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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inforced-Roadbed materials are usually composed of crushed stones. Repeated load application can induce 

deformation in the reinforced-roadbed layer so that it causes irregularity of track.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prediction model of elastic modulus based on stress-strain relation under repeatitive load in order to 

investigate behavior of reinforced roadbed. The prediction model of elastic modulus of the material can be 

obtained from repeated triaxial test. However, a proper size of the sample for the test must be used. In this 

study, a large repeatitive triaxial test apparatus with the sample size of diameter of 30 cm and height of 

60cm was adapted for performing test of the crushed stone reinforced-roadbed considering large particle size 

to get resilient modulus Mr. The obtained resilient modulus was compared to shear modulus obtained from 

mid size resonant column test. The sample size effect is somewhat large enough so that it is required to 

design a scale factor based on similarity law in order to use smaller samples for getting elastic modulus of 

the crushed stone reinforced-roadbed material. A scale factor could be obtained from this study.

1. 서 론

궤도하부층을 구성하는 강화노반은 통상 일정 입도분포의 쇄석재료로 구성된다. 이러한 강화노반은 반

복 인 차량하 에 의해 수직침하 등의 변형이 발생하여 궤도틀림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반복

하 을 받는 재료의 응력 - 변형률 계에 입각한 탄성계수 측모델은 궤도 하부구조의 정 한 거동분석

을 해 매우 요하다. 이러한 탄성계수 측모델은 통상 반복삼축시험에 의해 구 되며 시험시 재료의 

입경 비 정 규모의 샘 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샘 크기와 입경의 차이에 따른 

탄성계수의 차이를 서로 다른 두 시험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 다. 시험을 통해 시험샘 의 크기효과 

 입도분포, 입경 등의 차이가 실제 시험으로부터 취득되는 탄성계수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2. 쇄석 강화노반재료의 탄성계수 획득

2.1 회복탄성계수(ER)의 정의

 강화노반  노반은 열차 주행에 의해 윤하 을 반복 으로 받는다. 열차의 지속 인 반복하 에 

의해 강화노반  노반 내부에는 다양한 응력변화와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하 이 

지속 으로 작용하게 되면 탄성변형과 회복변형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하 재하횟수의 증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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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변형이 되면서 재료가 안정화 되는 변형률 경화(strain-hardening)가 일어난다. 하 재하 횟수가 

충분히 증가하면 그림 1과 같이 소성변형보다 회복변형이 지배 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의 응력-변형

률 곡선의 기울기를 회복탄성계수(ER)라 정의하며 식(1)과 같이 반복축차응력(σd)에 한 회복변형율(εr)

의 비로 표시된다.

 




                                        (1)

여기서, σd : 반복축차응력(deviatoric stress)이며, εr : 회복변형률(recoverable strain)이다.

그림 1. 반복재하에 따른 강화노반재료의 

응력-변형률 계 

2.2 기본물성시험

 시험시료는 국내의 표 인 석산에서 생산 인 강화노반 쇄석재료 두 종류를 선택하 다. 표 1 ~ 

표 3은 각 재료에 한 기본 물성 시험 결과이다. 

표 1. 시료의 입도분석시험 결과

구  분 기초물성

입도 시험 결과

D10 0.2

D30 1.35

D60 10

곡률계수(Cc) 

(D30)2/(D60)(D10)
0.91

균등계수(Cu) 

D60/D10
50

#200 통과율 4

#4 통과율 47.5

흙 분류 통일분류 GW

표 2 각 시료별 다짐시험 결과

구  분 A 지역 B 지역

다짐시험결과
최적함수량(%) 4.3 5.9

최대건조단위중량(t/m
3
) 2.4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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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시료별 비   흡수율 결과

