로운

설계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선의 경우 자갈도상의 빈번한 궤도틀림을 억제하고 향후의 유

지보수 비용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자갈도상 및 노반에 대한 보강처리기술의 도입과 이에 따른 다양한

하부구조의 구성이 예상됨으로 이에 적합한 노반 보수기준의 도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현행 채택하여 사용하는 노반 설계기준은 사양 중심의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설

계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거의 모든 지반에 동일한 두께와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반구조는 궁극적으로 콘크리트 궤도의 도입 등 최근의 궤도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할 수가 없으며 철도의 고속화와 중량화, 차량 통과횟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 좀 더 경제

적이고 구조안정적인 노반구조를 만족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일반철도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에 적

합한 통과톤수, 고속화와 중량화, 차량 통과횟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 노반 설계시에 요구되는 성능요

구수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 및 일본 등 국외 철도선진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궤도하부 및 노반관련 설계법을 분석하여 서로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성능요구수준의 합리적 수립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능요구수준에 기초한 노반 설계기준의 합리적인 수립은 열차운행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빈번한 유지보수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의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합리적 성능요구수준에 입각한 노반설계 기준은 향후 건설비용의 저감을 전제로 흙노반의 증

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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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철도노반 설계기준
철도노반 최적 성능요구수준 결정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노반 설계관련 기설

계 조건을 조사, 분석하고 성능설계 기준 수립을 유도 할 수 있는 주요 설계인자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 철도노반에 적합한 성능설계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국내
그림 1과 그림 2는 국내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노반단면도이다.

K30>11kgf/cm3

K30>11kgf/cm3

강화노반
비중:2.45이상

흡수량:3.0%이하

마모감량:30%이하

다짐도 최대건조밀도 65%

55cm~115cm

150cm

3%

K30>7kgf/cm3

소단

시공기면에서 5m 설치

소단폭 1.5m
외측으로 향하는 횡단기울기 5%

비탈면 기울기(흙쌓기)

H≤5m : 1:1.5, 5m≤H≤10m : 1:1.8
10m≤H≤15m : 1:2.0, H≥15m : 1:2.3

상부노반

하부노반

암노반

최대입경 300mm이하

기공기면으로 부터 60cm부분은

암버럭 금지

흙노반

다짐도 최대건조밀도 90%이상

암노반

최대입경:300mm이하

시공기면으로부터 60cm 부분은

암버럭 금지

흙노반
최대입경:25mm이하

200번체 통과율:35%이하

다짐도 최대건조밀도:95%이상

강화노반

자갈기층

일반철도 고속철도

50cm~95cm

300cm
흙노반

최대입경 100mm이하

수정CBR 10이상

5mm체 통과량 25~100%
0.05mm체 통과량 0~25%
소성지수 10이하

다짐도 최대건조밀도 95%이상

암노반

최대입경 200mm이하

다짐완료후 두께 30cm이하

소단

상부, 하부노반의 경계

매 6m 설치, 소단폭은 1.5m
횡단기울기 5%

흙노반

최대입경 300이하

수정CBR 2.5이상

다짐도 최대건조밀도: 90%이상

암노반

최대입경 300mm이하

다짐완료후 두께 50cm이하

EV2≥120MN/m3 EV2/EV1<2.2 레일상면

자갈기층

강화노반

하부노반

상부노반

비탈면기울기(흙쌓기)

H≤9m 1:1.8
9m≤H≤15m : 1:2.0 
H≥15m : 1:2.3

입도조정층
경도및 내구성 60 이하

편평도 30이하

모래당량 40이상

최대입경 125 이하

다짐 완료후 두께 30 이하

강화노반
보조도상층
경도 및 내구성 40이하

편평도 30이하

모래당량 40이상

최대입경 31.5mm이하

다짐완료후 두께 20cm이하

다짐도 최대건조입도 100%이상

3%

EV2≥80MN/m3 EV2/EV1<2.3

EV2≥60MN/m3 EV2/EV1<2.7

그림 1. 일반철도의 노반단면도 그림 2. 고속철도의 노반단면도

국내 일반철도의 상부노반중 강화노반의 두께선정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일본의 과거 국철기준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며 노반 마무리면에서의 강성 즉, 상부노반의 평판재하시험값 K30과 레일의 연장여부

