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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철도 고속화 추이와 수송량 증대 및 열차 통과톤수의 증가로 인하여 강화된 노반 설계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현 흙 재료 분류기준은 통일 분류법에 기반을 두어 흙 재료의 분류를 실시한 것으로 

최근 해외 기준 동향에 따른 국내기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흙 재료 분류

기준의 변화를 파악하고 UIC 및 일본 흙 재료 분류기준의 비교를 통해 현 국내 규정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철도 고속화에 대응하는 토공노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 결과, 기존 국내 흙 재료 분류기준은 흙 재료의 다

짐에 따른 역학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다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비와 응력수준을 고려한 흙 재

료의 변형특성(탄성계수)과 강도특성 (,)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IC 및 일본의 규정에

서 파악할 수 있듯이, 국내 흙 분류기준에서도 세립분 함유량에 대한 기준강화를 실시하여 잔류침하 영향

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흙 재료 분류기준, 군분류, UIC 719R , 세립분

1. 서 론 

최근 철도 고속화 추이와 수송량 증대 및 

열차 통과톤수의 증가로 인하여 강화된 노반 

설계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현 흙 재료 분류

기준은 통일 분류법에 기반을 두어 분류를 실

시한 것으로 최근 해외 기준 동향에 따른 국

내기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흙 분류 기준의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UIC 및 일본 흙 재료 분류기준의 비교를 

통해 현 국내 규정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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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국내 흙 재료 분류기준 변화

철도설계기준은 일반철도 설계기준(2004)과 

고속철도설계기준(2005)로 나뉘어 관리되었다.   

특히 고속철도 설계기준의 경우, 흙쌓기 재료의 

군분류를 4가지 등급[A~D군]으로 구분하여 D군에 

해당되는 흙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분류하였다. 또한 상∙하부 쌓기 재료를 구분하여 

적용Ⅰ은 쇄석강화노반, 적용Ⅱ는 흙 강화노반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이는 흙구조물에 있어서 

불량재료 및 부적합 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침하 및 

관리, 흙쌓기 비탈면 붕괴 등의 문제를 착공 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Table 1 흙 재료 구분(2005,고속철도설계기준)

Table 2 흙 재료 분류 기준(2005,고속철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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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흙 쌓기 재료로 사용 가능한 재료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적용Ⅰ 적용Ⅱ

상부 [A],안정 처리한 
[B], [C]

[A],  [B], 안정 
처리한 [C]

[D], 팽창성의 
흙, 암석하부 [A],[B],[C]

Fig .1 쌓기 형상



철도설계기준 노반편(2011)에서는 기존 쌓기 

재료로 가능한 재료를 크게 자갈궤도와 콘크리 

트궤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철도와 고속 

철도로 세분화 하였다. 특히 기존 D군에 

해당되는 흙 재료에서 안정처리하여 사용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에는 D1군으로 분류하여 하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D2군과 팽창성이 높은 흙, 풍화가 현저한 암, 

압축성이 높은 흙, 동토의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분류 하였다. 이후 

국가건설기준센터 철도설계 기준 KDS 47 10 

35(흙구조물, 2016)로 코드화 될 때까지 흙 재료 

분류기준은 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 군분류 기준은 군별 구체적인 특성치에 

대한 제시가 결여되어 있으며 각 흙 재료의 다짐 

후 역학적 특성을 간과하고 단순한 입도(P200, 

P4, Cu, Cc)와 컨시스턴시(PI 등)의 기준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다짐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비와 응력수준을 고려한 흙 재료의 

변형특성과 강도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흙 재료 구분(2016, KDS)

Table 4 흙 재료 분류 기준(2016, KDS)

2.2 해외 흙 재료 분류 기준 동향

2.2.1 UIC(719R)

국제철도연맹(UIC)에서는 노반상 쇄석층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노반의 흙분류 등급을 

규정하고 각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값(세립분 함유량(P200), CBR)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토공노반용 흙재료의 분류등급은 크게 

QS0부터 QS3까지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규정과 비교할 때 [A]군의 경우 세립분 

함유량(P200)을 12%이하로 규정하여, UIC 

최고등급인 QS3에서 세립분 함유량 5%이하로 

규정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서 [A군]에 속하는 GM,SM,GC,SC은 

UIC에서는 QS2(세립분 함유량 5~15%)로 판단될 

수 있으며, UIC에서 세립분 함유량을 중점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과 같이 주요 관점에 따라 

흙 재료 분류기준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5 흙 재료 등급(2008, UIC 719R)

군기호 토질 및 암질

A 군
GW,GP,GW-GM,GP-GM,GW-GC,GP-GC,GM,SW, 
SW-SM, SP-SM, SW-SC, SP-SC, 경암버력(박리성
이 높은 것은 제외)

