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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inforced-roadbed materials composed of crushed stones are used for preventing vertical deformation and 
reducing impact load caused by highspeed train. Repeated load application can induce deformation in the 
reinforced-roadbed layer so that it causes irregularity of track. Thu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permanent deformation in the reinforced-subbase materials. The characteristics of permanent 
deformation can be simulated by prediction model that can be obtained by performing repetitive triaxial test. 
The prediction model of permanent deformation is a key-role in construction of design method of track. The 
prediction model of permanent deformation is represented in usual as the hyperbolic function with increase of 
number of load repetition. The prediction model is sensitive to many factors including stress level etc. so that 
it is important to define parameters of the model as clearly as possible.  
Various data obtained from repetitive triaxial test and resonant column test using the reinforced-roadbed of 
crushed stone are utilized to develop a new prediction model based on  concept of shear-stress ratio and 
elastic modulus. The new prediction model of permanent deformation can be adapted for developing design 
method of track in the future.  

1. 서 론

   철도와 같이 차량하 을 반복 으로 받게 되는 교통 하부구조물은 구변형이 발생하며 이러한 구

변형은 궤도틀림의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구변형은 궤도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노반과 쇄석층

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차륜하 이 향을 미치는 범 는 궤도특성상 매우 제한 이어서 흙노반 상부층

에 집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조도상 는 강화노반층에서 발생하는 구변형을 측하는 것은 

안정 인 궤도구조 설계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나 쇄석으로 이루어진 보조도상 는 강화노반에

서의 구변형에 한 연구는 매우 제한 이었다. 따라서 강화노반층의 구변형 발생특성을 정확히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며 구변형 측모델의 수립을 해 필요하다. 구변형 특성은 반복삼축시험

을 통해 측모델을 수립하여 악할 수 있다. 구변형을 정확히 측하는 것은 신설선의 경제 인 설

계  기존선의 유지보수에 있어 매우 요한 인자가 된다. 통상 철도궤도의 하부구조(노반, 보조도상/

강화노반, 쇄석도상) 구성층의 구변형률 발생특성은 워 식(power law)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아래 

식 (1)과 같이 반복재하 횟수(N)에 비선형으로 비례하는 모형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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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나 하부구조 층재료의 구변형은 반복재하 횟수(N) 외에 재료의 응력수 , 다짐도 는 탄성계수

(E)  함수비(w)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변형 측모델이 이들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면 정확한 구변형의 측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쇄석 강화노반 재료에 한 형 반복삼축시험과 형 공진주시험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데이터와 하부구조 층재료가 기본 으로 Mohr-Coulomb 괴기 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단응력비

(max) 개념에 기 한 구변형 측모델의 수립 가능성을 검토 하 다. 아울러 재료의 다짐도가 탄

성계수와 직  연 이 있다는 제하에 탄성계수가 주요 변수로 고려된 신개념의 구변형 측모델 

라미터를 산출하여 개발된 구변형 측모델의 신뢰도를 검토하 다. 

  이와 같은 구변형 측모델은 반복재하횟수(N) 뿐만 아니라 응력수 ( )이 1에 근 할수록 

구변형이 증가할 것이며 탄성계수에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  것이다. 그림 1은 실제 이와 같이 

쇄석재료 구변형의 축차응력비에 의한 향을 보여 다 (Korkiala-Tanttu, 2009). 먼  구변형의 

단응력비 는 응력수 에 한 향을 고려한 모델을 수립하기 하여 곡선모델(Hyperbolic model)을 

차용(Kondner and Zelasko, 1963)하 으며 식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

의 식에서 단변형률 를 구변형률 로 체하고 응력비 를 단응력비   로 체하면 

구변형 모델식은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3)

여기서, A = 단응력비의 이론상 최 값 즉, R=1에 도달시의 값, B= 물성계수, = 단변형률, = 구

변형률,   = 단응력,  = 단강도, R= 단응력비

그림 1 쇄석재료 구변형률 발생크기에 한 축차응력비의 향 (Korkiala-Tanttu, 2009)

괴시 응력원이 Mohr-Coulomb 괴규 에 할 때의 응력조건과 재료의 강도정수(c, )를 활용하면 

괴시의 수직응력()과 단응력비의 연립식에 의해 축차응력()을 구할 수 있다. 식 (1)의 상수 a는 

첫 반복재하시(N=1)의 구변형률()으로서 아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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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즉, 상수 a는 다음의 계식을 갖는다.

  ∙


                                        (5)

여기서, b = 물성에 상 되는 계수, C = 다짐  포화도 등에 의존하는 물성계수로서 쇄석의 경우 함수

비의 향이 작아 탄성계수의 함수로만 표 할 수 있다. 

2 . 구 변 형 에  미 치는  향 인 자

   강화노반  보조동상과 같은 쇄석층의 구변형에 가장 큰 향을 끼치는 인자는 응력수 으로서 

축차응력이 증가할수록, 구속응력이 감소할수록 구 변형량은 증가하게 되며 이외 하 반복회수(N)가 

증가할수록 구변형 발생량은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 재료가 쇄석재료임으로 함수

비의 향은 배제하 으며 시험데이터 한 최 함수비 조건에서 획득된 것을 사용하 다. 

