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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자갈도상의 동적 거동 분석을 위한 해석기법을 다룬다. 자갈도상의 동적 해석기

법으로는 등가재료물성을 적용한 쉘 또는 솔리드 요소를 적용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근사하게 접

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갈도상은 불규칙한 형상 및 크기를 갖는 자갈입자로 구

성되어있기 때문에 도상에 동적 하중이 작용할 때 접촉하는 자갈 간의 상호작용이 국부적인 거동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도상의 전체적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거동 특성은 일반

적인 유한요소해석기술로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자갈 입자의 독립

적 거동 및 접촉하는 자갈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개별요소법을 활용한 자갈도상의 

시간 영역 동적해석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요어 : 자갈도상, 자갈, 개별요소법, 접촉모델, 동적해석

1. 서 론

기본적으로 자갈 도상의 자갈층은 강체에 

가까운 독립적인 거동을 보이는 불규칙한 형

상 및 크기를 갖는 자갈입자로 구성된다. 즉 

자갈층을 구성하는 모든 자갈은 사실상 모두 

각기 다른 크기와 형상, 표면특성을 갖기 때

문에 복잡한 국부적 거동 양상이 나타난다. 

자갈층의 정동적 거동 분석을 위한 수치적 

기법으로는 자갈층을 쉘 또는 솔리드 요소로 

모사하고 여기에 자갈층의 등가 지반물성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근사적으로 접근이 가능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요소의 변형이 

매우 작은 것으로 가정하는 유한요소해석기

술로는 자갈층의 변형이 크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궤도에서 일탈한 

차량과의 충돌 등과 같이 국부적 또는 전체

적인 변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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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해석기반의 해석은 적용에 한계가 따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별요소법 

(Discrete Element Method, DEM)을 통한 자

갈층의 모사기법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프로그램인 Simulia V6.17을 통해 개별

요소법을 통한 자갈층의 모사 및 물체-자갈

층 충돌해석에의 적용성을 수치적으로 분석

하였다.

2. 본 론

2.1 DEM 해석기법 

DEM해석은 입자 하나 하나를 객체로 모델링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DEM 해

석기법에서 개별 입자는 특정한 크기를 갖는 

구체 (sphere) 형태의 강체 (rigid body)로 

모델링하고, 각 입자 간 접촉조건 및 마찰조

건을 부여하여 매 증분해석단계마다 입자 간

의 접촉 및 충돌을 검토, 접촉 및 충돌하중

을 산정하고, 뉴튼 제 2법칙을 통해 각 입자

의 운동을 계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시간

영역 동적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Mahmoud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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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General procedure for DEM based 

time-domain dynamic analysis

Fig. 2 Applied contact model for the approach 

(Hertz-Mindlin model)

2.2 자갈 형상 모사법

자갈 형상의 모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 

단일 구체를 이용한 자갈 형상 모사 및 B. 

두 개 이상의 구체의 강결을 통한 자갈형상 

고려방법을 고안하여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Fig. 3 Generated ballast for the numerical approach

2.3 자갈층-물체 충돌해석

자갈층과 물체 간 충돌해석을 통해 DEM해석 

기반 자갈층 동적해석기술의 적용성을 분석

하였다. 본 해석을 위해 길이 및 폭이 2,000 

mm이고 깊이가 330 mm인 자갈층에 직경 920 

mm, 폭 140mm의 차륜이 평균 0.85 m 높이에

서 자유낙하 시 자갈층과 차륜 간 충돌 후 

동적 거동을 해석하였다. 자갈층 형성을 위

한 입자 침하해석은 2.0초 동안 수행되었고, 

차륜의 자유낙하해석은 1.5초 동안 수행되었

다. 해석은 DEM 기반의 Explicit dynamic 해

석으로 진행되었다.

Fig. 4 Ballast-wheel collision analysis based on the 

DEM methodology

해석 결과 단일 구체를 이용한 자갈입자 모

사 시 각 입자는 점접촉 상태이므로 자갈 간 

상호작용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것

으로 확인하였고, 두 개 이상 구체 강결을 통

한 자갈층 모사방법은 자갈 입자 간 마찰 및 

결속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자갈 간 접촉 시 상호작용 

및 외부 충격 작용 시 대변위 거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갈도상의 

시간영역 동적해석기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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