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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터널 하부 여굴처리 방법에 대한 정적 및 동적 안정성 검토

Static and Dynamic Analysis for Railway Tunnel according to Filling Materials

for overbroken tunnel bottom 

서재원 · 조국환*

Jae-Won Seo · Kook-Hwan Cho

Abstract Alignments of railways recently constructed in Korea have been straightened due to the advent of high-

speed rail, which means increasing the numbers of tunnels and bridges. Overbreak during tunnel construction may be

unavoidable, and is very influential on overall stability. Over-excavation in tunneling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onstruction costs. Overbreak problems around crown areas have decreased with improvements of excavation

methods, but overbreak problems around bottom areas have not decreased because those areas are not very influential

on tunnel stability compared with crown areas. The filling costs of 10 cm thickness of overbreak at the bottom of a tun-

nel are covered under construction costs by Korea Railway Authority regulations, but filling costs for more than the

covered thickness are considered losses of construction cost. The filling material for overbreak bottoms of tunnels

should be concrete, but concrete and mixed granular materials with fractured rock are also used for some sites. Tunnels

in which granular materials with fractured rock are used may have a discontinuous section under the concrete slab track.

The discontinuous section influences the propagation of waves generated from train operation. When the bottom of a

tunnel is filled with only concrete material, the bottom of the tunnel can be considered as a continuous section, in which

the waves generated from a train may propagate without reflection waves. However, a discontinuous section filled with

mixed granular materials may reflect waves, which can cause resonance of vibration. The filled materials and vibration

propagation characteristics are studied in this research. Tunnel bottom filling materials that have ratios of granular mate-

rial to concrete of 5.0 %, 11.5 %, and 18.0 % are investigated. Samples were made and tested to determine their material

properties. Static numer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FEM program under train operation load; test results

were found to satisfy the stability requirements. However, dynamic analysis results show that some mixed ratios may

generate resonance vibration from train operation at certain speeds.

Keywords : Railway tunnel, Tunnel blasting, Remedy measure for the overbreaks, Numerical analysis

초 록 철도의 고속화에 따라 선형의 직선화와 함께 터널이 철도노선에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터

널 굴착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굴은 터널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굴은 시공의 경제성에

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터널 굴착 시 천단부 여굴은 굴착공법의 발달과 함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바닥부 여굴은 터널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바닥부 여굴에 대하여 10 cm정도의 콘크리트 채움을 시공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담하여 채움을 실시하고 있다. 바닥부 여굴에 대한 채움은 콘크리트 채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나 경우에 따라 버림 콘크리트와 혼합골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궤도 하부에 연속체 재료

와 불연속체 재료의 존재를 발생시키게 되며,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같은 연속체 재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이 터널주면 암반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나, 불연속체가 존재하면 진동의 전파와 반사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터널 바닥 채움 재료에 대하여 시멘트 혼합비율을 5%, 11.5%, 18% 등으로 달리하여 시료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료의 동적 물성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모든 재료의 배

합은 정적안정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적거동에서는 빈배합콘크리트와 시멘트 함유량이 낮은 채움

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특정 운행속도에서 공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철도터널, 여굴 채움 재료, 공진주시험, 공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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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대형·대단면 지하공간 창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터널의 규모 확대에 따른 굴착에 있어서 굴진효

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기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굴진 효율을 증대시키고 발파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발파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막장 암반을 파악하여 천공패턴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천공장비, 발파 방법, 지질 구조적 원인 등으로 인해 터널의 1차 숏크리트 라이닝의 설계선 바깥으로 추가로 굴착된 여굴(과굴,

Overbreak)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터널 굴착 시 여굴 감소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국내에서도 연구

한 결과가 몇몇 발표된 바 있다[1-4]. 그러나 이들은 여굴을 야기 시키는 몇 가지 문제 중 일부인 천공방법이나 발파패턴 설계

등을 분리시켜 연구하고 있다.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터널 굴착선 여굴에 의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터널공사비의

15?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철도설계기준[5]에서는 발파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굴에 대하여 일부 보

강비용을 공사비용 산정에 포함시켜주고 있다. 

