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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콘크리트 설계두께 및 재료특성을 반영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3차원 이동하중 동적해석 및 진동특성

3D Dynamic Finite Element Analysis and Corresponding Vibration of Asphalt 

Track Considering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Design Thickness of 

Asphalt Concrete Roadbed Under Mov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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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의 고속화와 수송능력의 증가로 인하여 궤도의 내구성과 안전성은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자갈궤도는 건설비

의 경제성은 높으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콘크리트 궤도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콘크리트 궤도는 궤도 구조의 국부적인 비틀림이나 기타 변형의 발생 시 체결장치 등을 이용한 조정이 가능하지만, 하

부구조인 노반이 과다 침하에 따른 변형 발생 시 유지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1]. 이러한 모든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

탈리아, 일본, 미국 등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노반을 자갈도상과 강화노반 사이에 부설하고 있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노반

을 부설하여 강화노반의 두께를 줄이고 있는 등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3]. 아스팔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궤도구조가 정밀한 평탄성(۟mm)과 180mm이상의 캔트를 가질 수 있게 하며, 부설 직 후 공용(소정의 온도 도달 후)할 수 있어

생산성에 따른 경제성이 우수하다[4,5].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진동을 줄여주므로 소음이 크게 감소되며, 노반 침하 등에 의

Abstract The asphalt-concrete trackbed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 terms of maintenance and economics. How-

ever, methods to investigate practical use cor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ckbed system must be developed.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ynamic performance of the asphalt system in accordance with

both the elastic and viscoelastic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design thickness of the asphalt trackbed.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reduce the uncertainty error of the Finite Element(FE) model, a three-dimensional full scale FE model was

developed and then the infinite foundation model was considered. Finally, to compare the condition of viscoelastic

materials,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sphalt-concrete trackbed system was used to deal with the dynamic amplifi-

cation factors; numerical results using isotropic-elastic materials in the FE analysi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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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는 궤도구조에서 유지관리와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에 따른 실용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기 개발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서 사용된 아스팔트콘크리트 재료의 탄성 및 점탄성 특성과 주어진 설계

두께를 고려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서 발생 가능한 동적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석의 불확실성

을 줄이기 위하여 3차원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실제적인 거동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궤도노반의 영향거리 분석

을 통한 최적 모델링 도출과 무한요소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반무한지반을 고려하였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등방

탄성체로 간주한 기본설계 조건에서의 거동을 점탄성재료 조건과 비교하였으며 동적증폭계수 산정을 통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의 향후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점탄성, 동적해석, 무한요소, 동적증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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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궤도의 변형을 덧씌우기 등에 의해 신속히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아스팔트 콘

크리트를 궤도노반에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폭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교량 노반에 적용하는 등의 재료

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아스팔트 콘크리트 노반의 두께 설계를 위한 아스팔트 층 내부의 변형과 응력 변화를 고찰하는 설계

단면 적용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6,7].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실험과 방대한 데이터의 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써, 이미 국·내외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노반을 적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궤도노반의 설계에 사용하는 실제 설계두께와 아스팔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3D 동적수치해석을 실시함으로써

그 적용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궤도 노반 설계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해석방법 및 모델링

2.1.1 궤도형상 및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궤도에 대한 실내 실험에서 반복하중을 재하하는 정점하중재하(Fixed Point Excitation) 상태의 동적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아스팔트 층의 거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석대상 궤도 구조물의 3차원 모델링에 있어서 해석 및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궤도 구조물의 대칭단면을 기준으로 1/2만 모델링 하였다. 레일은 보요소(Beam element)로, 레일과

침목사이의 체결장치는 스프링과 감쇠장치로 모델링 하였다. 침목, 아스팔트, 강화노반, 노상 등은 8절점 입체요소(Solid

element)를 사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하였다. 동적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상용 구조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다. 아스팔트 층의 높이 0.35m, 강화노반과 노상은 각각 0.4m, 9.0m로 설정하였으며, 침목간 중심간격은

0.65m이다. 궤도구조의 상세 단면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정적해석에서 사용된 모델링 그림은 Fig. 2와 Fig. 3과 같다. 각부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궤도구조는 독립된 하나의 구조물로만 이루어진 구조가 아니라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연속된 구조물이며 특히, 궤도구조의

중요한 요소인 지반은 반무한의 연속된 구조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무한 형태의 연속체를 유한요소 수치해석에 적용하기 위

해서, 동적해석을 실시할 때 반무한의 지반은 ABAQUS/Standard에서 제공하는 무한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또한 동적

해석의 해석비용을 줄이기 위해 레일방향의 구간 길이를 정적해석을 통한 영향거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geometry of the portion of the track.