2 .1 구 변 형 에  미 치는  단 응 력 비 의  향 고 려

   구변형률에 미치는 단응력비(R)의 향을 확인하기 하여 기 시험된, 쇄석재료에 한 형반

복삼축시험 구변형시험결과를 이용(신 훈, 2011)해 구변형률~ 단응력비 계를 그림 2와 같이 정

리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형 반복삼축압축 시험 결과  반복재하횟수 1000회에서 획득된 구변형률

을 외삽법에 의해 회귀분석(R
2

= 0.90~0.95)한 것이다. 그림상에서 보면 각 재료는 단응력비의 향은 

매우 크지만 재료차이의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특히 단응력비가 1.0에 근 할수록 구

변형률이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쇄석재료 영구변형률 발생크기에 대한 전단응

력비의 영향(N=10000) 

2 .2  구 변 형 에  미 치는  탄 성 계 수 의  향 고 려

  본 연구에서는 쇄석재료에 한 공진주시험결과와 반복삼축압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단응력비

( )와 탄성계수(E 는 G)를 고려한 구변형 측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하여 수행

한 구변형 시험결과로 부터 라미터 a를 구하 다. 라미터 a는 워식(power)으로 표 된 식 (1)의 

구변형 측식의 양변에 log를 취하여 수- 수 계그래 를 그려 획득되는 기울기와 편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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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변형률과 반복재하횟수에 한 수- 수 계그래 를 그리기 해서

는 각 재료별로 반복재하횟수(N), 단응력비( )  구속응력()에 응하는 구변형률 측정값

()을 그려 정리한다. 

  
                                          (6)

log  log                                    (7)

계수 a는 그래  상 직선의 편값이며 식 (5)와 같이 계수 C  단응력비 R의 함수이고, 다시 계수 

C는 다짐  포화도 등에 의존하는 물성계수로 이해되는 바, 쇄석의 경우 함수비의 향이 배제하고 탄

성계수의 함수로 표 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여 동일재료에 한 공진주시험결과를 활용하 다. 

   입상재료의 탄성계수는 구속응력의 함수로 표 (Janbu, 1963)되며 탄성계수 E는 포아송 비  단탄

성계수 G와 아래와 같은 계를 갖는다.   

          
 



                                            (8)

여기서,   k1, n : 상수

          Pa : 기압(100kPa)

            : 구속압(kPa)

                   


                                          (9)

한 쇄석과 같은 재료는 3축조건에서 단변형률과 주변형률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가 성립된다.

                                           (10)

구변형 측정시험에서 획득된 수직변형률()을 최 주변형률()이라 간주하고 수평변형률()을 최소

주변형률()이라고 간주한다면 단변형률은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11)

 즉, 반복삼축시험으로부터 획득된 변형률 측정결과로부터 단변형률을 구할 수 있으며 시험시의 각 

구속압(), 단응력비(R)  반복재하횟수 N에 해당하는 측정변형률 값을 이용해 단변형률과 이에 

응하는 단탄성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단변형률은 미소변형률 역 내 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계변형률(threshold strain) 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반복재하횟수 N=10 미만 일 때의 단변형률을 구

하여 이에 응하는 정규화탄성계수(max) 값을 읽고 이로부터 단탄성계수()  탄성계수()를 

결정(포아송비 =0.3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때 각 단변형률에 응하는 단탄성계수는 max에 

한 식과 아래 그림 3 ~ 그림 4와 같이 쉽게 결정되며 최 단탄성계수(Gmax)에 한 G값의 크기의 비

를 감소계수(RF : Reduction Factor)로 설정(RF=max)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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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12)

여기서, k1, n : 상수이며 표 1에 정리함, Pa : 기압(100kPa),   : 구속압(kPa)

A지역 쇄석재료 B지역 쇄석재료

k1 162.74 155.56

n 0.721 0.6693

표 1. 각 쇄석 재료  시편 크기에 따른 k1과 n값 

그림 3. A지역 쇄석재료의 정규화 
단탄성계수 감소곡선  RF의 결정

        
그림 4. B지역 쇄석재료의 정규화 
단탄성계수 감소곡선  RF의 결정

 최종 으로 계수 a는 아래 식과 같이 탄성계수  단응력비의 함수로 가정하 으며 함수비는 본 시

험시 최 함수비로 고정하여 시험함으로써 함수비에 의한 향은 배제되었다. 계수 A는 최 함수비와 

연 된 물성값으로 설정하 다.