바닥부 여굴에 대한 채움은 콘크리트 채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버림 콘크리트와 혼합골재를 병행하여 시공

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궤도 하부에 연속체 재료와 불연속체 재료의 존재를 발생시키게 되며,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같은 연속체 재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이 터

널주면 암반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나, 불연속체가 존재하면 진동의 전파와 반사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터널 바닥 채움 재료에 대하여 시멘트 혼합비율을 5%, 11.5%, 18% 등으로 달리하여 시료를 제작하였

다. 제작된 시료의 동적 물성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통하여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2. 공진 및 주파수 응답해석법

2.1 공진

열차하중에 의한 교량의 동적거동은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차량의 동적운동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Fig. 1의 일정간격 하

중의 연행에 의한 공진의 개념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차하중에 의한 교량의 공진현상은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차량의 운행진

동수가 일치할 경우 발생한다. 여기서, 차량의 운행진동수는 다음식과 같이 열차의 유효타격간격(effective beating interval)과 속

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식 (1)과 같이 교량의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와 차량의 가진진동수(Exciting Frequency)가 일치할 경우 공진현상이 발

생하게 되며 매우 불안정한 동적거동을 유발하며, 승차감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여기서 Ω는 열차의 운행진동수, V는 열차의

속도이며, 는 유효타격간격, 는 교량의 첫 번째 휨 모드 고유진동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공진을 유발하는 차량의 임

계속도( , critical speed)는 다음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열차의 유효타격간격을 알면 공진을

유발하는 임계속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임의의 차량이 임의의 간격으로 통과하는 도로교량과 달리 철도교량은 특정 열차만

주행함으로 식 (2)와 같이 공진을 발생시키는 임계속도의 파악이 가능하다.

Seff ω
1

Vcr

Fig. 1. Concept of resonance under equidistant load condi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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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국내 공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일 등 [7]은 강합성형 철도교와 TGV-K 열차의 관절형 대차시스템을 고려한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하여 일정한 유효타격

간격을 가진 열차의 주행에 의한 교량의 공진현상과 공진소멸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간을 25 m에서 50 m까지 변화

시켜 각 경간마다 고유진동수와 임계속도를 정리하였다. 열차의 유효타격 간격 18.7 m와 교량의 경간에 의해 공진소멸현상이

일어나는 경간 28.05 m와 46.75 m의 교량에서는, 교량을 통과한 축하중에 의한 자유진동이 사라져 공진효과가 정확히 소멸되

었다. 이에 철도교의 경우,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열차의 유효타격 간격에 따라 공진을 유발하는 임계속도와 공진소멸 현상을 유

도하는 특정한 경간장을 예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성일 등 [8]은 기존선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형식들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타격간격

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공진소멸을 유도할 수 있는 지간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작용하는 다양한 축 간격

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열차의 지배적인 타격간격은 객차사이의 간격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존선에서 주행하는 세 가지

형식의 열차에 대해 결정된 지배적인 타격간격을 이용하여 공진소멸을 유도하는 지간은 세 열차 모두 35 m 지간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량의 강성이나 질량 등의 특성치 및 열차의 동특성과 관계없이 오직 지간과 축 간격에 의해 결정

되는 결과인 것이다.

오주원 [9]은 TGV-K 차량하중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철도 교량을 설계할 경우, 기존 단순보 형태의 경간을 가진 교량모

델의 동적거동이 아닌 2경간 연속보 형태의 교량에 대하여 공진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진현상을 일으키는 위험속도와

부 위험속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첫 번째 진동모드의 위험속도와 부 위험속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진동모드의 위험속

도와 부위험속도를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윤지홍 등[10]은 국내외에서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25 m PSC-I 철도교를 대상으로 가로보의 개수에 따른 동특성 및

동적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열차의 유효타격 간격은 KTX열차의 경우에는 18.70 m, 화물열차의 경우에는 13.95 m이며, 이

를 근거로 KTX열차와 화물열차가 일정한 유효타격 간격으로 주행할 때의 임계속도를 제시하였다. 위의 주요 연구 동향을 정

리해 보면 지진 시 구조물의 관성력이 아닌 주변지반의 거동이 터널의 응답을 지배한다는 사실과 열차 타격 간격과 이에 따른

각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임계속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터널 바닥부 여굴에 채움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열차의 유효타격 간격과 선로와 주변지반 단면의 고유진

동수를 알면 공진을 유발하는 임계속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주파수 응답해석법을 통한 시간이력해석

철도구조물에서 진동 발생의 원인은 열차 하중이며, 이는 궤도 구조를 통하여 지반으로 전파한다. 해석 대상은 터널내부지반

의 진동이므로 열차 하중을 단순화하여 바퀴 하나로 모사해 반 정현파로 재하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6]. 또한 해석에 사

용한 하중은 KTX열차의 정적하중(Q)을 열차의 속도에 따른 동적할증계수(DAF)를 고려하여 식 (3)으로 부터 동적윤중( )

을 산정하였다.

