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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nam's high speed railway line that was designed as the most suitable with corresponding 350km/h for 

concrete track will be scheduled train operation in 2015. In this study, It was reviewed the performance level 
of standardized design section for the soil structure with 350km/h and also analyzed the demand level for 
roadbed structure corresponding with 400km/h speed up of HSR.

1. 서론
 국내외 철도기술 발전은 속도향상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꾸준히 발전되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4년
도 4월1일에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으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도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2단계 개통은 콘크리트궤도를 적용함으로써 고속철도의 질적 수준
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은 국내 고속철도의 질
적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남고속철
도는 경부 1, 2단계의 건설 노하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설계로 시공되고 있다. 향후 속도 
향상 시 고속선에 투입이 예상되는 차량은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동력분산형 고속차량(HEMU-400X)
으로 최고속도 430km/h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개발될 차량이 시험선로 구간에서 성능을 성공적으
로 완수하기 위해서 시험선로의 인프라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과 필요사항 도출을 명확히 하여야 향후 
인프라 측면에서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성과 환경적인 문제 및 경제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철도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건교평에서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으
로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 과제가 2010.12.29에 착수하여 430km/h의 차세대 
고속철도에 대응하는 인프라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운영속도 400km/h를 위한 환경, 전차선, 선로구축물, 
운영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도전적인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350km/h 이상의 
열차속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사례도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논문
에서는 선로구축물에서 노반분야에 대한 고속 증속에 따른 노반구조의 요구성능과 요구수준를 정립하여 
향후 고속선에 대응한 노반구조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2. 국내 고속철도의 궤도/노반 구조
2.1 경부 1,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의 궤도/노반의 구조 
  표 1은 국내 경부와 호남고속철도의 주요 설계인자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와 같이 호남고속철도가 
경부고속철도보다 단면축소, 기술수준의 향상 등으로 보다 최적화된 기준으로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로중심간격, 최소곡선반경, 터널단면축소 등의 개선은 전체 사업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인자이

2479



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1 국내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주요 설계인자 비교
구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설계속도 350km/h 350km/h
선로중신 간격 5.0m 4.8m
최소곡선반경 7000m 5000m
최급기울기 25‰(30‰) 25‰(30‰)

설계 표준하중 표준열차하중 여객전용표준열차하중
완화곡선 연장 2,500C 2,500C

직선 및 곡선의 최소연장 0.5V 0.5V
최고캔트 (부족캔트) 180(110)mm 180(110)mm

종곡선 반경 25,000m 이상 25,000m 이상
건축한계 H6,450mm, B4,200mm

시공기면 폭 4.5 4.5(4.25)
터널단면 107.9 96.7

신호 ATC ATC
급전방식 AT 급전방식 AT 급전방식

궤도 1단계: 자갈도상궤도 원칙
2단계: 콘크리트도상+자갈도상 전 구간 콘크리트 도상궤도

차량 동력방식 집중식 집중식, 분산식
열차편성 P+CT+16T+CT+P P+CT+6T+CT+P 중련

  그림 1은 경부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에 적용되는 토공구간에서의 콘크리트궤도의 표준단면이다. 그림
에서와 같이 궤도시스템은 격자형 철근 침목을 연속타설 도상콘크리트(TCL)과 일체화하여 이루어 졌으
며, 도상안정층(HSB)의 지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2개의 층 두께는 각각 240mm와 300mm를 적용하
였다. 하부노반의 구조는 강화노반층으로 쇄석강화노반으로 보조도상층 300mm, 입도조정층 300mm 총 
600mm를 강화노반층으로 설계하였다. 표 2는 경부 2단계에서 토공노반에 대한 요구수준을 정리한 것
이다. 