에 따라 설계두께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일반철도 강화노반 두께 기준

재 료

상부노반조건

입도조정 쇄석 또는

고로 슬래그쇄석(cm)
배수층(cm)

수경성 입도조정

고로슬래그 쇄석(cm)
배수층

장대레일 이음매레일 장대레일 이음매레일 장대레일 이음매레일 장대레일 이음매레일

흙쌓기

(K30≥11kgf/cm
3
)

20 35 0 0 15 25 0 0

흙쌓기

(7≤K30<11kgf/cm
3
)

35 65 0 0 25 50 0 0

땅깍기,평지

(K30≥11kgf/cm
3
)

20 35 15 15 15 25 15 15

땅깍기,평지

(7≤K30<11kgf/cm
3)

35 65 15 15 25 50 15 15

비고

1) 강화노반의 재료로는 일본의 경우 쇄석,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고로슬래그가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

재입도 조정된 쇄석만을 사용

2) 두께는 궤도구조조건(장대레일, 이음매레일)과 상부노반의 지반반력계수(K30)에 따라 결정

국내 고속철도 강화노반 두께 선택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고속철도의 경우 국철(일반철도)와 달리

고로슬래그 쇄석이나 수경성고로슬래그 쇄석에 대한 구체적 사용규정이 없으며 보조도상으로 쇄석을 사

용하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속철도의 경우 지반반력계수(K30)와 변형계수(탄성계수) 규정을

동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궤도하부구조의 설계기준은 일본의 것을 차용

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리규정상 독일의 노반 품질관리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통일된

설계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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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고속철도 강화노반 두께 기준

재료

상부노반조건
보조도상(cm) 입도조정층(cm) 계(cm)

돋기
7≤K30<11kgf/cm

3
20 60 80

K30≥11kgf/cm
3

20 30 50

본바닥

및 깍기

7≤K30<11kgf/cm
3

20 75 95

K30≥11kgf/cm
3

암반

20

20

45

15~25

65

35~45

비고

1)고속철도의 경우 지반반력계수(K30)와 변형계수(탄성계수) 규정을 동시적용

2)상부노반의 지반반력계수에 따라 보조도상층과 입도조정층으로 구성된 강화노반을 50cm~95cm

의 층두께로 설계하도록 규정

3)철도설계기준과 상이한 점은 돋기와 깍기에 따라 입도조정층의 두께를 다르게 적용하여 깍기부

를 15cm 더 두껍게 시공하도록 규정

2.2 국외
2.2.1 일본
일본에서의 강화노반두께는 “철도구조물등설계표준․동해설(1992)”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

하면 강화노반두께는 표 3과 표4과 같다. 강화노반두께는 궤도구조, 열차속도 및 노상의 강성(K30)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철도는 열차속도 160 km/h일 때의 노반구조이며 고속철

도의 경우 열차속도 270 km/h일 때의 노반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노상조건과 평판재하시험값 K30에 따라 노반두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확한 노상재료의 응력~

변형률 관계설정에 기초하여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구

분하여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 기준과 동일하다. 따라서 성능요구수준을 따른다면 보다 더 세세

하고 통합된 구분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 일본 일반철도 강화노반 두께 기준(열차속도 160km/h)

재 료

상부노반조건

입도조정 쇄석 또는

고로 슬래그쇄석(cm)
배수층(cm)

수경성 입도조정

고로슬래그 쇄석(cm)
배수층

장대레일 이음매레일 장대레일 이음매레일 장대레일 이음매레일 장대레일 이음매레일

성토

(K30≥11kgf/cm
3)

15 30 0 0 15 25 0 0

성토

(7≤K30<11kgf/cm
3
)

30 60 0 0 25 50 0 0

절취,평지

(K30≥11kgf/cm
3
)

