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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요소를 반영한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설계그래프

Design Graphs for Asphalt Concrete Track with Wide Sleepers Using 

Performanc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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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열차의 고속화 시책에 따라 궤도의 안정성과 내구성 및 승차감 등의 확보를 위해 개선된 궤도 구조 설계가 요구되고 있

다[1]. 생력화 궤도의 일종인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는 이미 독일, 프랑스 및 미국 등에서 실용화 되어 성공리에 적용되고 있다.

이중 독일에서는 ATD, GETRAC A1 및 A3 등의 대표적인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를 개발하여 운용 중이다(Fig. 1 참조). 

GETRAC A1 시스템은 2.6m 길이의 콘크리트 침목이 적용되며, 공간 제약이 없는 단면에 적합하다. 또한 A3 시스템은 2.4m

길이의 침목을 사용하며, 좁은 터널과 같은 공간 제약이 있는 단면에 적용된다[2]. A3 시스템의 침목은 아스팔트와의 접지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넓은 지지 면적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의해 아스팔트 두께를 5cm 감소시킬 수 있어 터널 내공 단면을 축

소할 수 있다. 또한 침목 하면에는 부직포(Geotextile)를 포설하여 추가적인 마찰저항 확보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면 요철을 정

Abstract Wheel load, design velocity, traffic amount (MGT), stiffness and thickness of sub-layers of asphalt concrete

track are selected as performance design parameters in this study. A pseudo-static wheel load computed considering the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DAF) based on the design velocity of the KTX was applied to the top of asphalt concrete

track for full three dimensional structural analysis using the ABAQUS program. Tensile strains at the bottom of the

asphalt concrete layer and vertical strains at the top of the subgrade were computed from the structural FEA with dif-

ferent combinations of performance parameter values for one asphalt concrete track section. Utilizing the computed

structural analysis results such as the tensile strains and the vertical strains, it was possible to develop design graphs to

investigate proper track sections for different combination of the performance parameters including wheel load, design

velocity, traffic amount(MGT), stiffness and thickness of asphalt concrete layers for any given design life. By analyzing

the proposed design graphs for asphalt concrete track, it was possible to propose simple design tables that can be used

by engineers for the effective and fast design of track.

Keywords : Asphalt ballasted track, Design graph, Performance Parameters, Finite element analysis, wide concrete sleeper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최적 도상 두께와 설계수명 결정을 위한 설계그래프를

개발하기 위하여, 주요 성능 파라미터로서 윤중 및 설계속도, 교통량 (MGT), 각층 재료 강성,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 등을 설정하였다. KTX 설계속도를 반영, 동적 할증계수를 고려한 준정적 윤중을 계산하고 이를 아스팔트콘크리

트 궤도 상부에 재하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하면에 발생하는 인장 변형률 및 흙노반 상면에서의 수직변형률을

ABAQU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산정하였다. 임의 성능 파라미터의 조합을 달리 구성하면서 임

의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구조 단면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계산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하면 인장 변형률

과 흙 노반상 수직 변형률을 손상이론에 적용하여 임의 궤도 단면구성과 성능 파라미터 조합 시에 기대할 수 있는 광

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설계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설계그래프를 개발하였다. 이 설계그래프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간단히 설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구조의 설계수명 50년에 대응하는

설계표를 개발하였다.

주요어 : 아스팔트 도상 궤도, 설계그래프, 성능 파라미터, 유한요소해석, 광폭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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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으며 쇄석 기층을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과 흙 노반 사이에 부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에 PC침목을 직결 설치한 후 전단앵커를 이용하여 종·횡방향 변위 저항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ATD 시스템은 시멘트 안정 지지층(HBL: Hydraulically Bonded Layer) 상부에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설치하는 구조를 갖

는다. 1994년에 총 연장 14.48km구간에 최대 운행속도 250km/h로 주행 가능한 ATD시스템이 Nantenbacher Kurve구간에 부설

되어 일평균 21,000톤, 년간으로는 8MGT의 교통량을 허용하고 있다. 최종 궤도품질 검사는 2012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공용

에 따른 선형개선이 오히려 관측되었으며 추가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수한 궤도품질을 보이고 있다[3].