  
                (a) 경부 2단계                                 (b) 호남고속철도

그림 1 경부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토공상 콘크리트궤도의 표준단면

표 2 경부 2단계에서의 토공상 콘크리트궤도의 요구수준
항목 요구수준 비고

도상콘크리트층(TCL) ․강도 30MPa, 폭 3.2m, 높이 240mm
․종 철근량 단면의 0.～0.9% ․궤도높이(R.L～F.L) 772mm 

노반강화층(HSB) ․강도 12MPa, 폭 3.8m, 높이 284mm
․무근콘크리트

강화노반층 ․보조도상 높이 300mm Ev2≥120MPa
․입도조정층 높이 300mm Ev2≥80MPa

․쇄석강화노반
․호남고속철도 보조도상 200mm
 입도조정층 높이 200～300mm

상부노반 ․높이 3m Ev2≥80MPa ․재료 : [A군],  안정처리된 
[B][C]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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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반분야 주요 설계기준
 표 3은 고속철도 노반분야 주요 설계기준을 정리한 표이다.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공용 중에 유지보수
성의 제한으로 매우 엄격한 노반 품질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경부 2단계와 비교할 때 호남고속철도에서
는 강화노반의 보조도상의 두께가 100mm 저감되었으며, 입도조정층의 두께는 200～300mm로 경부 2
단계의 강화노반두께 600mm보다 최대 200mm 저감하여 400mm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두께
는 독일 기준 400mm와 같은 두께이며, 일본의 150mm 보다는 두꺼운 층이다. 일본의 경우 HSB층이 
철근콘크리트로서 국내에서 적용하고 무근콘크리트와는 다소 다른 것이 특징이다. 노반의 품질관리기준
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치기간에서 세립토는 상・하부 쌓기에서 [A군]재료의 경우와 기
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이외의 지반에서는  상, 
하부 쌓기에서 [A군]재료의 경우와 기타의 경우 각각 1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으로 콘크리트 궤도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3 고속선 주요 노반 품질관리 설계기준 비교
구 분 경부 1단계(자갈궤도) 경부 2단계/호남고속

(콘크리트궤도)

강화
노반층

재 료 입도조정 부순돌 입도조정 부순돌

밀 도
보조도상 EV2≥120MN/m2. EV2/EV1 <2.2

[D:200mm]
경부: EV2≥120MN/m2, EV2/EV1 <2.2 [D:300mm]
호남: 상동, [D:200mm]

입도조정층 EV2≥80MN/m2, EV2/EV1 <2.3
[D:300mm]

경부: EV2≥80MN/m2, EV2/EV1 <2.3 [D:300mm]
호남: 상동, [D:200～300mm}

상부
노반층

재 료 [A]군, 안정처리된 [B][C]군 [A]군, 안정처리된 [B][C]군
밀 도 EV2≥80MN/m2. EV2/EV1 <2.3

OPM의 95% 이상
EV2≥80MN/m2, EV2/EV1 <2.3
OPM의 95% 이상

하부
노반층

재 료 [A]군, [B]군 [C]군 [A]군, [B]군, [C]군
밀 도 EV2≥60MN/m2, EV2/EV1 <2.7

OPM의 90% 이상
EV2≥60MN/m2, EV2/EV1 <2.7
OPM의 90% 이상

깍기부 및 본바닥 No more than F.L 3m. N≥4
K30: 69MN/m3 이상

No more than F.L 3m. N≥4
K30: 69MN/m3 이상
호남: 성토
N≥10이상, Ev2>60MPa
깎기 및 원지반: Ev2>80MPa

방 치
기 간

상·하부
노반층

양질의 흙 3개월 이상  경부: 최소 6개월 이상
 호남고속철도

     쌓기
     재료

쌓기
지반

상, 하부 쌓기에서
[A군]재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세 립 토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상기 이외의 지반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상기 외 지반 1개월 이상

기타의
경 우

양질의 흙 6개월 이상

상기 외 지반 3개월 이상

허용할 수 있는 노반 침하량 - 최대침하량 ≤ 30mm

3. 흙 구조물에서의 요구성능 및 성능항목
 흙 구조물의 요구성능은 그 사용목적이나 설계내용기간에 따라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요구수준이 
다르다. 또한, 선로를 운영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요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흙 구조물은 
파괴 징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재료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설계정수의 편차가 큰 것
이 특징이다. 쌓기의 경우에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다짐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
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료적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특징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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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시공 직후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깎기 구조물의 경우 설계 초
기보다 점진적으로 불안정화 되는 특징을 가지며, 사면 절취 등으로 인한 토압의 변동, 원지반의 강도변
화, 지하수 변동 등으로 인해 사용 중에 점진적으로 안정성에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2007년도 개정된 설계기준에서는 기존 단순히 토공 개념을 일반 구조물과 같은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흙 구조물에 대한 성능 기반의 설계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든 
설계를 성능기반으로 설계하기에는 엔지니어링의 기술한계, 전체주기에서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양
설계가 과다설계이지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적합간주사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도
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흙 구조물은 다른 건설재료와 달리 설계정수의 편차나 시공의 불확실
성 등의 원인으로 정밀한 계산으로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쌓기나 깎기 구조물은 간편한 구조이기 때문에 소규모인 공사 등에 있어서는 상세한 조사, 설
계를 하여 합리적인 단면으로서 시공하기 보다도 다소 안전 측으로 간소된 설계방법인 사양중시의 설계
를 하는 것이 전체 설계비용을 적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흙 구조물은 사전에 표준화된 단면에 대
하여 해석하고 실험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양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대규모 공사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단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성능 대조조사를 통해 이
를 검증하면 좋을 수 있다. 

