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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삼축압축시험을 이용한 강화노반재료의 회복탄성계수 평가

Evaluation of Resilient Modulus for Reinforced Trackbed using Large Triaxia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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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속철도의 경우 시속

300km/h 이상의 고속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궤도의 작은 변

형도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궤도하부구조

물을 지지하고 있는 노반에 대해 보다 정확한 탄소성 거동

예측이 요구된다. 특히, 철도선로에서 강화노반은 열차주행

에 의해 윤하중의 영향을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받는 층으

로서, 열차의 지속적인 반복하중이 작용하여 노반 내부에 다

양한 응력의 변화와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즉, 노반 내부

에 탄성변형과 회복변형이 반복되고 반복횟수의 증가에 따

라 소성변형도 누적되면서 재료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

다. 하중재하 횟수가 충분히 증가하면 Fig. 1과 같이 소성변

형보다 회복변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의 응력

-변형률 곡선의 기울기를 회복탄성계수(MR)라 정의한다. 

회복탄성계수는 철도 및 도로 포장재료의 구조체 해석, 설

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입력변수로

활용된다. 노상토의 회복탄성계수에 대한 영향요소는 크게

재료적 요인(간극비, 함수비, 입도분포 등)과 하중재하 조건

(응력상태, 하중주파수, 하중반복회수, 변형률 크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함수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재

료적 요인은 시공이 완료되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데 이에 반하여 하중 재하 조건은 흙노반 상부의 탄성계수

와 층 두께, 그리고 차량 하중의 크기와 속도, 탄성계수를

평가하는 여러 시험 조건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11]. 하

중 재하 조건이 노상토의 탄성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흙노반의 역학적 특성이 규명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응력상태 관련 영향요소를 고려한 다양한 구성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7]. 현재 AASHTO에서 추천하고 있

고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상토에 대한 구성

모델은 축차응력모델이다. 축차응력모델은 응력상태, 하중주

파수, 하중반복회수 등의 다양한 영향요소들 중에 축차응력

의 영향만을 고려하는 모델로서 구속응력 또는 체적응력의

영향은 무시하고 있다[7]. 그러나 권기철 등[6]의 연구에 의

하면 국내에 사용되는 노상토는 대부분 비점성의 모래질 재

료이고 축차응력과 함께 구속응력의 영향도 대단히 큰 것으

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축차응력 모델만을 적용하여 입

Abstract Reinforced trackbeds are an important layer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formation of the track, there-

fore, a deeper understanding of reinforced trackbeds is necessary. In this paper, we conduct a large triaxial test in order to

evaluate the resilient modulus (MR) of reinforced trackbed materials through considering several factors such as the grain

size distribution (GSD) and loading conditions. It is identified that the maximum size of the particle, GSD, and compacted

water content affect the MR but the loading frequency does not. Because these tests are performed with consideration of the

field environment, the test results are useful for analyzing tracks including reinforced trackbeds. The data are limited to

evaluating the parameters of MR model; however the parameters of the deviatoric and bulk stress models that can be used

in various loading condition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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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에서 강화노반은 궤도의 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노반층이다. 따라서 강화노반재료의

거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의 강화노반재료로 사용되는 재료를 대상으로 입도

특성과 시공조건 및 하중조건에 따른 회복탄성계수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대형삼축압축시험으로 수행하였다. 시

험 결과 최대입경, 입도분포, 다짐함수비 등이 회복탄성계수로 평가된 재료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중 주파

수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차 운행 환경에 적합한 시험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강화노반

재료의 해석 등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한적이지만 회복탄성계수 예측 모델

에 대한 상수값을 제시하여 다양한 하중조건에 따라 회복탄성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주요어 : 철도, 강화노반, 회복탄성계수, 대형삼축압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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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료의 회복탄성계수를 평가하면 상당한 오차를 내포할 가