일본은 1973년에 동해도 신간선 고속구간(210km/h)에 최초의 RA형 슬래브 궤도를 부설하였다(Fig. 2). 1973년에는 전국 14

개소, 총 2.3km의 시험부설을 시행하였고, 일본의 철도설계기준인 ‘철도구조물등설계표준동해설 흙구조물편(2007년)’에 명시(성

능등급 1등급 선로)하였다. 1997년에는 철도총합기술연구소(RTRI) 히노(日野) 토목실험소에서 3종류의 아스팔트콘크리트 직결

궤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4,5].

미국 아스팔트 협회(Asphalt Institute, AI)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궤도 지지층으로서 가열아스팔트(Hot Mix Asphalt;

HMA)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HMA를 활용한 Overlayment 및 Underlayment 궤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

켄터키 대학(University of Kentucky)에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HMA 두께 설계 프로그램인 KENTRACK을 개발하여

열차 하중과 노상의 지지 조건에 따라 HMA의 두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Overlayment 궤도(Fig. 3)의 경우 HMA의 최

대두께를 18inch(약 46cm)로 제한하고 있으며, 궤도의 설계수명은 30년으로 추천하고 있다[6,7].

Fig. 1. GETRAC system composed of asphalt concrete trackbed [2].

Fig. 2. RA type slab track on the asphalt concrete layer [4,5].

Fig. 3. Overlayment type of asphalt concrete track structur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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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를 실제 부설하기 위하여서는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설계요소를 확립하고 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야 하며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설계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중(P), 흙노반 및 쇄석강화노반의 층별강성(Ei), 통과

톤수(MGT), 궤도하부구조 각층 두께(t), 아스팔트 혼합물의 탄성계수(Easp)의 크기변화 등을 성능설계입력 변수로 설정하고 유

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광폭침목을 채택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역학적, 구조적 특성변화 및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성능설계개념에 기초한 충실한 구조 해석을 위하여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다. 구조해

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팔트 도로포장 구조 해석 시 사용하는 손상도 이론을 적용하고 분석함으로써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

크리트 궤도의 기대 설계수명 50년에 해당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최적 두께 결정용 설계그래프 및 카탈로그 설계표를

개발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거동 분석

2.1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구조의 해석 모델링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궤도구조를 3차

원(3D)으로 모델링 하였다(Fig. 4). 궤도 구조는 쌓기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전용으로 개발된 광

폭 침목을 적용하여 모델링하였다. 해석대상 유한요소망의 크기는 높이 3.6m, 폭 12.1m로 모델링하였다. 이는 메쉬의 크기와

엘리먼트의 수 및 구동시간을 반영하여 가능한 재하응력의 도달범위를 최대한 고려하되 구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

한 것이다. 아울러 본 해석에서 사용한 최대 재하중 175kN이 작용시의 영향범위 또한 고려한 것이다. 궤도 단면은 국내 고속

철도 표준 단면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광폭 침목 8개가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에 직결된 쌓기 단면을 해석대상으로 하

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한 각 재료의 입력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하중은 KRL-2012 표준 활하중을 이용하였다. 궤도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 레일은 UIC60레일로서 빔(beam)요소를, 광폭 침

목의 패드(Pad)를 포함한 체결부는 스프링(Spring)요소를 사용하여 스프링 계수 40kN/mm로 모델링 하였다. 침목 및 궤도 하부

구조 각 층은 솔리드(Solid)요소를 사용하였다. 해석 시 사용된 노반의 물성치는 실대형 가력시험 결과[8]를 바탕으로 흙 노반

Fig. 4. 3D finite element model of asphalt concrete track with wide sleepers.

Table 1. Material input values used in numerical analysis.

Elastic modulus

E(MPa)

Poisson’s ratio

v

Density

ρ(ton/m3)

Rail 210,000 0.3 7.8

Pad 40,000kN/m - -

Sleeper 29,100 0.3 2.3

Asphalt concrete 

layer

4,000(Spring)

2,000(Summer)

3,000(Fall)

10,000(Winter)

0.35 2.3

 Reinforced roadbed 120, 180, 240 0.2 2

Subgrade 50, 80, 120 0.3 2

Base 80 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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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성계수는 50MN/m2, 80MN/m2, 120MN/m2으로 가정하였다. 강화노반의 경우 입도조정쇄석을 이용한 중형 공진주 시험의

결과[9]와 철강슬래그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각각 120MN/m2, 180MN/m2 및 240MN/m2의, 세가지 탄성계수를 가정하여

