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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도상 궤도는 유지보수를 전제로 하는 구조이므로 궤도 구조의 생력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갈도상과 강화노반 사

이에 AC노반을 부설하였거나 부설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성과로 궤도 유지 보수의 최

소화를 위해 이탈리아의 경우는 12cm, 일본은 5cm, 미국은 약 10cm(4in.)의 AC노반을 자갈도상과 강화노반 사이에 부설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고 주행속도를 기록한 Paris~Strasbourg 고속선의 일부 구간에 3km의 AC노반을 부

설하여 36cm의 강화노반 두께를 줄이므로서 5000m3/km의 채움재를 절감한 바 있다[1]. 또한 일본은 성능설계를 도입한 철

도구조물등설계표준동해설(흙구조물, 2007)에 의해 성능 등급에 따라 유도상 AC궤도의 강화노반 및 AC노반 두께를 결정

하고 있다. 또한 성능 설계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차종류(고속, 일반)별, 통과톤수(많은 경우, 중간 경우)별로 강화노반

두께를 제시하고 있으나 AC노반의 두께는 일률적으로 5cm를 적용하고 있다[2]. 이와 같이 각국의 연구개발 동향을 바탕

으로 국내에서도 궤도구조의 생력화를 목적으로 중고속 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철도 아스팔트 노반 및 궤도구조 개발 연

Abstract Compared with ballasted track (BT), ballasted asphalt track (BAT) has been increasingly adopted in many

countries due to its more greatly reduced reinforced roadbed thickness and smaller cumulative plastic deformation, and its

advantages in terms of maintenance. In this respect, the authors’ previous research includes analysis of BAT sections that

show performance similar to that of BT sections of the present specifications; reliability verific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through real-sized static and dynamic train-load tests were perform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estimates the

track lifetime using the strain of the lower roadbed according to reinforced roadbed thickness; using probabilistic LCC anal-

ysis, this paper presents a BAT section that satisfies the design lifetime and that has performance similar to or higher than

that of BT.

Keywords : Ballasted Asphalt Track, Tension Strain, Design Life, Asphalt Concrete Roadbed, LCC Analysis

초 록 유도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이하, 유도상 AC궤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노반(이하, AC노반)의 존

재에 의해 유도상 궤도에 비해 열차하중 분산효과에 의한 강화노반 두께 감소가 가능하며 누적 소성 변위도 작

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궤도 구조이기 때문에 국외에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

므로 유도상 AC궤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수행한 AC노반 유무에 따른 거동 특성을

분석하여 현재 설계기준에 명시된 유도상 궤도의 단면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유도상 AC궤도의 단면을 분석

한 바 있으며, 실대형 정·동적 열차하중 재하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AC노반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 강화노반 두께를 변화시켰을 때에 획득된

AC노반 하면에서의 변형률을 이용하여 설계 수명을 산정하였고 각각의 단면에 대한 확률론적 LCC분석을 통해

기대 설계 수명을 만족하면서 기존 유도상 궤도와 비교하여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유도상 AC궤도

의 설계 단면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유도상 AC 궤도, 인장 변형률, 설계수명, AC 노반, LCC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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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 중이다[3].

P.F.Teixeira 등(2006)은 KENTRACK을 이용하여 스페인 고속철도에서의 유도상 궤도와 유도상 AC궤도에 대한 도상 수

직응력과 노반 수직응력 관점에서의 매개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강화노반을 30cm 부설한 유도상 궤도의 도

상 수직응력과 노반 수직응력과 동일한 응력이 발생하는 유도상 AC궤도의 AC노반 두께 12cm~14cm를 스페인 고속철도에

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AC노반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스팔트의 탄성계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노반의

피로파괴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4]. 

Ferreira 등(2011)은 사면을 포함한 궤도 단면에 강우를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노반 내 수압변화와 물 흐름에 영

향을 미치는 침투와 증발을 고려하였으며 유도상 AC궤도와 유도상 궤도 하부에서의 5년간의 침하를 깊이별, 위치별로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궤도중심부의 노반 상부 침하는 유도상 AC궤도가 유도상 궤도에 비해 약 60% 감소하고 AC노반의 효

과는 사면에서 멀어질수록 크게 나타남을 강조하였다[5].

