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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경계조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동적 해석에의 적용

Application of the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in Moving Force Analysis of 

Asphalt Concret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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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갈궤도는 건설비가 저렴하고 비교적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유지보수를 전제로 하는 궤도구조이기

때문에 고속 철도의 도입과 더불어 유지보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강화노반 상

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1,2], 하중 분산요소로서 자갈을 대체하여 콘크리트 혹은 아

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안정된 재료를 사용한 슬래브 궤도(무도상 궤도)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3-5]. 특히 아스팔트 콘크리

트를 도상으로 하는 궤도 구조는 정밀한 평탄성(۟mm)과 180mm의 캔트를 가지게 할 수 있으며, 포장 후 소정의 온도(50oC)가

되면 바로 공용할 수 있어 건설 생산성이 우수하다[5,6]. 또한 콘크리트 궤도에 비해 소음·진동을 줄일 수 있으며, 흙구조물의

침하 등에 기인한 궤도의 변형을 연마나 덧씌우기 등에 의해 신속히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5]. 이러한 아스

팔트 콘크리트 궤도의 두께 설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하면에서의 수평 인장 변형과 노상의 상부에 작용하는 연직 압축

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스팔트 층 내부에서의 변형과 응력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7]. 

이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실내 실험에서 반복하중을 재하하는 정점하중재하(Fixed Point Excitation) 상

태와 보다 실제 열차 운행 조건에 보다 근사한 이동하중(Moving Force) 재하상태와의 거동비교를 위하여 각종 정적해석, 이동

하중에 의한 준정적 및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석결과들을 분석함으로써 각 하중재하의 특성에 따른 아스팔트 콘크

리트층에 작용하는 최대 주응력의 거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에서는 KTX 열차의 차축배치조건을 고

Abstract In this study, the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was adopted to prevent elastic wave propagation due to

abrupt load condition changes in moving force analysis. It was proven to be effective in reducing inappropriate noise

components. Furthermore, to verify whether fixed point excitation in a laboratory test can simulate train movement

effectively, the results of dynamic analysis for fixed point excitation and moving force conditions were analyzed. The

dynamic stability of an asphalt track structure under a KTX train condition was also studied. Additionally, the dynamic

safety of asphalt tracks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a moving force analysis under a KTX train load and a

quasi-static analysis under the design standard Korean trai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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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흡수경계조건을 적용하여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하중조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탄

성파의 전달 및 반사현상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으며, 흡수경계조건이 사용 유무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정점

하중재하의 경우와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점하중재하가 이동하중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주행속력의 변화에 따른 KTX 열차조건에서의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아스팔

트 콘크리트 궤도에서의 동적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준정적인 표준 열차하중에 의한 해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아스

팔트 콘크리트 궤도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이동하중해석, 흡수경계조건, 정점하중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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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였으며, 동적해석결과를 국내 철도설계기준의 설계하중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아스팔트 궤도 각부의 형상 및 물리적 특성은 Fig. 1, Table 1,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석대상 구조물을 모형화함에 있어 레일은 보요소(Beam element)로, 체결장치는 스프링과 감쇠장치로 모형

화하였다. 그 밖에 침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강화노반, 흙노반 등은 8절점 입체요소(Solid element)를 사용하여 3차원 수

치모형화하였다. 궤도 구조물의 3차원 모형화에 있어서 궤도의 1/2만 모형화하여 해석 및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Bowe[8]는 ANSYS를 이용하여 철도교에서의 차륜-레일 접촉문제를 매시간 변화하는 사용자가 정의한 3개의 12×12 강성행

렬과 등가하중에 의해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Bowe[8]의 동적상호작용해석 방법은 차량모델을 차륜위치에서의 절점으로

만 표현하고, 이렇게 정의된 집중 질량이 없는 절점에 윤중을 가하여 이동하중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KTX열차와 같이 열차가 길어지게 되면 계산비용의 효율성이 좋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ANSYS의 APDL(ANSYS