아스팔트 콘크리트 설계두께 및 재료특성을 반영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3차원 이동하중 동적해석 및 진동특성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1호 (2016년 2월) 69

2.1.2 해석조건

기존의 연구에서는 궤도구조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함에 있어 재료의 물성치가 불확실하고 해석비용을 줄이고자 모든 노반

재료를 등방탄성체로 간주한다[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노반재료를 좀 더 실제와 같은 점탄성 재료모델을 적용함으

로써 기존의 수치해석방법으로 도출된 결과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개발된 아스팔트 궤도구조의 경우,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층을 3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 대한 물리적 특성값이 각

각 다르게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자들의 경우 도상강화층의 탄성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탄성재료모델을 이

용한 간편해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스팔트콘크리트 재료의 경우 정적거동이 아닌 동적거동에서 아스팔트 재료 물성치를 등가

의 탄성계수로 동일하게 부여한 방법과 아스팔트 재료만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탄성 재료모델을 사용한 방법으로 나누어

각각 그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해석은 등가의 탄성계수를 적용한 방법, 두 번째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층 설계두께에 따라 각각의 동탄성계수를 적용한 방법, 세 번째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층에 각각의 점탄성 재료물성치를

적용한 방법으로 나누어 해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해석에 사용되는 등가탄성계수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의 콘크리트궤도 구조편[10]에서 제시하고 있는 Boussinesq

이론과 Odemarkd의 등가깊이 이론에 따라 노반의 스프링 정수를 구하는 식을 응용하여 산정하였다. 

(1)

여기서, he는 아스팔트의 전체 두께(m)로써 0.3 m를 적용하고, hi는 i번째 층의 두께(m), Ei는 i번째 층의 탄성계수로 두고 계

산한다면 등가의 탄성계수 Ee를 구할 수 있다. fi는 각 층의 결합특성에 관한 상수인데 각 층간의 결합상태는 완전한 결합상

태로 가정하고 1.0으로 두고 산정하였다. 세 번째 해석경우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의 점탄성 재료는 ABAQUS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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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2 analysis model with 100 sleepers for static analysis

(Full model, ABAQUS).

Fig. 3. 1/2 analysis model with 100sleepers for static analysis

(Detail model ABAQUS).

Table 1. Material parameters for FEM modeling.

Parts
Density

(Mg/m3)

Elasic modulus

(kPa)
Poisson's ratio Damped ratio

Rails 7.85 2.1×108 0.30 0.01

Sleeper 2.45 3.1928×107 0.20 0.02

Asphalt

Surface 2.30 3.83×106 0.35 0.038

Intermediate 2.30 1.64×106 0.35 0.038

Base 2.30 2.15×106 0.35 0.038

Reinforced roadbed 2.00 1.2×105 0.20 0.03

Subgrade 2.00 8.0×104 0.3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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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y 시리즈 상수를 적용하여 시간 의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전단 및 체적 완화계수(shear and bulk relaxation

modulus)는 Prony 시리즈 형태로 다음 식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2)

(3)

여기서, gi, ki, τi는 Prony 시리즈 상수이며, Table 2에서 각 해석경우에 따라 부여된 아스팔트 물성치를 요약하였다. 

2.2 하중영향 분석을 통한 최적모델링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전체 두께를 실제 적용두께인 30cm로 고정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 층별 물성치를 탄성거동으로 가

정하여 단일 집중하중이 이동하는 경우에 대한 준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하중재하 위치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 동적해

석 적용 시 고려할 수치해석 모델링의 최적단면을 결정하고자 수행한 연구로써 하중위치에 따른 레일과 침목하부의 거동 분석

을 위하여 총 100개의 침목구간(65.0m)을 수치모델링 하였다.

