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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도차량하중 등 진동에 의한 궤도틀림 등의 구조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동적하중 작용시의 내진

설계 및 지반구조물의 정밀한 동적, 정적변형해석을 위해 저

변형률(10-5%~10-3%) 및 중간변형률(10-3%~10-1%) 영역을

포함한 재료의 신뢰성 있는 비선형 전단탄성계수(G)와 감쇠

비(D)등 동적물성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Bui [1]).

재료의 동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진주시험

의 경우 통상 직경 D=5cm, 길이 L=10cm의 시편을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강화노반으로 사용하는 쇄석 재료의

최대 입경(D=37.5mm)을 고려할 때 공진주시험의 시편직경

은 가급적 크게 하여 시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최대입경 대비 시편의 크기를 효과적으

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중형의 공진주시험기(시편 직경 최대

D=10cm, 최대 높이 H=20cm)를 제작하여 시험에 사용하였

으며 이로부터 국내에서 사용중인 쇄석강화노반재료의 동적

물성치(전단탄성계수 G, 감쇠비 D)의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아

울러 시편크기가 강화노반재료의 공진주시험 결과(G, D)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2. 지반재료의 동적특성

2.1 일반적인 지반재료의 동적특성 및 동적특성 모델

일반적으로 강화노반과 같은 지반재료의 거동특성은 Fig.

1과 같이 전단탄성계수(G)-대수 변형률(γ)의 관계로 나타내

어, 선형영역과 비선형영역으로 구분한다. 선형영역과 비선

형역역으로 구분 짓는 변형률 크기를 선형한계변형률(γr
e)이

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지반재료의 선형한계변형률은 0.001%-

0.01% 범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형한계변형률 이하의 저변형률 영역에서의 전단탄성계

수와 감쇠비는 기본적으로 변형률의 크기에 무관하여 일정

Abstract In this study, a mid-size RC test apparatus equipped with analyzing program is developed that can test samples

up to D=10cm diameter and H=20cm height which is larger than usual samples of D=5cm and H=10cm used mostly in

practice. Thus, crushed stones with larger grains up to 38mm in diameter used mostly in Korea as reinforced trackbed mate-

rials in track construction could be considered effectively than conventionally used RC apparatus for evaluation of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materials by using the newly developed RC apparatus. The RC test apparatus was designed and

assembled based on the concept of fixed-free fixity conditions and driving mechanism proposed by Stokoe. Using the devel-

oped RC test apparatus, three types of representative crushed reinforced trackbed materials were tested in order to get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materials such as G/Gmax reduction curves and damping ratio D. For comparison purpose, a small

RC test apparatus has been used to test the same materials.

Keywords : Mid-size resonant column test, Dynamic properties, Shear modulus, Reinforced trackbed materials, Damping ratio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최대입경이 38mm에 이르는 쇄석 강화노반재료에 대한

동적 변형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경 D=10cm, 길이 L=20cm의 시편을 시험할 수 있는 Stokoe방식의 고정단-

자유단 중형 공진주 시험기 및 구동시스템과 해석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중형 공진주 시험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산 쇄석 강화노반재료에 대하여 공진주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소형(D=5cm)

공진주 시험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재료로 시험을 수행하여 전단탄성계수(G) 감소곡선과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G/Gmax) 및 감쇠비(D) 곡선을 구하고 소형과 중형 공진주 시험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어 : 중형공진주시험기, 동적특성, 전단탄성계수, 강화노반, 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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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을 가지며, 이때의 전단탄성계수를 최대전단탄성계수

(Gmax)라 한다. 그러나 선형한계변형률을 넘어서게 되면 전

단탄성계수는 점차 줄어들고 감쇠비는 오히려 증가한다. Fig.

1에 나타낸 지반의 전단탄성계수(G)-변형률(γ)의 관계는 흙

의 종류, 함수비, 구속응력(σ3), 하중주파수(fr) 등 다양한 조

건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단탄성계수

(G)를 최대 전단탄성계수(Gmax)로 정규화한 정규화전단탄성

계수(G/Gmax)와 전단변형률 크기(γ)의 관계로 나타내면 이들

영향요소(함수비, 구속응력, 하중주파수)에 비교적 무관하며,

흙 재료의 종류(모래, 점토, 자갈 등)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eed 등[2])

반복재하를 받는 입상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예측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석 모델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Hyperbolic Model, Ramberg-Osgood Model 등이 대표적으

로 사용된다. Hyperbolic Model은 식 (1)과 같이 표현 된다.

(1)

여기서, Gmax: 미소변형률에서의 전단탄성계수, γr: 참조변형

률(reference strain)이라 하며 식 (2)와 같이 정의 된다.

(2)

위의 식을 정규화전단탄성계수(G/Gmax)를 사용하여 표현

하면 식 (3)과 같다.