Parametric Design Language)에 의해 매시간 이동하중의 위치를 산정하고 등가의 절점하중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의 개략적인 순서도는 부록에 나타내었다.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동하중이 해석대상 구조물에 처음 진입하거나 해석대상 구조물에서 벗어나

는 순간에는 급격한 하중조건의 변화가 있으며, 선로길이 방향의 경계부에서 지반이 롤러 경계조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는 이

러한 급격한 하중조건의 변화에 의해 동적응답에 충격에 의해 야기된 탄성파의 전달 및 반사에 의한 성분이 포함될 우려가 있

다. 이러한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스프링 강성(Spring)과 점성감쇠(Viscous Damping)로 구성된 흡수경계조건

(Absorbing Boundary Condition)을 도입하였다[9-12]. 해석에 사용된 ANSYS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흡수경계조건에 해당하는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ANSYS의 APDL를 이용하여 12x12 사용자 정의 강성행렬과 감쇠행렬을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흡수경계조건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흡수경계조건의 효과를 검증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의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에 적용함으로써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의 열차주행에 따른 동적거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etting showing the geometry of a portion of th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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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in the analysis model.

Classification Item Physical character Note

UIC60 rail

Modulus of elasticity 2.1×108kPa

Poisson's ratio 0.3

Density 7.85Mg/m3

Area 7.690×10-3m2

Geometrical moment of inertia 3.055×10-5m4

Damping ratio 0.01

Sleeper

Modulus of elasticity 3.1928×107kPa

Poisson's ratio 0.2

Density 2.45Mg/m3

Damping ratio 0.02

Asphalt

Modulus of elasticity 4.000×106kPa

Poisson’s ratio 0.35

Density 2.30Mg/m3

Damping ratio 0.038

Reinforced roadbed

Modulus of elasticity 1.200×105kPa

Poisson’s ratio 0.2

Density 2.00Mg/m3

Damping ratio 0.03

Subgrade

Modulus of elasticity 8.000×104kPa

Poisson's ratio 0.3

Density 2.00Mg/m3

Damping ratio 0.03

Fastener
Spring constant 4.00×104kN/m

Viscous damping value 15kNs/m

Table 2. Geometric parameters.

Parameter Description Length(unit : m) Note

Spacing Tie spacing 0.65

h_top Random value for height of rail nodes 0.10

h_tie Height of sleeper (thicker part) 0.18

h_asp Height of asphalt layer 0.20~0.35

h_bed Height of reinforced roadbed 0.40

grad_asp Gradient of asphalt layer 1:1.5 1.5

grad_bed Gradient of reinforced roadbed 1:1.8 1.8

b_rail Central location of rail 1.5/2

b_tie Half length of sleeper 2.4/2

b_asp Width of asphalt layer b_tie + 0.4

b_bed Width of reinforced roadbed b_tie + h_asp*grad_asp + 1

b_sub With of subgrade 8.0

w_tie Width of sleeper (thicker part) 0.5

w_tie_i Width of sleeper (thinner part) 0.3

b_tie_i Length of leeper’thinner part 0.5/2

b_tie_o Location information of sleepr thicker part b_tie_i + 0.1

h_tie_i Height of sleeper (thinner part)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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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하중의 영향거리 분석을 위한 준정적 해석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의 두께가 20cm인 경우와 35cm인 경우에 단일 집중하중이 이동하는 경우의 준정적해석을 수행함으

로써 하중 재하 위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어느 정도의 구간을 수치적으로 모형화 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평가하고자 하였

다. 준정적 하중재하에서 단일 집중하중은 윤중 83.4478kN을 사용하였다. 

하중의 재하위치에 따른 중앙부 침목직하부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100개의 침목구간을 수치적으로 모형화하였다. 레

일은 보요소(ANSYS의 BEAM4 요소), 체결장치는 스프링 및 댐퍼(ANSYS의 MATRIX27 요소)로 모형화하고 침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강화노반층 및 노상은 입체유한요소(ANSYS의 SOLID185 요소)로 모형화 하였다. 이렇게 모형화된 해석대상구

조물은 30만개 이상의 절점을 가지는 대규모 문제이므로 부구조법(Substructure Technique) 방법들 중의 하나인 Guyan

Reduction방법을 이용하여 중앙부의 1개 침목구간 영역인 65cm영역을 제외한 양측 부분의 입체요소부분들을 거대요소(Super

Element)화 함으로써 해석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Fig. 2, Fig. 3). 