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회복탄성계수에 대한

연구와 모델개발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작

은 입자의 토사재료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국내

의 경우 철도 강화노반이나 도로의 보조기층재료와 같이 입

경이 큰 조립재료에 대한 회복탄성계수에 대한 실험적 연구

는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14-16]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의 강화노반재료로 사용되는 재료를 대상으

로 입도특성과 시공 조건 그리고 하중조건에 따른 회복탄성

계수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대형삼축압축시험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제한적이지만 예측 모델 상수값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시험 재료

강화노반은 보조도상(Sub-ballast)재료와 입도조정층(Graded

Crushed Stone)으로 구성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철도에

서는 입도조정부순골재(M40, M30, M25)를 강화노반 재료

로 사용할 수 있다[5]. 최근 동상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입

도조정층을 없애고 단일 층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강화노반을 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철도설계기준[4] 상의 고속철도 보조도상(Reinforced

Trackbed, 이하 RT) 재료 입도의 하한선과 일반철도 보조도

상재료인 M40 및 M25 입도분포의 하한선이 거의 일치되

게 제시되고 있다. 한편 상한선의 경우 M40과 M25는 최대

입경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다른 입도분포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반면 철도설계기준 상의 고속철도 보조도상재료(RT)

의 상한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Fig. 2와 Table 1,

Table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입도분포 곡

선이 기존 보조도상층과 유사한 입도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

에 기존 보조도상 재료와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반면 동상방지 역할이 큰 입도조정층과는 최

대입경과 입도분포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들 재료와 함께 M40, M25 재료들에 대해 열차하중 등으로

야기되는 성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보조도상재료의 시험재료로는 M40의 상한선, M40/M25/

RT의 하한선, M40 입도분포의 중간부분(RT의 상한선과 유

사), M25의 상한선의 입도로 4가지 입도를 시험재료로 사

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최대입경 125mm의 입도조정층 중간

입도분포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시험 방법

2.2.1 시험 장비

본 연구에 사용된 대형삼축압축시험장비는 한국철도기술

Fig. 1 Typical stress-strain under cyclic loading

Fig. 2 Grain size distributions of the test materials

Table 1 Grain size distributions of the reinforced trackbed

Subballast Graded Crushed Stone

Sieve size(mm) Passing Percent(%)

125 100

106 95-65

63.5 84-56

40 100

31.5 99-85

25.4 61-32

16 82-56

9.52 46-21

5 53-27 37-15

2.5 43-21 28-10

1.2 35-16 21-7

0.6 25-10 15-5

0.3 18-8 10-3

0.15 12-5 7-2

0.08 8-4

Table 2 Grain size distribution of M40

Sieve size

(mm)
53 37.5 19.0 4.74 2.36 0.43 0.8

Passing 

percent

(%)

100
100~

95

90~

60

65~

30

50~

20

30~

1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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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구축된 장비로서 시험장비 구축 이후 검증연구를

통해 정적삼축압축시험은 물론 미소변형 수준에서의 동적물

성산정을 위한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8-13].

본 시험장비의 로드셀은 2MPa 압력까지 내압 방수형으로 삼

축셀 내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삼축셀과 재하로드(rod)와의

마찰이 시험에서 측정되는 하중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하중제어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압축과 인장 시

험이 모두 가능한 타입으로 설치하여, 다양한 하중 패턴의

하중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저변형률 영역에서의 탄성계수 산정을 위한 시험에

서 정확한 하중제어 및 측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정확한

시편의 변형률의 측정일 것이다. 삼축압축시험에서 변위측

정은 내부와 외부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외부 측정

변위는 시료의 양쪽 끝부분에서의 평탄성 등의 문제로 실제

보다 큰 변위가 계측되어 변형률이 크게 평가되는 단부오차

(bedding error)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단부오

차는 반복 재하를 통해 초기에 상당부분 제거하거나 단부의

석고처리 등으로 오차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나[6], 본 시험

장비에서는 미소한 변위 수준에서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

국부(local)변형 측정법을 도입하였고, 이를 위해 셀 내부의

시편 측면에 변위센서(LDT, Local Deformation Transducer)

를 부착하여 미소변위를 측정하였다. 

