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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된 궤도 흙노반 재료의 전단탄성계수(G)-전단변형률(γ)-포화도(S) 

관계특성 분석

Analysis of Shear Modulus(G)-Shear Strain(γ)-Degree of Saturation(S) 

Characteristics of Compacted Subgrade Soil used as Railway Track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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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우 큰 동적하중을 반복적으로 받는 궤도 하부구조물은 정확한 안정해석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하여 각 층재료의 응력

~변형률 관계에 기초한 구조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궤도하부구조를 구성하는 흙노반 등의 층재료가 하중 재하시 받게 되는

변형특성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응력의 크기 및 변형률 수준에 입각하여 재료의 정확한 구성모델 특성 재현

이 요구된다. 특히 궤도 흙노반의 경우 설계 기준 값 및 다짐관리기준의 설정을 위해서 탄성계수의 정확한 분포범위와 응

력 및 변형률 수준별 크기를 파악하고 적합한 예측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품질관리는 공히 반복평판재하시험(RPBT; Repeated Plate Bearing Test)에 의한 변형계수(Ev2)

및 다짐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1]. 그러나 지지력개념에 기초한 변형계수(E)는 응력~변형률 관계에 기초한 재료의 실제 변

형계수(탄성계수, E)가 아니다. 즉, 변형계수(E)는 변형률의 크기와 응력수준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

장재하시험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궤도하부구조를 구성하는 흙노반 재료의 변형계수(탄성계수, E)는 응력의존적 물성값이다. 흙노반과 같은 성격인 도로포

장 하부 노상토의 회복탄성계수(MR)는 축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탄성계수(MR)가 감소하고, 구속응력의 영향이 상대적

으로 적어 도로포장 설계법인 AASHTO 설계법[2]에서는 체적응력과 전단응력(Octahedral shear stress 또는 축차응력)을 고

려하여 최적함수비 조건에서 식 (1)과 같은 회복탄성계수(MR) 구성모델을 제안, 반영하였다.

Abstract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stiffness characteristics of compacted subgrade soil under track that is loaded

dynamically. Using a mid-size Resonant Column test apparatus, normalized shear modulus and shear modulus variation

with changing of confining pressure were investigated with change of degree of saturation (DOS). From an analysis of the

test results, it was verified that the maximum shear modulus decreased with increases of DOS. However, normalized shear

modulus increased with increases of DOS. Using the test results, a relation of G~γ~DOS can be constructed and character-

ized. In the future, by performing tests with soils used as trackbed broadly in the field, a prediction model for DOS~G~γ

can be proposed.

Keywords : Subgrade soil, Mid-size resonant column test, Shear modulus, Degree of saturation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궤도하부 다져진 흙노반의 강성 평가를 위하여 Stokoe 방식의 고정단-자유단

중형 공진주 시험기(D=10cm, L=20cm)를 이용, 구속압 및 전단변형률 증가시 포화도(S)변화에 따른 전단탄성계

수의 분포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최대전단탄성계수는 감소하고 정규화 전단탄

성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포화도(S)~전단탄성계수(S)~전단변형률(γ) 사이의 고유

한 감소 관계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수립 가능성을 기반으로 향후 광범위한 추가시험을 통하여

예측모델을 수립하고 소정의 모델계수 값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흙노반, 중형 공진주시험, 전단탄성계수, 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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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MRopt=최적함수비조건에서의 회복탄성계수, Pa=대기압, θ=체적응력(=σ1+σ2+σ3), τoct=Octahedral 전단응력, k1, k2, k3=

실험으로 결정되는 재료상수 

최근 개발된 한국형포장설계법[3]에서는 국내 노상토의 성격을 축차응력(σd)과 구속응력(σ3)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반영한 구성모델은 식 (2)와 같다.