(3)

(4)

여기서,  : 유효윤중(kN)

여기서,  : 동적윤중(kN)

여기서,  : 확률의 신뢰구간에 좌우되는 표준편차의 가중치

여기서,  : 궤도품질에 좌우되는 계수

본 연구에서는 하중을 단순화하여 바퀴 간격에 의한 주파수를 적용하였다. KTX열차의 대차 내 차륜 간격(3 m)에 따른 주파

수는 식 (5)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열차속도가 100 km/h인 경우 9.2 Hz, 200 km/h인 경우 18.5 Hz, 300 km/h인 경우

27.8 Hz이다. 이를 열차 속도에 따른 반 정현파(Half-sine) 하중을 각 레일상면에 동시에 가하였다.

Ω V Seff⁄ ω
1

Hz( )= =

Vcr ωcr Seff×=

Qdum

Qdyn Qeff DAF×=

DAF 1 t Φ• 1 0.5
V 60–

190
--------------•+⎝ ⎠

⎛ ⎞+=

Qeff

Qdyn

t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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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 대차 내 차륜 간격에 따른 주파수(Hz)

여기서,  : 대차 내 차륜 간격(m)

여기서,  : 열차속도(m/s)

3. 재료의 동적특성

철도차량하중 등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 정적변형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저변형율(10-5 ~ 10-3%) 및 중간변형율(10-3 ~

10-1%) 영역을 포함한 재료의 신뢰성 있는 비선형 전단탄성계수(G)와 감쇠비(Damping Factor)등 동적물성치의 평가가 매우 중

요하다 [11].

3.1 일반적인 지반재료의 동적특성 및 동적특성 모델

일반적으로 강화노반과 같은 지반재료의 거동특성은 Fig.2와 같이 전단탄성계수(G)-대수 변형률(γ)의 관계로 나타내어, 선형

영역과 비선형영역으로 구분한다. 선형영역과 비선형역역으로 구분 짓는 변형률 크기를 선형한계변형률( )이라 칭한다. 일반

적으로 지반재료의 선형한계변형률은 0.001%-0.01% 범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형한계변형률 이하의 저변형률 영역에서의 전단탄성계수와 감쇠비는 기본적으로 변형률의 크기에 무관하여 일정한 값을 가

지며, 이때의 전단탄성계수를 최대전단탄성계수( )라 한다. 그러나 선형한계변형률을 넘어서게 되면 전단탄성계수는 점차

줄어들고 감쇠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Fig. 2에 나타낸 지반의 전단탄성계수( ) - 변형률( )의 관계는 흙의 종류, 함수비, 구속응력( ), 하중주파수( )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단탄성계수( )를 최대 전단탄성계수( )로 정규화한 정규화전단탄성계수

( )와 전단변형률 크기( )의 관계로 나타내면 이들 영향요소(함수비, 구속응력, 하중주파수)에 비교적 무관하며, 흙 재료

의 종류(모래, 점토, 자갈 등)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반복재하를 받는 입상재료의 응

력-변형률 관계를 예측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석 모델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Hyperbolic Model, Ramberg-Osgood Model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Hyperbolic Model은 식 (6)과 같이 표현 된다. 

(6)

여기서, : 전단응력, : 미소변형률에서의 전단탄성계수, : 참조변형률(reference strain), : 파괴시 전단응력이라 하

며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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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t
e

Gmax

G γ σ
3

fr

G Gmax

G Gmax⁄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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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γ
γr
----+

---------------=

τ Gmax γr τf

Fig. 2. Shear modulus-log shear strain (G-logγ) relation of typical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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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의 식을 정규화전단탄성계수( )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식 (8)과 같다.

(8)

Hyperbolic Model은 간편성에도 불구하고 입상재료의 동적특성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여 모델 개선을 위한 시도가 있어왔다

[13-17]. 

흙재료의 감쇠특성을 나타내는 감쇠계수(D) 모델식 또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바 있으나 최근 Ishihara [18]에 의해 개

발된 식은 식 (9)와 같다.