이동하중의 정적재하는 시간 0일 때 -83.44784kN의 단일 윤중이 해석모델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시간 0.002초가 증가할 때

마다 0.0556m씩 이동시켰으며, 총 22.56m를 이동시켜가면서 준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이 0인 상태에서는 해석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처음해석이 이루어지는 0.002초시간에서는 하중이 해석모델의 중앙부에 위치하지 않지만, 재하 위치별 영향을

살펴보는 용도로는 충분활 것으로 판단된다. 준정적해석을 수행하고, 해석모델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앙부 침목중심위치

(정확히는 체결장치위치)의 상하부분의 각 절점의 변위와 응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중의 재하위치별로 레일 직하부의 연직변위를 각 위치에서 변위를 Fig. 4에 도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체결장치와

노상(subgrade)부분에서 상대적인 변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응력은 주로 휨거동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

Fig. 2. 1/2 analysis model with 100 sleepers/approximately 30

million nodes.

Fig. 3. Simplified analysis model substructuring technique/two

super elements.

Fig. 4. The vertical displacement UZ distribution by loading dis-

tance of the point loading.
Fig. 5. Principal stress S1 distribution by the loa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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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거동을 관측하고자하는 곳에서 10m이상 떨어진 곳에 하중이 재하되는 경우에는 연직변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었다.

하중재하 위치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에 발생하는 주응력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침목직하부에서의 주응력을 산정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최대주응력 S1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의 하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상

면 및 하면에서의 각종 주응력 S1, S2, S3는 하중이 3m이상 멀어진 위치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반의 항복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압력과 Mises 유효응력의 재하위치에 따른 분포를 Fig. 6과 Fig. 7에 도시하였다. 노상

의 하면에서 작용하는 응력들은 비교적 넓게 분포되지만, 이 응력들도 하중의 재하위치가 10m이상 멀어지게 되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하중재하위치에 따른 변위 및 응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응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지점으로부터 양쪽으로 방향으로 최

소한 10m이상을 모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선로 길이방향의 양쪽 경계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화기 위

해서는 더 많은 영역을 수치모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정점하중 및 이동하중의 정동적해석에 의한 거동특성의 분석

2.2.1 흡수경계 조건의 사용 효과 분석

앞의 준정적 해석에서는 수치해석 대상의 측면 및 하면이 모두 면에 대칭인 경계조건(즉 롤러 경계조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준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계조건은 동적인 문제에서는 이동하중이 해석대상구조물에 진입하거나 벗어날 때 대상구조

물의 경계부에서 갑작스럽게 하중조건이 변화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충격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갑작스런 하

중조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탄성파(elastic wave)가 지속적으로 반사되는 듯한 거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

상을 해결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해석대상구조물의 경계면에 흡수경계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해석대상 구조물은 침목 30개 구간

을 모형화하여 수치시험을 수행하였다.

경계면에서는 파의 반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계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법선 표면력(Normal Traction) fn이 작

용하고, 경계면의 접선방향으로 접선 표면력(Shear Traction) ft이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9-12].

(1)

(2)

여기서, ρ는 밀도, cp는 P파 속도, cs는 S파 속도, un은 경계면의 법선방향 변위, us는 경계면 법선방향의 변위, r은 진동원으

로부터 떨어진 거리, αn과 αt는 각각 법선방향과 접선방향에 대한 계수이다.

