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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Stiffness Characteristics of Subgrade Soils under 

Tracks Based on Stress and Strain Levels

임유진*·김대성·조호진·사공명

Yujin Lim·DaeSung Kim·Hojin Cho·Myoung Sagong

1. 서 론

현재 고속철도 건설시 강화노반의 설계두께 판정이나 노

반의 다짐도 판정을 위한 판단기준값으로서 반복평판재하시

험 (RPBT : Repeated Plate Bearing Test)에 의한 변형계수

Ev2값이 사용되고 있다[1]. 그러나 변형계수 Ev2를 획득하기

위한 반복평판재하시험의 간편성과 적용의 용이성에도 불구

하고 실제 강화노반 두께결정 설계입력값으로서의 유효성과

다짐도 결정 기준의 합리성이 정확히 분석된 바 없다. 특히,

노반재료의 변형계수는 비선형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

험 데이터 취득시 재하판 하부에 발생하는 변형률수준과 영

역이 명확히 판명된 바 없다. 그러나 재하시 발생 변형률의

크기는 궤도 하부재료 강성의 대소를 좌우한다. 궤도하부재

료의 응력~변형률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복삼축시험 및

공진주 시험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내시험에서 획득하는 변형률에 따른 비선형 탄

성계수를 현장에서의 비선형특성이 반영된 변형계수와 논리

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시험방법의 차이점을 밝

히고 두 시험법에 의해 획득되는 결과값의 타당성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의 수립 또는 반복평판재하시험법의 정밀한 보

정절차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평판재하시험시 평판하부에서 예상되

는 압축변형률을 대표 변형률계수를 이용하여 구하고 평판

하부 응력수준을 고려하여 변형계수 Ev2를 보정한 후 이를

동일시료를 사용한 중형공진주시험에 의한 전단탄성계수(G)~

전단변형률(γ)과의 대소 비교를 통하여 두 시험값 사이의 상

Abstract In this study, the so-called repeated plate load bearing test (RPBT) used to get Ev2 values in order to check the

degree of compaction of subgrade, and to get design parameters for determining the thickness of the trackbed foundation,

is investigated. The test procedure of the RPBT method is scrutinized in detail. Ev2 values obtained from the field were ver-

ified in order to check the reliability of the test data. The Ev2 values obtained from high-speed rail construction sites were

compared to converted modulus values obtained from resonant column (RC) test results. For these tests, medium-size sam-

ples composed of the same soils from the field were used after analyzing stress and strain levels existing in the soil below

the repeated loading plates. Finite element analyses, using the PLAXIS and ABAQUS programs, were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strain influence coefficient. This was done by getting newly computed Iz to get the precise

strain level predicted on the subgrade surface in the full track structure; under wheel loading. It was verified that it is nec-

essary to use precise loading steps to construct nonlinear load-settlement curves from RPBT in order to get correct Ev2 val-

ues at the proper strai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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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궤도 하부 노반상에서 다짐도 확인 및 강화노반 두께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변형계수

Ev2 측정방법의 적절성과 측정값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복평판재하시험(RPBT)을 실시하고 평

판직하부에서 발생하는 압축변형률을 파악하였다. 동일 흙노반재료에 대한 공진주시험으로부터 획득된 전단탄

성계수감소곡선과 Ev2를 비교하였다. 실 현장 RPBT의 발생변형률 수준과 변형계수의 크기가 합리적인지를 분석

하기 위하여 응력조건과 대표 평균변형률계수(Iz) 보정에 의해 반복평판재하시험 변형계수(Ev2)를 재평가하였다.