해석에 적용하였다. 또한 하부노반의 탄성계수는 80MPa로 고정하였다. 유한요소해석 시 경계 조건은 바닥면의 경우 축 방향과

수평 방향을 고정시켰으며, 쌓기 경사면을 제외한 수직경계면은 수평방향 만을 고정시켰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은 일반 아

스팔트 혼합물(AP-5)의 4계절 평균 온도에 해당하는 대표 탄성계수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상부노반의 깊이는 3.6m이며, 강화

노반은 40cm를 적용하였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두께는 20cm, 30cm, 40cm로 각 10cm씩 증가시키며 구조해석을 실시하

였다. 

2.2 구조해석 재하조건 모델링

해석에 사용한 하중은 Fig. 5와 같이 KRL-2012 표준열차하중이다. KTX열차 축하중 220kN의 1/2인 110kN을 정적 윤중으로

정한 후 동적 열차 하중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은 동적할증계수(Dynamic Amplification Factor: DAF)를 적용

하였다. 열차속도 300km/h에 해당하는 DAF와 유효 윤중 계수인 1.2를 곱하여 동적 윤중으로 175kN을 결정하였다. 또한 KR-

code에 의거하여 레일 전구간에 80kN/m의 등분포 선하중을 추가로 적용하였다[10].

본 연구에서 열차속도 300km/h에 해당하는 DAF로 산정된 설계동적 윤중(175kN)은 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한 최고 설계속도

범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여객/화물 혼용선(V=140km/h, Pd=172kN) 및 여객전용선(V=350km/h, Pd=134kN)의 설계동적 윤중 값

보다 크므로 안전측 설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계상 여객전용선의 최고 설계속도인 350km/h의 속도발현에 대한 효과가 충분

히 고려된 것이다.

Fig. 5. KRL-2012 design load.

(1)

여기서, Pdyn: 동적 윤중(kN), Peff: 유효 윤중(Ps×1.2, kN), Ps: 정적 윤중(kN), 설계속도 60<V≤300km/h인 여객열차일 경우

DAF = 1+t · φ(1.0+0.5(V−60)/190), t: 확률의 신뢰구간에 좌우되는 표준편차의 가중치(접촉응력, 노반계산시 t=1 적용), φ: 궤

도품질에 좌우되는 계수(매우 양호한 궤도의 경우 φ=0.1 적용)

설계대표교통량은 경부고속선 및 호남선의 년간 누적통과톤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MGT 계산식(식(2))으로부터 각각 10, 20,

40MGT/year로 구분하였다. 목표 설계수명(Design life)을 50년으로 설정하고, 식 (3) 및 식 (4)로부터 하중 반복회수(N)를 결정

하였다. 재하 회수(N)는 인접한 두 대차 중 1개 대차에 의해 2개 축이 지나가는 것을 1회 재하로 가정하였다.

MGT = (일일운행회수)×365일×열차총중량 (2)

T = MGT×설계수명(목표년수) (3)

(4)

여기서, MGT: 열차 통과톤수, N: 열차 반복회수, T: 총 통과톤수

2.3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설계수명 결정

2.3.1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피로파괴 기준

본 연구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피로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식 (5)와 같이 미국 아스팔트협회(AI)에 의해 제시된 아스

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피로파괴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11].

Pdyn Peff DAF×=

N
T

4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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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NA: 소요의 아스팔트콘크리트층 하면의 인장 변형률에 상응하는 허용 재하 회수, εt: 아스팔트콘크리트층 하면의 인장

변형률(최대 주변형), EA: 아스팔트콘크리트층의 탄성계수(MPa), C: 아스팔트콘크리트층의 공극률(Va)와 아스팔트량(Vb)의 함

수(C=10M, M=4.84(Vb/(Vv+Vb)−0.69)

2.3.2 흙노반 상면의 수직 영구변형 기준

미국 아스팔트 협회(AI)에서 제시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아래의 흙 노반 상면에서의 수직 영구변형에 대한 허용 재하 회수 판

정 기준식은 식 (6)과 같다. 이 식은 궤도 하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철도차량의 하중 크기 및 재

하 속도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여기서, Ns: 흙 노반 상면의 영구변형에 대한 허용 재하 회수, εv: 흙 노반 상면에 있어서의 수직 방향의 압축 변형

