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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Roadbed due to Railway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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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글로벌 패

러다임 변화로부터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

심 고조 및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계획 등으로 철도는 새로

운 기회를 맞고 있으며, 2009년 호남고속철도 착공에 이어

2010년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완전개통, 수도권 고속철도

등 많은 국내 철도건설사업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브

라질을 비롯한 해외고속철도사업에도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중량의 열차가 주행하면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

해 궤도 및 주변지역은 지반에 따라 간과할 수 없는 진동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궤도의 구조적 안전성, 주행안전성

및 편안한 승차감을 주기위해 궤도와 지반의 상호작용 해석

을 통하여 궤도의 정확한 동적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다양한

지반위에 건설되는 철도궤도 설계에 큰 도움이 된다. 향후

열차는 좀 더 고속화되고 빈번한 주행흐름에 따라 사람의 생

활환경 및 주변 구조물상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지금도

수도권의 조밀한 지역 경우 궤도가 생활공간인 건물과 인접

하여 건설되고 또한 부득이하게 구조물과 접하게 되는 경우

가 자주 있으므로 열차주행으로 인한 발생되는 진동이 자주

까다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 지반을 통해 전달되

는 진동은 약 200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데, 궤도에서 지반을 통해 주위로 전파되어 궤도 인근에 거

주하는 사람들, 가축들 및 건물에 영향을 주어 빈번한 민원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변 지반과 구조물을 고려한 정확한 진동평

가와 그에 근거한 효율적인 방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열차주행시 열차의 이동축중 궤도의 동적특성과 지반응력

은 열차의 동특성, 속도, 궤도의 형태 및 물성치 그리고 지

반의 동적물성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 특히 연약지반위를 열

차가 주행할 때 설치된 궤도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크기는 얼

마나 되며 구조물의 안전성뿐 만아니라 선로 인근주민 및 가

축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진동한계범

위에 도달하는 가를 지반과 궤도의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정

확한 예측을 하는 한편 또한 지반주변에 진동저감을 가져오

는 궤도의 형태를 결정하는 방법에도 이결과가 중요하게 활

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차운행으로 인해 발

Abstract The paper describes four practical cases of railway structure concerning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approach to analyse dynamic soil-structure interaction(SSI)of railway tracks on layered soil under transient load in the time

domain.  The SSI-Model has been implemented in TDAPIII accounting for nonlinear properties of the track and soil. The

approach can be also be used to calculate vibration propagation in the soil and its effect on nearby buildings and structure.

The Method is applied to analyse the dynamic response of railway tracks due to a moving wheel set. Finally some sample

are given in order to reduce the vibration at the point of emission, at the transmission path and the structure itself.

Keywords : Numerical analysis, SSI, Reduction of vibration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열차가 주행할 때 궤도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크기가 구조물의 안전성뿐 만아니라 선로

인근주민, 가축 및 건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진동한계범위에 도달하는 가를 다양한 지반

과 궤도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3D 수치해석을 통해 정확히 예측하고 다양한 지반에 적절한 진동저감을 가져

오는 궤도의 단면 및 형태를 결정하는 방법에도 이결과를 사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로서 열차운행으

로 인해 발생되는 터널, 성토 및 교량 3종류의 서로 다른 시설물의 진동을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3D수

치해석을 통해 Spec과 비교분석하여 평가하였으며 주변 환경에 적합한 토층의 변화를 통해 진동저감방법의 한

예를 수행하였다.

주요어 : 수치해석,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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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다양한 시설물진동을 지반-궤도의 상호작용에 의한

좀 더 합리적인 3D수치해석을 통해 정확한 진동평가를 수행

했고, 지층두께에 따른 진동경감효과의 한 예도 보여주었다.

 2. 진동 발생원인 및 전파특성

궤도진동은 지반과 연결된 궤도계 와 궤도 위에서 이동하

는 열차계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이들의 접촉점에서 발생되

는 힘에 의해 발생된다. 진동이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규칙

적인 경우와 불규칙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규칙적인 경

우는 열차의 바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바퀴가 레일의 특정점을 지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

는 경우(Wheel Pass Frequency)이고, 불규칙한 경우는 바퀴

의 마모 및 레일표면의 불균일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이

다. 열차 운행시 트랙에서 발생되어 지반을 통해 전달되는

지반 진동파는 크게 압축파(Compression Waves), 전단파

(Shear Waves) 및 표면파(Surface Waves : 일명 Rayleigh파)

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파의 에너지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분산 및 흡수로 인한 확산으로 감소된다. 지상 및 지하철구

간의 진동전파경로를 Fig. 1에서 보여주고 있다.