HUANG 등(1986)은 KENTRACK을 이용하여 AC노반 하면의 변형률과 강화노반에 작용하는 응력을 고려한 유도상 AC

궤도의 AC노반 두께와 도상자갈 두께를 결정하는 설계법을 개발하였다. 이 설계법에서는 열차하중, 레일종류 침목과 침목

간격 등을 표준화시켜 응력과 변형률에 따라 쉽게 유도상 AC궤도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하였으며 표준

화 되지 않은 궤도구조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 항목에 대한 보정 계수값을 제시하였다. 본 설계법은 아스팔트

직결궤도와 유도상 AC궤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궤도 구조별 설계 그래프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6]. 이와 같이 유도

상 AC궤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AC노반의 존재가 궤도유지보수에 우수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BAQUS 프로그램과 GEOTRACK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현행 설계기준인 유

도상 궤도와 일정 두께의 AC노반과 다양한 강화노반을 조합시킨 유도상 AC궤도의 강화노반 두께 변화에 따른 거동특성

을 분석하였으며,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도상 AC궤도와 유도상 궤도를 대상으로 수행한 정·동적 열차하

중 재하 시의 실대형 실험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일정 AC노반과 다양한 강화노반 층두께를 조합한 단면에 대해

수행한 FEM 해석을 통해 AC노반 하면의 변형률을 구하여 설계 수명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정 AC노반 두께에 대

해 강화노반 두께를 변화시킨 유도상 AC궤도의 경우와 현재 설계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강화노반을 가진 유도상 궤도의

경우에 대해 확률론적 LCC분석을 수행하여 유도상 AC궤도의 최적 단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유한 요소 해석에 의한 BAT 아스팔트 궤도구조의 분석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AC노반과 강화노반의 층두께를 변화시킨 다양한 조합의 단면에 대한 해

석을 수행하여 강화노반 층두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치해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 수행된 실대형 실험 결과[7]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AC노반 하면에서의 변형률을 통하여 설계 수명을 분석하였다. 

2.1 해석조건 및 방법

해석모델의 단면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실대형 실험 단면[7]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종방향으로 총 5개의

침목이 설치된 궤광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중은 실대형 실험에서 적용한 윤중 85kN에 일본의 철도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충격계수(=1.8)를 곱한 153kN으로 하였으며, 재하위치는 궤광 중앙부 침목으로 결정하였다(Fig. 1). AC노반이 없고 강화노

반만 40cm인 유도상 궤도와 AC노반 두께를 5cm로 하고 강화노반 두께를 5cm씩 증가시킨 유도상 AC궤도의 토압과 변위,

변형률 특성을 비교하였다. 토압과 변위는 AC노반 상면으로부터 0.2m, 0.6m, 1.5m, 2.4m 지점에서 각각 비교하였으며, 해

석에 적용된 재료물성과 변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Elastic modulus

E(MPa)

Poison's ratio

ν

Mass density 

ρ(kN/m3)

Rail 210,000 0.3 78

Pad 40,000

Sleeper 29,100 0.3 23

Ballast 100 0.2 20

Asphalt 2,000~10,000 0.35 23

Roadbed 180 0.2 20

Subgrade 100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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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도구조물등설계표준동해설(흙구조물)[2]에 의하면 AC노반의 탄성계수는 계절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에 의해 그 값

을 달리한다. Song(2014)은 계절별 평균온도에 의한 아스팔트 노반의 동탄성계수를 예측하였다[8]. AC노반에 적용한 계절

별 탄성계수를 Table 2에 나타냈으며, 해석에 적용된 변수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대형 실험값과의 비교를 위해 실험

당시의 대기 온도 28oC를 고려하여 하절기의 AC노반의 탄성계수 2,000MPa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강화노반의 층두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해석모델의 단면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된 실대형 실험

단면[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AC노반의 두께는 5cm로 고정하고 강화노반의 두께를 15~35cm로 변경하였다. 해석상의 편

