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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변형 발생 특성 및 상관성 분석

Characteristic Analysis of Permanent Deformation in Railway Track 

Soil Subgrade Using Cyclic Triaxial Compress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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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노반은 궤도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최적의 회복탄성을 제공하면서 열차가 생성하는 동적하중을 궤도하부구조로 분산, 전달하

는 부분으로서 궤도의 파손, 틀림 등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철도노반은 일반적으로 자연

Abstract The role of a track subgrade is to provide bearing capacity and distribute load transferred to lower founda-

tion soils. Track subgrade soils are usually compacted by heavy mechanical machines in the field, such that sometimes

they are attributed to progressive residual settlement during the service after construction completion of the railway

track. The progressive residual settlement generated in the upper part of a track subgrade is mostly non-recoverable

plastic deformation, which causes unstable conditions such as track irregularity. Nonetheless, up to now no design code

for allowable residual settlement of subgrade in a railway trackbed has been proposed based on mechanical testing, such

as repetitive triaxial testing. At this time, to check the DOC or stiffness of the soil, field test criteria for compacted track

subgrade are composed of data from RPBT and field compaction testing. However, the field test criteria do not provide

critical design values obtained from mechanical test results that can offer correct information about allowable permanent

deformation. In this study, a test procedure is proposed for permanent deformation of compacted subgrade soil that is

used usually in railway trackbed in the laboratory using repetitive triaxial testing. To develop the test procedure, an FEA

was performed to obtain the shear stress ratio (τ/τf) and the confining stress (σ3) on the top of the subgrade. Compre-

hensive repetitive triaxial tests were performed using the proposed test procedure on several field subgrade soils

obtained in construction sites of railway trackbeds. A permanent deformation model was proposed using the test results

for the railway track. 

Keywords : Soil subgrade, Shear stress ratio, Permanent deformation, Cyclic triaxial compression test

초 록 철도궤도 상부 흙노반은 궤광으로부터 전달된 열차하중을 지지하고 분산하는 기능을 갖는다. 성토체의 일반

적인 흙노반은 흙재료를 다짐하여 조성하며 차량 반복하중에 의해 공용중 잔류침하가 발생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다.

흙노반의 잔류침하는 회복불가능한 영구변형이어서 궤도틀림 등 궤도 안전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흙노반재료에 대한 역학적 시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잔류침하 관리기준이 제시된 바 없다. 반면에 흙노반

의 현장관리 및 판정기준은 강성평가 또는 현장들밀도시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불합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흙

노반이 경험하는 전단응력비(τ/τf)와 구속압(σ3)을 수치해석을 통해 구하고 이를 반영한 실내 흙노반 영구변형시험방법

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철도건설현장 흙노반 재료로 만든 다짐시편에 대하여 반복삼축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향후 잔류침하의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영구변형예측모델 모델계수를 구속압 및

전단응력비 수준별로 제시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흙노반, 전단응력비, 영구변형, 반복삼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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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원지반을 절취하거나, 느슨한 흙재료를 다짐하여 조성한다. 특히, 성토된 흙노반은 열차주행에 의해 공용중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토된 흙노반에서의 침하발생은 반복재하에 의한 탄성침하, 소성변형 및 압밀침하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중 차량반복재하에

의한 소성변형은 역학적으로는 흙재료의 점진적인 체적변형(progressive volume change)과 점진적인 전단변형(progressive shear

strain)으로 대부분 생성된다. 흙노반은 궤도구조물의 기초역할을 하며, 강화노반의 직하부에 위치하여 궤도하부구조의 안정적인

기초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열차하중은 침목하부 깊이 5.0m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때 성토체내 발생

하는 응력이 흙노반까지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노반과 같은 흙재료에 가하여지는 응력 수준이 재료의 전단강도보다 작더라도

계속적인 반복재하에 노출될 경우 소성변형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1,2]. 실제 철도차량

의 동적 반복하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궤도 흙노반은 현장 공사시 적정 다짐기준을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잔류침하가

발생한다.