PLAX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깊이에 따른 변형률 영향계수(Iz)를 재산정하여 반복평판재하시험 결과(Ev2) 해석

에 미치는 변형률 영향계수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ABAQUS를 이용하여 3D궤도구조에서 노반이 받는 변형률

수준을 확인하였다. 궤도하부구조가 경험하는 변형률수준에서의 변형계수 Ev2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반의 비선

형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현 반복평판재하시험의 하중단계를 세분화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궤도, 변형계수, 흙노반, 반복평판재하시험, 공진주시험, 전단탄성계수, 영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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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관성 분석을 위해서는 각 재

하시험시에 발생하는 재하판 하부의 변형률 발생 크기를 규

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

하여 재하판 직하부에서의 유효한 깊이 내에 발생하는 변형

률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시험값 사

이의 비교분석을 통해 반복평판재하시험의 시험법상의 단점

을 극복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리적 근

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복평판재하시험의 적용성

2.1 평판재하시험의 적용성과 한계

평판재하시험은 지지력평가를 위한 시험법이다. 설정된 침

하량(δ)에 상응하는 단위면적당 하중(하중강도, q)을 이용하

여 지반의 지지강성(k)을 평가한다. 따라서 변형률 수준을 고

려한 비선형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Fig. 1에서와 같

이 일반 평판재하시험은 기존 일반철도의 설계 및 다짐관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복재하에 의해 발생한 소

성변형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초기변형량에 상응하

는 하중강도를 이용하여 수직지지력계수 k를 산정함으로써

변형률 수준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법이 현재 고속철도 공사 및 설계

시 사용되고 있는 반복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변형계수 Ev2이

다. 이는 반복평판재하시 제 2차 하중단계에서 구한 변형률

계수이며 품질관리기준으로서 Ev2 및 제하 1단계 변형률계

수 Ev1과 Ev2의 비율인 Ev2/ Ev1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Fig

2는 반복평판재하시험기 구성 모식도이다.

고속철도 노반설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복평판재하 시험

은 독일 DIN 18-134규정[2]을 채용한다. 규정에 주어진 하

중강도와 이에 상응하는 침하량을 이용하여 하중-침하곡선

을 획득하고 하중강도(σo)와 재하판 침하량(δ)을 이용하여 식

(1)의 2차함수를 회귀분석하여 각 계수(ao, a1, a2)를 구하고

해당 계수를 식 (2)에 대입하여 변형계수를 산출하게 된다.

(1)

(2)

여기서, Ev =변형계수(MPa), r =재하판 반지름(mm), ao =

계수(mm), a1=계수(mm/MPa), a2=계수(mm/MPa),  σomax=

최대하중강도(MPa)

이와 같은 시험법은 초기 소성침하량의 영향을 제거하고

단계별 하중재하 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다.

최대하중강도(σomax )는 500kPa로서 철도노반의 허용하중

강도가 140kPa정도 임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방식으로 이해되는 이와 같은 재하방법은 재하

단계 증가분이 너무 커서 변형계수의 비선형성을 확보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현행 방법(DIN 18-

134규정[2])에 의한 재하시험결과를 공진주시험 결과와 비

교함으로써 그 한계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의 대안 시험법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Fig. 3은 독일 DIN

18-134규정의 하중단계에 따른 전형적인 하중-침하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2.2 평판재하시험을 이용한 변형계수 평가방법

Ping 등[3]은 도로 현장에서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등

가선형 탄성계수와 실내반복삼축시험에 의한 회복탄성계수

(MR)와 비교하였다. 회복탄성계수(MR)시험 결과로부터 체적

응력모델을 구성하고 평판재하시험이 수행된 노상층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각 층의 체적응력을 산정 후, 체적응력모델

로부터 등가의 회복탄성계수를 산정하여 평판재하시험으로

부터 구한 등가선형 탄성계수와 비교하였다. 실내시험으로

부터 구한 회복탄성계수를 현장에서 확인 검토한 의미는 있

지만 변형률에 따른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Kim 등[4]은 도로 노상현장에서 국내 표준규격인 반복평

판재하시험을 이용하되, 하중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중간

변형률 영역에서 변형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로스홀 시험과 실내공진주시

δ ao a1σo a2 σo

2
⋅+ +=

Ev 1.5 r
1

a1 a2 σomax⋅+
--------------------------------⋅ ⋅=

Fig. 1 Schematic of plate bearing test

Fig. 2 Schematic of repeatative plate bearing test

Fig. 3 Applied pressure - settlemen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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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 평판재하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들은 두 시험

사이의 응력상태를 고려하면 중간변형률 영역에서 변형계수

의 값이 비교적 일치한다고 보고 제시한 반복식 평판재하시

험법을 이용하여 현장 변형계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도로 노상면에서 공용중 발생하는 변형률 수준

이 검토되지 않았으며 재하판 하부 변형률 영향계수의 정확

한 산출이 시도되지 못하였다. 