3. 국제적인 구조물 및 사람에 대한

진동허용기준

 Table 1 독일 DIN 4150, part-3[1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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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보존가치가 취해진 건물)
0.3 0.3~0.8 0.8~1

Table 2 진동 허용 기준 (ISO)[9]

대 상 내 용 평가 규격 주파수범위(Hz) 진동기준치

사

람

 피로능률 감퇴경계

ISO 2631(1)(1985) 1~80

 VL=90dB

 쾌적 감퇴경계  VL=90dB

 생리적 영향  VL=90dB

 수면방해  VL=60dB(최소)

 연속적, 간헐적, 충격성진동(전신진동) ISO 2631(2)(1985) 1~80  (주거지) 4Hz : a=0.5g

 Z축 수직진동(전신진동) ISO 2631(3)(1985) 0.63~0.1

건

물

 건물진동의 영향
ISO DP 4866(1982)

ISO 2631/DADI(1982)
1~80  a=0.102g~1.02g이하

 일반,특수고층건물 및 해양구조물 ISO 6897(1984) 0.063~1
 (일반건물) 0.5Hz: 3.5g

 (건물내정밀작업) 0.5Hz : 2g

기

계

속도기준
 저속기계(1800rpm이하) VDI f  A=f/4mm이하

 고속기계(1800rpm이상) VDI f  A=124.1/f2mm이하

기초기준
 소형기계 VDI 12.5~500  (예) 25Hz : A=10µm

 대형기계 VDI 10~200  (예) 40Hz : A=10µm

정

밀

기

기

광학실험

장치

 레이져 사진기기, 광학검사장치,

 분광계, 간섭계 등

제작

회사

사양

특수 5이하  1µm, 0.15g이하

정밀전자

기기
 전자현미경, 전자저울 등

일반 1~100  3~5µm, 1g이하
정밀전자

기기

 3차원측정기, 표면조도계, 경도계,

 진원지측정기, 원자계수기 등

반도체

검사기기

 웨이퍼(wafer),

 정밀컴퓨터 기기 등

특수
0~10

10~300

 1µm, 0.2g이하

 1µm, 12g이하

일반 5~50  1µm, 0.1g이하

정밀가공

기계
 NC선반, 로보트기계 등

특수 1~100  3µm, 0.3~0.5g

일반 1~100  3µm, 1~3g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for Organization): 국제표준기구

Fig 1. 지상 및 터널구간의 열차 진동 전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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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기준

일반적으로 지하철 운행시 발생되는 진동수는 9~14Hz정

도이고, 고속열차의 설계속도를 200km/hr로 주행시 약 20Hz

의 진동수가 발생하여 DIN 4150-part3의 규정 및 상기한 진

동규정중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 상업 및 산업용 건물 : 1.0kine

- 주거용 건물 : 0.5kine

- 진동에 민감한 구조물 : 0.2kine

5. 지반-궤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수치해석의 방법

해석적인 진동의 예측 방법은 열차하중의 평가와 이를 이

용한 지반에서의 진동전파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열차하중

의 평가는 차량-궤도 상호 작용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서 해

석할 수 있으며 지반과 구조물에서의 진동전파해석은 원역

지반을 모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지반-구조

물 상호작용해석에는 지반과 구조물 모두 유한요소법(FEM)

를 사용하는 해석방법과 반 무한한 지반은 경계요소(BEM)

를 사용하고 구조물은 유한요소(FEM)를 사용해 해석하는 방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FEM)를 사용한 해석결과

를 2차원 및 3차원으로 보여준다.

사용된 TDAPIII(Time domain Dynamic Analysis program

III)는 2, 3차원 구조물의 정적 및 동적응답 해석용 범용 유

한요소 프로그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주해석 기능은 다음

과 같다.

- 탄성역 정해석-해석결과를 시각이력응답해석과 비탄성 정

해석시의 초기치로써 사용가능, 수평진도 계산 가능

- 비탄성 정해석-하중증가법에 의한 재료비선형 해석가능

- 고유치 해석-서브스페이스법 및 야코비법을 지원하며, 설

계수평진도의 산출가능

- 응답스펙트럼 해석-SRSS 및 CQC법의 사용가능, 감쇠는

각 모드별 개별지정 이외에 변형에너지-비선형감쇠와 운동

에너지-비례형 감쇠를 지원

- 모드 중첩법 - Newmark β법과 Wilsonθ법을 사용

- 복소응답해석-고속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주파수영역

의 해석가능

·다자유도계에 대한 이상화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M] : 질량행렬, [C] : 감쇠행렬, [K] : 강성행렬, {F}

: 하중 벡터, {U} : 절대변위 벡터, : 절대속도 벡터,

: 절대가속도 벡터

Fig. 2와 3에서는 점가진 입력방법과 지반경계조건 및 수

치해석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점가진은 하중 또는 가속도

를 입력진동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하중입력의 경우 기준이

되는 파형과 크기가 다른 파형을 복수의 절점에 작용시킬 수

있고 가속도 입력의 경우는 각 점점의 X, Y방향의 가속도

를 절점에 작용시킬 수 있다.