이러한 표면력에 의해 표현되는 강성 및 감쇠행렬은 표면력이 작용하는 면을 이루는 절점들 간에 상호 연관되어 있다. 따라

서 절점별로 독립적인 스프링과 감쇠장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한요소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서 요소의 면에 작용하는 표면

력이 일정한 분포를 갖는다는 조건을 통해 간략화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위에서 정의된 표면력은 각 절점별로 독립적인

감쇠장치와 스프링으로 표현될 수 있다(Fig. 8). 이 연구에서는 표면력이 작용하는 입체요소의 한 면의 절점 I에서의 요소면 법

선방향과 접선방향의 스프링 및 감쇠장치를 다음과 같이 표면력이 작용하는 면 A에 대한 적분식으로 표현하였다.

fn ρcp

∂un

∂t
--------– αn

ρcp
2

2r
--------un–=

ft ρcs

∂ut

∂t
-------– αt

ρcs
2

2r
--------ut–=

Fig. 6. Distribution of hydraulic pressure σm by the load distance. Fig. 7. Distribution of von mises stress q by the loa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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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여기서, CnI는 I절점에서 표면력이 작용하는 면에 수직한 방향의 감쇠값, CtI는 I절점에서 표면력이 작용하는 면에 접하는 방

향의 감쇠값, KnI는 I절점에서 표면력이 작용하는 면에 수직한 방향의 스프링강성, KtI는 I절점에서 표면력이 작용하는 면에

접하는 방향의 스프링강성, NI는 표면력이 작용하는 면의 형상함수로서 4절점으로 이루어진 면인 경우에는 평면4절점 유한요

소의 형상함수와 동일하다. 만약 표면력이 작용하는 입체요소의 면이 직사각형 형상이라면, 윗 식의 적분항은 A/4로 간략화된

다. 즉,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CnI는 1/4ρcpA로 간략화되며, 비슷하게 다른 방향의 감쇠값 및 스프링 강성도 보다 간략하게 표

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스프링 및 감쇠장치의 값을 전체좌표계에서의 강성행렬 및 감쇠행렬로 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좌표변환이 필요하며, 특정한 절점에서의 최종적인 강성 및 감쇠값은 인접한 입체요소의 각 경계면에서의 강성 및 감쇠행렬

을 전체좌표계로 변환한 후 이 영향들을 조합(Assemble)하여 최종적인 전체좌표계에서의 강성 및 감쇠값을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해석에 사용한 ANSYS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ABC경계조건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

므로, 식 (3), (4), (5), (6)에 나타낸 국지좌표계 x, y, z에서의 강성 및 감쇠값을 결정하기 위한 수치적분(Numerical Integration),

국지좌표계의 각 스프링강성 및 감쇠장치값을 이용한 국지좌표계에서의 강성 및 감쇠행렬 구성, 국지좌표계에서의 강성 및 감

쇠행렬을 전체좌표계 X, Y, Z의 값으로 좌표변환(Fig. 8), 전체좌표계에서의 강성 및 감쇠행렬의 조합(Assemble) 과정들을

APDL(Ansys Parametric Desgin Language)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계산된 강성 및 감쇠행렬을 두 절점 간을 연결하는 사용

자 정의 유한요소인 MATRIX27요소(사용자가 정의 12×12 행렬)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ABC는 이동하중의 진출입시의 갑작스런 하중변화에 따른 충격 억제와 탄성파 반사를 억제하기 위한 용도가 주된 용

도이기 때문에 ABC에서 표현하고 있는 강성이 연직방향의 경계조건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상구조물 하면을 지지하는 연직방향 스프

링의 강성을 충분히 크게 하기 위하여 z 및 x가 일정한 면의 법선방향 스프링 강성에는 계산된 값의 100배를 적용하여 충분히

롤러경계조건의 구속된 상태와 유사하도록 하였다(즉, 대상모델의 z=constant인 면과 x=constant인 면에서는 αn과 αt의 값이 각

각 100과 1이 되도록 하고, 다른 곳에서는 αn과 αt의 값이 1이 되도록 하였다).

이 과업에서 적용하는 스프링과 감쇠장치로 구현된 ABC 요소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윤중 83.4478kN인 단일 집중하중이

cnI ρcp NI Ad∫=

ctI ρcs NI Ad∫=

KnI

ρcp
2

2r
-------- NI Ad∫=

KtI

ρcs
2

2r
-------- NI Ad∫=

Fig. 8.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using springs and dam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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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m/h로 주행할 때 롤러 경계조건인 경우와 ABC경계조건이 적용된 경우에 대하여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결

과를 비교하였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한 결과 ABC 경계조건이 적용한 경우에는 충격에 의해 야기된 탄성파의 반사에 의한 응

답의 교란으로 보이는 현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Fig. 10).