궤도 노반에 정밀한 반복평판재하시험법을 개발, 적용하

기 위해서는 비선형성을 재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중단계

의 세분화와 재하 초기 하중을 엄밀하게 가할 수 있는 재

하장치의 개발과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노반상면에서 공용

중 열차의 재하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률 수준의 크기를 파

악하여야 한다.

3. 변형률 및 응력조건을 고려한 

변형계수의 보정

3.1 흙노반재료의 기본물성

반복평판재하시험(RPBT)으로 획득한 변형계수(Ev) 및 축

변형률(εv)과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공진주시험을 실시하였

다. 공진주시험시편은 평판재하시험(RPBT)을 실시한 4개 지

역의 동일한 흙노반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먼저 기

본물성시험을 실시하였다.

KS F2302에 근거하여 흙노반재료에 대한 입도분류를 하

였으며, KS F2308에 의해 비중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

적함수비(OMC) 및 최대건조단위중량(γd-max)을 구하고자 KS

F2312에 근거한 D다짐을 실시하였다.

시험시료는 각각 A field, B field, C field, D field 로 구

분하였으며, 기본물성시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3.2 반복평판재하시험 결과와 중형공진주시험에 의한

전단탄성계수 상관성 분석

고속철도 시공현장에서 채취한 흙노반재료에 대한 중형공

진주시험 결과를 동일현장에서 획득한 반복평판재하시험

(RPBT)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공진주시험시의 전단

탄성계수(G)와 그에 해당하는 전단변형률(γ)을 아래 식(3) 및

식(4)를 이용하여 각각 변형계수(E)와 축변형률(εv) 값으로 환

산해주어야 한다.

(3)

(4)

또한, 반복평판재하시험(RPBT)으로 측정된 각 단계에서의

하중(q)과 변위(δ)로부터 아래 식(5) 및 식(6)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변형계수(E)와 축변형률(εv)을 산정한다. 이때, 대표

변형률 영향계수(Iz)는 Schmertman 등[5]이 제시한바 있는 산

정차트로부터 평판직경(B)깊이에 해당하는 0.4를 사용하였다.

(5)

(6)

반복평판재하시험 결과를 변형계수 E값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서는 아래 식(7)과 같이 재하판 하부의 응력조건을 고려

하여 보정해 주어야 한다.

(7)

Fig. 4~Fig. 7은 식(7)을 이용하여 반복평판재하시험 결과

를 보정한 변형계수(E)와 식(3) 및 식(4)에 의해 보정한 중

형공진주시험 결과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이때의 구속압 보

정계수(n)은 구속압을 달리한 공진주 시험결과로부터 구하

였으며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형공진주시

험에 대한 상세한 시험방법 및 데이터 취득방법은 Lim 등

[6] 및 Kim [7]에 의해 상세히 설명된 바 있다. 다만 각 공

진주시험에 사용된 각 시편은 Table 1에 정리된 흙노반 재

료를 최적함수비조건에서 95%이상의 다짐도로 시편직경

D=10cm, 높이 H=20cm로 다짐, 제작하였으며 공진주시험에

의해 먼저 전단변형률(γ)~전단탄성계수(G) 관계를 먼저 획

득한 후, 이를 수직압축변형률(Ev)~변형계수(E) 관계로 변환

하였다.