표 4는 흙 구조물에서 필요한 요구성능과 그에 따른 성능항목이다. 일반적으로 토목 구조물은 설계기
간동안에 요구성능은 가장 먼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두 번째 사용 중에 목표한 수준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에 대응하고 복구에 대한 측면을 고려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이를 정의하면 안정성은 흙 구조물이나 주변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항목이며, 사용성은 흙 구조물의 사용자나 주변사람의 사람이 쾌적하게 사용 또는 생활하기 성능
이다. 복구성은 흙 구조물이 손상을 받지 않기 위한 성능 또는 손상을 받는 경우 성능 회복이 용이하게 
시행되기 위한 성능이다. 

표 4 흙 구조물에서 요구성능별 주요 성능인자
요구 

성능
성능항목 대조조사 지표의 예 고려하는 작용

안전성

파괴
흙구조물의 내부파괴위험도(원호활동, 2쐐기법 

등), 변위․변형
․ 설계내용기간 중에 생기는 모든 외

부하중 및 반복

․ 발생빈도는 적지만 영향이 큰 우발

작용

안정
지지 지반의 안정(원호활동법), 변위․변형(압밀

침하량 등)

열차주행*1 변위․변형(반복누적변위, 동적변위)

사용성

승차감*1 변위․변형(궤도정비기준치, 동적변위) ․ 설계내용기간 중에 빈번히 생기는 

작용 및 그 반복

․ 설계내용기간 중에 비교적 종종 발

생하는 크기의 작용

궤도보수의 작업성 변위․변형(반복누적변형, 침하속도)

진동․소음*2 진동레벨, 소음레벨

외관 변형, 크랙 등

복구성
변형*2, 손상, 잔존 

내력

지반이나 흙 구조물의 지진 시 잔류변형, 강우

시 변형 등

․ 발생 확률은 지극히 작지만 영향이 

큰 우발작용

성능설계에서 요구성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요구성능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성능항목을 도출하고 이
를 검증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표 5는 흙 구조물의 요구성능에 따른 성능항목과 이를 검증하는 
조사지표를 예로 나타낸 것이다. 안전성의 성능항목은 파괴, 안정, 열차주행의 성능을 확보하여야하며, 
사용성의 성능항목으로는 승차감, 궤도보수의 작업성, 진동․소음, 외관(크랙, 변형)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구성의 성능항목으로는 변형과 손상, 잔존 내력성을 들 수 있다. 복구성에서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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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손상의 문제는 발생확률이 지극히 작지만 영향이 큰 우발작용에 대한 영향으로 지진에 대한 잔류
변형, 강우 시 변형이 이 부분에 속할 수 있다. 

표 5 성능항목별 기술정의
요구

성능
성능항목 정의

안 성

괴
흙 구조물의 안 성 조사는 시공   설계내용기간 에 생기는 작용 혹은 그 반

복에 의해서 생기는 괴, 잔류변형, 동 변 진폭에 해서 한계치를 설정하여 시행함.
안정

열차주행*1

사용성

승차감*1
- 흙 구조물의 사용성에 한 조조사는, 설계 내용기간 에 생기는 설계 작용  그 

반복에 해, 한계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을 조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사항목: 지지 지반의 침하한계치, 노반 잔류침하량, 궤도구조의 부 별 응력, 변형

한계치, 소음진동

- 주의개소: 연약지반상의 진동문제, 속부, 부등침하

궤도보수의 작업

성

진동․소음
*2

외

복구성
변형*2, 손상, 잔존 

내력

- 지진이나 강우 등의 우발 작용에 의한 손상이 기능 회복의 난이도를 고려한 변형 

벨의 한계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을 조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비탈면공이

나 노반공, 배수공 등, 흙 구조물의 각 구성 부 에 있어서는, 기능회복의 난이도를 고

려한 손상 벨의 한계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을 조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내용