의를 위해 단면의 절반만을 모델링하고 절단된 면에 축대칭 경계조건(Symmetry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레일과

침목사이는 레일패드의 효과를 위해 스프링으로 연결하였으며, 빔 요소인 레일이 솔리드 요소인 침목 및 노반을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중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레일과 침목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MPC Link로 절점을 연결하였다. Fig. 2와 3

은 설계단면과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2.3 실대형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유한요소해석의 신뢰성 확보

유한요소해석은 실대형 실험과는 달리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유도상 AC궤도의 최적 단면의 결정에

는 필수적이지만 수치해석의 특성상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강화노반과 아스팔트 노반의 다

양한 층 두께 조합을 변수로 한 수치해석에 앞서 기 수행된 실대형 실험과 동일한 지반과 하중 조건에 대한 GEOTRACK

과 ABAQUS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값과 해석값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Fig. 1. Loading position.

Table 2. Elastic modulus of asphalt layer for ballasted asphalt track.

Spring Summer Fall Winter

Average temperature (oC) 18.3 27.5 19.1 8.3

Elastic modulus (MPa) 4,000 2,000 3,000 10,000

Table 3. Variables for FEM analysis.

Asphalt thickness (cm) Roadbed thickness (cm)

0 40

5 15, 20, 25, 30, 35

Fig. 2. Cross-section for FEM analysis. Fig. 3. ABAQUS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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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실대형 실험값과 유한요소 해석값의 비교

수치해석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AC노반없이 강화노반만 40cm인 유도상 궤도(As0-RB40)와 AC노반 두께 5cm, 강화노반

두께 25cm인 유도상 AC궤도(As5-RB25)를 대상으로 153kN의 정적 열차 하중 재하 시의 실대형 실험 결과[7]와 동일 조

건에서의 GEOTRACK과 ABAQUS를 이용한 수치해석결과를 강화노반 상부를 기준으로 노반 깊이 별로 비교하여 Table 4

에 나타내었다. GEOTRACK과 ABAQUS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 실험값과 해석값에서 강화노반 내부 응력은 약 10~20%,

강화노반 내부 변위는 GEOTRACK해석 결과가 실험값보다 약 1.5~1.9배 큰 값을 나타낸 반면, ABAQUS해석은 약 1.2~1.4

배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MIYASHITA(2008)등은 토압계를 이용하여 토압을 측정할 경우 흙보다 상대적으로 강성이 큰

토압계의 영향으로 측정결과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9]. 그러므로 강화노반 및 흙노반의 응력 측정

값과 해석값에서의 약 10%차이는 타당성있는 결과로 판단되며, ABAQUS해석이 GEOTRACK해석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부 노반의 침하량을 살펴보면 실험값과 ABAQUS해석값이 거의 유

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침목에서의 변위도 실험값과 해석값이 10%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Fig. 4는 실대형 실험결과와 ABAQUS와 GEOTRACK에 의한 수치해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며, Fig. 5는 ABAQUS해석을

통한 유도상 궤도와 유도상 AC궤도의 응력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유도상 궤도와 유도상 AC궤도의

지중 응력 분포가 실험결과와 수치해석결과 모두 노반의 깊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유사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강화노반만 40cm를 사용하는 유도상 궤도와 5cm의 AC노반과 강화노반 25cm를

갖는 유도상 AC궤도의 응력, 변위 거동 특성의 유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며, 유도상 AC궤도를 철도 궤도구조로서의 적용

이 가능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Stress obtained by FEM Analysis and real scale test results.