(3)

Hyperbolic Model은 간편성에도 불구하고 입상재료의 동

적특성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여 모델 개선을 위한 시도가

있어왔다(Hardin과 Drenevich [3], Hardin과 Drenevich [4],

Seed 등[5], Vucetic과 Dobry [6], Darendeli와 Stokoe [7]).

흙재료의 감쇠특성을 나타내는 감쇠계수(D) 모델식 또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바 있으나 최근 Ishihara [8]에

의해 개발된 식은 식 (4)와 같다.

(4)

위의 감쇠계수식은 전단 변형률이 매우 작거나 매우 클 때

감쇠특성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큰

변형률에서는 감쇠계수 D=2/π=0.637이 되며 저 변형률(γ = 0)

에서는 D=0이 되지만 실제 흙과 같은 입상재료의 감쇠계수

는 γ = 0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이를 Dmin으로 정의한다.

강화노반과 같은 사질성 재료에 대한 최근의 동적특성 모

델로는 Ishibash와 Zhang [9]이 제시한 모델을 들 수 있으

며, 정규화 전단탄성계수(G/Gmax)와 감쇠비(D)에 미치는 평

균유효응력(σ
o
)과 소성지수(PI) 및 변형률 크기의 영향을 고

려할 수 있도록 식 (5) 및 식 (6)과 같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쇄석재료인 도로 보조기층에 대한 자유단-자유

단 공진주시험 연구결과가 보고(Kwon와 Kim [10])된 바 있

으며 이들은 대체 회복탄성계수(Mr) 획득방법으로서 공진주

시험의 유효성을 제시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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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ear modulus-log shear strain (G-logγ) relation of typical

soils Fig. 2 Normalized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sand and

gravel (Seed et al. [5])

Fig. 3 Damping ratio of sand and gravel (Seed et a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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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3. 쇄석강화노반재료의 동적물성 평가 시험

3.1 중형 공진주 시험장치의 구성

입경이 비교적 큰 쇄석재료의 동적특성(전단탄성계수 G 및

감쇠비 D)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경 D=10cm, 길이 L=20cm

의 시편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유단-고정단 방식의 Stokoe형

식 중형 공진주 시험기와 구동시스템 및 구동프로그램을 제

작하였다. 공진주시험 시스템의 구성은 Fig. 4와 같다. 근래

미국 Texas 대학에서는 조립성 재료의 동적특성 평가를 위

하여 지름 15cm, 높이 30cm 공시체 시험을 위한 양단 자유

형 공진주시험기를 개발한 바(Menq [11]) 있으며 Wichtmann

와 Triantafyllidis [13]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양단 자유단 대

형 공진시험기를 이용하여 직경 D=10cm, 높이 H=20cm 조

립토 시편에 대한 공진주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에서는 철도노반재료의 동특성 파악을 위하여 Park [12]이

Menq [11]과 유사한 공진주 시험시스템의 개발을 시도한 바

있으며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대입경 쇄석재료에

적합한 Stokoe 타입의 대형 공진주시험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진주시험 장비는 알루미늄 calibration

rod와 추가질량체를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값의 유효성은 우레탄 시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Fig.

4).

3.2 쇄석 강화노반재료의 기본물성시험

시험시료는 국내의 대표적인 3개소의 석산에서 생산중인

강화노반용 쇄석재료를 선택하였으며 각각 Rock A, Rock B,

Rock C로 구분 하였다. 석산에서 생산된 재료는 시방규정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14])에 맞게 재입도 조정하

였다. 재입도 조정시 최대입경 38mm인 원재료를 상사입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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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s of mid-size resonant column test unit

Table 1 Sieve analysis results

Rock A Rock B Rock C

Sieve 

Analysis

D10 0.2

D30 1.35

D60 10

CC 0.91

CU 50

#200% passing 4

#4% passing 47.5

Soil 

Classification
USCS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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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을 사용하여 최대입경 20mm가 되도록 하였다. Table

1~Table 3은 각 쇄석 강화노반재료에 대한 기본 물성 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입도 조정에 의해 Table 1과 같이 세

재료 모두 동일한 입도분포를 보인다. 입도가 동일함에도 불

구하고 Table 2, Table 3과 같이 세 재료는 다소 다른 최적

함수비, 최대건조단위중량, 비중 및 흡수율을 보였다. 