여기서, Ecorrected :기준 평균유효응력에 대해 보정된 변형

계수

ERPBT :반복평판 시험 수행 시 평균유효응력에

서의 변형계수

σ'm,reference :기준 평균유효응력

σ'm,RPBT :반복평판 시험 수행시의 평균유효응력

n :구속압 보정계수

Es 2G 1 v+( )=

εv
1

3

------γ=

Es

q

δ
---B 1 µ

2
–( )=

εv
δ

B 1 µ
2

–( )
---------------------Iz=

Ecorrecled ERPBT

σm reference,

′

σm RPBT,

′
-------------------------

⎝ ⎠
⎜ ⎟
⎛ ⎞

n

=

Table 1 Sieve analysis results and compaction test results

A field B field C field D field

Sieve

analysis

D10 0.26 0.26 0.2 0.22

D30 0.8 0.66 0.48 0.59

D60 3.3 3.4 1.9 2.5

CC 0.75 0.49 0.61 0.63

CU 12.69 13.08 9.5 11.36

#200 

passing
0.55 0.87 0.8 0.69

#4 passing 67.45 66.52 77.73 73.88

Soil

classification
USCS SP SP SP SP

Compaction 

test results

OMC

(%)
8.9 12.3 11.1 12.7

γd-max

(kN/m3)
2.08 1.91 1.96 1.81

Specific gravity (Gs) 2.67 2.64 2.64 2.64

Plasticity index (PI, %) NP NP NP NP



응력 및 변형률 수준을 고려한 궤도 흙노반의 변형계수 특성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6권 제5호(2013년 10월) 389

그림 상에 비교 도시한 해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반복

평판재하시험(RPBT)은 중간변형률 대역(10-3%~10-1%) 이상

에서 변형계수를 도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재하

시 측정된 변형계수의 값이 동일 변형률대역에서 사실상 실

내 시험에서 획득된 변환 전단탄성계수에 비하여 상당히 큰

값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 현장에서는 동

일 구속압 조건에서 잘못된 판단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매우 큰 변형률 조건에서 변형계수가 상당히 크

거나, 다짐도가 큰 결과가 나왔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력조건을 고려하여 보정할 경우 변형계수가 재하구간과

재재하 구간에서 공히 약 5~18MPa 상승하였으며, 재하구간

Fig. 4 Comparison of modulus obtained from RPBT and RC Test: field A subgrade, σ'
m,reference=30kPa

Fig. 5 Comparison of modulus obtained from RPBT and RC Test: field B subgrade, σ'
m,reference=30kPa

Fig. 6 Comparison of modulus obtained from RPBT and RC Test: field C subgrade, σ'
m,reference=30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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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보다 재재하(reloading) 구간에서 변형계수가 더 크

게 관측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고속철도건설시 지지력 평

가 기준인 반복평판재하시험(RPBT)으로부터 구한 Ev2의 값

은 동일 구속조건에서 매우 과하게 측정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용중 궤도침하 및 궤도틀림의 원인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궤도하부 흙노반에서 이와 같

은 대역(중간변형률 이상)의 변형률 수준이 실제 발생하는

지는 확인된 바 없어 설계단계에서 입력물성치로 Ev2를 사

용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분석이 요구될 수 있다.

다만, D 공구의 상부노반에서 실시한 반복평판재하시험은

다른 공구에 비해 변환된 E 변형계수가 공진주시험 결과에

비하여 매우 크게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발생원인은 당시

시험현장에 고중량의 덤프트럭과 시공 장비들이 빈번하게 이

동하는 구간이었고 이를 고려하여 표면이 시멘트고화 처리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궤도구조가 경험하

는 응력수준 및 변형률 수준을 동적하중하에서 측정하여 이

를 반영한 변형계수 산출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3 반복평판재하시험 결과 해석에 미치는 변형률 영

향계수의 영향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LAXIS를 이용, 흙노반 마무리

면에 대한 반복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할 경우의 깊이에 따른

변형률 영향계수를 재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름 30cm

재하판이 폭2.5m, 깊이 2.5m의 모형지반에 축대칭(Axisy-

mmetric)조건으로 재하되는 것을 설정하여 모델링 하였다.

Table 3과 Table 4는 흙노반과 재하판의 물성치이며, 재하판

상부에 500kPa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깊이에 따른 변형률

분포를 획득하였다.

각 깊이에 따른 변형률과 지반의 탄성계수 및 평판에 재

하되는 재하압력을 이용하여 식(8)으로부터 변형률 영향계

수(Iz)를 구할 수 있다.