현재 국내 철도설계지침[3]에 따르면 신설 철도궤도 흙노반 시공시 토공구간에서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성토고의 높이, 허용

잔류침하량 및 연약지반 판정기준 등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허용 잔류침하량은 총 30mm 이내로 노반 인수인계 후 열차

하중에 의한 침하량 5mm, 원지반 침하량과 성토체 침하량 및 궤도구조에서의 침하량 25mm로 유지보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2 연구동향

일반적으로 궤도하부구조에 발생한 영구변형량을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영구변형량의 예측은 윤

하중을 포함한 교통조건, 재료의 특성, 응력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

하며 수립된 예측모델의 정확성 및 신뢰도 또한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궤도하부구조를 구성하는 노반의 영구변형이 침하에 의

한 궤도틀림을 유발할 수 있어 영구변형 예측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영구변형 예측모델은 흙재료와 같

은 입상재료의 영구변형 발생특성을 비교적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Power 모델[4]이며 Power 모델

은 흙노반재료와 같은 입상재료의 영구 변형 발생 특성을 쉽게 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다. 즉, 초기반복재하

시에 급격히 영구변형이 발생하고 이후 안정된 영구변형증가율(증가속도)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Power 모델에서는 영구변형

률(εp)과 반복재하회수(N)와의 관계를 식 (1)과 같이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다.

(1)

여기서, εp =영구변형률, N =재하회수, A, b =회귀분석으로부터 구하는 모델계수

모델계수 A, b는 응력수준, 밀도, 흙의 종류 등 재료의 공학적, 물리적 특성 및 온도, 함수비 등 재하시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

침하 등 궤도하부구조의 정확한 공용성 평가를 위해서는 궤도 하부층인 흙노반층에서의 영구변형 예측이 필요하다. 기존에

개발된 영구변형 예측모델은 반복삼축시험 등 실내시험에 의한 실험모델, 현장 실주행시험 등에 입각한 경험적 모델, 실대형 모

형차량 가속시험에 의한 역학-경험적 모델 및 이론 모델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영구변형 예측모델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입상재료에 대한 초기 영구변형모델은 대부분 영구변형-재하회수(N) 관계를 normal-log 또는 log-log 스케일(scale)로 설

정했었으나 실측결과 재하회수가 크게 증가하면 영구변형 증가율은 급속히 증가하는 초기 1단계(primary)와 증가율이 점차 감

소하여 일정해지는 2단계(secondary)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Wolff and Visser[5], El-Mitiny[6] 및 Khedr[7]

εp A N
b

⋅=

Table 1. Permanent deformation prediction model[5].

Reference Model Parameters

Monismith et al. (1975)

εp : Permanent deformation strain

 N : Repeated cycle number

 A, a, b, c : Model factor

β, ε, ρ : Material constant

Barksdale (1977)

El-Mitiny (1980)

Tseng and Lytton (1989)

Wolff and Visser (1994)

εp A N
b

⋅=

εp a b Nlog⋅+=

εp

N
----- aN

b–
=

εa εoe
p N⁄( )

β
–

=

εp aN b+( ) 1 e
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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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시한 모델은 log-log 모델의 이와 같은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 개발된 대부분의 영구변형 예측모델의 경우 재하회수(N)는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영구변형에 미치는 또

다른 주요한 영향요소인 응력수준은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응력수준 또는 응력상태를 고려한

shakedown개념에 기초한 영구변형 예측모델로는 Table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Lekarp and Dawson[8] 및 Korkiala-Tanttu[9] 등

이 제시한 모델이 있다.

궤도 침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도상궤도의 경우 도상자갈 침하와 흙노반의 침하를 고려하여야 하며 슬래브궤도의 경우

강화노반과 흙노반의 침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슬래브 궤도의 경우에는 슬래브가 열차하중의 상당부분을 감당하

게 됨으로 하부 흙노반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가 크게 감소할 수 있지만 응력의 크기가 작더라도 반복재하에 따른 하부 흙노

반의 침하발생을 유도할 경우 궤도슬래브의 휨변형과 표면균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슬래브 궤도에서 궤도하부 흙노

반의 소성침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상자갈 또한 입상형재료로서 반복재하시 영구변형이 발생하며 영구변형 모델은 원주형 시편에 대한 삼축시험 또는 박스형

삼축시험(boxlike triaxial test)결과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제시된 바 있다[10]. 