(9)

위의 감쇠계수식은 전단 변형률이 매우 작거나 매우 클 때 감쇠특성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큰 변형

률에서는 감쇠계수 D=2/π=0.637이 되며 저 변형률(  = 0)에서는 D=0이 되지만 실제 흙과 같은 입상재료의 감쇠계수는  =

0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이를 으로 정의한다.

강화노반과 같은 사질성 재료에 대한 최근의 동적특성 모델로는 Ishibash와 Zhang [19]이 제시한 모델을 들 수 있으며, 정규

화 전단탄성계수( )와 감쇠비(D)에 미치는 평균유효응력( )과 소성지수(PI) 및 변형률 크기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

록 식 (10) 및 식 (11)과 같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쇄석재료인 도로 보조기층에 대한 자유단-자유단 공진주시험 연구

결과가 보고[20]된 바 있으며 이들은 대체 회복탄성계수( ) 획득방법으로서 공진주시험의 유효성을 제시하였다.

(10)

(11)

여기서, 

Fig. 3. Normalized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sand and 

gravel [12].

Fig. 4. Damping ratio of sand and grave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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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굴 채움재 동적물성 평가 시험

4.1 동적물성 평가 시험 개요

국내 철도터널 여굴 채움 기준[5]을 살펴보면 여굴 발생 시 콘크리트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채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국내 철도터널 여굴 발생 시 바닥부 보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시공사례로는 진주-광양 철도 부설시 콘크리트로

보강하였으며, 성남-여주 철도 부설시 바닥부를 골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시 암버력

을 활용한 잡석과 10cm의 버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여굴 보강 사례 검토 결과 여굴부에 골재 채움과 콘크리트 채

움 방법이 사용되었고, 각 공법 모두 지지력 확보에는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 연장이 길

고 바닥부의 여굴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바닥부 채움부에 다른 재료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채움 재료는 지지력

뿐만 아니라 시공성, 품질관리 용이성 및 장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처리방안은 다음 Table 1과 같이 다섯 가

지를 선정하였다.

Case 1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방법인 버림 콘크리트(18MPa)를 채운 후 궤도를 부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공 사례와 같이

Case 2는 암버력을 이용한 잡석과 10cm의 버림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한다. Case 3 ~ Case 5는 버림 콘크리트 10cm와 표준

품셈[21]으로 산정한 버림 콘크리트 재료비용의 51%, 63%, 75%에 해당하는 채움재(Table 1)로 여굴을 채우고자 한다. 재료비

절감을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 시 사용되는 굵은 골재와 잔골재를 터널 발파 시 발생하는 암버력으로 대체하였고, 암버력은 시

방규정(Korea Rail Network Authority [5])에 맞게 재입도 조정하였다(이하 혼합골재). 재료비 산정은 버림 콘크리트의 규격 중

25 – 18 – 8 (최대골재크기 – 압축강도(MPa) - 슬럼프(cm))를 기준으로 표준품셈[21]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모든 실험케이스

의 공시체는 재입도 조정한 골재를 이용하였다. 

4.2 공진주시험 장치의 구성

재료의 동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D=5cm, 길이 L=10cm의 시편을 시험할 수 있는 Stokoe형식 소형 공진주 시험기를 사용

하였다. 

근래 미국 Texas 대학에서는 조립성 재료의 동적특성 평가를 위하여 지름 15cm, 높이 30cm 공시체 시험을 위한 양단 자유

형 공진주시험기를 개발하였으며[22], Wichtmann와 Triantafyllidis [23]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양단 자유단 대형 공진시험기를

이용하여 직경 D=10cm, 높이 H=20cm 조립토 시편에 대한 공진주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철도노반재료의 동

특성 파악을 위하여 Park [24]이 Menq [22]과 유사한 공진주시험 시스템의 개발을 시도한 바 있으며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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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ll material of bottom overbreak.

Fill material Case Cost (won/m3) Remark

Case 1 Concrete (25-18-8) 53,636 Korea rail network authority[5]

Case 2 10cm concrete + Mix aggregate 23,384 44% of the cost of concrete

Case 3 10cm concrete + 5% cement + Mix aggregate 27,533 51% of the cost of concrete

Case 4 10cm concrete + 11. 5% cement + Mix aggregate 33,755 63% of the cost of concrete

Case 5 10cm concrete +18% cement + Mix aggregate 39,978 75% of the cost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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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대입경 쇄석재료에 적합한 Stokoe 타입의 대형 공진주시험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25].