Case

Asphalt

thickness

(cm)

Roadbed

thickness

(cm)

Compressive stress (kPa) Displacement (mm)

0.2m 0.6m 1.5m 2.4m 0.2m 0.6m 1.5m Sleeper

As0-RB40

(test)
0 40 66.74 54.39 27.18 15.47 0.729 0.599 0.180 1.717

As0-RB40

(GEOTRACK)
0 40 67.93 33.80 22.42 13.10 0.998 0.770 0.538 1.257

As0-RB40

(ABAQUS)
0 40 56.19 37.86 22.16 15.73 0.659 0.528 0.286 1.523

As5-RB25

(test)
5 25 71.32 47.00 27.53 16.07 0.700 0.594 0.175 1.820

As5-RB25

(GEOTRACK)
5 25 62.07 41.38 21.04 12.76 0.902 0.732 0.514 1.150

As5-RB25

(ABAQUS)
5 25 53.46 38.12 22.03 15.70 0.658 0.520 0.287 1.625

Fig. 4. Comparison of compressive stress in test results and FEM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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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도상 궤도와 유도상 AC궤도의 변형률 산정

유도상 AC궤도의 설계수명 산정을 위해 열차하중 재하 시 AC노반 하면의 최대인장변형률을 측정하여 Table 6에 나타

냈으며, Fig. 6은 ABAQUS해석을 통한 유도상 궤도와 유도상 AC궤도의 변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실대형 실험에서는

레일 직하부 AC노반 하면에 매설한 아스팔트 변형률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GEOTRACK에서는 아스팔트 하면에서

의 작용 응력을 탄성계수로 나누어 변형률을 산정하였다. 각각의 방법에 의해 도출된 변형률을 살펴보면 실험값과 GEOTRACK

해석값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ABAQUS해석에서는 약 8% 큰 값을 나타내었다. 작용 응력에서는 실험값과 GEOTRACK

결과가 다소 과다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변형률에서는 ABAQUS를 이용한 해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AC노반 하면의 인장변형률에 의한 설계수명 산정

3.1 유도상 AC궤도의 AC노반 하면 인장변형률 산정

유도상 AC궤도의 각 계절별 온도변화에 따른 AC노반 하면에서의 인장변형률을 산정하기 위해 Song(2014)[8]의 논문을

참조하여 봄 4,000Mpa, 여름 2,000MPa, 가을 3,000MPa, 겨울 10,000MPa의 탄성계수를 적용하여 ABAQUS를 이용한 해

석을 수행하였다. Table 7과 Fig. 7은 계절변화와 강화노반 두께 변화에 따른 AC노반 하면에서의 인장변형률 변화를 나타

Table 6. Comparison of tensile strain in test results and FEM analysis results.

Case
As5-RB25

(test)

As5-RB25

(GEOTRACK)

As5-RB25

(ABAQUS)

Tensile strain (×10-5) 4.00 4.00 4.34

Fig. 5. Compressive stress contour.

Fig. 6. Tensile strain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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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해석 결과, 강화노반이 두꺼워질수록 인장변형률이 감소하였으며, 강화노반의 두께가 5cm 증가함에 따라 인장

변형률은 약 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C노반의 탄성계수가 커질수록 인장변형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통해 AC노반을 5cm로 고정한 경우 강화노반 두께 변화와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가 인장변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인장변형률을 변수로 갖는 설계수명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검토대상임을 알 수 있다.

3.2 유도상 AC궤도의 설계수명 예측

미국 아스팔트협회(Asphalt Institute)[10]에서는 도로에서의 하중에 의한 아스팔트의 피로파괴에 대해 식 (1)과 같이 정하

고 있다. 이 파괴 규준식은 실측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해지고 있으므로 차륜의 주행위치의 편차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궤도 위를 주행하는 철도에서는 주행위치의 편차가 없으므로 일본의 철도구조물등설계표준동해설(흙구조물)[2]

에서는 허용재하횟수의 60%를 적용하여 식 (2)의 피로파괴 규준식을 이용한다.

(1)

(2)

여기서, 

NA : AC노반의 피로파괴에 대한 허용 재하횟수

εt : AC노반의 인장변형률

EA : AC노반의 변형계수

C : AC노반의 공극율(Vv)와 아스팔트량(Vb)의 함수 C=10M M=4.84(Vb/(Vv+Vb)-0.69)

AC노반은 PG64-22등급의 개질 아스팔트로써 공극률 3%, 아스팔트 함량 5.4%인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이다. 일반적으

로 아스팔트 함량은 중량비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수식의 아스팔트량은 부피비이므로, 중량비를 부피비로 변환하

N
A

18.4 C 6.167 10
5–

ε
t

3.291–
E
A

0.854–
××××=

N
A

0.6 18.4 C 6.167 10
5–

ε
t

3.291–
E
A

0.854–
×××××=

Table 7. Tensile strain at asphalt concrete lower face.