(2)

여기서, ε1 =재하회수 1회 직후 발생된 영구변형률, C =재료상수(0.2~0.4)

ORE[11]에서는 실내 및 현장궤도재하시험 결과로부터 아래 식과 같은 도상침하 예측식을 제시한 바 있다.

(3)

여기서, εN =반복재하회수(N) 직후 발생된 영구변형률, n=시편의 초기 공극률, (σ1−σ2) =축차응력, N =반복재하회수

식 (2), (3)에서 제시된 도상자갈층 영구변형 예측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영구변형추가발생분(dε/dN)은 반복재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 첫 재하시(N=1) 상당한 크기의 영구변형이 발생한다. 첫 재하 이후 발생하는 영구변형은 식 (2)에서 C = 0.2로 하여 산정

된 첫 재하시의 발생 영구변형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 영구변형은 초기 다짐조건에 크게 영향 받으며 다짐상태는 공극비로 표현할 수 있다.

 - 영구변형은 축차응력(σd=σ1−σ3)의 제곱에 비례한다.

 - 과거 경험했던 최대치 이상으로 축차응력을 증가시킬 경우 동일 구속압상태에서 계속적인 영구변형이 발생한다. 

영구변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2,12,15])에서는 통과톤수 증가에 따른 누적손상 개념에 기초하여 전 궤도구조체의 영구변형

량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지적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흙노반을 포함한 하부구조 및 구성 층재료의 영구변형 특성이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흙노반 층 재료는 하중조건과 재료의 강성뿐만 아니라 재료의 전단강도(τf)에 대한 발생 전단응력의

비(τ/τf)에 따라 영구변형의 발생 형태가 크게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흙노반재료에 대해서 전단응력비(τ/τf : 흙재료의

전단강도에 대한 전단응력의 비)를 고려하는 이유는 흙노반재료가 Mohr-Coulomb 파괴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열차차량

의 운행에 따라 일정깊이의 흙노반에서 전단응력 발생시 전단강도의 상대적인 크기비율인 전단응력비 대소에 따라 전단에 의

한 변형이 흙노반에 집중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단응력비 개념을 본 연구에 도입하였다. 다음 식

εN ε
1

1 C Nlog⋅+( )=

εN 0.082 100n 38.2–( ) σ
1

σ
3

–( )
2

1 0.2 Nlog+( )=

Table 2. Shakedown model[8,9].

Reference Model Parameters

Lekarp and Dawson

(1988)

εp(Nref) : Permanent deformation strain at Nref (>100)

L : Stress path distance

p : Average principal stress

q : Deviator stress

po : Reference stress

a, b : Material constant

Korkiala-Tanttu

(2008)

εp : Permanent deformation strain

C : Material constant

R : Fracture stress ratio(q/qf)

εp Nref( ) L Po⁄( )⁄ a
q

p
---
⎝ ⎠
⎛ ⎞

max

b

=

εp C N
b R

1 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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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식 (5)는 내부마찰각 φ 및 점착력 c 즉, 전단강도와의 관계로부터 유도되는 전단응력비 관련식[13]을 나타낸 것이며, Fig.

1은 전단응력비를 결정하기 위해 채택된 전단강도와 전단응력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4)

(5)

궤도하부구조의 장기적인 공용성을 나타내는 영구변형(Permanent Deformation)은, 회복되지 않는 변형으로서 궤도하부재료의

누적변형에 의해 궤도의 처짐 형태로 나타나므로 설계단계에서 뿐 아니라 유지보수 및 비용측면에서도 장기적인 변형예측은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궤도하부 구성재료에 대한 영구변형 시험과 시험결과에 근거한 거동예측모델 수립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하며 강화노반과 유사한 쇄석보조기층에 대한 반복재하시험 및 해석에 대한 연구[14] 및 실대형장비를 이용한

궤도상부에 대한 직접 가력시험 등 [15]을 제외하고 흙노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흙노반의 영구

변형 특성 규명 및 영구변형모델수립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철도궤도 상부 흙노반으로

사용되는 흙재료에 대하여 구속압, 응력조건 및 반복재하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내 반복삼축시험을 통해 영구변형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궤도 하부구조가 경험하는 전단응력수준 결정