(2)

여기서, MR=회복탄성계수, θ=체적응력(=σ1+σ2+σ3), σd=축차응력, k1, k2, k3=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재료상수

이러한 구성모델 특성은 도로분야의 연구결과이지만 궤도 하부를 구성하는 흙노반 재료의 거동특성을 이해하는데 시사

하는 바가 크며, 궤도 노반의 경우에도 유사한 변형특성을 겪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함수비, 체적응력, 축차응력 등을 반

영한 적합한 모델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궤도하부구조의 흙재료가 경험하는 변형률 크기는 중간변형률 영역(10-3%~10-1%)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 흙재료의 전단탄성계수(G)는 전단변형률(γ)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전단탄성계수(G)와 전단응력(τ) 및 전단변

형률(γ) 사이의 상관식은 식 (3)과 같다.

(3)

일반적으로 궤도노반과 같은 흙재료의 거동특성은 Fig. 1과 같이 전단탄성계수(G)-대수 변형률(γ)의 관계로 나타내어, 선

형영역과 비선형영역으로 구분한다. 선형영역과 비선형영역으로 구분 짓는 변형률 크기를 선형한계변형률(γr
e)이라 한다. 일

반적인 흙재료의 선형한계변형률은 0.001%~0.01% 범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형한계변형률 이하의 저변형률 영역에서의 전단탄성계수(G)와 감쇠비(damping ratio, D)는 기본적으로 변형률의 크기에

무관하여 일정한 값을 가지며, 이때의 전단탄성계수를 최대전단탄성계수(Gmax)라 한다. 그러나 선형한계변형률을 넘어서게

되면 전단탄성계수(G)는 점차 줄어들고 감쇠비는 오히려 증가한다. Fig. 1에 나타낸 지반의 전단탄성계수(G)-변형률(γ)의 관

계는 흙의 종류, 함수비, 구속응력(σ3), 하중주파수(fr)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정규화 전

단탄성계수(G/Gmax)와 전단변형률 크기(γ)의 관계로 나타내면 이들 영향요소(함수비, 구속응력, 하중주파수)에 비교적 무관

하며, 흙 재료의 종류(모래, 점토, 자갈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비파괴시험으로부터 얻은 저변형률에서의 현장 최대전단탄성계수(Gmax)로부터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과 변형계수

(E) 및 축변형률(ε)로의 변환을 통해 중간변형률 영역에서의 설계 변형계수(E) 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흙재료

의 특성에 따른 정규화 전단탄성계수(G/Gmax) 감소곡선의 설정이 중요한데, 이는 공진주시험(Resonant Column Test; RC)과

같은 실내역학시험을 수행하여 설정하거나 기존의 연구결과 또는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 예측모델식을 활용할 수 있다.

Rollins[6]는 조립성 흙재료에 대한 정규화 전단탄성계수(G/Gmax) 감소곡선 예측식을 식 (4)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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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ear modulus-log shear strain(G-logγ) relation of typical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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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assarsch[7]는 소성성분이 존재하는 점성토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 정규화 전단탄성계수(G/Gmax) 감소곡선 예측식

을 식 (5)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5)

여기서, α, β =모델계수이며, 소성지수(PI)와의 상관데이터로부터 획득된다.

본 연구에서는 궤도하부구조 흙노반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에 입각한 탄성계수 예측모델 수립을 최종 목적으로 먼저

국내 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흙노반 재료를 이용, 흙노반 깊이별 구속압 효과를 고려하여 최적함수비(OMC)

및 최적함수비±2%에서 각각 제작된 화강풍화토 계열 흙시편에 대해 궤도 흙노반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압 7.5, 15,

30kPa으로 중형공진주시험(Mid-size Resonant Column Test; MRCT)을 실시하였다. 이로부터 각 현장별 재료의 정규화 전

단탄성계수(G/Gmax) 감소곡선을 획득하였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전단변형률 크기 변화에 따른 전단탄성계수의 변화를 추

적, 조사하였으며 이로부터 포화도(S)~전단탄성계수(G)~전단변형률(γ) 특성관계 수립 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2. 본 론