사용된 유한요소 부재의 종류는 ABAQUS에서 제공하는 기본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레일은 보(Beam)요소로 B31,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및 노상은 입체(Solid)요소로 C3D8R과 C3D6요소를 사용하였다. 이동하중의 정적재하는 레일 위 83.4478kN의

단일 윤중이 해석모델 지간의 중앙에서 시작하여 0.00585초가 증가할 때 마다 0.1625m씩 이동시켰으며, 총 19.5m를 이동시켜

가면서 준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로울러(Roller) 경계조건으로 선로 길이방향의 경계부를 구속하였다. 준정적해석을 수

행 후 해석모델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중앙부 레일과 침목중심위치의 변위와 응력을 주요 대상지점으로 분석하여 하중의 위

치에 따라 그 영향거리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하중의 재하 위치에 따라 레일과 레일 하부 침목의 상단부에 대한 연직변위를 Fig. 4에서 나타내었다. 해석결과에서 레일과

Table 2. Material parameters of asphalt for analysis cases.

Parts

 Case1  Case2  Case3

Equivalent elastic 

modulus (kPa)

Elastic modulus

(kPa)

Viscoelastic (proney parameter)

g k τ

Surface asphalt 2.193×106 3.83×106 0.73 0 1.0

Intermediate asphalt 2.193×106 1.64×106 0.69 0 1.0

Base asphalt 2.193×106 2.15×106 0.75 0 1.0

G t( ) 1 g
i

1 e

t–

τ
i

----

–
⎝ ⎠
⎜ ⎟
⎛ ⎞

i 1=

N

∑–=

K t( ) 1 k
i

1 e

t–

τ
i

----

–
⎝ ⎠
⎜ ⎟
⎛ ⎞

i 1=

N

∑–=

Fig. 4. Vertical displacement distribution by loa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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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장치의 강성과 감쇠에 의해 레일의 처짐이 크게 발생되었으며 상대변위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레일의 처짐의 경우 각

해석경우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침목의 처짐은 아스팔트의 물성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층 물성치를 층별로 각각의 동탄성계수를 달리 적용한 case2의 경우 침목의 최대 처짐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등가탄성계

수를 적용한 case1의 경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점탄성재료를 적용한 case3의 경우는 case2의 경

우보다는 다소 최대 처짐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점탄성 재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Fig. 5에서 최대 주응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층 전체의 상면과 하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최대 주응력은 주로 휨 거동의 영향에 의해 궤도구조 자체가

지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처짐과 주응력의 결과에서는 모두 하중재하 위치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급격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잔류응력이 남아있지만 6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부터는 처짐과 주응력 모두가 미치는 영향이 거

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Fig. 6은 지반의 항복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Mises 유효응력 분포를 하중재하 위치에 따라 나타내었다. 노상의 하면에서 작

용하는 Mises 유효응력은 비교적 넓게 분포하지만 이 또한 하중재하 위치로부터 6m이상 떨어지게 되면 거의 무시할 정도로,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하중재하 위치에 따른 변위 및 응력분포결과를 분석한 결과, 동적해석 모델링의 경우 처짐 및 응력을 분석하고자 하

는 지점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최대 10m를 수치모델링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동적해석

시에는 선로방향 길이 약 20m를 모델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무한지반의 경계조건을 표현하기 위해 무한요소를 사용한다. 

2.3 정점하중재하의 동적해석에 의한 거동특성 분석

2.3.1 고유치해석

정점하중재하에 의한 동적해석의 수행에 있어서 비례감쇠행렬인 Rayleigh 감쇠행렬의 구성에 필요한 상수들을 결정하기 위

하여 Block Lanzos Solve를 이용하여 고유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유치해석에서는 동적해석에 적용할 수치모델링과 동일하게

32개의 침목구간인 선로방향의 20.8m를 유한요소로 모델링 하였으며, 그 이상의 무한지반은 무한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

다. 고유치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Fig. 5.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by load distance. Fig. 6. Distribution of von mises stress by load distance.

Table 3. Comparison of eigenvalue analysis results for cases of analysis.

Natural vibration

 mode

Natural frequency of case1 

(Hz)

Natural frequency of case2 

(Hz)

Natural frequency of case3 

(Hz)

1 4.4735 4.4736 4.4773

2 6.5204 6.5257 6.5633

3 8.1461 8.1485 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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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열차 주행속력에 따른 동적해석

열차 주행속력에 따른 동적해석은 정점하중재하시험과 같이 해석모델의 중앙부 침목 위치의 레일 위에 시간에 따라 하중의

크기가 변화하는 하나의 집중하중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집중하중은 Fang 등 [11]의 연구에서 수행된 사인함수를 참고하여 다

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졌다.