M[ ] U
··

{ } C[ ] U
·

{ } K[ ] U{ }+ + F{ }=

U
·

{ }

U
··

{ }

Table 3 진동속도에 따른 세계의 건물 피해정도 비교[7]

진동치(cm/sec) Sweden Canada U.S.A Germany ASCE

40 큰균열발생

피해발생

큰균열이 발생

(피해발생) 큰피해발생 구조물 위험30 균열이 발생

15 미세한 균열 가벼운 피해

10 요주의
요주의 요주의 피해 발생

10, 35Hz의 

구조물 주의5

눈에 보이는 

피해없음
1

안전 안전
극히 가벼운 피해 10, 35Hz의

기계안전한계0.5 요주의

0.2 인체에는 잘 느껴지나 구조물에는 피해없음

0.04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낌

0.01 대단히 민감한 사람만이 진동을 느낌

0.05이하 인체에는 감각이 없다

Fig. 2 점가진 입력 방법 및 지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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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를 입력진동으로서 해석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

에 가속도를 변위로 변환하고 변위를 기지량으로서 해석을

수행한다. 변위를 기지량으로한 가속도 입력의 점가진 해석

의 경우 전달계수를 직접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 주

파수 영역에의 보간기능은 이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

달계수는 주파수를 X축으로 그래프화 하여 비교적 부드러

운 곡선이 되지만 응답치를 전달계수와 동일한 형태로 그래

프화한 경우에는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편

하중입력의 점가진의 경우에는 전달계수를 계산하는 수법으

로써 보간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증하기 위해 Fig. 4처

럼 같은 지반에서 진동원 ①에서부터 6m 떨어진 위치 ②의

지반가속도의 응답을 계측하였고 같은 조건에서 수치해석도

수행하였다. Fig. 5와 6은 실험적 및 해석적 방법에 의한 각

각의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였다. 지반가속도의 응답파의 형

태나 크기에서 모두 실험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에 의한

두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1 입력 가속도파

Fig. 7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열차의 표준파인 “무궁화호”

와 유럽 주요국의 수도를 고속으로 운행하는 벨기에 “Thalys”

의 침목에서 계측된 가속도 파형을 이용하여 운행속도

200km/hr로 주행시의 가속도 파형을 적용하였고 운행속도

105km/hr인 무궁화호와 운행속도 314km/hr인 Thalys의 가

속도 파형 분석결과 최대가속도 값은 상이하지만 파의 형상

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침목에서 계측된 최대가속

값은 무궁화호 -23.38m/sec2, Thalys -75.46m/sec2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운행속도 200km/hr일 때의 최대가속

도값은 49.54m/sec2로 산정되었다(Fig. 8). 차후 경전선이 완

공되면 운행속도 200km/hr로 주행시의 실제 가속도 파형을

도입하여 해석될 것이다.

5.2 진동영향평가를 위한 FEM 해석사례

5.2.1 해석조건 및 해석결과

철도의 신설선 내지는 개량선 건설공사 중 열차주행으로

인한 진동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km/hr의 고속주행시

열차의 가속도 파형을 침목에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기위

해 3차원 해석단면인 다양한 터널, 노반 및 교량구간은 8절

점 6면체 요소를 적용하여 지반을 모델링하였으며, 측면 및

저면은 고정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해진 3가지 서로 다른 환경의 해석결과는 아래와 같은

진동영향평가 및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ㆍ열차운행시 발생하는 수평거리별 지반속도를 산정하여

인접구조물의 진동영향을 평가.

ㆍ열차운행시 수평거리별 지반변위를 산정하여 지반의 안

정성 평가.

ㆍ열차운행시 궤도기초부의 변위를 산정하여 궤도의 안정

성 평가.

Fig. 3 수치해석 흐름도

Fig. 4 지반가속도의 측정응답위치

Fig. 5 계측결과

Fig. 6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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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터널직상부 해석

해석단면의 Table 4에 있는 동적물성값은 인근현장의 적

용물성값, 참고문헌, 현장 및 실내시험을 종합하여 합리적으

로 산정하였다.