2.3 궤도 하부구조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궤도 하부구조의 전단응력비 및 구속압 결정을 위하여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전단응력비의 경우 비

교적 단순해석을 위하여 PLAXIS 프로그램을 이용, 침목 상단에 하중을 가하여 발생하는 수직 깊이에 따른 분포를 분석하였으

며, 구속압의 경우 자연상태의 궤도(상·하부노반, 강화노반, 자갈도상, 침목, 레일)를 자세히 모사한 후 지중응력에 따른 분포를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ABAQUS)를 사용하였다. 먼저 임의 윤하중, 전단강도 정

수(c, φ) 및 강화노반의 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궤도하부구조에서의 전단응력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PLAXIS 프로그램을 이

용,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상 차륜하중을 적용하기 위해 설계속도 증가에 따라 동적윤하중의 증가추세를 가장

유사하게 보여주는 Selig[16]에서 제시된 동적 윤하중 산정식 (6)을 이용하였다. 아래 Fig. 2와 같이 세 침목에 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때 중심차륜의 직하부에 침목이 놓이고 일정 이격거리(1,830mm)에 두 차륜하중이 작용하도록 설

정하였다.

(6)

여기서, Pdi :동적 윤하중(=주행하중, kN), Psi :정적 윤하중(kN), V :열차속도(km/h), D :열차 바퀴의 직경(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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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 graph of shear strength-shear stres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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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단면과 각 궤도 구성층에 적용된 탄성계수를 Fig.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때 단면은 하중의 영향범

위를 고려하여 깊이 11.5m(도상 0.3m, 강화노반 0.3m, 상부노반 2.7m, 하부노반 8.2m), 폭 8.0m로 모델링하였다. 탄성계수의

경우 현 국내 설계기준[3] 다짐도 최소관리 기준 값(도상 100MPa, 강화노반 120MPa, 상부노반 80MPa, 하부노반 60MPa)을 적

용하였다. Fig. 4는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망, Fig. 5는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획득된 깊이에 따른 전단응력비의 변화를 정리하

여 도시한 것이다.

강화노반 두께변화가 전단응력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전단강도 정수와 윤하중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

인 되었다. 윤하중이 크게 발생하고 전단강도 정수(c, φ)가 작으면 이는 전단응력비의 증가를 의미하고 노반에 발생할 수 있는

영구변형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흙노반에서의 전단응력비 분포범위는 0.02~0.30이었으나 전단강도의 크

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화노반 전단강도 정수(c, φ)의 크기를 임의로 두 레벨로 차이를 두고 전단응력비의 크기

변화를 강제로 유도하였다(Fig. 1). 이때 흙노반의 전단강도 정수는 시험값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흙노반 상면 위치에서

전단응력비(τ/τf)는 0.3, 흙노반 상면으로부터 깊이 1.5m 위치(구속압 15kPa)에서 전단응력비 0.2, 흙노반 상면으로부터 깊이

3.3m 위치(구속압 30kPa)에서 전단응력비 0.02 정도로 파악되어 흙노반 상면 위치의 소정 두께에서만 영구변형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윤하중의 크기, 강화노반 재료의 탄성계수 및 강도정수, 두께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

전단응력비와 더불어 구속압 산정을 위해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국내 대표적인 자갈궤도구조를 모

델링하였다(Fig. 6). 지반내 초기지중응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각 층의 단위중량을 이용하였다. 레일은 빔(beam)요소로 국제철도

연맹 규격인 UIC60과 동일한 단면을 선택, 사용하였으며, 침목과 레일의 연결구조 모델링을 위해 패드(pad)의 스프링(spring)

요소를 이용, 스프링계수 40kN/mm를 적용하였다. 침목 및 각 노반은 솔리드(solid)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물성치는

Table 3과 같다. 해석 결과, 흙노반 상면에서 4.87kPa, 흙노반 상면으로부터 깊이 1.5m에서 13.56kPa, 흙노반 상면으로부터

3.3m 깊이에서 25.82kPa의 구속압이 계산되었다.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영구변형시험에 적용할 최종 구속압은 흙노반 상면에

서 7.5kPa, 흙노반 상면으로부터 깊이 1.5m에서 15kPa, 흙노반 상면으로부터 3.3m 깊이에서 30kPa으로 결정하였다. 