B 군 GC, SP, SM, SC, 경암버력(박리성 높은 것), 연암
버력, 취암암 버력[D]에 포함된 것은 제외

C 군 ML,CL,유기질,세립토를 함유한 조립토

D군
MH, CH, OL, OH, Pt, 취약암버력(점토화하고 있
는 것, 시공 후 풍화가 진행되고 또는 전압에 
의해 이토화된 것)

구
분

흙 쌓기 재료로 사용 가능한 재료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

자갈궤도 콘크리트
궤도일반철도 고속철도

상
부

[A],  [B], 
안정처리된 

[C]

[A],
안정처리된 

[B], [C]

[A],
안정처리된  

[B] [D2], 및 
주1)의 흙하

부
[A],[B],[C], 
안정처리된 

[D1]
[A],[B],[C]

[A],
안정처리된 

[B]

군기호 토질 및 암질
A 군 GW,GP,GW-GM,GP-GM,GW-GC,GP-GC, GM, SW, SW-SM, SP-SM, 

SW-SC, SP-SC, 경암버력(박리성이 높은 것은 제외)

B 군 GC, SP, SM, SC, 경암버력(박리성 높은 것), 연암버력, 

취암암버력[D2]에 포함된 것은 제외
C 군 ML,CL,유기질,세립토를 함유한 조립토
D1군 MH,CH,취약암버력(점토화하고 있는 것, 시공 후 

풍화가 진행되고 또는 전압에 의해 이토화된 것)

D2군 OL, OH, Pt

QS0 :‘부적합’ 흙, 적합한 노반을 형성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더 양호한 품질의 흙으로 일정 깊이까지 교체, 결합체로 

안정화, 토목섬유 사용, 말뚝으로 보강, 기타 보강 작업 요망)

QS1 :‘빈약한’ 흙, 적절한 배수체계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원래 상태대로 허용이 가능함(적합한 처리를 통하여 

개선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것)

QS2 :‘보통’ 흙

QS3 :‘양호한’ 흙



Table 6 흙 재료 분류 기준(2008, UIC719R)

2.2.2 철도구조물 설계표준∙동해설(2007, 일본)

일본의 경우, 콘크리트궤도의 역사만큼 다양한 

토공노반 설계기준을 제안,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1972년 제시된 흙 노반상 

슬래브궤도에서의 설계기준 보고서를 준용, 

건설을 시작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1999년 

일본철도 종합연구소에서 펴낸 “철도구조물 

설계표준”을 표준으로 적용하였으며, 현재는 

2007년 개정된 철도구조물 설계표준 (동해설)이 

최신기준이다. 일본은 단계적으로 철도 시공에 

사용되는 흙을 원칙적으로 A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 상향을 시켜왔으며, 흙 재료 분류 

기준에서 실트와 점토에 해당하는 GM,SM,GC,SC를 

신토질구분 3등급(국내 C군 등급)으로 등급을 

하락하여, 세립분 함유량에 따라 분류하여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철도구조물 설계표준 

∙동해설(2007)은 흙 재료 분류기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구조물에 관련한 설계표준도 

전반적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내 기준과 상호 

비교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Table 7 흙 재료 분류 기준(2007, RTRI)

3. 결 론

국내 흙 분류기준 개정현황과 해외 기준 

동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국내 흙 재료 분류기준은 흙 재료의 

다짐에 따른 역학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다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비와 응력수준을 고려한 

흙 재료의 변형특성(탄성계수)과 강도특성(,) 
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D군의 흙 재료 중 안정처리하여 

사용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에는 D1군으로 분류하여 

하부 쌓기 재료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고려하였으나, 안정처리 후에도 압축성이 높은 

실트와 점토의 잔류침하 발생가능성을 판단하여 

사용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3) UIC에서는 세립분 함유량에 따라 흙 분류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국내 기준에서는 실트와 

점토가 포함된 흙도 A군과 B군에 속하여 있어, 

세립분 함유량에 따른 흙 재료 분석이 필요하다.

4) 일본은 GC,GM,SM,SC에 해당하는 흙 재료를 

토질3등급으로 구분하여 실트와 점토질 흙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흙 재료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현황에 적합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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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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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일한 흙
2.3 적당히 단단한 암석

Q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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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 이하의 미립자a를 포함하는 입도 분포가 양호한 흙
3.2 단단한 암반

신토질
구분 대상 쌓기 재료

토질1 GW, GP, G-M, G-C, G-V, SW, S-M, S-C, 경암버력 (박리
성이 높은 것은 제외)

토질2
G-O, S-V, S-O, SP, 경암버력(박리성이 높은 것), 연암버
력, 취암암버력

토질3 GC, GM, GO, GV, SM, SC, SV

토질4

SO, ML, CL, MH, CH, OL, OH, OV, Pt, Mk, VH1, VH2, 
취약암버력(점토화하고 있는 것, 시공 후 풍화가 진행되
고 또는 전압에 의해 이토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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