(8)

이렇게 획득된 각 깊이에 따른 변형률 영향계수를 이용하

여 Fig. 8과 식(9) 및 식(10)으로부터 재하판 하부 대표 평

균 영향계수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a1~a6는 PLAXIS 프

로그램의 해석결과인 변형률분포로부터 계산된 영향계수(Iz)

구간별 면적이다. 유한요소해석 결과로부터 하중 재하시 영

향이 미치는 지반의 최대깊이를 2B로 결정하였으며, 식(10)

으로부터 구한 대표 평균 변형률 영향계수는 0.23으로 확인

되었다.

(9)

(10)

여기서, A : 총 변형률 영향계수(Iz) 구간의 면적

ai : 변형률 영향계수(Iz) 구간의 면적

Iz(avg) : 평균 변형률 영향계수

Iz(i) : 깊이별 변형률 영향계수

Iz
εvEs

q
----------=

A

Iz arg( )

------------
ai

Iz i( )

--------

i 1=

n

∑=

a1

Iz1
------

a2

Iz2
------…

an

Izn
------+ +

A

Iz avg( )

-------------=

Fig. 7 Comparison of modulus obtained from RPBT and RC Test: field D subgrade, σ'
m,reference=30kPa

Table 2 Correction factor for confining pressure

A field B field C field D field

Correction factor, n 0.174 0.032 0.040 0.033

Table 3 PLAXIS parameters for soil

E (Elastic modulus)[MN/m2] 100

v (Poisson’s ratio) 0.25

γ (Soil unit weight)[kN/m3] 21

Table 4 PLAXIS parameters for plate

EA (Normal stiffness)[kN/m] 1.4*107

EI (Flexural rigidity) [kNm2/m] 1.43*105

d (Equivalent thickness) [m] 0.35

w (Weight) [kN/m/m] 8.4

v (Poisson’s ratio)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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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XIS 프로그램으로 구한 평균 변형률 영향계수(Iz(avg))

0.23은 Fig. 8로부터 깊이 약 1B에서의 변형률 영향계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의 유한요소해석 프로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동

적차륜하중 하에 흙노반이 경험하게 되는 변형률수준을 조

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Fig. 9와 같은 유한요소망을 구성하

였다. 유한요소해석은 실차에 의한 재하효과를 구현하기 위

하여 KTX설계속도에 상응하는 동적할증계수(DAF: dynamic

amplification factor)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차륜하

중을 153kN 크기의 정재하로 모사하였다. 전체유한요소망

은 Fig. 6과 같이 1대차의 1륜이 재하하는 영역으로서 1/4

대칭이 되도록 모사하였다. 따라서, 동일 대차내 전후 차륜

사이의 중첩효과는 배제하였다. 레일패드는 수직방향 스프

링요소로 모델링(k=40,000kN/m) 하였으며, 이를 통해 레일

의 빔요소와 침목의 solid요소가 연결되어 열차하중이 궤도

하부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침목간격은 0.6m, 강화노반의 두

께 0.45m를 포함(단, 현수준에서 입도조정층을 별도로 고려

하지는 않음)하여 상부노반의 총깊이 4m, 폭 4m이며 침목

은 0.35m 두께의 도상자갈층 상에 총 5개가 부설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침목의 폭은 0.23m, 두께 0.2m의 한쪽 단면만

고려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물성은 Table 5와 같으며 모든

궤도구조요소는 다층탄성체로 가정하였다. 특히, 흙노반의 탄

성계수차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률수준 차를 살펴보기 위하

여 표와 같이 50, 80, 120MPa의 차이를 두어 발생변형률 크

기를 분석하였다.

Fig. 10은 고속철도 공구별 영향계수 차이에 따른 현장반

복평판재하시험 재해석 결과를 공진주시험결과 및 ABAQUS

3D해석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ABAQUS 3D해석에 의해 흙

노반 상면에서의 발생 변형률 수준은 흙노반의 탄성계수 크

기에 따라 0.000289~0.000395 사이로 분석되어 미소변형률

(small strain)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비록 정적 재하를 레일에 가하였으나 속도에 따른 동