2.2.2 고유치해석(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두께 0.20m, 0.35m)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의 수행에 있어서 비례감쇠행렬인 Rayleigh 감쇠행렬의 구성에 필요한 계수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Block Lanzos Solver를 이용하여 고유치해석(Eigenvalu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고유치해석에서는 부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은

해석모델에 대해서 고유치를 계산하였으며, 60개의 침목구간을 모형화하여 고유치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2.2.3 정점하중 재하에 의한 정동적 해석

정점하중 재하시험(Fixed Point Excitation Test)을 모사하기 위하여 해석모델의 중앙부 침목 위치의 레일 위에 시간에 따라

하중의 크기가 변화하는 하나의 집중하중을 가하였다(Fig. 11). 이 집중하중은 가진 주파수(Excitation Frequency, Hz)가 f, 최대

하중이 Fmax, 시간이 t일 때 사인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정점하중 재하상태를 모사하기 위하여 윤중 83.4478kN이 해석대상구간의 중앙부 침목위치의 레일위에 작용하는 경우를 가진

주파수를 변경해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점하중재하 시험을 모사하기 위한 가진 주파수는 KTX열차의 관절대차의 대차중

심간격 d가 18.7m인 경우에 주행속력 v(m/s)를 100, 200, 300, 400km/h로 변화시켜가면서 다음의 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8)

Table 3. Comparison of Eigenvalue Analysis results for two different asphalt layer thicknesses.

Natural 

vibration mode 

Natural frequency (Hz)

(20cm of thickness of asphalt layer)

Natural frequency (Hz)

(35cm of thickness of asphalt layer)
Note

1 4.9855 5.0986

2 5.8950 5.8551

F t( )
F
max

2
------------

F
max

2
------------sin 2πf t

1

4f
----–⎝ ⎠

⎛ ⎞
⎝ ⎠
⎛ ⎞+=

f v d⁄=

Fig. 9.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for the vertical displace-

ment of the rail.

Fig. 10.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for the maximum princi-

pal stress at the bottom of the asphalt layer.

Fig. 11. Conceptual diagram of fixed point excitation and mov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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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10Hz의 가진 주파수에서는 적분시간간격이 0.001초이고 가진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반비례하게

적분시간간격이 감소하게하기 위하여 적분시간간격 Δt를 가진 주파수 f에 종속적인 Δt = 0.02/f초로 설정하였다(가진 주파수가 0

인 경우는 정적해석으로 간주하였으므로 0으로 나누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음).

체결장치 직하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하면의 고정된 위치에서 최대 주응력(σ1 혹은 S1)의 주행속도에 따른 변화를 살

펴보았으며, 이 최대 주응력은 특정한 점에서의 최대 주응력이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전체에서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주응

력은 아니다. 모든 시간에 대해 전체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최대 주응력인 절대최대 주응력

(Absolute Maximum Principal Stress)은 특정한 한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경우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상

면이나 하면에 절대최대 주응력이 발생하는 점의 위치가 변화하였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에서의 절대최대주응력은 침목과

침목사이부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점하중재하에 따른 응력거동을 살펴볼 때 수평방향 응력 σx(혹은 Sx)나 σy(혹은

Sy)가 연직방향 응력 σz(혹은 Sz)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의 휨거동에 의한 응력이 지배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정점하중재하에 의한 동적할증계수(DAF, Dynamic Amplification Factor)를 산정한 결과 변위에 대한 DAF의 경우 노상, 아

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레일의 순서대로 증폭계수가 컸으며, 노상 변위에 대한 DAF의 경우 KTX주행속력 400km/h에 상응하는

5.9418Hz의 가진 주파수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두께 20cm일 때 1.44, 두께 35cm일 때 1.52의 값을 보였다(Fig. 12, Fig.