채움재의 장기 안정성 검토를 위해 정밀한 동적, 정적 해석을 위해 신뢰성 있는 비선형 전단탄성계수와 감쇠비 등 동적물성

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림 콘크리트와 혼합골재의 경우 기존의 시공사례를 검토하여 설계에 사용

된 물성치를 장기안정성 검토에 사용하고자 하며, 공진주시험 대상은 Table 1의 Case 3 ~ Case 5와 같이 시멘트와 혼합골재의

배합비를 변경한 재료를 선정하였다. 재입도 조정 시 최대 입경 38mm인 원재료를 상사입도법칙을 이용하여 최대 입경 10mm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공진주시험은 Table 2와 같은 구속응력을 따라 실시하였다. 축차응력이 없는 공진주시험에서는 시험 시 시료에 가해지는 손

상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시료로 모든 구속응력단계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단계별시험법을 사용하였다. 각 케이스별 시

편을 공진주시험기 가압셀 내에 설치하고 시험준비가 완료되면 구속응력을 가한 후 Table 2와 같이 압력전압을 순차적으로 높

여가며 공진주시험을 수행하였다. 

Case 3 ~ Case 5의 재료를 물시멘트비율 60%(W/C=60%)로 95%이상의 다짐도를 가지도록 시편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Case

3의 경우 다른 실험 조건에 비하여 소량의 시멘트가 사용되어 몰드 탈영 후 공시체가 형성되지 않았다(Fig. 6(a)). 이에 Case 3

의 경우에는 W/C의 비를 약 200%까지 증가시켜 공시체를 형성하였다. Case 3 의 물시멘트 비율은 본 연구에서 성형한 공시

체의 물 시멘트 비율은 Case 3의 경우 W/C=200%, Case 4, Case 5는 W/C=60%로 제작되었다. 실험에서 물시멘트비는 최대의

시멘트 강도를 형성할 수 있는 비율인 60%로 결정되었다. Case 3의 경우 물시멘트비 60%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비율을 조정하

여 시료를 제작하였으나, 200%에 이르기까지 시료의 성형이 불가능 하였다. 현장에서 사용된 재료의 혼합비율인 시멘트 함유

량 5%의 경우는 수치해석에 사용될 물성치를 얻기 위하여 특별히 물시멘트비 200%에서 실험을 실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이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조건인 시멘트 함유량 5%의 경우 물시멘트비가 특수한 조건 즉 200%인 경우에만 연속

체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케이스별 물시멘트비(W/C), 시멘트 함유량(C)과 몰드탈영 후 공시

체 모습을 Fig. 6에 정리하였다. 

Fig. 5. Resonant column test.

Table 2. Input voltages used for resonant column test.

Confining pressure levels Input voltages

10 kPa
0.1V, 0.2V, 0.4V, 0.6V, 0.8V, 1.0V, 1.2V, 1.4V, 1.6V, 1.8V, 2.0V, 

3.0V, 4.0V, 5.0V, 6.0V, 7.0V, 8.0V, 9.0V, 1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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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진주시험 결과 분석

각 시험 조건에 따라 공진주시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전단탄성계수(G)를 획득하였다. 김동수 등 [26]은 풍화암의 정규화 전단

탄성계수 감소곡선이 Seed와 Idriss [12]가 제시한 모래지반의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에 Fig.

7(a)는 공진주시험에 의해 획득된 각 전단변형률별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을 Seed와 Idriss [12] 및 Seed 등[27]의 제시

영역과 Ishibashi와 Zhang[19]의 제안 식에 의한 예측감소곡선 및 hyperbolic 모델식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그림

에서와 같이 3종의 시료가 모두 Seed-Idriss가 제시한 모래와 자갈 시료의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 분포범위에 근접하여 위치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b)는 여굴 채움 재료에 대한 감쇠비(Damping Ratio)변화 곡선 및 전단변형률을 도시한 것이다. 모든 시험 결과에서

Seed 등[27]이 제시한 모래질 및 자갈질 재료의 대표 감쇠비 곡선 분포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4 비선형 변형 특성을 고려한 여굴 채움 재료의 물성 산정

공진주시험을 통해 획득한 전단탄성계수는 전단변형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값은 수치해석의 입력치로

선정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비선형 변형 특성을 고려한 해석 방법을 통해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 및 전

단탄성계수와 전단변형율이 변화되는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각 채움재별 동적물성치를 정리하였다. 아래의 Fig. 8, 9와 같은 방

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여굴 채움 재료의 물성을 산정하였다. 비선형 변형 특성 고려 시 각 단계별로 감쇠비(Damping)값도 변

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감쇠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28]. 