As5-RB15 As5-RB20 As5-RB25 As5-RB30 As5-RB35

Tensile

strain

(×10-5)

Spring

E=4,000MPa
3.95 3.84 3.51 3.40 3.23

Summer

E=2,000MPa
4.91 4.70 4.34 4.17 3.97

Fall

E=3,000MPa
4.32 4.17 3.84 3.71 3.53

Winter

E=10,000MPa
3.16 3.14 2.81 2.76 2.56

Fig. 7. Tensile strain at asphalt concrete lower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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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2.18%를 적용하였다. 발생 윤중은 정규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식 (3)에 의해 하중 발생횟수를 구하였다.

(3)

여기서, 

ni : 하중발생 정규분포

∆ : 변동 윤중(총 하중단계를 n개로 나눈 각 하중단계의 증분)

σ : 표준편차

Pi : 윤중

Pm : 평균 윤중

열차의 반복횟수는 연간누적통과톤수(MGT)와 목표수명의 곱을 표준 윤중으로 나눈 값이며, 철도차량의 대차 1회 통과시

2개의 차축이 궤도에 하중을 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식 (4)에 나타내었다. 

열차 반복횟수(N0) =연간통과톤수(MGT)×10(kN)×목표수명(yrs)/(2×P) (4)

각 계절별 AC 노반의 피로파괴에 대한 손상도는 식 (5)와 같이 Miner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절별 허용 재하 횟수에 대

한 그 계절의 윤중 발생횟수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윤중의 발생 횟수는 하중발생 정규분포와 열차 반복횟수의 곱으로 구

할 수 있다. 누적 손상도는 각 계절별 손상도를 합하여 구할 수 있으며, 누적손상도의 역수를 설계목표수명과 곱하여 AC

노반의 수명 즉, 유도상 AC궤도의 설계수명을 구할 수 있다.

(5)

여기서,

mj : AC 노반의 손상도

n : 윤중의 발생 횟수(ni×N0)

연간통과톤수는 KTX 경부선의 교통량에 해당하는 18MGT를 기준으로 하여 Table 8과 같이 경(輕)교통 10MGT, 중(中)

교통 18MGT, 중(重)교통 40MGT로 정리하였으며, 목표 설계수명을 50년으로 하여 BAT 궤도의 설계수명을 산정하였다.

계절별 AC노반의 탄성계수를 적용하여 연간통과톤수와 강화노반 두께 변화에 따른 설계수명을 산정한 결과를 Table 9와

Fig. 8에 나타내었다. 각 케이스 모두 목표 설계 수명인 50년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노반이 5cm 두꺼워짐에 따

라 설계수명은 1.1~1.3배 증가하였다. 또한 연간통과톤수가 10MGT에서 18MGT로 증가함에 따라 설계수명은 1.8배 감소하

였고 18MGT에서 40MGT로 증가함에 따라 설계수명이 2.2배 감소하여 열차의 통과톤수가 유도상 AC궤도의 설계수명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i

∆

2π σ⋅
-----------------exp

P
i
P
m

–( )

2σ
2

---------------------–
⎩ ⎭
⎨ ⎬
⎧ ⎫

=

mj

n∑
N
A

---------=

Table 8 Tons of traffic per year.

Light traffic Middle traffic Heavy traffic

Tons of traffic per year 

(MGT)
10 18 40

Table 9 Design life of asphalt roadbed (yrs).

