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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궤도에서 발생하는 손상현상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중 열차의 반복적인 재하에 의한 노반의 점진적인 침하인 영구변형을 주요 원인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흙노반 재료가 반복적인 차량 하중 재하에 의해 받게 되는 변형특성의 

정밀한 모사가 필요하며, 응력 크기 및 변형률 수준에 따른 흙노반의 정확한 거동해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흙노반 재료의 영구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고려한 영구변형 

특성시험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해 대표적인 흙노반재료에 대한 영구변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설정한 주요인자들이 영구변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상부노반, 영구변형, 반복삼축압축시험, 변형특성

1. 서 론

철도 궤도는 연약한 원지반의 침하, 다져진 

성토체의 소성변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잔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흙노반 재료가 반복적인 차량하중에 의해 받

게 되는 변형특성의 정밀한 모사를 위하여 

흙노반 재료의 영구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인자인 구속압, 전단응력비 및 반복재하

회수 등을 고려한 영구변형시험을 실시하였

으며 이를 통해 영구변형량 예측이 가능한 

예측모델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2. 본 론

2.1 영구변형 발생특성 시험 절차

2.1.1 기본 물성시험 및 시험시편 제작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 철도노반 신설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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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 A공구에서 채취한 흙재료에 대하여 

기본물성시험을 실시하였다. 통일분류법상 

비소성(non-plastic)의 SP흙으로 분류되었다. 

영구변형시험을 위해 흙입자의 최대입경은 

19mm로 결정하였으며 최적함수비(OMC)에서 

다짐도 95% 이상으로 다졌다.

2.1.2 전단강도, 전단응력비 및 구속응력

다짐시료의 강도정수는 c = 37kPa,  = 

36.47o로 확인되었다. 시험을 위한 전단 응력

비는 파괴(τ/τf=1.0)에 미치지 않는 세 가

지 단계(0.3, 0.5, 0.7)로 선택, 영구변형시

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을 위한 구속응력(σ3) 

수준은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 결정하였다. 흙노반 상면에서 7.5kPa, 

흙노반 상면으로부터 깊이 1.5m에서 15kPa, 

깊이 3.3m에서 30kPa로 구속응력 수준을 결

정하였다.

2.1.3 응력조건 및 반복하중 재하방법

구속압 단계별 시험시편에 가하는 축차응력

2017 년도 한국철도학회 추계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7A041



(σd)의 경우 전단응력비 관련식[1]을 이용하

여 결정하였다. 각 구속압 단계(7.5, 15, 

30kPa)에서 전단응력비 0.3, 0.5, 0.7에 해

당하는 축차응력을 계산하여 50,000회의 반

복하중을 시편에 가한 후 동일 공시체에 전

단응력비 0.5 및 0.7의 순서로 증가된 응력

조건에 따라 50,000회 추가 반복하중을 가하

여 총 100,000회의 반복하중을 가하는 순으

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재하빈도 5Hz의 

정현하중(sinewave)을 시편에 재하하였다. 

데이터 수집빈도는 1cycle당 200개로 하여  

충분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영구변형 발생특성 시험 결과 및 분석

2.2.1 영구변형 시험결과

다음 Fig. 1은 영구변형시험에 의해 발생한 

수직변형률을 반복재하회수와 전단응력비 수

준에 따라 정리, 도시한 것이다. 반복재하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응력비가 커지거나 

구속압이 작아질 경우 수직 영구변형률이 크

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때 영

구변형률의 발생 경향은 비선형으로 증가하

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전단응력비가 큰

( =0.7) 경우 반복재하 초기에 영구변형률

이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며, 반복재

하회수가 증가할수록 꾸준히 영구변형이 증

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Fig. 1 Permanent strain generation due to increase of 
the number of load repetition

2.2.2 영구변형 모델계수 산정

모델계수 산정을 위해 영구변형시험에 사용

된 시험변수(구속응력, 전단응력비 등)를 이

용,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모델에 필요한 모

델계수를 결정하였다. 영구변형 예측모델은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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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영구변형률, 


는 전단응력비, 

N은 반복재하회수, 는 회복탄성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영구변형 예측모델은 소

성침하 예측을 위해 사용 가능한 영구변형 

예측모델로서 철도궤도 흙노반 설계단계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흙노반에 대한 영구변형시험 결과를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구하였다.

(1) 반복재하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응

력비가 커지고 구속압이 작아질 경우 수직 

영구변형률이 비선형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반복재하회수가 증가할수록 꾸준히 영구변형

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2) 영구변형시험결과로부터 식(1)과 같이 

흙노반 재료의 영구변형 예측모델을 제시하

였다.

(3) 추후 다양한 흙에 대해 이러한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영구변형 예측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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