13). 반면에 하중이 재하되는 위치의 체결장치 직하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하면위치에서의 최대주응력(S1 혹은 σ1)은 동적

증폭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소하여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최대 주응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었다. 이러한 거동특성으로부터 정점하중재하시험을 통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의 최대 주응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의

정적인 하중재하를 반복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가진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한 결과 가진 주파수가 저주파수일 경우에는 하중이 정점하중이 반복됨에 따라 궤도 각부

에서의 응답이 전체적으로 정상상태(Steady State)에 가까운 거동을 보여주었다(Fig. 14, Fig. 15, Fig. 16). 하지만, 가진 주파수

가 약 6Hz에서부터 초기하중이 재하되었을 때의 거동이 최대응답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응답이 최대응답에 비해 약

간 낮게나오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은 10Hz정도 수준으로 가진 주파수가 높아진 경우 지속적인 반복하중재하상태

Fig. 12. DAF comparison of fixed point excitation for the corre-

sponding traveling speed(asphalt thickness of 20cm).

Fig. 13. DAF comparison of fixed point excitation for the corre-

sponding traveling speed(asphalt thickness of 35cm).

Fig. 14.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rail for an excitation fre-

quency 4.4563Hz(asphalt thickness of 20cm).

Fig. 15.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rail for an excitation fre-

quency 4.4563Hz(asphalt thickness of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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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적재하하중보다도 작은 변위응답을 보이는 현상이 관측되었다(Fig. 17, Fig. 18, Fig. 19). 따라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정점하중재하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불합리한 계측결과가 관측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하면의 한 점에서의 최대주응력의 시간이력거동은 DAF가 1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3 KTX 열차의 이동하중 해석 및 표준열차하중에 대한 준정적해석

KTX열차가 주행하는 경우의 동적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행속력 100, 200, 300, 400km/h 및 임계속력인 경우에 이동하중

에 의한 동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들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두께 20cm이고 주행속력 300km/h인 경우는 중앙부

위치에서 주행거리에 따라 Fig. 20, Fig. 21, Fig. 22와 같은 동적응답을 보였다. 동적해석에서 시간적분간격 Δt는 주행속력

100km/h일 때 0.001초로 설정하고 주행속력이 증가할수록 반비례하게 감소하도록 설정하였다. 

KTX열차의 차축배치조건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두께 20cm인 경우에는 고유치해석결과로 나온 첫 번째 고유진동수

4.9855Hz에는 임계속력 335.6205km/h, 두 번째 고유진동수 5.8950Hz에는 임계속력 394.1629km/h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계속

도에 근접하는 주행속력 400km/h에서 상대적으로 큰 절대최대 주응력이 관측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하게도 아스팔트 콘크

리트 도상하면의 고정된 점에서의 최대주응력의 DAF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으며, 첫 번째 고유진동수에 상응하는 임계속력

335.6205km/h인 경우보다 두 번째 고유진동수에 상응하는 임계속력에 근접한 400km/h에서 절대최대 주응력의 거동이 큰 경향

을 보인다(Fig. 23).

KTX열차의 차축배치조건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두께 35cm인 경우에는 고유치해석결과로 나온 첫 번째 고유진동수

5.0986Hz에는 임계속력 343.236km/h, 두 번째 고유진동수 5.8551Hz에는 394.1620km/h이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임계속력에

비해 두 번째 임계속력에 가까운 400km/h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큰 절대최대 주응력이 관측되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두

께 20cm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 두께 35cm인 경우에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하면의 고정된 점에서의

최대주응력의 DAF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다(Fig. 24).

Fig. 16. Maximum principal stress at the bottom of the asphalt

layer for an excitation frequency of 4.4563Hz.

Fig. 17.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rail for an excitation fre-

quency of 10Hz (asphalt thickness of 20cm).

Fig. 18. Vertical displacement on the upper surface of the asphalt

layer for an excitation frequency of 10Hz (asphalt

thickness of 20cm).