(4)

정점하중재하 상태를 모사하기 위해 정적해석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윤중 83.4478kN을 Fmax인 최대값으로 하며, 이 같은 집

중하중이 해석대상 구간의 선로방향 중앙부 레일위에 작용하여 열차 속도에 따라 주파수를 달리하도록 하였다. KTX열차 관절

대차의 대차중심 간격 d가 18.7m인 경우와 주행속력 v(m/s)가 100, 200, 300, 400km/h로 변화시킴으로써 가진주파수 f는 다음

식으로 결정된다.

(5)

가진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반비례하게 적분시간간격이 감소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적분시간간격을 가진주파수에 종속적인

Δt = 0.02/f초로 설정하였다. 다음 Table 4에서 주행속력에 따라 가진주파수와 적분시간간격을 정리하였다.

앞의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향거리 분석을 통해 결정된 침목 32개의 구간길이에 대해서 수치모델링 하였으며 3차원 해

석으로 ABAQUS에서 제공하는 부재요소를 사용하여, 레일은 B31, 아스팔트콘크리트 층을 포함한 노상 및 노반은 C3D8R과

C3D6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유한요소 모델링 대상 구간 이상은 무한요소로 경계조건 처리가 되도록 하였다. 해석대상 모델은

1/2단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므로 대칭면은 롤러 경계조건으로 대칭경계조건을 형상화 하였으며, 그 외의 유한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네 면(상부면과 대칭면을 제외한)을 무한요소로 형상화 하였다. 레일의 길이방향(Z방향)으로 양 측면의 무한요소 길이는

각각 유한요소의 전체 길이방향의 1/2길이로 두었으며, 폭(X방향)과 깊이방향(Y방향)의 길이는 유한요소 전체의 폭과 깊이의

길이와 같이 무한요소 길이로 두었다. Fig. 7은 동적해석에서 사용된 수치해석 모델링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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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citation frequency and increment time for train speed.

Train speed

(km/h)

Excitation frequency

(Hz)

Increment time

(sec)

100 1.4854 1.346×10-2

200 2.9709 6.732×10-3

300 4.4563 4.488×10-3

400 5.9418 3.366×10-3

Fig. 7. 1/2 analysis model with 32 sleepers with infinite element model used for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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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해석을 실행한 결과에서 해석 경우에 따라 각부의 변위응답을 Fig. 8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8은 열차속도 400km/

h에 상응하는 5.9418Hz로 가진한 레일의 동적응답이다. 총 해석시간은 4초간 수행되었지만 동일한 응답이 반복되므로 2초간의

응답결과만 표현하기로 한다. 정적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정적해석결과를 보여주었던 해석 case2에 대한 결과와 비

교해 보았다. 동적해석에서의 최대응답은 모두 정적결과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응답이 전체적으로 정상상태(steady state)에 가

까운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9는 레일의 체결장치가 위치하고 있는 침목 상부면의 변위응답이다. 여기서는 정적결과와 비

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정적해석결과를 보여주었던 해석 case1에 대한 정적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레일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최대응답은 정적결과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정상상태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 case1과 case2의 동적응답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아스팔트콘크리트의 물성치를 점탄성재료를 적용한 해석 case3의 동적응답은 확연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점탄

성재료의 점성효과로 인하여 처짐의 분산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적해석과의 동적응답의 결과 차이는 레일보다는 노상

의 재료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침목의 변위응답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최대주응력 응답을 도시한 그림이다. 전과 동일하게 열차속도 400km/h에 상응하는 가진

주파수에 대한 결과이며, 총 4초간 해석을 수행하였지만 2초 이후의 응답은 반복되므로 2초간의 응답결과만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 case1과 case2의 응답은 거의 동일한 반복적인 최대주응력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적해석결과와도 동일한 값으로 반

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case3의 경우, 첫 번째 최대응답 이후 반복하중이 지속될수록 최대응답 결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점탄성재료의 점성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써 시간에 따른 반복하중으로 인해

영구변형에 따른 강성저하가 응력의 분산 및 저하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든 해석결과에서 정적

Fig. 8. Vertical displacement of rail for excitation frequency of

5.9418Hz.

Fig. 9. Vertical displacement of top surface of sleeper for exci-

tation frequency of 5.9418Hz.