Fig. 2. Loading condition in PLAXIS FEA analysis.

Fig. 3. Material properties for each

layer.

Fig. 4. Finite element modeling for calculation of shear

stress ratio.

Fig. 5. Obtained shear stress ratio

with different strength para-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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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변형 특성시험

2.1 기본 물성시험 및 시편 제작

반복삼축시험에 의한 영구변형시험용 시편제작에 사용할 흙노반 재료를 사용하여 기본 물성시험을 실시하였다. 기본물성시험

결과 흙재료는 통일분류법상 비소성(non-plastic; NP)의 SM, 최대건조다짐밀도(γd-max)는 최적함수비(OMC=8.9%)에서 20.82 kN/

m3이었다.

시험에 사용된 흙노반 재료는 화강풍화토로서 특성상 적정 함수조건에서 다짐을 실시할 경우 매우 큰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

다. 반복삼축시험장비를 활용한 영구변형시험에 사용할 시편(직경(D)=5cm, 높이(H)=10cm) 제작을 위하여 시편크기의 몰드에

봉다짐을 실시하였으며 최대건조다짐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였다. 따라서, 시편의 다짐도는, 최대건조단위중량(γd-max)

으로부터 몰드의 부피(V)를 고려, 해당 무게만큼의 흙시료를 몰드에 다져 넣는 방식으로 확보하였다. 이때 흙시료는 최적함수비

조건으로 조성하였다.

2.2 정삼축압축시험 및 전단응력비

전단응력비(τ/τf)를 고려한 영구변형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험대상 재료의 전단강도정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삼

축압축시험시 다짐시편의 Mohr-Coulomb 파괴기준을 고려하여 시편의 파괴면상에 발생하는 임의 응력조합에서의 전단응력은

전단강도(τf)의 일정비(τ/τf)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단응력비가 흙노반과 같은 입상재료의 영구변형을 제어한다고

볼 수 있다[12]. 따라서 동일조합의 응력수준에서 전단강도정수인 마찰각(φ)이 줄어들면 전단응력비가 증가되어 동일 반복재하

를 받더라도 더 큰 영구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열차하중에 의한 재하중으로 인해 흙노반 임의 위치에서 전단응력이 증

가하여 전단응력비가 1.0에 근접하는 값이 될수록 파괴에 이를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훨씬 큰 영구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구변형시험을 위한 반복삼축시험에 앞서 시험대상 다져진 흙노반재료에 대한 정삼축압축시험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를 통

해 결정된 점착력(c)은 27.59kPa, 내부마찰각(φ)은 35.36o로 측정되었다. 시험을 위한 전단응력비는 파괴(τ/τf = 1.0)에 미치지 않

는 세 가지 단계(0.3, 0.5, 0.7)로 선택하였으며 이를 조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2.3 응력조건 및 반복하중 재하방법

궤도 하부구조층의 영구변형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인자는 응력수준과 반복재하회수이다.

각 구속압 단계별 시험시편에 가하는 축차응력의 경우 Mohr-Coulomb 파괴규준(Mohr-Coulomb failure envelope)과 내부마찰

각 φ 및 점착력 c와의 관계로부터 유도되는 전단응력비 관련식(식 (4)와 식 (5))에 의거하여 Table 4와 같이 구성하였다. 각 구

속압 단계(7.5, 15, 30kPa)에서 전단응력비 0.3, 0.5, 0.7에 해당하는 축차응력을 계산하여 이를 50,000회의 반복하중을 가한 후

동일한 공시체에 다시 한 번 전단응력비 0.5 및 0.7의 순서로 증가된 응력조건으로 50,000회 추가 반복하중을 가하여 총

100,000회의 반복하중을 가하는 순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축차응력을 시편에 반복재하하기 위하여 열차의 통과시 발생하는 재하빈도를 고려하여 하중주파수 5Hz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0.02초의 하중재하(load period)와 0.18초의 휴지기(rest period)가 반복되도록 하였으며, 하중은 반정형파(haversine)의 형

Fig. 6. Finite element modeling for railway structure to

obtain confining stress.