2.2.2 시험 조건

탄성계수는 재료의 밀도, 최대입경, 입도조건, 함수비, 축

차응력, 구속압, 하중주파수 등 다양한 재료 및 시험방법의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지

반구조물 조건 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소를 고려해서 최대입경 등 입도분포 이외에도 다짐함수

비, 하중주파수 등을 달리 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시험 조건은 Table 3과 같으며 모든 시편은 M40시편에

서 수행된 다짐시험 결과에 따라 최대건조단위중량으로 조

성하였다. 또한 철도 노반 단면구조상 강화노반은 상부 궤

도구조 자중 하에서, 열차 반복하중을 받게 되므로 현장조

건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해석을 통해 현장 구속 및 열차에

의한 강화노반 층의 반복축차응력 수준을 평가하여 실험에

반영하였다. 해석 결과 열차하중에 의해 강화노반에 전달되

는 응력수준은 강화노반 중간층에서 최대 약 19kPa로 본 실

험에서의 반복 축차응력으로 반영하기 위해 직경 300mm 시

편의 경우, 최소 0.5(kN), 최대 1.9(kN)의 정현파로 제어하

였다[18]. 본 실험에서는 이를 위한 하중제어를 0.5kN-1.9kN

의 범위로 수행하였다. 이때 응력범위는 7.074-26.87(kPa)로

계산되며, 이 응력범위에서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19.8(kPa)

로 축차응력을 모사하였다. 상부 궤도 구조 자중에 의한 수

직하중의 경우 궤도부설 후 개통까지 장시간동안 안정화과

정을 거치므로 궤도구조물 자중에 의한 하중은 고려하지 않

았다.

시편의 구속압은 낮은 구속응력 수준을 고려하여 진공압

(vacuum)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실험조건의 구속압이

낮기 때문에 대상 시편은 직경 300mm 시편의 경우, 높이

620mm, 직경 500mm 시편의 경우 높이 1020mm을 고려했

을 때 시편 자체 자중이 구속압에 미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크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구속응력 수준을 평가/제어하

기 위해 Fig. 4와 같이 진공(vacuum)의 구속압에서 시편자

중과 시편 상부의 Cap 무게에 의한 수평압력을 뺀 유효구

속압을 약 19kPa로 제어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진공압

력을 시편에 가했을 때 시편 상부와 하부에 실제 계측되는

압력은 각각 20kPa과 30kPa이다. 여기서 시편자중에 의한

수평응력과 재하를 위한 Cap에 의한 수평하중을 뺐을 때, 시

Fig. 3 Large triaxial test system[12]

Fig. 4 Effective confining pressure of the triaxial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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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부와 하부에 가해지는 수평 구속압이 각각 17kPa과

20.5kPa로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입경 40mm 보조도상의 경우 직경

300mm의 공시체에서, 최대입경 125mm 입도조정층의 재료

는 직경 500mm의 공시체에서 대형삼축압축실험을 수행하

여 입자의 최대입경과 시편의 직경과의 비율에 대해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및 JGS(Japanese

Geotechnical Society)에서 합리적인 시험 기준으로 제시하

고 있는 기준과 유사하게 약 1/5 이하로 유지하여 합리적인

시험 결과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궤도 직하부 강화노반부의 하중조건에서 회

복탄성계수 평가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M40재료(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에 대한 회복탄성계수를 다양한 하

중조건에서의 적용을 하나의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회

복탄성계수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자 여러 구속압과 축차응

력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M40재료 범

위 내에서 중간 입도를 갖도록 입도를 조정하여 M40-Middle

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시험하였다. 함수비와 단위중량 앞서

수행되었던 반복삼축압축시험 시편과 같이 각각 OMC(7%),

21kN/m3과 같다.