2.1 궤도 하부 흙노반재료에 대한 중형 공진주 시험

2.1.1 공진주 시험기의 구성 및 구동원리

공진주시험의 기본원리는 원통형시료의 상단부에 정현파(Sinusoidal wave)형의 비틂력(Torque)을 가하여 일차모드에서 공

진이 유발되도록 하고 탄성파 전달이론을 이용하여 시료의 동적변형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공진주시험은 0.0001%~0.1%

의 전단변형률 범위에서 궤도노반 등 흙재료가 경험하는 동적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전단변형률의 변화에

따라 전단탄성계수(G)와 주파수응답곡선의 폭과 자유진동 감쇠곡선을 이용하여 감쇠비(D)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

된 공진주시험기는 Fig. 2와 같이 Stokoe방식의 고정단-자유단 시험기를 기본 모델로 하여 중형크기(D=10cm, L=20cm)의

시료를 시험할 수 있게 제작한 시험기이다. 

공진주 시험장치의 시스템은 시료를 거치하는 몸체, 시료에 구속압을 가하는 구속압 작용시스템, 비틀림력을 가하는 가

진시스템, 변형을 측정하는 변위측정시스템, 그리고 가진시스템과 변위측정시스템을 운용하여 시험을 자동 수행하게 하는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공진주 시험기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들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몸체는 가진판(Drive plate)

및 변위를 측정하는 가속도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속압 재하방식은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흙시료에 구속압을 가하였

고 시험 중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크릴로 제작된 구속실(Pressure cell)과 압축공기를 보내는 Air compressor

및 압력을 조절하는 Regulator로 구성하였다. 가진시스템은 가진판 코일-자석시스템 및 신호발생기(Function generator)로 구

성되어 흙시료에 비틀림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비틀림력은 코일과 자석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전자기적 힘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다. 가진시 비틂력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측정을 위해 가속도계를 이용하였다.

전단탄성계수(G)는 시료의 질량관성모멘트(Is) 및 시료상부에 부착된 가진판(Drive Plate)의 질량관성모멘트(I0) 관계식(식

(6))을 이용하여 전단파속도(vs)가 결정되면 식 (7)로부터 구할 수 있다[8]. 여기서 가진판(Drive Plate)의 질량관성모멘트는

가진판의 모양이 매우 복잡하고 자석 및 가속도계, 균형추와 나사구멍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통하여 구하기가 매우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p Cap의 지름과 높이가 같고 각각 다른 직경(D = 10mm, 16mm, 18mm, 22mm, 30mm, 35mm)

Gs

G
max

------------
1

1 αγ 1 10
βγ

+( )+[ ]
------------------------------------------=

Fig. 2. Mid-size resonant column test (MRCT) apparatus and system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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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총 6개의 알루미늄 금속시편 및 3개의 추가질량체(Added Mass)를 제작하여 공진시험을 실시, 가진판(Drive Plate)

의 질량관성모멘트(Io)를 구하였다.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공진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가진판(Drive Plate)의 질량관성모멘트

회귀식(식 (8))을 산정하였다.

(6)

(7)

 (R2=0.881) (8)

여기서 Is=시료의 질량관성모멘트, I0=가진판의 질량관성 모멘트, L=시료의 길이, vs=전단파속도, ωn=시스템의 비감쇠 고유

주파수(=2πfn), ρ=시료의 밀도, ωr=공진주파수

시료의 질량관성모멘트(Is)는 시편의 형상과 크기로부터 결정된다. 공진주파수(ωr: Resonant Frequency)가 시험을 통해 결

정되면, 식 (9)를 이용하여 고유주파수(ωn: Natural Frequency)를 결정하지만 공진주 시험 중 나타나는 감쇠비가 대개 20%

미만이며, 공진주파수(ωr)와 고유주파수(ωn)가 미소한 차이(5% 미만)를 갖게 되므로 같다는 가정 하에 전단파속도(vs)가 결

정된다.

(9)

전단변형률은 시편 안에서 방사방향 즉, 반지름에 따라 변하며 Fig. 3에서처럼 비틀림을 받는시편 내의 반지름 방향 각

지점에서 각기 다른 전단변형률 크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진시험에서는 등가전단변형률(γequiv)을 구하여 대표

값으로 사용한다. 등가전단변형률은 식 (10)과 같이 정의된다.