열차운행시 발생하는 진동이 운행노선의 직상부에 위치하

는 목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한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다.(Fig. 9)

Fig. 9 터널직상부의 궤도-지반의 모델

Fig. 10에 나타나 있는 해석결과에서는 터널직상부에서 발

생하는 최대지반 가속도는 0.41m/sec2이고 최대지반 속도는

0.24kine으로 진동규제치(1.0kine)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최

대지반변위는 0.036mm로 아주 미소하게 발생했으며 궤도기

초부의 최대 각변위는 1/(2.1×104)로 허용각의 변위기준(1/

300)을 역시 만족하였다[7].

Fig. 7 입력 가속도파 산정

 Fig. 8 적용된 입력가속도

Table 4 터널 직상부 및 저수지부근의 성토 해석단면의 동적

물성값

구 분
단위중량

(tf/m3)
동포아송비 감쇠비

동전단탄성계수

(tf/m2)

침 목 2.5 0.26 0.05 1.08×106

자갈도상 1.8 0.29 0.02 5.8×105

성토부 1.8 0.29 0.02 4.39×104

토사 1.9 0.29 0.02 4.39×104

풍화암 2.2 0.32 0.05 2.0×105

연암 2.4 0.25 0.05 2.82×105

라이닝 2.4 0.26 0.05 1.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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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저수지 부근의 성토부 해석

열차운행시 발생하는 진동이 운행노선의 약 20m 지점에

위치하는 저수지 부근의 성토부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한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Fig. 11)

Fig. 12에 나타나 있는 해석결과에서는 성토부 지점에서

발생하는 최대지반 가속도는 2.17m/sec2이고 최대지반 속도

는 0.74kine으로 진동규제치(1.0kine)를 만족하고 있다. 최대

지반변위는 0.038mm로 아주 미소하게 발생하며 궤도기초부

의 최대 각변위는 1/(3.7×104)로 허용각변위기준(1/300)을 만

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5.3.4 교량 해석

다음은 가설교량으로 기존선 운행시 신설교량의 교각기초

에 미치는 진동영향 평가를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수행하

였다.(Fig. 13) 해석단면의 동적물성값은 인근현장의 적용물

성값, 참고문헌, 현장 및 실내시험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산

정하였다.(Table 5)

해석결과는 Fig. 14에서처럼 교각 1의 최대변위는 5.47×10-3mm

로 미소하게 발생하며, 최대각변위 또한 1/(2.2×106) 로 허

용 각변위 (1/300) 기준을 만족하였다. 교각 1의 최대 진동속

도는 0.07kine으로 진동규제치(1.0kine)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교각 2의 최대변위는 1.04×10-3mm로 미소하게 발생하였다.

최대각변위 또한 1/(4.8×107)로 허용 각변위 (1/300) 기준을

만족하고 교각 2의 최대 진동속도는 0.01kine으로 진동규제

치(1.0kine)를 여유 있게 만족시켰다.

6. 지층두께에 따른 진동경감효과의 예

6.1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대상단면은 Fig. 15과 같고, 입력 물성값은

Table 6과 같다. 이때 절점수는 361절점이고 요소수는 321

개이다. 그리고 좌우대칭이므로 반단면만 모델링하였으며 성

토체 하부로 9.5m 측방으로 30m를 해석 대상에 포함시켰

으며 지하수위는 지표면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리고 좌우 측방의 경계는 전달경계로 하였으며 저면은 완

전 고정으로 지정하였다. 실제기차 적용파는 Fig. 16에서 보

Fig. 10 터널직상부의 궤도-지반의 해석결과

Fig. 11 성토부의 궤도-지반 모델 및 결과추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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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고 최대가속도는 -2337.60gal이고 지속시간은 17

초이다.

6.2 해석결과

모델도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표토층의 두께가 0.6m 일

때 아래그림 및 표의 247,249,252지점에서의 Y 방향의 응

답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토체에서 1.5m 떨어진 지

점에서는 Y방향의 최대응답가속도는 약 15gal이고 이때의

최대응답변위는 Y 방향으로 0.48cm이었다.