3.3 시험절차

공진주시험은 Table 4와 같은 구속 응력단계를 따라 실시

하였다. 축차응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공진주시험에서는 시

험시 시료에 가해지는 손상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하

나의 시료로 모든 구속응력단계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단계

별시험법(Staged testing)을 채택하였다. 최대건조다짐중량의

95%에 맞추어 다짐된 각 시편을 공진주시험기 가압쎌

(Pressure cell) 내에 설치하고 시험준비가 완료되면 각 단계

별로 구속응력을 가한 후 Table 4와 같은 입력전압을 따라

순차적으로 전압을 높여가며 공진시험을 수행하였다. 선정

된 구속압 단계는 AASHTO T307-99 [15]에 제시된 도로 보

조기층재료에 대한 구속압시험단계를 따른 것이며 현 시점

에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쇄석 강화노반재료의 동적물성을 획

득하기 위한 고유한 시험절차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제시된

구속압 단계를 따랐다. 

4. 공진주시험결과의 분석

4.1 소형과 중형시편 재료의 전단탄성계수(G) 감소곡

선 비교

Rock A, Rock B, Rock C의 쇄석 강화노반재료를 최적함

수비(OMC)에서 95%이상의 다짐도로 소형(시편직경 D=5cm,

H=10cm)과 중형(시편직경 D=10cm, H=20cm)의 시편을 제

작한 후 공진주 시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전단탄성계수(G)를

획득하였다. 이 때 소형시편은 상사법칙에 따라 재입도 구

성을 한 재료를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최대입경은

10mm이었다. Fig. 5~Fig. 7은 본 시험에서 실시한 중형 공

진주(D=10cm) 시험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공진주

(D=5cm) 시험 결과 중 구속압 변화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감

소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쇄석 강화노반재료의 전단탄성계수(G)는 변형률(g) 크기

및 구속응력(σ3)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속압(σ3)이 증가 할수록 전단탄성계수가 동일 전단

변형률에서 더 크게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단변형

률의 크기가 약 10-3%이상에서 전단탄성계수는 비선형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형 공진주 시험에 의해

서 획득된 전단탄성계수(G)가 동일 전단변형률(γ)에서 소형

공진주 시험에 의해 획득된 전단탄성계수에 비해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실험시 측정된 최소전단변형률에서의 최대

전단탄성계수(Gmax)로만 비교하였을 때 중형시편의 경우 약

50~205MPa, 소형시편의 경우 32~160MPa정도의 분포를 보

여 중형시편에서 더 큰 탄성계수가 측정됨을 알 수 있다.

Table 2 Compaction test results

Rock A Rock B Rock C

OMC(%) 4.3 5.9 6.4

γd-max (kN/m3) 23.5 22.8 22.9

Table 3 Specific gravity and absorption ratio of the materials

used for RC tests

Rock A Rock B Rock C

Specific Gravity (GS) 2.769 2.757 2.521

Absorption ratio (%) 0.87 0.341 0.416

Plasticity Index (PI, %) NP NP NP

Fig. 5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crushed metamorphic rock A: (a) medium size sample (D=10cm), (b) small size sample

(D=5cm)

Table 4 Input voltages used for RC test

Confining pressure levels Input voltages

21, 35, 69, 104, 138kPa
0.01V, 0.02V, 0.04V, 0.08V, 0.1V, 

0.2V, 0.4V, 0.8V, 1V, 2V, 4V, 8V, 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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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형과 중형시편 재료의 정규화 전단탄성계수(G/

Gmax) 감소곡선 비교

Fig. 8~Fig. 10은 소형 및 중형 공진주 시험에 의해 획득

된 각 구속압별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을 Seed와

Idriss [16] 및 Seed 등[2,5]의 제시영역과 Ishibashi와 Zhang

[9]의 제안 식에 의한 예측감소곡선 및 hyperbolic모델식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3종

의 시료가 모두 Seed-Idriss가 제시한 모래와 자갈 시료의 전

단탄성계수 감소곡선 분포범위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중 Rock B의 경우는 구속압이 크게 증

가(138kPa)하면 모래에 근접한 정규화 탄성계수 분포 특성

을 보인 반면 구속압이 감소(21kPa) 할 경우 자갈의 감소곡

선 특성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다.

화강암재료인 Rock A의 경우 소형 시험의 정규화 전단탄

성계수 감소곡선이 0.0004%의 변형률에서부터 중형 시험에

비해 감소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ock B의

경우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의 패턴이 다른 시료에

비해 불규칙하지만 평균 0.0002%~0.0004%의 변형률에서 소

형 시험이 중형 시험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Rock C

재료는 중형과 소형의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 경향이 다

른 재료와 달리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본

시험에 사용된 3개소의 쇄석재료에 대한 정규화 전단탄성계

수 감소곡선은 소형 시험이 중형 시험보다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편 제작에 사용된 재료가 같더

라도 입경의 크기가 커지면 선형한계변형률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 11~Fig. 13은 3개소의 쇄석 강화노반재료에 대한 중

형 공진주 시험과 소형 공진주 시험의 감쇠비(Damping Ratio)