구  분 A 지역 B 지역

비   중(Gs) 2.769 2.757

흡 수 율(%) 0.87 0.341

소성지수(PI, %) NP NP

2.3 형 공진주시험  형 반복삼축압축시험

쇄석 강화노반재료의 동 특성 단탄성계수(G)를 평가하기 하여 직경 D = 10cm, 길이 L = 20cm

의 시편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유단-고정단 방식의 Stokoe형식의 형 공진주 시험기와 구동시스템  구

동 로그램을 제작, 사용하 다. 시험장치의 캘리 이션과 질량 성 모멘트(Io)를 구하기 하여 Top 

cap의 지름과 높이가 같고 기둥의 직경(D= 10, 16, 18, 22, 30, 35mm)을 달리하여 알루미늄 시편을 제작

하 으며 동일 재질의 추가질량체 3개를 제작하 다.  

반복삼축압축시험에 앞서 시험 상 강화노반재료에 한 정삼축시험(CD)을 먼  실시하 다. 정삼축

시험은 반복삼축압축시험에 사용된 동일한 형삼축시험기를 사용하여 실시하 으며 삼축시험을 통해 

쇄석재료의 단강도정수(C', φ')를 얻기 함이다. 시험시의 샘 의 직경 D= 30cm, 높이 h=60cm 이었

으며 최  다짐조건을 구 하기 하여 다짐시험(E-다짐)에서 사용한 다짐에 지를 고려하여 시료성형

에 사용되는 다짐에 지와 이에 상응하는 다짐층당 램머의 타격횟수  다짐층수를 산정하 다. 정삼축

시험으로부터 확인된 재료의 단강도 정수는 표 4와 같다.

전단강도 정수 A 지역 B 지역

C' (kPa) 67 46

φ' (°) 45.35 47.68

표 4. 정 삼축시험을 통한 단강도 정수 

획득된 재료의 단강도 정수를 사용하면 재료의 단강도에 해 샘 내 발생하는 단응력비(τ/τ

max)에 근거하여 시편에 작용할 축차응력을 구할 수 있다. 단응력비의 크기에 따라 쇄석재료의 구변

형 발생크기와 발생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응력비의 

크기를 구분하여 반복재하시험을 실시하 으며 이러한 단응력비의 크기구분과 단계별 용이 쇄석재

료의 회복탄성계수 생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형공진주 시험기  형 삼축압축

시험기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카운트

밸런스

LOAD CELL

유압엑추에이터

LVDT

배압

간극수압

측압

측압수유입

공압유입구

맴브레인

맴브레인

결속구 다공질판

그림 2. 형공진주 시험기  형 삼축압축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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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 반복삼축압축시험

 강화노반 재료와 같은 입상재료의 회복탄성계수(ER, Resilient Modulus)에 가장 큰 향을 끼치는 인자

는 구속응력, 축차응력  반복재하횟수이다. 시편은 최 함수비에서 성형하 으며 샘 에 가할 수 있는 

구속응력  축차응력 등 응력조건을 먼  결정하 다. 축차응력은 형 정삼축압축시험에서 구한 단

강도 정수와 미리 설정한 단응력비(τ/τmax)에 근거하여 시편에 작용할 축차응력을 구하 다. 구속응력

과 축차응력의 조합을 결정한 후 반복재하 패턴은 Haversine  형으로서 0.1 의 하 재하와 0.9 의 휴

지기를 하나의 싸이클(cycle)로 하여 각 하 조합별 총 10,000회 씩의 축하 을 반복재하 하 다. 기 

결정된 구속응력에 하여 단응력비 0.3에 해당하는 축차응력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5,000회의 반

복하 을 가한 후 계속하여 단응력비 0.7에 해당하는 축차응력을 5,000회 추가하여 가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 다. 회복탄성계수(ER)시험에 한 응력조건은 도로포장재료의 경우 AASHTO에 의해 제

시(AASHTO  T 307-99)된 바 있으나 강화노반재료에 한 시험조건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까지 제시