2.3.3 Miner법칙을 이용한 손상도(MA) 분석

영업 운행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피로에 대한 손상도(MA)를 분석하기 위하여 Miner법칙을 사용한다. 피로에 의한

손상도는 총 4계절에 대하여 반복하여 구하며 이를 누적하면 총 손상도(MA)가 된다. 따라서, 설계 수명(내용년수)은 손상도의

역수를 취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흙 노반 상면의 수직 영구변형 또한 Miner법칙에 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손상도와 이를

이용한 설계 수명(내용년수)을 피로에 대한 손상도 및 설계수명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이상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

상의 설계수명과 흙 노반의 설계수명이 각각 계산되며 두 값을 비교하여 설계수명이 짧은 것을 해당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설계수명으로 최종 결정한다. 손상도 개념을 이용한 상세 설계수명 산정절차는 내용이 방대하여 관련문헌[3,13]을 참고하기 바

란다.

3. 궤도 구조 해석결과 및 설계수명 산정

3.1 유한요소 해석 결과

3.1.1 궤도 구조해석에 대한 신뢰도 검증

해석결과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실대형 토조 내에 수치해석과 동일한 규격(아스팔트 층 두께, 침목

사양, 레일, 흙노반 조건 등)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궤도를 모사한 후 레일 상부에 동적하중을 반복재하하는 가력시험을

수행한 후 비교하였다. 실대형 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 중 레일 직하부의 흙노반 상면에서 측정한 토압을 비교한 결과 실대형

토조 시험의 경우 약 47.33KPa, 수치해석의 경우 약 42.18kPa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경험식(Talbot식)

에서 사용하는 허용기준압력 140kPa 보다 크게 작으므로 안전측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실대형 시험과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

를 통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1.2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하면에서의 인장 변형률 산정결과

하중 175kN,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 tASP=20, 30, 40cm, 흙 노반 탄성계수 ESG=50, 80, 120MPa, 강화노반 탄성계수

ESB=120, 240MPa일 때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도상 하면에서 발생하는 인장 변형률(εt) 발생 추이는 Fig. 6~Fig.

7과 같다. 동일 강화노반 탄성계수(ESB) 조건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탄성계수(EASP)가 증가하면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하면에

서의 인장 변형률이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아스팔트콘크리트 탄성계수가 4000Mpa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하면에서의 인장 변형률(εt)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매우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스팔

트콘크리트 탄성계수(EASP)가 4,000MPa 이상이 되면 이를 기점으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하면에서 인장 변형률이 점차 작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흙노반 탄성계수(ESG)가 증가할수록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두께에 따른 인장 변형률 발생량은 크

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화노반의 탄성계수(ESB)가 두 배로 증가할 경우 전체적인 변형률 발생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NA 18.4 C 6.167 10
5–
εt

3.291–
××× EA

0.854–
=

Ns 1.365 10
9–

× εv
4.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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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흙 노반 상면에서의 수직 변형률 산정결과

재하 윤중 175kN,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 tASP=20, 30, 40cm, 흙 노반 탄성계수 ESG=50, 80, 120MPa, 강화노반 탄성계

수 ESB=120, 240MPa일 때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흙 노반 상면에서 발생하는 압축 변형률(εv) 추세는 Fig.

8~Fig. 9와 같다. 강화노반 탄성계수(ESB)가 동일할 때 아스팔트콘크리트 탄성계수(EASP) 값이 4,000MPa 이상이 되면 흙 노반

상면에서의 수직 변형률 감소 추이는 완만해지나 4,000MPa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흙 노반 상면에서의 수직 변형률(εv)이 증가

하게 되나 그 크기는 크지 않으며, 흙 노반 탄성계수가 증가 하게 되면 아스팔트콘크리트 탄성계수에 의한 차이 또한 줄어 든

다. 따라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두께 결정을 위한 설계기준을 수립할 경우 가장 민감도가 큰 흙 노반 탄성계수(ESG)의 최소

Fig. 6. Computed tensile strains at the bottom of asphalt trackbed with change of HMA modulus (wide sleeper type, ESB=120MPa).

Fig. 7. Computed tensile strains at the bottom of asphalt trackbed with change of HMA modulus (wide sleeper type, ESB=240MPa).