1986년 AASHTO 설계지침의 회복탄성계수(MR) 시험법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하고 응력조합의 작용순

서 및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ASTM, SHRP, WS DOT, Florida DOT, Idaho DOT, KICT

등은 각 해당 지역의 교통하중과 포장형식 및 실제 포장체

에 작용하는 하중을 모사(simulation)하는 견해에 따라 각각

의 시험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매우 다양한 시

험법으로 회복탄성계수를 결정함에 따라 동일한 시료에 대

한 회복탄성계수가 어느 시험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값을 얻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992

년 AASHTO에서는 SHRP Protocol P46의 시험법을 근간으

로 AASHTO T294-92I 시험법을 제정하여 대부분 이를 적

용한 회복탄성계수 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1,7]). 본 연구

에서도 이러한 시험 하중 조건을 기준으로 11회 반복재하시

험을 수행하였으며 회복탄성계수 산정은 11회 반복재하 시

험 결과를 이용해 Fig. 5와 같은 응력-변형률 그래프의 기

울기로 산정하였다.

2.3 시험 결과 및 분석

앞서 설명된 시험 재료와 시험 조건 하에서 수행된 대형

삼축압축시험 결과, 최대입경이 125mm인 입도조정층(GCS)

재료의 경우(GCS-1) 약 251.2(MPa) 내외로 다른 시편들에

비해 높은 회복탄성계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립재료

의 동적물성에 대한 입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8,10],

[14-16])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

해 거동이 지배되는 경우, 유사한 응력 수준에서 변형률이

낮게 발생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

다. 

같은 최대입경을 갖는 M40시편들(SB-1-2, SB-2-2, SB-3-

1, SB-4)은 최적함수비(7%)로 같은 다짐함수비로 조성되었

을 때 상대적으로 큰입자 비율이 높았던 SB-3-1(M40-Under)

시편이 195MPa로 약간 높은 회복탄성계수를 보였고, SB-2-

2(M40-Middle)시편과 SB-1-2(M40-Upper)시편은 각각 약

168MPa와 170-180MPa 수준의 회복탄성계수를 보였다. 또

한 최대입경은 25mm로 작지만 전체적인 입도분포는 SB-1-

2(M40-Upper)와 유사했던 SB-4(M25-Upper)시편의 경우 약

136.9MPa의 회복탄성계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작은 탄성계

수 결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다짐함수비가

높은 경우(SB-2-4) 비교적 높은 변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회복탄성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Resilient modulus from the stress-strain relationship

Table 3 Test Conditions and results

Name of 

specimen

GSD of 

specimen

Compacted 

water 

content

Unit weight 

(kN/m3)

Cyclic 

deviatoric 

stress

(kPa)

SB-1-2 M40-Upper OMC(7%) 21 7.07~26.87

SB-2-2 M40-Middle OMC(7%) 21 7.07~26.87

SB-2-4 M40-Middle 9% 21 7.07~26.87

SB-3-1 M40-Under OMC(7%) 21 7.07~26.87

GCS-1 M125-Middle 3% 21 7.07~26.87

SB-4 M25-Upper OMC(7%) 21 7.07~26.87

Name of 

specimen

Single 

amplitude 

cyclic axial 

strain, ∆ε(SA)

∆σcvc.dev 

(kPa)

Loading freq. 