Fig. 19. Maximum principal stress at the bottom of asphalt layer

for an excitation frequency of 10 Hz (asphalt thickness

of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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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형화에서 보다 많은 영역을 모형화하는 것에 의해 고유진동수가 약간씩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는 해당속력에서는 동일한 거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관심있는 주행속력을 400km/h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아

스팔트 콘크리트 궤도는 2개의 임계속력과 관련된 공진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표준열차하중 재하시의 정적인 거동비교

흡수경계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이상적인 롤러 경계조건에서 표준열차하중(Fig. 25)의 하중재하 위치를 옮겨가면서 준정적인

해석을 수행하여 최대결과를 살펴보았다.

Fig. 20.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rail due to a KTX train

(300km/h; asphalt thickness of 20cm).

Fig. 21. Vertical displacement on the top surface of the asphalt

layer due to a KTX train (300km/h; asphalt thickness of

20cm).

Fig. 22. Principal stress at the bottom surface of the asphalt

layer from the velocity of a KTX train (300km/h,

asphalt thickness of 20cm).

Fig. 23. Comparison of DAFs with the velocity of KTX train

(asphalt thickness of 20cm).

Fig. 24. Comparison of DAFs with the velocity of KTX train( asphalt thickness of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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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동적하중에서 동적윤중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정된다.

(9)

여기서 동적할증계수 DAF는 주행속력이 V ≤ 60km/h일 경우 

(10)

이고, 60 < V ≤ 300km/h의 속도영역에서 여객열차의 경우

(11)

이다. 양호한 궤도의 경우 φ = 0.2이고 레일에서는 t = 3을 적용하고 도상 구조계산의 경우 t = 2를 적용하며, 노반 구조계산에

서는 t = 1을 적용한다[13].

KTX 열차의 이동하중에 의해 발생한 절대최대 주응력에서의 DAF를 설계 DAF와 비교한 결과 모두 설계 DAF보다 작은 값

을 보였다. 또한 주행속력 400km/h에서는 공진현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설계 DAF에 매우 근접하는 DAF를 보여주고 있다(Fig.

26).

철도설계기준의 표준열차하중에 의한 설계하중과 KTX 이동하중에 대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에서의 절대최대 주응력을

비교하였다(Fig. 27). 이동하중에 대한 절대최대 주응력의 산정에서는 해석결과로 나온 응력에 1.2의 유효윤중계수를 곱하여 계

산하였다. 절대최대 주응력의 비교결과 설계 표준열차하중이 여객전용의 하중이 아닌 이유로 인하여 KTX주행시의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결과는 설계요구치보다 상당히 작은 수준의 거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설계하중은 여객전용 차량

인 KTX차량에서의 윤중에 비해 상당히 큰 하중이므로 기존의 설계 DAF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의 안

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dyn Q 1.2 DAF××=

DAF 1 tφ+=

DAF 1 tφ 1.0 0.5
V 60–

190
--------------+⎝ ⎠

⎛ ⎞+=

Fig. 25. KR-2012 standard train load for the quasi-static analysis of half track.

Fig. 26. Comparison of DAF between design and moving load

analysis results for the absolute maximum principal

stress of the asphalt layer.

Fig. 27. Comparison of the absolute maximum principal stress

of the asphalt layer for the design load and the KTX

mov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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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석 대상 구조물의 경계에 강성을 포함하는 흡수경계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동적응답의 교란 효과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의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

석에서는 흡수경계조건이 적용되었다.

정점하중재하시험을 통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의 최대 주응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의 정적인 하중재하를 반복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이동하중의 경우에는 주행속력의 증가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

트 도상의 최대주응력이나 절대최대주응력의 크기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실내시험에서의 정점하

중재하시험은 차량의 이동에 따른 동적영향을 모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점재하시험을 모사한 결과 가진 주파수 10Hz가 넘는 경우에는 하중재하를 시작한 초기에만 응답이 비교적 크고 비교적 작

은 진폭의 응답이 반복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10Hz로 정점하중재하가 가해진 경우에서는 최대주응력 및 절대

최대주응력이 거의 정적인 거동에 해당하는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상의 주

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내 시험조건인 정점재하시험의 경우는 주응력을 정적으로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KTX열차의 차축배치조건에서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을 수행한 결과 임계속도에 근접하는 주행속도 400km/h에서 상대적

으로 큰 절대최대 주응력이 관측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고유진동수에 상응하는 임계속력의 경우보다 두 번째 고유진동

수에 상응하는 임계속력에 근접한 400km/h에서 절대최대 주응력의 거동이 큰 경향을 보였다.