Fig. 8. Computed vertical strains at the top of subgrade with change of HMA modulus (wide sleeper type, ESB=120MPa).

Fig. 9. Computed vertical strains at the top of subgrade with change of HMA modulus (wide sleeper type, ESB=24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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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흙 노반 상면에서의 수직 변형률의 발생 크기에 미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탄성계수(EASP)는 흙 노

반 탄성계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EASP=4,000MPa을 기점으로 그 이상 값에서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4,000MPa이

하 영역에서는 수직 변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강화노반의 탄성계수(ESB)가 두 배로 증가할 경우 전체적인

수직 변형률 발생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3.2 설계수명 결정 그래프 산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윤중, 년간 통과톤수(MGT), 쇄석강화노반 및 흙 노반 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도

상 설계수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이와 같은 설계 파라미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

의 설계그래프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하는 방법은, 윤중(P)을 175kN으로 결정한 후, 강화노반 탄성계수(ESB), 흙 노반 탄성계

수(ESG), 년간 통과톤수(MGT)를 고려하여 설계자가 적정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두께(tASP) 및 강화노반 두께(tSUB)를 선택하여

해당 설계 파라미터의 조합(P, ESB, ESG, MGT, tASP, tSUB)이 목표 설계수명을 만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다. 설계수명은 철도투자분석 및 평가편람[14]에서 철도시설물의 공용수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철도 시설물은 60~80년,

자갈도상 궤도구조는 25년, 콘크리트 도상 궤도구조는 50년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궤도의 설계수명을

콘크리트 도상과 동일한 50년으로 설정하였다.

수치해석으로부터 계산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하면에서의 인장 변형률(εt)과 흙 노반 상면에서의 수직 변형률(εv) 및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도로포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파괴기준식을 이용하여 임의 궤도구성단면과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재료

조합 및 윤중, 년간 통과톤수 등에 대해 손상도 이론에 입각한 설계수명을 산정하였다. 상세한 설계 로직 개발과정은 [13]에 소

개되어 있다. Fig. 10~Fig. 11은 광폭침목을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피로파괴 및 흙 노반의 영구변형 파괴 기준(식 (5)

및 식 (6))을 고려하여 각각 결정된 설계그래프이다.

결정된 설계그래프(Fig. 10)를 이용해 판정하면, 먼저 아스팔트콘크리트의 피로파괴로 인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설계수

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능 파라미터는 교통량(MGT)과 흙 노반 탄성계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년간 통과톤수가 클수록 목표설계수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값 이상의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와 강화

노반 탄성계수 및 흙 노반 탄성계수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Fig. 10. Proposed design graphs based on fatigue failure of asphalt trackbed for computing design life (wide sleeper type).

Fig. 11. Proposed design graphs based on permanent deformation on top of subgrade for computing design life (wide sleep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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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정된 설계그래프(Fig. 11)를 이용해 판정하면, 흙 노반의 영구변형 기준 설계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 파라미터 중

흙 노반 탄성계수 차이에 의한 설계수명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흙 노반 탄성계수가 50MPa에서 120MPa으

로 2.4배 증가하였을 때 대부분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탄성계수 영역에서 설계수명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스

팔트콘크리트 도상의 두께 차에 의한 설계수명 차이 또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반면, 흙 노반 탄성계수가 50MPa과 같이 작

을 경우에는 어떠한 교통량(MGT)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와 강화노반 탄성계수의 조합에서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설계

수명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흙 노반의 다짐도 확보와 이로 인한 강성의 기준 값 이상 만족이 반드시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강화노반 탄성계수에 의한 차이는 흙 노반 수직 영구변형으로 인한 설계수명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지

는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년간 통과톤수가 클 경우(40MGT) 목표설계수명(50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값 이상

의 아스팔트 도상 두께 및 흙 노반 탄성계수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3.3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설계표 개발

앞서 결정된 설계그래프를 이용하여 궤도 하부구조 구성 층의 탄성계수, 열차하중 및 열차속도, 차량 통과회수(년간 통과톤수)

등을 반영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의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를 최적화하여 결정할 수 있는 설계표를 개발하였다. 이

와 같은 설계방식은 복잡한 설계식이나 설계절차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생략함으로써 설계과정을 간략화하고 설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Table 2는 토공구간의 설계속도 300km/h, 설계수명 50년의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설계표이다. 강화노반

및 흙 노반의 탄성계수(Ev2)와 년간 통과톤수(MGT)를 기준으로 강화노반 두께가 40cm일 경우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를

결정할 수 있는 설계표이다. 중(中)교통일 경우 토공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결정두께는 광폭 침목형

의 경우 30cm로 제시되었다.