Asphalt thickness (cm) 5 5 5 5 5

Roadbed thickness (cm) 15 20 25 30 35

Tons of traffic per year 

(MGT)

10 310 341 459 508 612

18 172 190 255 282 340

40 77 85 115 127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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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도상 AC궤도의 확률적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결과

유도상 AC궤도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Case별 초기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 총 LCC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분석대상은 단위연장 1km 단선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철도설계기준에 제시된 강화노반(Case1)과 유도상 AC궤

도(Case2~6)의 LCC를 비교분석하였다. LCC분석을 위한 구조물의 분석 기간은 철도 시설물의 목표 수명인 100년으로 가

정하였고, 할인율은 실질 할인율로써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4.5%로 가정하였다. 분석대상은 각 Case별로 동일

한 항목인 자갈궤도의 점검, 보수, 교체비용을 제외한 강화노반의 AC노반 유지관리만을 선정하였다. 유지관리비용 산정에

필요한 조치율과 주기는 현재 철도구조물의 AC노반에 대한 유지관리 이력 등이 전무하므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

량의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지침(안)(2004)의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AC노반의 교체 주기는 각 Case별 설계수명을 사용

하였다.

유지관리비용 단가는 도로교의 기준과 서로 상이하여 초기 공사비에 조치율을 고려한 단가를 적용하였고, 각 유지보수 항

목에 대한 조치율, 주기 및 재주기, 비용에 대하여 확률변수로 산정하여 확률적 LCC 분석을 수행하였다. 확률적 LCC 분

석에 대한 각 확률변수에 대한 분포형은 정규분포 및 대수정규분포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확률변수에 대한 변동계수는

0.1~0.2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도상 AC궤도의 LCC분석은 수명에 따른 교체만을 고려하는 설계단계 LCC분석 방법과 AC노반의 주기적 보수·교체

와 콘크리트의 주기적 보수·보강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유지관리단계 LCC분석 방법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4.1 설계단계 LCC분석 방법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강화노반의 경우 열화에 의한 손상 이외의 강도 저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영구적 시설물로서 설

계를 하고 AC노반 하부에 위치해 있어 변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AC노반의 유지관리만을 고려

하였다. AC노반의 수명은 각 Case 별 설계수명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AC노반의 유지관리비용은 전체 교체를 가정하여

교체주기에 따른 시공비용을 할인율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Table 10과 Fig. 9에 총 생애주기비용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Case 2가 Case1에 비해 0.21억원 가량 절감되었

Fig. 8. Design life of asphalt roadbed.

Table 10 LCC analysis of design step

Asphalt thickness

(cm)

Roadbed thickness

(cm)

Initial cost

(1,000won)

Maintenance cost

(1,000won)

Total LCC

(1,000won)

Comparison 

LCC
Rank

Case 1 0 40 161,930 - 161,930.0 1.15 3

Case 2 5 15 139,570 1,771.8 141,341.8 1.00 1

Case 3 5 20 159,880 642.3 160,522.3 1.14 2

Case 4 5 25 180,280 179.3 180,459.3 1.28 4

Case 5 5 30 200,880 - 200,800.0 1.42 5

Case 6 5 35 221,580 - 221,580.0 1.57 6



설계수명 및 경제성을 고려한 유도상 아스팔트 궤도의 최적 단면 산정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3호 (2015년 6월) 249

으며, Case 6에 비해 약 0.80억원 절감되었다. Case 5, 6의 경우 교체주기가 분석기간인 100년을 초과(Case 5: 106년, Case

6: 134년)하여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Case 1의 경우 AC노반이 없으므로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4.2 유지관리단계 LCC분석 방법

유지관리단계에는 공용 중 강화노반의 자체 열화 이외의 내적, 외적 손상에 의해 발생되는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하였으

며, 대상은 AC노반의 경우 도로교의 아스팔트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AC노반의 수명은 각 Case별 설계수명을

교체주기로 산정하였다. 

AC노반 보수조건에서 조치율 33.4%, 주기 및 재주기 3년은 도로교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AC노반 교체 조건은 조치율 100%,

주기 및 재주기는 각 Case별 설계수명으로 산정하였고, 단가는 Case별 시공단가를 적용하였다.

총 LCC분석 결과를 Table 11과 Fig.10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Case 2가 Case 1에 비해 약 0.18억원 절감되었으며, Case

6에 비해 약 0.80억원 절감되었다.