된 바 없다. 이에 따라 ER획득을 한 시험 응력조건은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해석으로 얻은 궤도하부구

조의 응력 조건을 고려하여 응력 조합을 결정하 다. 먼  각 해당 응력조합의 단응력비(0.3, 0.5, 0.7)

에 해당하는 축차응력을 계산하고 이를 시험에 용하 다. 시험에 사용된 구속응력  축차응력 등 응

력조합과 이에 소요되는 하 반복횟수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 형 반복삼축압축시험에 의한 구변형 시험조건(A지역 쇄석재료)

구속응력 전단응력비(τf/τmax) 축차응력 σd (kPa) 하중반복횟수

35kPa

 0.3/0.7 86.25/249.96 각 5,000회씩 총 10,000회

 0.5/0.7 159.26/249.96 각 5,000회씩 총 10,000회

 0.7/0.7 249.96 10,000 회

69kPa

 0.3/0.7 124.39/360.49 각 5,000회씩 총 10,000회

 0.5/0.7 229.69/360.49 각 5,000회씩 총 10,000회

 0.7/0.7 360.49 10,000 회

구속응력 전단응력비(τf/τmax) 축차응력 σd (kPa) 하중반복횟수

35kPa

 0.3/0.7 99.91/287.79 각 5,000회씩 총 10,000회

 0.5/0.7 183.99/287.79 각 5,000회씩 총 10,000회

 0.7/0.7 287.79 10,000 회

69kPa

 0.3/0.7 133.48/384.49 각 5,000회씩 총 10,000회

 0.5/0.7 245.81/384.49 각 5,000회씩 총 10,000회

 0.7/0.7 384.49 10,000 회

표 6. 형 반복삼축압축시험에 의한 구변형 시험조건(B지역 쇄석재료)

4. 시험결과의 분석

4.1 형 반복삼축압축시험 결과

 강화노반재료에 한 형반복삼축압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회복탄성계수(ER)를 획득하 다. 그림 3 

~ 그림 6은 형 반복삼축압축 시험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축차응력-축변형률 계그래 로 도시한 것

이다. 회복탄성계수는 축차응력 - 축변형률 그래  상에서 두 번째 재하(loading)  제하(unloading)시의 

기울기 값을 합하여 평균한 값으로서 획득한 회복탄성계수 값은 아래 표 7 ~ 표 8과 같다. 변성암질인 

B지역 강화노반 재료가 화강암질인 A지역 재료에 비해 높은 회복탄성계수값을 보 다. 구속압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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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회복탄성계수는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선행 단응력비(0.3 는 0.5)를 경험한 

재료의 경우 단응력비를 증가(0.7)시켜 반복재하할 경우 선행경험이 없는 반복재하에 비하여 회복탄성

계수가 더 크게 발 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선행압 하 효과(preconsolidation)의 향으로 보인다.

그림 3. 단응력비에 따른 A지역 쇄석재료 응력-변형률 그래  (구속압: 35kPa)

그림 4. 단응력비에 따른 A지역 쇄석재료 응력-변형률 그래  (구속압: 69kPa)

그림 5. 단응력비에 따른 B지역 쇄석재료 축차응력-변형률 그래  (구속압:35kPa)

그림 6. 단응력비에 따른 B지역 쇄석재료 축차응력-변형률 그래  (구속압: 69kPa)

A지역 쇄석재료 

전단응력비 (
max

)

전 5000회 후 5000회 전 5000회 후 5000회 10000회

(0.3) (0.7) (0.5) (0.7) (0.7)

ER(MPa)

(

=35kPa)

167 180 176 154 148

ER(MPa)

(

=69kPa)

178 260 192 296 268

표 7. 단응력비에 따른 회복탄성계수(A지역 쇄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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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 쇄석재료

전단응력비 (
max

)

전 5000회 후 5000회 전 5000회 후 5000회 10000회

(0.3) (0.7) (0.5) (0.7) (0.7)