Fig. 6. Specimens of resonant column test.

Fig. 7. Resonant column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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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실험으로 얻어진 단위중량과 비선형해석의 반복해석 후 얻어진 Case 3 ~ Case 5의 동적물성치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탄성계수를 기준으로 암반에 해당하는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값을 사용하였다. 

5. 수치해석을 통한 정적안정성 검토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수행한 실험과 사전 수치해석을 통해 정리한 동적 물성특성을 이용하여 정적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

였다. Table 1에서 분류한 여굴 채움 재료로 채움 시공 완료하고 바닥부의 균질한 지지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굴 처

리 유형별로 정적 안정성 검토를 하였다. 

Fig. 8. Schematic diagram to evaluate elastic shear modulus(G) by trial-error method.

Fig. 9. Details of elastic shear modulus(G) determination.

Table 3. Input data determined for dynamic analysis.

 (kN/m3) E (N/m2) C (kPa) φ (°)

Filling material

5% cement 18.5 1.0×109 0.30 20 30

11.5% cement 20.0 2.0×109 0.30 30 30

18% cement 22.0 2.3×109 0.30 250 35

γ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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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여굴 채움 방법에 따른 해석케이스

채움 재료는 지지력뿐만 아니라 시공성, 품질관리 용이성 및 장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처리방안은 Table 1

과 같이 총 5가지 해석 케이스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른 모델링은 다음 Fig. 10과 같다. CASE 1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방법인

버림 콘크리트(18MPa)를 채운 후 궤도를 부설하는 방식이다. CASE 2는 강화노반 부설방법과 동일하게 혼합골재를 포설하고

궤도 직 하부 10cm는 CASE 1과 동일하게 버림 콘크리트(18MPa)로 부설하였으며, 또한 Case 3~Case 5는 궤도 직하부 10cm

는 버림 콘크리트를 부설하고, 남은 여굴을 혼합재료를 이용하여 부설하는 방식이다. 혼합골재에 사용된 물성은 강화노반에 사

용하는 재료의 물성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5.2 정적 안정성 검토 모델링

정적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석프로그램은 MIDAS NX을 이용하였고, 사용된 물성은 Table 3, 4에 정리하였다. 터널 바닥부

지반이 균질하고 연속성 있는 지반으로 가정하였다. 

해석영역은 Fig. 10과 같이 2D로 모델링 하였으며, 모델의 경계조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평 3D, 터널하부에서

수직구간 2D 만큼 간격을 두었고, 상부는 지표까지 모델링 하였다. 

터널은 실제크기로 모델링 되었고, 단면에 사용된 도상콘크리트 및 버림 콘크리트(여굴 채움재)는 Elastic으로 모델링하였으

며, 지반과 혼합자갈(여굴 채움재)는 Mohr-Coulomb으로 모델링하였다. 혼합자갈은 내부마찰각만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바닥부 시공이 완료된 상태를 모델링 한 후, 열차 운행 중을 모사하기 위하여 보조도상 바닥부에 Fig. 10과 같이 열차하중

(KRL2012)을 작용시켜 바닥부에 발생하는 침하량을 검토하였다. 허용 침하량은 선로유지관리지침[29] 고저틀림기준에 따라

3.0mm로 선정하였다.

Fig. 10. Numerical modeling of static analysis for railway tunnel.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numerical analysis.

Model type  (kN/m3)  (Pa) C (kPa)  (°)

Weathered soil

Mohr-Coulomb

19.0 1.0×108 0.35 20 30

Weathered rock 21.0 1.5×109 0.35 25 30

Level V rock 21.5 2.0×109 0.35 30 30

Level IV rock 22.6 5.0×109 0.30 250 35

Level III rock 25.0 3.0×1010 0.25 700 40

Level II rock 26.5 7.5×1010 0.22 1,500 45

Filling material
concrete Elastic 24.0 2.5×109 0.20 - -

Mix aggregate Mohr-Coulomb 18.0 1.2×108 0.30 - 35

Structure Elastic 24.0 2.9×1010 0.20 - -

γ E ν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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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적 안정성 검토 결과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은 숏크리트 포설 후 거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본 검토

구간은 추가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라이닝을 시공하였고, 여굴을 채운 후 열차하중을 재하 하였다. 