7. 지층두께에 따른 진동경감효과

본 연구에서는 철도진동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표토층의 두께를 조정하여 해석을 반복하여 실시하였

다. 그 결과 Table 8에서 보여 진 것처럼 표토층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Y방향의 응답가속도는 커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이때의 Y방향의 응답변위도는 Table 10에서 나타

난 것처럼 표토의 높이가 커질수록 응답변위는 늘어나는 것

을 확인인 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적용된

사례와 같은 지층구조를 갖고 있는 단면의 경우에는 진동전

달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표토층의 두께를 얇게 하

는 것이 유리하다. Y방향의 변위는 성토체와 근접한 부분에

서는 표토층의 두께가 얇을수록 작아지지만, 성토체에서 멀

어질수록 표토층의 두께가 얇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

Fig. 12 성토부 궤도-지반의 해석결과

Table 5 교량해석단면의 동적물성값

층 구분
단위중량

(tf/m3)
동포아송비 감쇠비

동전단탄성계수
(tf/m2)

침목 2.5 0.26 0.05 1.08×106

자갈도상 1.8 0.29 0.02 5.8×105

성토부 1.8 0.29 0.02 4.39×104

매립층 1.8 0.30 0.02 2.1×104

풍화암 2.2 0.32 0.05 2.0×105

연암 2.4 0.25 0.05 2.82x105

콘크리트 2.4 0.26 0.05 1.08x106

Fig. 13 교량 교각-지반의 모델 및 결과추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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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교량 교각-지반해석결과

Fig. 15 모델도 및 결과위치를 나타낸 Messh generation Fig. 16 실제 열차가속도 커브

Table 6 지반의 입력 물성값

포아슨비 단위체적중량(t/m3) 전단탄성계수(t/m2) 감쇠비(%) 점착력(t/m2) 내부마찰각(°)

풍화암 0.49 1.9 10250 10 20 40

풍화토 0.45 1.7 5000 10 5 35

표토 0.43 1.6 2350 10 1 30

성토체 0.43 1.6 2350 10 1 30

자갈층 0.33 1.8 10000 10 0 36

Table 7 X방향 거리에 대한 응답가속도 해석결과

 표토두께

 위치
0.0m 0.2m 0.4m 0.6m 0.9m 1.2m 1.5m

247번 위치 42.972 43.811 52.759 59.798 66.372 70.196 71.324

249번 위치 31.233 32.818 32.581 37.094 42.025 44.419 47.474

252번 위치 18.534 25.915 -19.291 22.855 24.743 25.031 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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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Fig. 17에서는 이결과를 종합해 전체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8. 결 론

(1) 철도궤도건설공사에서 열차주행으로 인한 진동영향을

분석하고 궤도 및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기 위

해 다양한 지반 및 구조물(터널직상부, 성토부 및 교량구간)

에 대한 지반-궤도 및 구조물의 동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시

간이력 3차원 수치해석(TDAPIII)을 수행하여 실무에 활용

할 수 있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증하기 위해 진동

원에서 6m 이격거리에서 지반가속도의 응답을 해석하여 계

측치와 비교·분석하였다.

(3)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이 인접한 건물, 주변 구조물

사람 및 가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위해서 이와 같은 좀

더 합리적인 해석결과를 진동규제와 비교분석하여 평가함으

로써 민원에 대처할 수 있고 주변 지반환경에 적합한 동적

인 궤도단면설계 및 궤도선택에도 사전에 반복해석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방진의 한 예로서 열차하중에 대한 진동영향평가에서

적용된 사례와 같은 지층구조를 갖고 있는 단면의 경우에는

시간이력 3차원 수치해석결과 진동전달을 저감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표토층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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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Y방향 거리에 대한 응답가속도 해석결과

 표토두께

 위치
0.0m 0.2m 0.4m 0.6m 0.9m 1.2m 1.5m

247번 위치 16.533 15.303 -17.001 -21.562 -25.574 -28.865 -31.989

249번 위치 12.515 11.571 -12.893 15.173 17.457 19.675 21.599

252번 위치 13.260 12.503 -13.785 13.349 -14.362 15.510 16.030

Table 9 X방향 거리에 대한 응답변위 해석결과

 표토두께

 위치
0.0m 0.2m 0.4m 0.6m 0.9m 1.2m 1.5m

247번 위치 -7.63 -8.27 -8.75 -9.40 -10.18 -10.77 -12.06

249번 위치 -6.29 -6.32 -6.02 -6.27 -6.76 -7.19 -7.67

252번 위치 -5.43 -4.68 -5.33 -5.33 -5.34 -5.41 -4.73

Table 10 Y방향 거리에 대한 응답변위 해석결과

 표토두께

 위치
0.0m 0.2m 0.4m 0.6m 0.9m 1.2m 1.5m

247번 위치 4.01 4.38 4.29 4.35 4.47 4.62 4.60

249번 위치 0.19 1.05 0.43 0.48 0.54 0.57 0.86

252번 위치 -2.28 -1.55 -2.17 -2.12 -2.04 -1.18 -1.20

Fig. 17 지층두께에 따른 진동경감의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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