(10)

여기서 γequiv=등가전단변형률(%), req=등가반지름, θ=비틂각(radian), L=시편 길이

Is

I
0

----
ωnL

υs
----------tan

ωnL

υs
----------
⎝ ⎠
⎜ ⎟
⎛ ⎞

=

G ρ υs
2

×=

Io 0.00000005ωr

2
– 0.00002ωr 0.003+ +=

ωr ωn 1 2D
2

–=

γequiv %( ) req
θ

L
--- 100×=

Table 1. Detailed configuration of mid-size resonant column test apparatus (MRCT).

Division Model No.

Accelerometer PCB 353B33

Signal conditioner PCB 480E09

Function generator Agilent 33220A

A/D Board NI PCI-6014 Multifunction DAQ Card

Fig. 3. Shear strain generated in soi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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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koe[9]의 연구에 따르면 공진주시험에서 req값은 최대 전단변형률이 0.001% 이하이면 0.82, 0.1%인 경우 0.79라고 밝

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편상부반지름의 0.79배 되는 지점에서 구한 전단변형률을 사용하였다.

2.1.2 흙노반 재료의 기본물성시험

중형 공진주시험 대상인 흙노반 재료의 현장 공구(A, B, C 및 D공구)별 기본 물성 시험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해당

흙재료는 모두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준[1]을 만족하였다.

2.1.3 시험방법

중형공진주 시험기를 이용한 흙노반 재료의 동적특성 시험을 위하여 먼저 Table 3과 같이 실제 궤도하부지반이 경험하

는 지반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상부 흙노반이 경험하는 구속압을 결정

하고 시험을 실시하였다[10]. 노상토의 연중함수비 변화폭이 최적함수비를 기준으로 ±2%로 밝혀진 바[11]있어 최적함수비

(OMC) 및 최적함수비 대비 ±2% 조건에서 최대건조단위중량(γd-max)의 95%이상인 시편을 각각 만들어 공진주시험을 실시

하였다. 축차응력이 가해지지 않는 공진주 시험에서는 시험 시 시편에 가해지는 손상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하나

의 시편으로 모든 구속응력단계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단계별 시험법(Staged testing)을 채택하였다. 시편을 공진주 시험기 가

압실 내에 설치하고 시험준비가 완료되면 단계별 구속압(7.5, 15, 30kPa)을 가한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시편과 좌대

가 경화될 수 있도록 시편의 양단부에 석고를 발라 충분히 양생시켜 시험하였다.

2.2 공진주시험 결과의 분석

2.2.1 포화도에 따른 최대전단탄성계수(Gmax)의 변화

Fig. 4 및 Table 4는 포화도 변화에 따른 구속압별 최대전단탄성계수(Gmax)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포화도

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전단탄성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적함수비에 대한 현장에서의 함수비 증가는 급격

Table 2. Summary of basic soil properties.

Soil Properties Field A Field B Field C Field D

D10 (mm) 0.26 0.26 0.2 0.22

D30 (mm) 0.8 0.66 0.48 0.59

D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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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0 (%) 0.55 0.87 0.8 0.69

P4 (%) 67.45 66.52 77.73 73.88

USCS SP SP SP SP

Optimum moisture content (%) 8.9 12.3 11.1 12.7

Maximum dry unit density (g/cm3) 2.08 1.91 1.96 1.81

Specific gravity (Gs) 2.67 2.64 2.64 2.64

Liquid limit (LL,%) NP NP NP NP

Plastic limit (PL,%) NP NP NP NP

Plastic index (PI,%) NP NP NP NP

Table 3. Confining pressure applied to RC soil samples.