15 30 15 15 15 25 15 15

절취,평지

(7≤K30<11kgf/cm
3)

30 60 15 15 25 50 15 15

비고 1) 배수층은 노반두께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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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 고속철도 강화노반 두께 기준(열차속도 2700km/h)

재료

상부노반조건

입도조정 쇄석 또는

고로 슬래그쇄석(cm)
배수층(cm)

수경성 입도조정

고로슬래그 쇄석(cm)
배수층

성토

(K30≥11kgf/cm
3
)

30 0 25 0

성토

(7≤K30<11kgf/cm
3
)

65 0 50 0

절취,평지

(K30≥11kgf/cm
3
)

30 15 25 15

절취,평지

(7≤K30<11kgf/cm
3)

65 15 50 15

비고 1) 배수층은 노반두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2.2 독일
강화노반의 두께 결정을 위해서 흙노반(시공기면)의 탄성계수 Eef, 원지반노상의 탄성계수 Ef 및 강화노

반의 다짐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또한 이를 성능요구수준인 각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의 사용목적(여객, 여객+화물혼용, 화물전용, 통근전용)과 열차속도를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도상의 경우 자갈도상을 사용할 때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사용할 때를 나누어 두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표 5. 독일의 노반 설계규준 (DS836(DB AG))

선로형태

시공기면

[MN/m
2
]

강화노반

(노반보호층+동상방지층)

원지반면

[MN/m2]

Ev2 Evd Dpr

표준설계두께[cm]

동결지역등급 Ev2 Evd

I II III

신

설

선

고속철도-HP300
Ballast 120 50 1.0 70 70 70 80 40

Slab 120 50 1.0 40 40 40 60 35

여객열차선로,

여객/화물혼용선로-M230

Ballast 120 50 1.0 50 60 70 60 40

Slab 120 50 1.0 40 40 40 60 35

여객열차선로-P160

여객/화물혼용선로-M160

화물전용선로-G120

통근전용선로-C120

Ballast 100 45 1.0 40 50 60 45 35

통근전용선로-C80

화물전용선로-G50
Ballast 80 40 1.0 30 40 50 45 30

기

존

선

보

수

고속철도-HP300
Ballast 120 50 1.0 70 70 70 80 40

Slab 120 50 1.0 40 40 40 60 35

여객열차선로,

여객/화물혼용선로-M230

Ballast 80 40 1.0 30 40 50 45 30

Slab 100 45 1.0 40 40 40 45 30

여객열차선로-P160

여객/화물혼용선로-M160

화물전용선로-G120

통근전용선로-C120

Ballast 50 35 1.0 25 25 30 30 25

통근전용선로-C80

화물전용선로-G50
Ballast 40 30 0.97 20 20 20 20 25

비고
HP300 고속철도선로 : 300 km/h, M230 여객화물 혼용선로 : 230 km/h

동결지역등급, I 등급 340≤동결지수≤410~490, II등급 490≤동결지수≤580, III등급 580≤동결지수≤675

423



2.2.3 미국
미국의 철도노반에 대한 설계기준은 미국철도협회(American Railway Engineering Association,

AREA)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강화노반은 자갈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갈층에는 도상자갈

층과 보조도상층을 모두 포함한 두께를 말한다. 즉, 국내와 일본의 강화노반층인 보조동상층과 동일하

다. 미국철도협회(AREA)에 따르면 자갈층 두께를 구하는 공식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은

Tabot 식으로서 식 1과 같다. 그러나 Talbot 식은 경험적인 실험식으로서 1900년대 초에 주로 사용되어

현재의 열차속도와 차량축중 등 궤도조건을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상부노반의 토질조건, 열차

의 동적하중, 자갈층의 품질조건 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1)

여기서, Pc : 철도하중에 의해 노반에 작용하는 응력 또는 노반의 허용지지력(psi), 권장값=25 psi

Pm : 철도하중에 의해 침목 저면 혹은 노반 상부에 작용하는 등분포 응력(psi)

h : 침목저면에서 노반상부까지의 도상두께 (inch)

이를 두께기준으로 식을 바꾸면 아래와 같다.