(Hz)
Mr (MPa)

SB-1-2
0.000053 19.8 1 180.6

0.000056 19.8 2 171.3

SB-2-2
0.000058 19.8 1 168.2

0.000058 19.8 2 167.1

SB-2-4 0.000067 19.8 1 148.4

SB-3-1 0.000051 19.8 1 195.0

GCS-1 0.000039 19.8 1 251.2

SB-4 0.000071 19.8 1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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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형삼축압축시험으로 시험되었던 시

편들의 경우, 현장과 유사한 구속응력과 축차응력수준 하에

서 발생되는 변형률의 편진폭(∆ε(SA))수준이 최대 0.000071

정도로 실제 하중 작용 시 강화노반층을 400mm의 두께로

가정했을 때 약 0.057mm로 매우 미소한 탄성침하를 보이

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결국, 기존 철도설계기준 상

의 보조도상, 입도조정층, 그리고 일반철도에 주로 적용되었

던 입도조정부순골재(M40, M25)등의 경우 다짐 단위중량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하중 작용 즉시 발생되는 탄성변형에

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M40-Middle의 입도 재료에 대해 다양한 구속압과 축

차응력의 조건을 조합하여 시험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구속

압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회복탄성계수가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구속압별로 수행된

축차응력별 시험 결과에서는 축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반

비례하여 회복탄성계수가 높은 값에서 작은 값으로 감소하

다가 일정하게 낮은 축차응력 수준이 되면 회복탄성계수가

일정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AASHTO의 시험 기준에 따라 노상토 및 보조기

층재료 등에 대한 회복탄성계수에 대한 연구 문헌들에 따르

면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노상토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복

탄성계수가 축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탄성계수가 감소

하고, 구속응력의 영향은 작은 반면, 입자가 큰 보조기층재

료의 회복탄성계수는 축차응력의 영향은 작고 구속응력 또

는 체적응력(축차응력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응력값, Bulk

stress)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탄성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

히고 있다. 또한 AASHTO T294-92I에서도 노상토의 경우

Table 4 Test conditions and results under various confining

pressures and deviatoric stresses

Confining 

Pressure

(kPa)

Deviatoric 

stress

(kPa)

Bulk stress

(kPa)

Strain

(SA)

MR

(MPa)

21

21 84 0.000053 192.11

41 104 0.000119 168.49

61 124 0.000182 163.2

35

9 114 0.000017 243.4696

18 123 0.000038 221.0158

35 140 0.000084 205.3025

69 174 0.000169 197.5615

104 209 0.000265 191.3712

69

18 225 0.000028 298.9217

35 242 0.000062 272.259

69 276 0.000134 255.1816

138 345 0.000274 247.449

207 414 0.000403 245.8683

104

18 330 0.000024 348.3913

35 347 0.000049 339.3828

69 381 0.000109 313.9757

104 416 0.000172 297.7003

207 519 0.000333 298.8969

138

18 432 0.000019 446.8169

35 449 0.000039 430.7072

69 483 0.000095 387.8014

104 518 0.000135 381.0613

138 552 0.000187 364.8523

276 690 0.000379 357.9655
Fig. 6 MR of M40 material under various confining pressures

and deviatoric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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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성계수가 축차응력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고려한 축차

응력모델을, 보조기층 재료의 경우, 체적응력의 영향만을 고

려한 체적응력모델을 적용하고 있다[7].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작은 축차응력 수준에서 약간의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는 AASHTO 시험 기준에서 각 구속압 수준에서 제시된

축차응력보다 작은 축차응력수준 단계를 2-3 단계씩 추가로

시험하여 그 결과를 같이 비교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Fig.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AASHTO 시험 기

준에 따르면 그래프에서 어두운 박스에 포함된 시험 결과들

이 제외된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작은 수준의

축차응력에서 상대적으로 큰 회복탄성계수를 확인하기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탄성계수는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노반이 경험

하는 응력상태 등이 잘 반영된 탄성계수로 알려져 있다. 이

미 도로 포장 분야에서는 미국 도로교통협회(AASHTO)가 경

험적 포장설계법을 탈피하고 역학적 포장 설계를 위해 회복

탄성계수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화노반

재료 및 도로 보조기층재료로 사용되는 M40재료에 대해 대

형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앞서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입경 조립지반재료에 대한 반복재하

식의 대형삼축압축시험은 시험장비가 많지 않고 시험절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험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3,17]).