실제 강화노반은 설계단계에서는 주기적 유지보수를 거의 실시하지 않는 구조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단계 LCC

Fig. 9. LCC analysis of design step.

Table 11 LCC analysis of maintenance step.

Asphalt thickness

(cm)

Roadbed thickness

(cm)

Initial cost

(1,000won)

Maintenance cost

(1,000won)

Total LCC

(1,000won)

Comparison 

LCC
Rank

Case 1 0 40 161,930 16,783.4 178,713.4 1.12 3

Case 2 5 15 139,570 20,670.9 160,240.9 1.00 1

Case 3 5 20 159,880 9,583.4 179,463.4 1.12 2

Case 4 5 25 180,280 19,343.8 199,623.8 1.25 4

Case 5 5 30 200,880 19,214.0 220,014.0 1.37 5

Case 6 5 35 221,580 19,019.3 240,599.3 1.50 6

Fig. 10. LCC analysis of maintenanc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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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의 경우 초기비용에 의존적인 LCC결과가 도출되었다. 유지관리단계 LCC분석 방법은 유지관리단계에서의 LCC

분석으로서, AC노반이 주기적 보수·보강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통하여 분석된 것이므로 설계단계 LCC분석방법과는 다

른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Case별 순위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유는 유지보수 항목의 수가 적기 때문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유도상 AC궤도의 국내 철도로의 도입 가능성 평가를 위해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실

대형 실험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유도상 AC궤도의 강화노반 두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수명을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AC노반없이 강화노반 두께만 40cm인 유도상 궤도와 AC노반 두께 5cm에 강화노반 두께 25cm인 유도상 AC궤도를 대

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실대형 실험에서 측정된 응력과 비교한 결과, 실험값이 유

한요소해석 결과보다 다소 큰 응력을 나타내었으나 이는 흙노반 보다 강성이 큰 토압계에 의해 과대한 토압이 측정될 수

있다는 선행 논문을 고려할 때 해석값의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유도상 AC궤도의 아스팔트 두께를 5cm로 고정하고 강화노반 두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한 결과, 강화노반의 두께가 5cm씩 증가됨에 따라 AC노반 하면의 인장변형률은 약 3~8%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 계절별 AC노반의 탄성계수를 적용하여 유도상 AC궤도의 설계수명을 산정한 결과, 강화노반의 두께가 5v 증가함에 따

라 설계수명이 약 1.1~1.3배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AC노반 5cm인 경우 강화노반의 두께에 상관없이 모든 케이스의

설계수명이 목표 설계수명인 50년을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AC노반의 철도로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열차의 통과톤수의 변화에 따른 설계수명을 비교한 결과 중(重)교통에 해당하는 40MGT에도 목표수명을 만족하는 것

을 감안할 때, 유도상 AC궤도가 도상과 강화노반만으로 이루어진 유도상 궤도를 대체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고 있으며 AC

노반을 설치함으로써 강화노반의 두께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간통과톤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통과톤

수의 증가 비만큼 설계수명이 감소하여 열차의 통과톤수가 설계수명을 산정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경제성 평가를 위한 LCC분석을 통해 단면두께에 순위를 부여한 결과, AC노반 두께 5cm일 때 강화노반 두께 15cm

인 경우와 20cm인 경우가 설계수명 50년을 만족하면서도 AC노반없이 강화노반 두께 40cm인 유도상 궤도보다 경제적인 단

면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中)교통 18MGT가 작용할 경우이고 그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환경적

요인 및 변수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할 때 년간 통과톤수에 따라 AC노반 5cm일 때 강화노반 20cm 또는 25cm인 경우가 역

학적 특성, 설계수명, 경제성을 모두 만족하는 유도상 AC궤도의 최적단면으로 볼 수 있으며, 총 노반두께가 25~30cm로, 기

존 두께 40cm에서 10~15cm의 두께 절감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실대형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향후 실현장 부설 시험 등에 의한 다양한 하중 및 교

통조건, 환경조건의 변화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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