  
 



(2)

2.2.4 영국
영국의 철도설계법은 노반 흙의 변형과 반복하중과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이로부터 반복하중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변형특성을 보이는 경계에서 흙의 강도를 정의한 임계응력(threshold stress)개념을 도입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으로 구한 흙의 강도와 설계축하중을 구하면 도상두께를 구할 수 있는 설계

도표를 그림 3 ~ 4와 같이 제시하였다.

(a) 도상두께 결정을 위한 설계도표 (b) 노반강도를 기준한 도상의 두께 결정도표

그림 3. 영국철도에서 사용하는 도상두께 결정 설계도표 (Selig와 Water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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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반의 탄성계수에 기초한 도상의 두께결정 (b) 노반탄성계수와 강도계수간의 상관관계

그림 4. 영국철도에서 사용하는 도상두께 결정 방법 및 상관관계(Selig와 Waters, 1994)

3. 노반설계 인자간의 상관성 검토
3.1 노반과 통과톤수의 상관성
통과톤수는 특정한 선로에 대한 철도교통의 세기 또는 용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철도궤도구

조에서 궤도틀림의 진행, 레일의 손상과 마모의 증가와 같은 궤도 열화의 평가지표로서 통과톤수를 사

용하며 단위로는 MGT(백만톤, Milion Gross Ton)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철도연맹의 UIC

규정 714에 의하면 열차의 속도와 하중을 고려하여 통과톤수를 아래식과 같이 산정한다.

  




(3)

여기서,  : 일간 객차의 실제하중,  : 일간 화차의 실제하중,  : 최고 허용속도 (km/h),  : 차

륜의 최소 직경 (m),  : 직경이 D인 차륜의 최대 축중 (ton)

일간통과톤수는 특정선로에 대한 수송력 및 선로용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평균 일간 통과톤수

는 약 20,000ton이며, 많게는 60,000ton에 달하기도 하고 중축중 노선의 경우 일간통과톤수가 300,000ton

인 예도 있다. 궤도틀림의 진행, 레일의 손상과 마모의 증가와 같은 궤도열화의 지표는 이 통과톤수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MGT(=백만 영국톤: English ton)로 나타낸다 (1MGT(US)=8896MN). UIC 714에서는

등가통과톤수로 선로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궤도에 요구되는 강도와 정밀도는 축중, 통과톤수, 주행속도에 따라 좌우된다. 궤도강도는 동적증가분

을 고려하나 기본적으로는 정적축중으로 정하며, 누적통과톤수는 궤도품질의 열화를 사정하는 척도로서

궤도보수 주기의 지표가 된다. 따라서 통과톤수는 궤도보수 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궤도의 품질저하 정

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지표임으로 노반강성 또는 강도의 설계기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

3.2 통과톤수와 궤도침하의 상관성
노반에서의 압축량은 열차의 통과톤수에 비례한다. 통과톤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궤도구조는 각 부

재의 응력이 허용치 이내에 있더라도 열차의 반복주행에 의해 점진적인 파괴가 발생할 수 있어 통상 기

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이때 궤도구조의 파괴는 반복되는 열차하중의 통과에 따라

궤도에 유발되는 진동으로 인한 도상 및 노반에서의 누적되는 침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궤도의 틀림

을 말한다. 따라 레일재료의 자체의 강도측면에서의 파괴이기 보다는 궤도구조의 파괴는 궤도틀림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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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궤도틀림을 유발하는 궤도구조의 해석 메카니즘을 정교하게 수립

하고 이의 이해를 바탕으로 궤도틀림을 예방할 수 있는 층구성, 재료의 선택 및 재료의 품질규정을 완

성하여야 한다. 궤도틀림을 유발하는 열차의 반복주행은 주로 차륜하중의 크기와 하중의 반복횟수에 비

례한다고 본다. 따라서 궤도의 파괴는 차륜하중의 크기(P)와 차량반복주행횟수(N)의 곱으로 표시되는

통과톤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3 열차속도와 노반의 상관성
노반에서의 압축량은 열차속도(v)에 비례한다. 그 이유는 주행열차가 궤도를 통과할 때 주행차량의 충