ER(MPa)

(

=35kPa)

246 297 260 324 260

ER(MPa)

(

=69kPa)

310 410 327 390 331

표 8. 단응력비에 따른 회복탄성계수(B지역 쇄석재료)

4.2 형 공진주시험 결과

 동일 강화노반 재료를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한 후 형 공진주 시험을 실시하여 구속압 변화에 따른 

단탄성계수(G)를 획득하 다. 그림 7 ~ 그림 8은 재료별 구속압 변화에 따른 단탄성계수 감소곡선

을 나타낸 것이다. 쇄석 강화노반 재료의 단탄성계수는 변형률 크기  구속압의 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속압이 증가 할수록 단탄성계수가 동일 단변형률에서 더 크게 발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변형률의 크기가 약 10-3%이상에서 단탄성계수는 비선형 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

그림 7. A지역 쇄석재료의 단탄성계수 

감소곡선 

      
   그림 8. B지역 쇄석재료의 단탄성계수 

감소곡선

4.3 회복탄성계수(ER)와 공진주 시험으로 획득한 탄성계수(E)의 비교

 

 형 반복삼축압축시험에서 구한 축변형률을 무한궤도의 평면변형조건이라는 가정 아래 식 (2)를 이

용하여 단변형률을 획득 하 다. 이를 삼축조건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식(3)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두 

식 사이에는 탄성계수 획득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푸아송비는 0.3 으로 가정하 으며 획득한 단변형

률에 해당하는 단탄성계수를 구하고 식(4)를 이용하여 탄성계수를 유도 하 다. 

 

















 







 


                       식(2)

                                        식(3)

                                      식(4)

표 9 ~ 표 10  그림 9는 의 차를 통하여 환한 공진주 시험의 탄성계수(E)와 형삼축으로부

터 획득된 회복탄성계수(ER)를 비교한 표이다. 공진주 시험으로 획득한 탄성계수(E)값이 회복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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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보다 평균 15%정도 작게 나오는 경향을 보 으며 이러한 탄성계수의 차이는 입경 크기에 의한 

향과 시편크기의 차이에 의한 시험시의 성 항 차이 때문으로 단되며 이러한 크기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시험결과 만을 근거로 단하 을 때 형공진주 시험결과를 

보정하기 한 크기효과 scale factor는 약 1.15 정도인 것으로 단되었다.

A지역 쇄석재료 (35kPa)
전단응력비 ( )

(0.3) (0.5) (0.7)

ER(MPa) E(MPa) 167 143 176 161 148 176

A지역 쇄석재료(69kPa) (0.3) (0.5) (0.7)

ER(MPa) E(MPa) 178 169 192 221 268 267

표 9. 단응력비에 따른 회복탄성계수(A지역 쇄석재료)

B지역 쇄석재료(35kPa)
전단응력비 ( )

(0.3) (0.5) (0.7)

ER(MPa) E(MPa) 246 156 260 187 260 213

B지역 쇄석재료(69kPa) (0.3) (0.5) (0.7)

ER(MPa) E(MPa) 310 239 327 299 331 320

표 10. 단응력비에 따른 회복탄성계수(B지역 쇄석재료)

그림 9 회복탄성계수(ER)과 공진주시험으로 구한 

탄성계수(E)값 비교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경 30cm, 높이 60cm의 형 다짐샘 에 한 반복삼축시험을 수행하여 강화노반재

료의 회복탄성계수(ER)를 획득하 다. 한 형의 공진주시험을 통하여 얻은 단탄성계수(G)의 분포범

와 형 반복삼축시험으로부터 구한 회복탄성계수의 크기를 비교분석하 다. 샘  크기효과는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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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정도여서 상 으로 작은 크기의 샘 을 이용해 강화노반의 탄성계수를 획득하기 해서는 상

사법칙에 입각한 스 일 계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비교시험으로부터 스 일 계수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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