Fig. 10. Principal stress at the top surface asphalt excitation frequency of 5.9418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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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와 비교한다면 동적응답에 대한 증폭값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3에 대한 주응력 응답이 해석 case1과 case2와는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이유는 Fig. 11에서 보이는 응력응답 분포에서

알 수 있다. Fig. 11은 각 해석 cases에 대해서 아스팔트 상부의 최대주응력 분포도를 동일한 시간대에서 각각에 대하여 나타내

었는데 그림에서 보이듯 아스팔트의 물성치를 등방탄성체로 가정한 해석 case1과 case2는 직접 하중을 분담하는 침목과 침목사

이에서 아스팔트의 응력이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나타났지만 해석 case3은 응답의 절대치는 Fig.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크

나 비교적 응력이 고루 분산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주응력이 침목사이가 아니라 침목 끝단부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나며, 시간의 흐름으로 반복하중이 가해짐에 따라 응력의 분산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3.3 동적증폭계수 분석

해석 case3에 정점하중재하로 동적해석을 실시한 후 동적증폭계수(DAF)를 산정한 결과, 레일, 아스팔트 도상, 노상의 순서대

로 증폭계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석 case1과 case2에서 나타나는데 반하여 아스팔트를 점탄성 재료

물성치로 사용한 해석 case3에서는 레일의 동적증폭계수보다 강화노반의 동적증폭계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스팔

트콘크리트 도상의 물성치를 점탄성재료로 동적해석 수행 시 반복하중으로 인해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하부의 노상까지 응력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Fig. 12, Fig. 13과 Fig. 14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처짐에 대한

동적증폭계수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비교적 증가되는 것으로 산정되지만, 아스팔트 도상 및 강화노반의 응력에 대한 동적증폭계

수는 상대적으로 미소하여 거의 1에 가까운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거동특성으로부터 정점하중재하 상태에서 동적해석 결

과를 통하여 아스팔트의 최대 주응력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정적인 하중재하를 반복하는 것과 동일한 평가결과를 가

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결과에서 최대속도 발생 시 최대동적증폭계수는 노상의 처짐에서 산정되며, 해석 case1과

case2는 1.14로, 해석 case3에서는 1.15로 나타나 해석 case3의 동적증폭계수가 미소하게 더 크지만 거의 동일한 동적증폭계수

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가지고 있는 아스팔트 궤도구조에 대한 동적해석 시 재료의 물

성치를 달리 주더라도 동적증폭계수의 변화 양상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도출된 동적증폭계수를 설계에 사용한

다면 응력에 대한 동적증폭계수보다 처짐에 대한 동적증폭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설계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Fig. 11. Principal stress at the top surface asphalt excitation frequency of 5.9418Hz.

Fig. 12. DAF comparison for the corresponding traveling speed

(case1).

Fig. 13. DAF comparison for the corresponding traveling speed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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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아스팔트 궤도구조의 동적거동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 관한 연구로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층에 사용된 재료 물성치의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실제 시공두께를 고려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해석을 통하여 나타

난 응답에 대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동적해석에 적용된 유한요소 모델링의 경우, 정적해석을 통하여 3차원 동적해석

의 모델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정점하중재하에 의한 동적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석대상 구조물 경계조건에서 발생 가능한 동

적응답 교란효과 감소를 위하여 ABAQUS/Standard에 탑재된 무한요소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아스팔트 궤도구조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물성치 특성에 따른 거동차이를 동적응답과 그에 따른 동적증폭계수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등가탄성체로 간주한 해석 case1과 해석 case2의 경우 정점하중재하에 의한 응답은 최대응답의 차

이는 가지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응답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점탄성재료 물성치를 적용한 해석 case3의 경우 동적 최대응

답변위는 비교적 작지만 최대응답 응력(주응력)은 다른 cases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속도에 대한 응답의 경우, 최

대속력에서의 가진주파수와 동일한 정점하중을 재하하였으며 이때 발생되는 최대응답변위 및 응력은 점탄성재료의 효과로 인

하여 아스팔트 궤도구조 안전성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탄성재료의 점성으로 인한 연성효과는 아

스팔트가 궤도구조의 국부적인 파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구적인 장기처짐에 대한 점탄성재료의 보수 및

보강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적증폭계수를 각 해석 case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적증폭계수의 차이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반 및 도상의 응력응답에 대한 동적증폭계수 산정값 보다는 변위응답에 대한 동적증폭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신뢰성 있는 설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열차속도 400km/h에 대한 최대 동적증폭계수가 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를 반영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점하중재하에 의한 동적해석

결과이므로 향후 마찰력까지 고려된 실제적인 이동하중 적용 시 발생되는 보다 정확한 동적거동 및 증폭계수 산정에 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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