격으로 인해 도상 및 노반에서의 압축량이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행차량의 충격은 하부층구조

의 진동가속도(a)에 비례하고 진동가속도는 열차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궤도파괴는 열차속도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반면에 주행차량에 의한 하부층구조에서의 진동은 차량하중 또는 차량구조에 따

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궤도파괴가 열차속도에 비례하는 이유는 궤도파괴가 도상압

력(P)과 도상진동가속도(a)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때 도상진동가속도는 열차속도에 비례하며 차

륜종별에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궤도파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중계수이다. 하중계수는 (차량계수)×(통과톤

수)×(열차속도)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도상의 진동가속도는 주행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별된다.

- v=140 km/h : 0.8g

- v=250~300 km/h : 1.4g

3.4 열차하중과 노반허용응력의 상관성
  강화노반을 포함한 노반 및 도상에 미치는 열차하중은 노반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열차하

중은 레일접촉면에 전달된 차량하중이 직하부의 하부구조층으로 전달되면서 점차적으로 하중의 크기가 

감소하지만 응력원의 크기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분포하게 되어 응력원의 분포범위와 그 크기를 정확하

게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화노반에 침목하부에서의 접지압의 약 30%정도의 하중이 전달된다고 본

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설계시 도상과 노반을 2층 시스템으로 고려하며 도상과 노반에 작용하는 응

력을 각 층의 하중지지력을 결정하는 응력으로 고려한다. 도상에 대한 하중초과는 궤도선형의 급속한

틀림을 진행시키며 노반에 대한 하중초과는 특히 수분에 민감한 재료일 경우 분니 발생을 유발할 수 있

다.

노반(강화노반 및 흙노반)의 허용수직응력은 통상 아래 경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σ z=
0.006E dyn

1+ 0.7 log N
(N/㎟) (4)

여기서, N : 하중 사이클 반복수, Edyn : 동적탄성계수이며 반복평판재하시험에서 두 번째 하중단계(제

하-재재하부)에서 취한 탄성계수 Ev2 또는 동편판재하시험에서 획득되는 이며 Ev2를 사용할 경우

    를 사용한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다음 표 6과 같이 Ev2 값에 따른 노반의 허용응력 σ z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노반의 허용수직응력은 반복평판재하시험 결과값(Ev2)과 차량의 통과횟수(N)에 상관되며 노반 마무리면

에서의 강성(Edyn 또는 E v2)이 클수록 허용압력이 비례하여 증가하고 차량의 반복재하횟수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상부궤도의 틀림 및 선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누적통과톤수(MGT)는 노반의 허용접촉압력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현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하중의 크기 보다는 통과횟수와 연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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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v2값에 따른 노반의 허용응력 계산 예

E v2 값에 따른 노반의 허용응력 σ z

분 류 E v2 (N/㎟) C (N/㎣) σ z(N/㎟) n= 2⋅10 6 비 고

열 등
10 0.03 0.011 -도상두께 : 30㎝

-도상탄성계수(E=150N/

㎟)

-반복 재하수 : 200만회

20 0.04 0.022

보 통 50 0.07 0.055

양 호
80 0.09 0.089

100 0.11 0.111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외 노반 설계기준에서 강화노반두께를 산정하는 방법과 향후 성능설계에 의

한 강화노반두께를 산정하는데 있어 각각의 설계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노반의 설계기준을 검토한 결과, 국내 강화노반두께는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차속도,

궤도구조, 강성(K30) 등을 고려한 강화노반두께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열차속도, 궤도구조, 강성(Ev2), 철도의 신설여부에 따라 강화노반두께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강성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2. 강화노반두께를 결정하는 주요 설계인자로서는 노반, 통과톤수, 열차속도, 궤도침하, 열차하중, 노반

허용응력등 있으며 이들 상호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향후 성능설계를 위해서는 국외 설계기준과 설계인자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강화노반두께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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