Division Field A Field B Field C Field D

Water contents (%)
- 2 OMC + 2 - 2 OMC + 2 - 2 OMC + 2 - 2 OMC - 2

6.9 8.9 10.9 10.3 12.3 14.3 9.1 11.1 13.1 10.7 12.7 14.7

Degree of saturation (%) 56.3 81.4 92.2 67.0 72.8 80.8 61.2 70.4 82.1 56.9 68.8 76.1

Dry unit weight (g/cm3) 2.01 2.07 2.03 1.88 1.82 1.80 1.90 1.87 1.86 1.76 1.77 1.75

Confining pressure (kPa) 7.5, 15, 30



최찬용·이성혁·임유진·김대성·박재범

13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5년 4월)

Fig. 4. Maximum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with different degree of saturation with increase of confining pressure.

Table 4 Confining pressure applied to RC soil samples.

Division Field A Field B

Water contents

(%)

- 2 OMC + 2 - 2 OMC + 2

6.9 8.9 10.9 10.3 12.3 14.3

Soil sample mass moment of inertia

(Is, kg·cm2)
42.48 44.60 43.65 41.05 40.83 41.18

Confining

pressure

7.5kPa

Drive plate mass moment of inertia

(Io, N·m·sec2)
0.00551 0.00550 0.00508 0.00559 0.00548 0.00536

Maximum shear modulus

(Gmax, MPa)
74.5 68.5 33.4 88.2 69.3 54.1

Confining

pressure

15kPa

Drive plate mass moment of inertia

(Io, N·m·sec2)
0.00551 0.00551 0.00531 0.00561 0.00551 0.00542

Maximum shear modulus

(Gmax, MPa)
74.6 76.0 57.2 93.1 73.1 60.5

Confining

pressure

30kPa

Drive plate mass moment of inertia

(Io, N·m·sec2)
0.00552 0.00557 0.00539 0.00563 0.00550 0.00541

Maximum shear modulus

(Gmax, MPa)
81.4 87.2 65.1 96.2 72.5 59.5

Division Field C Field D

Water contents

(%)

- 2 OMC + 2 - 2 OMC + 2

9.1 11.1 13.1 10.7 12.7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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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성계수의 감소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철도궤도 시공현장에서 흙노반 다짐시, 함수비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

며 이와 더불어 건설초기 최적함수비 조건 또는 다소의 습윤측에서 시공후 건조측으로 다짐영역이 이동되도록 유도하는 것

이 우수한 노반의 다짐상태 유지를 위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최적함수비 또는 다소의 건조측 다짐후 공용중 습윤

측으로의 이동은 상당한 강성감소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2.2.2 포화도에 따른 정규화전단탄성계수(G/Gmax)의 변화

Fig. 5는 공진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포화도에 따른 정규화 전단탄성계수(G/Gmax) 변화를 구속압 및 전단변형률 수준에

Table 4 Continued.

Division Field C Field D

Soil sample mass moment of inertia

(Is, kg·cm2)
40.98 41.20 42.00 38.75 39.88 40.20

Confining

pressure

7.5kPa

Drive plate mass moment of inertia

(Io, N·m·sec2)
0.00564 0.00556 0.00541 0.00552 0.00548 0.00530

Maximum shear modulus

(Gmax, MPa)
98.6 83.0 60.1 73.2 64.7 46.5

Confining

pressure

15kPa

Drive plate mass moment of inertia

(Io, N·m·sec2)
0.00564 0.00556 0.00542 0.00553 0.00546 0.00532

Maximum shear modulus

(Gmax, MPa)
99.2 83.0 63.4 76.9 64.6 47.9

Confining

pressure

30kPa

Drive plate mass moment of inertia

(Io, N·m·sec2)
0.00564 0.00556 0.00553 0.00554 0.00545 0.00534

Maximum shear modulus

(Gmax, MPa)
99.8 87.7 77.4 78.2 67.7 50.4

Fig. 5. Normalized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at different confin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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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나타낸 것이다.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정규화전단탄성계수(G/Gmax)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건조측

일수록 정규화전단탄성계수(G/Gmax)의 저감율이 크며, 습윤측으로 갈수록 저감율이 작아졌다. 또한 변형률 수준이 작을 경

우(γ=0.001) 포화도에 의한 영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조측에서는 초기의 최대전단탄성계수(G/Gmax)는 크지만 한계

변형률인 10-3%를 기준으로 그보다 작은 전단변형률 수준에서는 포화도에 의한 영향이 적을 것이며 그 이상에서는 포화도

의 영향이 커져서 전단탄성계수의 저감율이 급격히 커져 전단탄성계수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저감율은

전단변형률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궤도하부 각 층위에서의 변형률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수치해석을 통해

보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흙노반이 경험하는 응력조건과 변형률 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흙노반 재료에 대한

시험이 추가로 필요하다.