KTX차량 주행시의 400km/h 근방에서 상대적으로 큰 절대최대 주응력이 발생하나, 설계기준의 DAF보다 약간 작은 값을 보

였다. KTX차량 주행시의 DAF가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된 400km/h에서도 설계표준하중에 의해 산정된 절대최대 주응력보다

상당히 작은 절대최대 주응력을 보였다. KTX차량은 설계기준상의 표준열차하중보다 상당히 작은 여객전용 하중임으로 DAF가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된 KTX가 40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는 경우에서도 설계표준하중보다 상당히 작은 절대최대주응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진현상이 발생하는 400km/h 근방의 주행속도에서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의 구조 안전성

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요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S.H. Lee, J.W. Lee, H.M. Lee (2015) Optimal section of ballasted asphalt track considering design lifetime and economic feasi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8(3), pp. 241-251. 

[2] S.H. Lee, J.W. Lee, H.M. Lee (2015) Behavior characteristics of ballasted track on asphalt roadbed using real scale tes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8(3), pp. 252-260. 

[3] S.H. Lee, J.W. Lee, Y.J. Lim (2013) Development of asphalt track system suited to speed-up,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61(11), pp.10-17.

[4] B. Lichtberger (2005) Track Compendium. Formation, Permanent Way, Maintenance, Economics, Eurail Press, pp. 309-311.

[5] EAPA (2003) Asphalt in railway tracks, European Asphalt Pavement Association, October 2003, pp. 7-10.

[6] C. Esveld (2001) Modern Railway Track(2nd Edition), MRT-Productions, 2001, pp. 245-246.

[7] Y.H. Huang, J.G. Rose, C.J. Kooury (1987) Thickness design for hot-mix asphalt railroad trackbeds, Asphalt Paving Technology, 56,

pp. 427-453.

[8] Andreas H. Nielsen (2006) Absorbing boundary conditions for seismic analysis in ABAQUS, ABAQUS User's Conference, Cam-

bridge, MA USA, pp. 359-376. 

[9] Cathal Bowe (2009) Dynamic Interaction of trains and railway bridges using wheel rail contact method, Ph.D. Thesis, National Uni-

versity of Ireland.

[10] L. Jingbo, G. Yin, W. Yan, L. Bin (2006) Efficient procedure for seismic analysis of soil-structure interaction system, Tsinghua Science

and Technology, 11(6), pp. 625-631. 

[11] S. Parkash (2004) Transmitting boundaries for transient elastic response in soil-structure interaction system, 13th World Conference on

Earthquake Engineering, Vancouver, B.C., Canada. 



이성혁 · 정근영 · 정우영

6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1호 (2016년 2월)

[12] S. Parkash, S. Thakkar (2004) Cone boundaries for dynamic problems of 3-d half space, 13th World Conference on Earthquake Engi-

neering, Vancouver, B.C., Canada. 

[13] Korea Railway Network Authority (2012) Railway design guidance and manual, Ballasted Track, KR C-14030.

(Received 21 September 2015; Revised 11 December 2015; Accepted 23 December 2015)

Seonghyeok Lee : shlee@krri.re.kr

High Speed Railroad System Research Center,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76 Cheoldo Bangmulgwan-ro Uiwang, 

Gyeonggi-do, 16105, Korea

Keunyoung Chung : chung.keunyoung@gmail.com

 KY Technnology, 77 Mipyeong-ro, Yeosu, 59629, Korea

Wooyoung Jung : woojung@gwnu.ac.k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7 Jukhun-gil, Gangneung, Gangwon-do, 25457, Korea

부 록

본 논문의 해석에 적용한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A1. 이동하중에 의한 동적해석 순서도

Fig. A.1 Computational scheme for moving force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