CASE 1의 해석 결과 바닥부 선로의 처침량은 2.11mm이고, 버림 콘크리트에서의 휨압축응력은 1.96MPa로 나타났다. 이는 선로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3mm이내의 변위량을 보이고, 콘크리트의 허용 휨압축응력은 5.04MPa (0.28fck(18MPa)=fca)로 허용 휨압축응

력 이내이므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ASE 2에서도 CASE 1과 비슷한 바닥부 처침량과 버림 콘

크리트에서의 응력이 발생하였다. 이는 여굴 채움재로 사용한 빈배합 콘크리트와 혼합골재의 경우 압축강도 측면에서는 버림 콘크

리트와 비교하여 차이가 매우 적으므로 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Case 3~ Case 5의 해석결과 선로의 처짐량과 휨

압축응력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모든 Case에 대한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6. 수치해석을 통한 동적안정성 검토

터널 내부와 같이 닫힌 단면에서 열차의 반복하중이 재하되는 경우 제시된 여굴 채움 방안의 동적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검

토사항이다. 본 장에서는 정적안정성 검토 시 사용한 동일한 물성과 단면을 대상으로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MIDAS NX를 이용

하여 동적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동적안정성 해석 순서는 정적 안정성 검토 후 고유치해석을 수행하여 진동수와 진동모드

형상을 나타내고, 주파수응답해석법을 사용하여 구조물과 열차의 상호작용을 해석하였다. 

6.1 감쇠조건 및 하중조건

동적해석 수행 시 경계면에서의 진동 흡수와 달리 해석영역 내에서 지반운동의 형상에 따른 기하학적인 감쇠(Geometric Damping), 매질

의 역학적 특성에 의한 재료감쇠(Material Damping)에 의해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하학적인 감쇠는 응력파가 구형으로 전파됨으로 인한 진폭 감소현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프로그램 내에서 별도의 설정 없

이 감쇠효과가 반영 된다. 그러나 매질의 역학적 특성에 의한 재료의 감쇠 현상은 진동이 전파되면서 열 또는 마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현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매질 내에서 자유진동(Free Vibration)이 발생하게 되고 진동의 전파거리에 따른

감쇠 현상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석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전파거리에 따른 감쇠현상은 매질의 공학적 특성에 따

라 그 크기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강성이 큰 암반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가 연약한 지반을 통과하는 경우에 비해 감쇠가 작

다. 또한 매질이 같은 경우에도 지반운동의 주파수에 따라 감쇠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연속체역학에 근거한 동적해석 수행 시 시스템의 자유진동을 감쇠시키고 거리에 따른 감쇠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일

반적으로 레일리 감쇠비(Layleigh Damping Ratio)가 사용되며, 본 해석에서는 콘크리트와 지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인 레일리 감쇠비 2%, 5%를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Case 3~ Case 5의 재료에 대한 감쇠비 역시 2%를 사용하였

다. 또한 하중조건은 KTX 정적윤중과 동적할증계수(DAF)를 고려하여 속도별 동적윤중과 그에 따른 가진 주파수를 산정하였

다. 이를 다음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5. Numerical analysis results from static analysis. 

Case of numerical analysis Deformation of concrete slab track (mm) Stress at concrete slab track (MPa)

Case 1 (concrete) 2.11 1.96

Case 2 (mixed aggregate) 2.20 1.07

Case 3 (5% cement) 2.19 1.37

Case 4 (11.5% cement) 2.16 1.62

Case 5 (18% cement) 2.12 1.87

Table 6. Excitation frequency according to train speed.