2.2.3 최적함수비 대비 포화도 변화에 따른 전단탄성계수의 변화

Fig. 6은 전체 공구별 시험시편에 대해 시행한 공진주시험 결과로부터 최적함수비(ωopt)에 대응하는 최적포화도(Sopt)에서

획득한 전단탄성계수(Gopt) 대비 포화도 변화에 따른 전단탄성계수의 변화를 전단변형률 수준에 따라 비교하여 도시한 것

이다. 최적포화도(Sopt)에서 획득한 전단탄성계수(Gopt) 대비 임의 포화도(S)에 대한 전단탄성계수를 정규화 시켜 표현할 경

우 최적함수비 대비 건조측 및 습윤측에서 탄성계수의 변화를 명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내의 회귀

식은 여러가지 회귀분석 모델이 있으나 함수비의 변화폭 제한에 의한 확장성의 제한 때문에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며, R2값이 0.6732~0.9313범위에 속하여 대체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포화도가 낮은 상태의 건조측에서부터 포화도

가 높은 습윤측으로 함수비가 증가 할수록 최적함수비 대비 전단탄성계수(Gs/Gopt)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저변형

률에서부터 중간변형률 영역(10-5%~10-3%)에서는 함수비 증가에 따라 최적함수비 대비 전단탄성계수(Gs/Gopt)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나, 고변형률 영역인(10-1%)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나지만 그 감소율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적함수비(OMC)에서 판단할 경우, 10-3% 변형률대비 10-1% 변형률에서는 전단탄성계수 감소율이 약 43~50%에 달하였

으며 이보다 큰 변형률(10-2%)에서는 그 감소율이 약 10~11%정도였다. 반면 건조측(OMC-2%)에서 판단할 경우, 10-3% 변

형률대비 10-1% 변형률에서는 전단탄성계수의 감소율이 약 50~53%에 달하였으며 이보다 큰 변형률(10-2%)에서는 그 감소

율이 약 19~22% 정도였다. 습윤측(OMC+2%)에서 판단할 경우, 10-3% 변형률대비 10-1% 변형률에서는 전단탄성계수의 감

소율이 약 38~42% 정도였고 이보다 큰 변형률(10-2%)에서는 그 감소율이 약 5~7% 정도였다. 이러한 최적함수비 대비 전

Fig. 6. Variation of Gs/Gopt at different degrees of saturation with increase of confin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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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탄성계수(Gs/Gopt) 감소곡선 특성은 궤도하부 흙노반의 변형률 수준과 구속압크기 및 함수비 변화대역을 최적화시킬 경우

궤도하부구조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설계 파라미터로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4개공구에

서 취득한 제한적인 흙노반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로서 좀 더 많은 흙노반 재료에 대해 전반적인 시험을 시행할 경우, 포

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전단탄성계수(G) - 전단변형률(γ) 감소곡선 예측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3 전단탄성계수(G) - 전단변형률(γ) 관계특성 비교

Fig. 7~Fig. 10은 4개 공구의 흙노반 재료에 대한 중형공진주 시험결과 중 각 함수비 대역별(OMC 및 OMC±2%) 전단탄

성계수(G) 감소곡선을 식 (4)의 Rollins(1998) 예측식과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Rollins의 예측식에 사용되는 변수 중 최

대전단탄성계수(Gmax)는 각 흙노반 재료에 대한 중형공진주시험으로부터 획득한 결과값을 적용하였으며, 각 구속압(7.5, 15,

30kPa)에서 가장 큰 값을 이용하여 전단변형률 변화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의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본 시험 결과