Table 3. Material properties for modeling.

Type
Modulus

(MPa)

Thickness

(cm)

Density

(t/m3)

Rail 210,000 - 7.85 0.167

Sleeper 30,000 20 2.8 0.17

Ballast 100 30 2 0.2

Reinforce bed 120 40 2.27 0.2

Soil ground 80 500 2.2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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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시편에 가하였다(Fig. 7). 선형변위계(LVDT)를 이용하여 수직변형량을 측정하고 이를 변형률로 환산하였다(Fig. 8). 데이

터 수집빈도(sampling rate)는 1cycle당 200회로 충분히 변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험 결과

3.1 영구변형 시험결과의 분석

다져진 흙노반 시편에 대한 반복재하시험으로부터 영구변형 발생특성 파악이 가능하다. 각 구속응력 수준과 전단응력비별로

결정된 축차응력을 소정의 반복재하회수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하여 수직변형률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Fig. 9는 구속

압 7.5, 15, 30kPa에서 전단응력비 수준별로 반복재하기 진행됨에 따라 수집된 수직변형률을 도시한 것이다.

3.2 영구변형 모델계수 산정

Monismith[4]에 의해 제안된 Power 모델은 입상재료의 영구 변형률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다. 초기

반복재하회수에서 영구 변형률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반복재하회수가 증가하면서 영구 변형률 증가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델계수 A는 축차응력, 함수비, 밀도, 흙의 종류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모델계

수 b는 응력조건과 다짐밀도에 대해서는 상관성이 없고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반복삼축시험에서 획득한 변형데이터를 이용하여 Power model 모델계수 A, b를 회귀분석을 통해 획득하였다(Table 5). 따

라서 구속응력별, 전단응력비 별로 해당 전단응력수준에 해당하는 모델계수와 회귀분석 결정계수 R2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

동일 구속압에서 전단응력비(τ/τf)가 증가할수록 모델계수 A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모델계수 b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Table 4. Applied Stress and shear stress ratio with number of load repetitions.

Confining stress

(σ3, kPa)

Loading stress combination

Number of load repetition (N)Shear stress ratio

(τ/τf)

Deviatoric stress

(σd, kPa)

7.5

0.3/0.7 27.2/76 50,000 total 100,000

0.5/0.7 49.4/76 50,000 total 100,000

0.7/0.7 76 100,000

15

0.3/0.7 31.6/88.3 50,000 total 100,000

0.5/0.7 57.4/88.3 50,000 total 100,000

0.7/0.7 88.3 100,000

30

0.3/0.7 40.4/112.9 50,000 total 100,000

0.5/0.7 73.4/112.9 50,000 total 100,000

0.7/0.7 112.9 100,000

Fig. 7. Haversine loading cycles with rest period. Fig. 8. Strain-elapsed time relationship due to repeated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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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ermanent strain generation due to increase of the number of load repetitions.

Table 5. Power model parameters obtained from repeated triaxial testing.

Test condition Value of power model parameter
R2

Confining pressure Number of load repetition Shear stress ratio A b

7.5kPa
50,000

0.3/0.7
0.3 0.010 0.316 0.908 

0.7 0.154 0.114 0.978 

0.5/0.7
0.5 0.133 0.125 0.856 

0.7 0.133 0.125 0.856 

100,000 0.7 0.7 0.473 0.064 0.831 

15kPa
50,000

0.3/0.7
0.3 0.004 0.389 0.978 

0.7 0.119 0.120 0.933 

0.5/0.7
0.5 0.050 0.197 0.921 

0.7 0.278 0.061 0.940 

100,000 0.7 0.7 0.317 0.081 0.840 

30kPa
50,000

0.3/0.7
0.3 0.003 0.410 0.907 

0.7 0.096 0.121 0.941 

0.5/0.7
0.5 0.035 0.219 0.963 

0.7 0.315 0.030 0.873 

100,000 0.7 0.7 0.408 0.052 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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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단응력비가 클수록 재하초기에 영구변형이 상당량 발생하고 이후 영구변형률의 증가율이 감소하며, 전단응력비가 작을

경우에는 영구변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에 정리된 모델계수를 이용하여 반복재하회수

증가에 따른 예측 영구변형률을 실측 값과 비교하여 Fig. 10~Fig. 15에 비교, 도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반복재하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영구변형률이 증가하고, 구속압이 증가하면 동일 반복재하회수에서

영구변형률이 감소(구속압이 감소하면 영구변형률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복재하회수 N = 50,000회

Fig. 10. Comparison of predicted and test results of permanent deformation (confining stress: 7.5kPa).