Train Static wheel load (kN) Speed of train (km/h)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Dynamic wheel load (kN) Excitation frequency (Hz)

KTX 110

100 1.22 161 9.2

200 1.27 167 18.5

300 1.33 175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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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열차의 속도대역에 따른 공진해석 

본 절에서는 터널 내부로 운행하고자하는 고속열차 운행 시 공진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공진해석은

MIDAS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열차운행 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해석을 위하여 주파수 응답해석법을 사용하였다. 동적

안정성 해석은 model 전체의 element 개수에 따라 해석시간 및 결과 산정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주변에

존재하는 암반과 궤도하부 여굴 채움 재료와의 동적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터널 외부 1D이상으로 전

달되는 진동은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인한 진동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터널 단면에서 하부와 양 단면으

로 1D이상 씩 이격 후 무한요소를 적용하였다. 해석케이스는 정적안정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CASE 1 ~ CASE 5로 나누어 수

행하였고, KTX의 속도는 40~300km/h의 범위에서 40km/h씩 증가시켜 공진대역을 검토하였다. 터널 주변 암반은 모두 3등급

경암으로 가정하였다. Fig. 11은 공진해석을 위한 개요도와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공진해석 절차는 모델링한 후 정적해석을 통

해 모델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고유치 해석(Eigenvalue Analysis) 후 질량기여도를 확인하여 이동하중 해석 시 해석시간

간격을 산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동적하중 산정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형조합 방법을 사용하여 열차의 통과를 고려하

였다. 이동하중 해석 시 해석시간 간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 해석(Eigenvalue Analysis)후 질량기여도를 확인하였다. 질

량기여도가 가장 높은 모드인 고유진동모드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또한 식 (2)을 이용하여 임계속도를

산정한 결과, 여굴에 콘크리트를 채워 보강한 CASE 1은 약 211km/h, 혼합골재로 보강 후 궤도 직하부 10cm에 대하여 콘크

리트 채움 한 CASE 2는 약 238km/h로 계산되었다. 혼합골재를 이용하여 여굴을 보강한 경우 임계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3 채움재 종류에 따른 공진해석 

Table 7은 고유치 해석을 통해 이론적인 공진 유발 임계속도를 정리한 것이다. KTX의 터널 내 열차 설계속도는 300km/h으

로 모든 케이스가 운행 속도에서 공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 13은 각 해석 케이스별 임계속도를 기준으로 200km/h와 240km/h의 진동가속도와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케이스에서 열차의 유효타격 간격을 고려한 이론적인 공진유발 임계속도에서 변위와 가속도의 진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동가속도와 변위 모두 가장 증가폭이 큰 해석 결과는 Case 2였다. 시멘트를 5%, 11.5%, 18% 섞은 혼합자갈로

Fig. 11. Modeling for resonance analysis. 

Table 7. Natural frequency and critical speed for each case.

Cases of numerical analysis Natural frequency Critical speed

Case 1 (concrete) 3.14 Hz 211 km/h

Case 2 (mixed aggregate) 3.65 Hz 238 km/h

Case 3 (5% cement) 3.40 Hz 227 km/h

Case 4 (11.5% cement) 3.32 Hz 222 km/h

Case 5 (18% cement) 3.24 Hz 217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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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한 Case 3, 4, 5의 경우 증가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는 열차 속도별 최대 진동가속도와 변위를 뽑아 도시한 것이다. Case1, Case 5의 경우 Fig. 14와 같이 열차속도가

40km/h씩 증가함에 따라 진동가속도와 변위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증가폭이 매우 작아 KTX 운행속도에 큰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ase 2, 3, 4의 경우 임계속도에서의 진동가속도와 변위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멘트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열차의 속도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감소 것을 알 수 있으며, 시멘트 18%를 혼합한 자갈

로 여굴을 보강(case 5)하는 경우 버림 콘크리트(Case 1)와 거의 비슷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결 론

발파 시공 시 불가피 하게 발생한 여굴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채우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바닥부 여굴 채움재를 공진

주 시험과 정·동적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터널 바닥부 여굴 채움 재료에 대하여 시멘트함유량을 달리하여 실내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각각 재료의 정적, 동적 물성치

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터널 여굴 연구에 대한 수치해석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2. Vibratory acceleration under train speeds for each case.

Fig. 13. Displacement under train speeds for each case.

Fig. 14. Vibratory acceleration and displacement according to trai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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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시험으로 얻어진 물성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터널 여굴재의 조건에 대하여 정적안정성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검토하였

으며, 모든 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터널 여굴재에 따라 동적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열차운행속도를 0~300km/h로 변화시켜가며 공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

시하였으며, 혼합골재와 시멘트 함유량이 0, 5%, 11.5%의 경우 본 연구의 해석조건에 따라 공진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는 이와 비슷한 열차운행 조건에서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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