따라서 여러 구속압과 축차응력의 조합 조건에서 수행된 시

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축차응력모델, 체적응력모델의

계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제안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모델들에 대해 권기철[7]의 논문을 인용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축차응력모델은 대수그래프에서 회복탄성계수와 축차응력

이 직선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모델하여 다음 식과 같이 표

현된다.

(1)

여기서 k1, k2는 시험으로 결정되는 재료 상수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성모델은 Biarez[2]가 제안한

체적응력모델로 AASHTO 포장설계법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체적응력모델은 국내 도로 보조기층재료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6,7].

(2)

여기서, θ = σ1+σ2+σ3, k1, k2는 시험으로 결정되는 재료 상수

본 연구에서는 M40재료에 한정하여 앞서 제시된 회복탄

성계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축차응력모델, 체적응

력모델에 적용하여 각 모델에 적합한 재료 상수들을 Fig.7과

같이 회귀분석하여 구하였으며 이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시험 결과와 모델 회귀분석 결과의 R2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축차응력모델보다 체적응력모델이 시험 결과를 보다 합

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체적응력모델의 경우에도

같은 구속압수준에서도 낮은 축차응력을 받는 경우, 즉 작

은 변형률 수준일 때 탄성계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같은 구속압 수준에서 높은 축차

응력을 받는 경우 시험 결과보다 높은 탄성계수값을 예측하

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강화노반재료에 대해 체적

응력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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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deviatoric stress model and bulk stress model for the

MR of M40 material

Table 5 Parameters of MR models for M40 material

Model for MR Parameters Value

k1 251.26

k2 0.0224

R2 0.0048

k1 29.370

k2 0.3987

R2 0.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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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의 강화노반재료로 사용되는 재료를 대

상으로 입도특성과 시공 조건 그리고 하중조건에 따른 회복

탄성계수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대형삼축압축시험으로 수행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제한적이지만 예측 모델 상수값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최대입경이 125mm인 입도조정층(GCS)재료의 경우

(GCS-1) 다른 시편들에 비해 높은 회복탄성계수를 보였다

2) 같은 최대입경을 갖는 M40시편들은 같은 다짐함수비

로 조성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큰입자 비율이 높았던 시편이

약간 높은 회복탄성계수를 보였고, 최대입경은 작았던 M25

시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탄성계수 결과를 갖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연구로 보다 많은 데

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짐함수비가 높은 경우 비교적 높은 변형을 야기하고

낮은 회복탄성계수를 보였다.

4)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형삼축압축시험으로 시험되었던

시편들의 경우, 현장과 유사한 구속응력과 축차응력수준 하에

서 강화노반층을 400mm의 두께로 가정했을 때 약 0.057mm

로 매우 미소한 탄성침하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

다. 

5) 결국, 기존 철도설계기준 상의 보조도상, 입도조정층, 그

리고 일반철도에 주로 적용되었던 입도조정부순골재(M40,

M25)등의 경우, 충분한 다짐 단위중량이 확보된다면 하중

작용 즉시 발생되는 탄성변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M40재료에 한정하여 회복탄성계수 시험 결과를 바탕

으로 기존의 축차응력모델, 체적응력모델에 적용하여 각 모

델에 적합한 재료 상수들을 제시하였다.

7) 최대입경 40mm의 M40재료의 경우 축차응력모델보다

체적응력모델이 시험 결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8) 그러나 체적응력모델의 경우에도 같은 구속압수준에서

도 낮은 축차응력을 받는 경우, 즉 작은 변형률 수준일 때

탄성계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

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회복탄성계수 모델과 그에 따른 모델 계수를 보

다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축차응력이나 체적응력 중

하나의 영향만을 고려하는 축차응력 모델과 체적응력모델 이

외에도 두 응력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 응력상태

와 재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모델, 축차응력에 의한 변

형률 수준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 등의 개발

과 적용을 위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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