적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흙노반 상면에서 반복평판

재하시험시 발생하는 평판하부의 변형률수준과 실차에 의해

흙노반상면 위치에서 발생하는 변형률 수준과의 차이가 상

당히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소변형률 수준에서 공진주시험에 의한 탄성

계수 영역은 약 200MPa 내외이었고 반복평판재하시험 Ev2

측정값은 변형률영향계수 고려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흙노반

상면에서의 설계한계값이 Ev2 측정값 기준으로 80MPa임을

고려할 때 하한 변형률 영향계수를 선택하더라도 현장반복

평판재하시험은 변형률 수준에 상관없이 매우 고평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평가비율은 표면이 시멘트처리된 D현

장을 제외하고 평균 50%에 이른다. 이와 같은 착오는 궤도

공사후 공용중의 추가 침하발생과 이로 인한 궤도틀림의 한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표 평균 변형률 영향계

수(Iz(avg))가 0.4일 때와 0.23일 때를 비교한 결과, 변형률 영

향계수가 작을 때 축변형률(εv)의 분포대역이 감소하였으며,

변형률 영향계수가 0.23일 때 반복평판재하시험의 축변형률

이 공진주시험의 중간변형률 영역대와 보다 비슷하며 변형

률 영향계수가 작을수록 탄성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8 Strain influence factor with depth (Iz)

Fig. 9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mesh used for static

loading analysis

Table 5 ABAQUS input parameters for 3D stress analysis

Young’s Modulus, 

E (MPa)

Poisson’s ratio 

(v)

Mass density

(kN/m3)

Rail 210000 0.3 76.4

Sleeper 29100 0.2 22.5

Ballast 100 0.2 19.6

Sub-ballast 180 0.2 20.58

subgrade 50, 80, 120 0.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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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응력조건 및 변형률 영향계수를 보정하여 흙노반에 대한

반복평판재하시험 변형계수를 재평가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응력조건 및 대표 평균변형률계수 보정에 의해 반

복평판재하시험의 변형계수를 재평가해본 결과, 반복평판재

하시험에 대한 응력보정후의 변형계수가 재하구간과 재재하

구간에서 약 5~18MPa 상승하였으며, 반복평판재하시험시 재

하구간 보다 재재하 구간에서 변형계수가 더 크게 관측되었

다. 따라서 현재 국내 고속철도에서의 지지력 평가 기준인

반복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Ev2의 값은 동일 구속조건

에서 매우 과하게 측정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로 인해 공용중 궤도침하 및 궤도틀림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복평판재하시험이 공진주시험에 비하여 매

우 큰 고변형률 이상의 영역에서 데이터의 추출이 진행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재하

응력인 80~500kPa 에서 초기 재하응력을 80kPa 이하로 가

할 경우 기존 시험결과보다 미소 변형률에서의 변형계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우 세

분화되고 정밀한 시험단계의 수립 및 시험방법의 개발이 필

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장비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동적할증계수를 사용, 속도효과를 반영하여 궤도구

조상 재하상태를 3D 유한요소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흙노반

상면에서의 변형률 수준은 미소변형률 영역으로 예상되어 반

복평판재하시험에서 발생하는 변형률 발생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중간변형률 이상의 비교적 큰 변형률 영역에서

획득된 반복평판재하시험 변형계수 Ev2는 흙노반 기준치

80MPa보다 50%이상의 매우 큰 결과를 도출하여 잘못된 판

단을 유도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반복평판재하시험에 미치는 변형률 영향계수의 영

향을 PLAXIS 프로그램에 의해 재분석해본 결과 재하판 하

부 대표 평균 영향계수가 0.23으로 판정되었다. 대표 평균

변형률 영향계수(Iz(avg))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0.4일 때와

재평가 값인 0.23일 때를 상호 비교한 결과. 변형률 영향계

수가 작을 때 축변형률(εv)의 발생대역이 감소하였으며, 변

형률 영향계수가 0.23일 때 반복평판재하시험의 축변형률이

공진주 시험의 중간변형률 영역대와 보다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반복평판재하시험의 수직 변형률을 결정하

기 위하여 기존(Schmertmann)에 제시한 변형률 영향계수 예

측방법 보다 다져진 흙노반 대상 지반을 정확하게 수치해석

하여 변형률 영향계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Fig. 10 Change of Young’s modulus (E) with axial strain (εv) and strain influence coefficient (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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