변화 곡선을 구속압의 차이에 따라 비교, 도시한 것이다. 모

든 시험 결과에서 Seed 등[5]이 제시한 모래질 및 자갈질 재

료의 대표감쇠비 곡선 분포 범위 내에 드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나 Ishibashi와 Zhang [9]이 제안한 식 (6)을 사용하여

계산한 감쇠비 결과와는 중간변형률 영역에서 국내 쇄석강

화노반 시험값이 다소 큰 결과를 보였다. 또한 쇄석재료의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구속응력이 클수록 감쇠비가 작아지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쇠비의 경우, 구속압

이 증가할수록 도달 가능한 최대전단변형률의 크기가 감소

하며 이에 따라 감쇠비를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제한된다. 전

Fig. 6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crushed metamorphic rock B: (a) medium size sample (D=10cm), (b) small size sample

(D=5cm)

Fig. 7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crushed granite gneiss rock C: (a) medium size sample (D=10cm), (b) small size sample

(D=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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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구속압이 작으면서 전단변형률이 중간변형률 영역

에 해당할 경우 시편의 크기에 상관없이 Ishibashi와 Zhang

[9] 제안식에 비하여 감쇠비가 다소 크게 발현되는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 쇄석재료에 대한 폭넓은 시험을 다양

한 석산재료에 대하여 실시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예측식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Normalized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crushed metamorphic rock A: (a) medium size sample (D=10cm), (b) small size

sample (D=5cm)

Fig. 9 Normalized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crushed metamorphic rock B: (a) medium size sample (D=10cm), (b) small size

sample (D=5cm)

Fig. 10 Normalized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crushed granite gneiss rock C: (a) medium size sample (D=10cm), (b) small size

sample (D=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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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중형공진주시험을 통하여 쇄석 강화노반재료의 전단탄성

계수 G 및 감쇠비 D 위주의 동적물성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시험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구할 수 있었다.

(1) 쇄석 강화노반재료의 전단탄성계수(G)는 변형률(γ) 크

Fig. 11 Damping curves of crushed metamorphic rock A: (a) medium size sample (D=10cm), (b) small size sample (D=5cm)

Fig. 12 Damping curves of crushed metamorphic rock B: (a) medium size sample (D=10cm), (b) small size sample (D=5cm)

Fig. 13 Damping curves of crushed granite gneiss rock C: (a) medium size sample (D=10cm), (b) small size sample (D=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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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구속응력(σ3)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구속압(σ3)이 증가 할수록 전단탄성계수(G)가 동일

전단변형률에서 더 크게 발현되었다. 아울러 전단변형률의

크기가 약 10-3%이상에서 전단탄성계수는 비선형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쇄석 강화노반재료에 대해 중형시편과 소형시편에 대

한 공진주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시 측정된 최소전단변

형률(γmin)에서의 최대전단탄성계수(Gmax)로만 비교하였을 때

중형시편의 경우 약 50~205MPa, 소형시편의 경우 32~160MPa

정도의 분포를 보여 중형시편에서 더 큰 탄성계수가 측정되

었다. 상사입도법칙에 의해 입도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이와 같은 탄성계수 차이는, 입자크기의 영향 즉,

중형 시편의 최대입자(Dmax=20mm)와 소형 시편의 최대입

자(Dmax=10mm)차이에 의한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아울러 시편크기 차이에 따른 관성저항 차이의 영향

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두 시

험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코일에서의 back emf(electro-magnetic

force) 차이의 영향 또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

은 시편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큰 강화노

반층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캘리브

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3) 쇄석강화노반 시험재료의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

곡선을 Seed와 Idriss [16] 및 Ishibashi와 Zhang [9]이 제안

한 감소곡선 예측결과와 비교하여 본 결과 3종의 강화노반

쇄석재료가 모두 Seed-Idriss가 제시한 모래와 자갈 시료의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 분포범위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Ishibashi와 Zhang [9]예측모델에 비하여

hyperbolic모델에 더 근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쇄석재

료에 대한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은, 소형 시험이 중

형 시험보다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쇄석 강화노반재료에 대한 중형 공진주 시험과 소형

공진주 시험의 감쇠비(Damping Ratio) 변화 곡선은 모든 시

험 결과에서 Seed 등 [5]이 제시한 모래질 및 자갈질 재료

의 대표감쇠비 곡선 분포 범위 내에 드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나 전체적으로 구속압이 작으면서 전단변형률이 중간변형

률 영역에 해당할 경우 시편의 크기에 상관없이 Ishibashi와

Zhang [9] 제안식에 비하여 감쇠비가 다소 크게 발현되는 특

성을 보였다. 또한 구속응력이 클수록 감쇠비가 작아지는 경

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 쇄석재료에 대한 폭넓은 시

험을 다양한 석산재료에 대하여 실시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예측식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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