독일 GETRAC A3 궤도의 경우 교통량에 따라 설계두께를 차등하여 선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이는 과다설계 또는 과

소설계를 유발하여 시공비의 상승을 초래하거나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내구수명을 단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쇄석강

화노반의 강성(Ev2)이 180MPa이상인 경우에도 궤도 설계에 반영 할 수 있으나 독일 GETRAC A3 궤도는 불가능하다. 또한, 독

일 GETRAC A3 궤도의 경우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탄성계수를 10,000Mpa (10GPa)의 고정 값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는 아

Table 2. Design table for deciding asphalt trackbed thickness with wide sleeper type (Tasp, cm).

Subballast Subgrade

 MGT/year

10 20 40

Fatigue 

failure

Permanent 

deformation

Design 

thickness

Fatigue 

failure

Permanent 

deformation

Design 

thickness

Fatigue 

failure

Permanent 

deformation

Design 

thickness

Very good

(Ev2=240MPa)

Very good

 (Ev2=120MPa)
10 6 10 15 10 15 23 15 23

Good

 (Ev2=80MPa)
12 18 18 18 27 27 28 40 40

Normal 

(Ev2=50MPa)
15 45 45 23 - - 35 - -

Good

(Ev2=180MPa)

Very good

 (Ev2=120MPa)
12 8 12 19 12 19 29 18 29

Good

 (Ev2=80MPa)
14 20 20 22 25 25 32 45 45

Normal 

(Ev2=50MPa)
20 43 43 29 - - 40 - -

Normal 

(Ev2=120MPa)

Very good

 (Ev2=120MPa)
15 8 15 23 12 23 35 20 35

Good

 (Ev2=80MPa)
22 13 22 30 20 30 40 50 50

Normal 

(Ev2=50MPa)
28 - - 34 - - 46 - -



성능요소를 반영한 광폭 침목형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설계그래프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2016년 6월) 339

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이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는 환경조건 특히, 온도 변화에 따른 탄성계수 증감을 무시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계절별 온도변화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설계두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아스팔트 직결궤도 설계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설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구조와 하부강성 평가기준(일본의 궤도 구조 : RA형 슬래브 또는 침목 직결궤도, 하부강성 평가기준 일본의 경

우 k30, 한국의 경우 Ev2 기준)이 일부 다르기 때문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직결궤도의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가

획일적으로 20cm이고 강화노반 두께가 15cm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경우 아

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는 궤도단면구성 차이와 통과톤수 및 각 층 재료의 강성차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능중심

의 능동적 설계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의 최적 설계그래프 및 이를 반영한 설계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주요한 성능 파라미터

인 윤중 및 속도, 년간 통과톤수(MGT), 재료 물성(흙 노반, 강화노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탄성계수),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두께 등의 항목을 먼저 설정하였다. 설정된 성능 파라미터의 조합을 달리하여 아스팔트 도상 하면에서의 인장 변형률(εt) 및 흙

노반 상면에서의 수직변형률(εv)을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분석하였다. 구조해석에서 계산된 아스팔트 도상 하면에서의 인

장 변형률과 흙 노반 상면에서의 수직 변형률 및 기존 도로포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파괴기준식(아스팔트콘크리트의 피로

파괴 및 흙 노반의 수직압축 영구변형)을 이용하여 궤도 단면 형상과 재료 물성 조합 및 윤중, 년간 통과톤수 등을 대상으로 손

상도 이론에 입각한 설계수명을 산정하였다. 성능 파라미터 조합을 달리하는 임의 구성조건에서 산출된 설계수명을 재분석하여

최적의 설계구성 및 설계단면을 결정할 수 있는 설계그래프를 개발하였다. 또한 교통량에 따른 년간 통과톤수(MGT), 하부지반

재료 및 시공특성을 반영한 강화노반 탄성계수(ESB)를 추가, 철도의 사용환경에 따른 설계그래프를 세분화하여 목표 설계기간

동안 궤도의 안정적 공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아스팔트 노반 설계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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