 

∙


                             (13)

 
∙





∙


                            (14)

여기서, 단탄성계수 감소계수(RF)는 쇄석재료의 경우 RF = 0.3 ~ 0.7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

복재하횟수(N)와 직  연 된다. 앞에서 설명한 구변형 측모델의 논리 개 차를 따르면 최종

으로 표 2 ~ 표 3의  구변형 측모델 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

A지역 쇄석재료

구속응력 단응력비 a b A

35 kPa
0.3 0.00332 0.204

5.5
0.7 0.0092 0.352

69 kPa 0.3 0.00221 0.226 6.5

표 2. 구변형 측모델 라미터 : A지역 쇄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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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 쇄석재료

구속응력 단응력비 a b CF

35 kPa

0.3 0.0006 0.378

50.5 0.01314 0.266

0.7 0.0466 0.165

69 kPa

0.3 0.00302 0.206

80.5 0.011 0.187

0.7 0.022 0.252

표 3. 구변형 측모델 라미터 : B지역 쇄석재료

2 .3  구 변 형  측모 델 의  완성

  식 (14)를 식 (1)에 입하여 정리하면 구변형률 측식은 식 (15)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측식은 

단응력비가 증가할수록, 반복재하횟수가 증가할수록, 한 재료의 탄성계수가 감소할수록 구변형이 

증가하는 개념을 논리 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                       (15)

여기서, 쇄석재료의 탄성계수는 반복삼축시험에 의해 구하거나 공진주시험 등에 의해 확보할 수 있다.

3 .  구 변 형  측식 의  검 토   

3 .1 구 변 형  측식 의  제 한 성

  표 2  표 3의 계수 a는 주어진 구속응력과 단응력비 조건에서 탄성계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것으

로서 모델을 의 식(15)와 같이 일반화시키기 해서는 각 재료에 한 정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 

단강도 정수 , 를 구하고, 궤도 하부구조 내에 발생 가능한 응력조건( 단응력과 구속응력)상태를 

유한요소해석(FEM) 는 다층탄성해석(MLE)에 의해 구하여 단응력비(R)를 측하면, 열차하 의 반

복재하횟수(N)에 따라 강화노반층에 발생하는 구변형률 는 구변형량의 측이 가능하다. 한 유

한요소해석 등에 의해 강화노반층 내에 단응력비가 0.7이상으로 크게 분포하는 역을 악하게 되면 

강화노반층 내에서 구변형에 한 취약한 부분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계수 b는 구변형의 

재하빈도에 따른 발생율(속도)  최종 발생크기를 결정짓는 계수로서 이에 미치는 다양한 향요소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구변형률 발생율(속도)은 열차의 속도와 차륜의 하 주 수와 한 연 이 있

을 것으로 단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향후의 추가 연구에서 수행할 정이다. 

  주의할 것은, 수 구변형률(log)~ 수반복재하횟수(log) 사이의 실험 계그래 에서 확인된 직

선 계식의 기울기 계수 b는 일정값이 유지되지 않고 반복재하횟수 구간별로 서로 다른 값을 갖게되어 

체 으로는 비선형 곡선이 된다는 것이다. 즉 선형의 직선 계가 엄 하게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곡선(hyperbolic)으로 근사되는 구변형률 발생추세그래 가 반복재하 기에 격한 

증가율을 보인 후 반복재하횟수가 증가될 수 록  증가율이 감소된다는 뜻이 되며,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구변형 측모델식은 이와 같은 경향을 고려하여 비선형 추세선 그래 를 반복재하횟수 각 구

간(N=1～10, N=10～100 등) 별로 나 고 구변형 모델을 구간별로 각각 용하여 첩계산하는 로직

(식 16  식 17)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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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구 변 형  측식 의  검 토

  단응력비(R), 구속응력()  탄성계수(E)의 향을 모두 고려한 구변형 측모델은 앞서 개한 

논리에 의해 그 수립 가능성이 확인 되었으며 이와 같은 논리 개의 차  타당성을 검증하고 해석 결

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하여 실험치와 측모델에 의한 결과를 비교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 그

림 6 ~ 그림 8과 같다. 반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모델은 매우 높은 신뢰수 을 보여주었다. 

그림 6. A지역 쇄석재료(구속압: 35, 69kPa) 단응력비에 따른 구변형률 실측값과 측값 비교

그림 7. B지역 쇄석재료(구속압 35kPa) 단응력비에 따른 구변형률 실측값과 측값 비교

그림 8. B지역 쇄석재료(구속압:69kPa) 단응력비에 따른 구변형률 실측값과 측값 비교

식(16)을 사용하여 개발된 측모델에서의 단응력비와 구속응력의 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도

시하면 그림 9와 같다. 즉, 구속압( 는 탄성계수)이 증가하면 구변형은 감소하며 단응력비의 향 

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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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B지역 쇄석재료 재료에 한 측모델 라미터의 향평가

4 . 결 론

  궤도하부구조는 공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많은 반복하 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궤도하부구조에 발생

하는 구변형은 궤도틀림의 원인이 되어 열차의 주행안정성을 감시킨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고 

궤도의 주행안정성 확보하고 보수기 을 명확히 설정하기 하여 구변형을 미리 측할 수 있는 정확

한 측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쇄석 강화노반재료에 한 구변형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단응력비와 탄성계수의 향을 고려할 수 있는 구변형 측모델의 개발 가능성을 논리 으

로 검토하 으며 개발모델은 기존의 워모델에서 정확히 밝 낼 수 없었던 주요한 향인자를 구체

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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