변형 벨 1 부분 변형은 일어나지 않고, 기능은 건 하여 보수하지 않고 사용가능한 상태

변형 벨 2 다소 변형하지만, 보수에 의해서 기능이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상태

변형 벨 3 잔류변형은 크지만, 부분 인 재구축에 의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

변형 벨 4
잔류변형이 상당히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구축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

3.1 흙 구조물 요구성능별 기술분석
3.1.1 안전성
 요구성능의 안전성 평가는 시공 중 또는 설계 단계에서 생기는 하중에 대하여 1) 파괴, 2) 잔류변형, 
3) 동적변위진폭에 대하여 한계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능항목으로는 
성토체의 안정과 지지지반의 안정, 그리고 열차주행에 대한 동적변형을 들 수 있다. 

성토체의 안정은 상시, 강우, 지진, 열차하중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하여 원호활동에 대한 위험성이 없
어야 한다. 표 6은  호남고속철도 철도설계기준에서 쌓기 비탈면의 기준 안전율이다. 이 기준은 국내의 
도로, 철도, 주택, 택지 등 건설과정에서 생성되는 비탈면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시공 방안을 위한 기준
으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된 기준이다. 따라서 국내 건설환경에 잘 
부합되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쌓기 비탈면 안전율 기준(호남고속철도)
구분 기준안전율 참조
건기 FS>1.5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1.3
․일반적인 쌓기 비탈면은 별도의 지하수위 조건 없음
  한쪽 쌓기 한쪽 깎기 비탈면에서는 측정한 지하수위 또는 침투해석을 통한 지하수위를 

이용하여 해석
․쌓기 표면에 강우침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우침투를 고려한 해석 실시

지진시 FS>1.1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의 중심에 수평방향으로 작용
․지하수위는 실제 측정 또는 침투해석을 수행한 지하수위

단기 FS>1.1 ․기간 1년 미만의 단기간의 안정성 검토 시
∙쌓기 비탈면의 경우에는 필요시 우기 시 안전율을 검토하고 건기 시의 안전율도 만족하도록 설계함
∙강도정수를 최대강도가 아닌 잔류강도로 해석한 경우 : 위 기준에서 0.1 감소
∙비탈면 상하부 파괴범위 내에 가옥, 건물 등의 고정시설물이 있는 경우 : 위 기준에서 0.05 증가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 2종 시설물의 기초가 있는 경우 : 별도 검토
∙상기 조건을 중복 적용하여 FS<1.1 인 경우에는 최소 안전율 1.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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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반의 안정은 지지지반의 원호활동, 압밀침하량, 액상화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특
히 콘크리트궤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지반은 궤도의 구조상 허용되는 변형량이 지극히 작기 때문에 지
지 지반의 침하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표 7은 일본의 성토지지 지반의 조건이며, 표 8은 국내 
호남고속철도에서 지지지반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국내기준은 외국기준과 비교해 볼 때 사질토의 경우 
N≤20으로 되어 있으나, 국내 호남고속철도 기준은 N≤10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적용하는 사질토 지반의 N값은 일반적으로 지반공학적인 연약지반 판정기준이며, 일본에서의 기준은 콘
크리트궤도의 경우 매우 적은 침하관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표 7 성토지지 지반의 조건(일본)
구분 세구분 성토지지지반으로서 필요한 조건 비고

암반 무조건

토층

홍 토

역질토 무조건

개업 후 10mm/10년 정도 목표

사질토 N값≥20

성토 N값≥4

충 층

역질토 N값≥20

사질토
N값≥20이고 액상화 우려가 없는 것을 확

인한다. 

성토

N값≥4이고 성토 하 에 해서 충분히 

과압 이며, 침하나 안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표 8 연약지반 판정기준(한국)
구분 이탄질  성토 지반 사질토 지반 비 고