Fig. 11. Comparison of predicted and test results of permanent deformation (confining stress: 15kPa).

Fig. 12. Comparison of predicted and test results of permanent deformation (confining stress: 30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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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N = 100,000회에서 발생한 영구변형률은 전단응력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궤도 하부구조의 흙노반 위치에

서 구속압(σ3)과 전단응력비(τ/τf)의 조합을 고려하고 흙노반에 대한 재하중 영향두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성토체에 발생하는

잔류침하량을 계산할 수 있다.

향후 다수의 추가 시험을 실시, 일정 전단응력비로 선재하(pre-loading) 된 후 전단응력비를 증가시킨 경우를 포함하여 영구

변형 예측모델 수립을 위한 알고리즘의 도입 및 SPSS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델 결정과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Fig. 13. Comparison of predicted and test results of permanent deformation (shear stress ratio: 0.3/0.7).

Fig. 14. Comparison of predicted and test results of permanent deformation (shear stress ratio: 0.5/0.7).

Fig. 15. Comparison of predicted and test results of permanent deformation (shear stress ratio: 0.7, N: 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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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철도차량의 반복재하에 의해 공용중 잔류침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궤도 상부 흙노반의 영구변형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단응력비 개념에 기초하여 역학적 반복삼축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궤도 하부 흙노반이 경험하는 전

단응력비(τ/τf)와 구속압(σ3)을 수치해석을 통해 구하고 이를 반영한 실내 흙노반 영구변형시험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철도건설현장 흙노반 재료로 만든 다짐시편에 대하여 반복삼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기본

영구변형예측모델 모델계수를 구속압 및 전단응력비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델계수는 향후 추가 현장 노반침하데이터

와의 비교 검증을 통하여 흙노반의 잔류침하 추정 및 보다 개선된 영구변형예측모델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단응력비 개념에 기초한 반복삼축시험 축차응력 수준 결정을 위하여 철도궤도 상부 흙노반 재료에 대해 정적삼축압축시험

을 실시하였다. 현장부설용 흙노반재료를 이용하여 다짐시편을 제작하고 응력조건(구속압, 축차응력), 전단강도특성 및 반복재

하회수 등을 고려한 실내 반복삼축시험을 실시하여 영구변형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구하였다.

(1) 반복재하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영구변형이 증가하고, 구속압이 증가하면 동일 반복재하회수에서 영구변형

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복재하회수 N = 50,000회 또는 N = 100,000회에서 발생한 영구변형은 전단응력

비의 영향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2) 영구변형시험결과로부터 각 전단응력비 및 구속압 조합별로 Power 모델 수립에 필요한 모델계수 A 및 b를 획득하였다.

이를 회귀분석하여 모델계수와 회귀분석 결정계수 R2을 비교, 평가한 결과, 동일 구속압에서 전단응력비가 증가할수록 모델계

수 A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델계수 b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단응력비가 클수록 재하초기에 집중적인 영

구변형이 발생하고 이후 영구변형의 증가율이 감소하나 전단응력비가 작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게 됨

을 의미한다.

(3)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PLAXIS)을 이용하여 궤도하부구조에서의 전단응력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단강도정수와 윤하중

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흙노반 전단강도정수를 시험값 그대로 유지한 채 강화노반 전단강도 정수의 크기

를 달리하면서 전단응력비의 크기변화를 유도한 결과, 흙노반 상면 위치에서 전단응력비(τ/τf)는 0.3, 흙노반 상면으로부터 깊이

1.5m 위치에서 0.2, 흙노반 상면으로부터 깊이 3.3m 위치에서 0.02 정도로 파악되어 흙노반 상부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영구변

형이 발생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추후 윤하중의 크기, 강화노반 재료의 탄성계수, 강도정수 및 두께 등에 의한 영향을 보다 면

밀히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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