값이 Rollins의 예측식으로부터 획득한 전단탄성계수에 비하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변형률에서 Rollins가 제시한

예측식으로 계산된 전단탄성계수 값은 최대전단탄성계수(Gmax) 값의 약 83%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Rollins가 제시한 예

측식은 본 시험에서 사용한 화강풍화토 계열의 흙노반 재료에 비하여 최대입경이 다소 크고 입도분포가 다른 조립성 재료

에 대한 식으로서 저변형률에서 중간변형률 사이의 전단탄성계수 값은 입경이 큰 재료일수록 감소율이 큰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6]. 정확한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 예측식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흙노반 재료에 대한 광법위한 추가시험과 궤도노

반에 대한 수치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측식은 사질성 특징과 조립성의 특징을 모두 띠고 있는 국내 재료 특성을 적절

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B 및 C, D 현장 3개소의 흙노반을 동일 구속압 조건에서 살펴보면 미소하나 구속압 30kPa일때 OMC-2%에서 시편의 전

단탄성계수가 가장 크게 발현되었다. 반면 A 현장의 흙노반 재료는 구속압 15, 30kPa에서 이와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이

는 최적함수비에 해당하는 포화도가 다른 시편에 사용한 흙재료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함수비 OMC+2%에서는 OMC-2% 및 OMC에서 보다 크게 전단탄성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OMC-2%에서는

감소의 정도가 매우 작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흙노반재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속압 7.5, 15, 30kPa별 최대전단탄성계수(Gmax)의 크기는 저변형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고변형률로 갈수록 이러한

Fig. 7.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fiel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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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field B.

Fig. 9.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fiel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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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전단변형률이 중간변형률 수준이 될 경우 최적함수비(OMC)에서의 전단

탄성계수보다 건조측(OMC-2%)의 전단탄성계수 감소율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습윤측(OMC+2%)에서는 전단탄성

계수 감소율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속압이 작으면서(7.5kPa) 동시에 함수비가 OMC+2%가 되면 전체 전단변형률 영역에서 가장 작은 분포의 전단탄성계

수를 보였다. 따라서 구속압이 작은 궤도직하부에서 우수 유입에 의한 흙노반 강성저감에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니의 발생과도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속철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흙노반 재료를 이용하여 OMC 및 OMC±2%에서 95%이상의 다짐도로

시편을 제작한 후 구속압 수준별 중형 공진주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궤도 하부 흙노반 재료의 포화도에 따른 전

단탄성계수(G)-전단변형률(γ)의 통합예측모델 수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포화도(S)가 증가할수록 최대전단탄성계수(Gmax)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철도궤도하부 시공시 현장에서의 함

수비 증가는 급격한 탄성계수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현장에서는 초기 OMC 및 다소의 습윤측 다짐후 OMC 대비 건조측으

로 유지되도록 유도 하는 것이 우수한 궤도노반의 상태를 유지관리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포화도(S)가 증가할수록 정규화전단탄성계수(G/Gmax)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건조측 일수록 정규

화전단탄성계수의 저감율이 크고, 습윤측으로 갈수록 저감율이 작아지며, 변형률 수준이 작을 경우 정규화전단탄성계수에

미치는 포화도의 영향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건조측에서는 초기의 최대전단탄성계수(Gmax)는 크지만 한계변형률인 10-3%를 기준으로 그보다 큰 전단변형률 수준

에서는 포화도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이며 그보다 작은 전단변형률 수준에서는 포화도의 영향이 커져서 전단탄성계수의 저

감율이 급격히 커져 전단탄성계수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포화도가 낮은 상태의 건조측에서부터 포화도가 높은 습윤측으로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최적함수비 대비 전단탄성계

수(Gs/Gopt)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저변형률에서부터 중간변형률영역(10-5%~10-3%)에서는 함수비 증가에 따른 최

Fig. 10.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s of fiel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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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함수비 대비 전단탄성계수(Gs/Gopt)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 고변형률 영역인 10-1%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나

지만 그 감소율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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