층두께 10m 미만 10m 이상 -

개업 후 잔류침하량 25mmN치 4 이하 6 이하 10 이하

qu(kN/m2) 60 이하 100 이하 -

지지지반의 조건과 더불어 중요한 항목은 원지반의 잔류침하량이다. 잔류침하량의 경우 현재 국내 허
용잔류침하량기준은 30mm로 노반에서의 잔류침하량 25mm와 열차하중에 의한 침하량 5mm를 기준으
로 두고 있다. 또한 분지지반의 경우 종곡선 반경이 0.4V2(V=설계속도, km/h)보다 클 때에는 추가 검
토를 통해 60m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은 독일과 일본의 노반 잔류침하량 기준을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와 같이 국내기준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약지반의 계측은 지표와 원지반 모두 50m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등침하가 발생 가능
이 있는 개소는 25m 마다 계측하여 공용중에 안정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30m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사질토에 대한 액상화 검토는 쌓기 폭의 약 2배 또는 25m까지 액상화를 검토하여 지진 시 액상
화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쌓기 폭의 2배와 30m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표 9 독일, 일본의 노반 허용 침하량
구 분 노반 허용잔류침하량 비 고
독 일 최대처짐량 ≤ 15mm

(처짐길이가 20m 이상인 경우는 30mm까지 허용)
일 본 10mm/10년

(최대 영구처짐량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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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용성
  요구성능의 사용성 평가는 승차감, 궤도보수의 작업성, 진동․소음, 외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성은 
설계기간 중에 예측한 설계 하중과 열차반복하중에 대하여 한계상태에 이르지 않는가를 평가하는 것으
로 한다. 일반적으로 지지지반의 침하한계치, 노반 잔류침하량, 궤도부위별 응력, 변형 한계치, 소음진동 
문제를 평가하며, 주의개소로는 연약지반의 진동문제, 접속부, 부등침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국내 지지지반에 대한 특별한 침하한계치는 없으며, 노반의 허용잔류침하량 기준(25mm)로 하고 있다. 
다만 낮은 쌓기의 경우(3m이하) 열차하중을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지강성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
다. 표 10는 낮은 쌓기의 지지 지반의 요구수준이다. 독일의 지지지반의 강성기준은 Ev2로 45MPa 이
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쌓기 Ev2≥60MPa, 깎기 80MPa으로 외국기준과 비교해 볼 때 상당
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궤도 부위별 응력과 변형의 한계치는 레일의 응력과 변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노반에서는 허용노반
압력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계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이 
어느정도의 수준인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현장실험을 통해 경
험식으로 노반의 허용노반압력을 산정하고 있다. 
소음진동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동이 일반적이다. 현재 국내 노반에 대한 진동
한계치는 없으며, 외국 문헌이나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표 11, 표 12 참조)

표 10 낮은 쌓기의 지지 지반의 요구수준
구분 호남 독일

쌓기  성토 60MPa
45MPa

깎기 80MPa

 표 11 독일 DIN 4150, part-3
구 분 기초의 진동속도에 대한 규준치(cm/s)

<10Hz 10~50Hz 50~100Hz
1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2 2~4 4~5
2 주거용 건물 0.5 0.5~1.5 1.5~2
3 진동예민구조물

(법적보존 가치가 취해진 건물) 0.3 0.3~0.8 0.8~1

표 12 진동속도에 따른 건물 피해정도 비교1)

진동치(cm/s) Sweden Canada U.S.A Germany ASCE
40 큰 균열 발생

피해발생
큰 균열이 

발생
(피해발생) 큰피해발생 구조물 위험30 균열이 발생

15 미세한 균열 가벼운 피해
10 요주의 요주의 요주의 피해발생 10, 35Hz의 

구조물 주의5
눈에 보이는

피해없음1 안전 안전
극히 가벼운 

피해 10, 35Hz의
기계안전한계0.5 요주의

0.2 인체에는 잘 느껴지나 구조물에는 피해 없음
0.04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낌
0.01 대단히 민감한 사람만이 진동을 느낌

0.005 이하 인체에는 감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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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속도향상에 대한 노반분야의 요구성능을 도출하고 그에 부합되는 성능항목과 검증하
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현재 국내뿐 만아니라 외국에서도 흙구조물에 대한 성능을 보다 객관적이며 정
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에서도 속도대역에서의 요구수준 및 성능
항목에 대한 명확한 설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흙구조물의 성능을 확
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과 고속선에 대응한 요구수준 항목과 그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향후 속
도 증속에 대비하여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 과제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강보순(2006), “열차하중에 대한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대한토목학회지 제54권 제11호 2006

년 11월, pp87～97.
2. 한국철도시설공단(2008), 호남고속철도설계지침
3. DIN 4150 진동기준 등급
4. 日本鐵道總合技術硏究所(2007), 鐵道構造物等設計標準東解雪(土構造物)

2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