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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대도시 도시교통문제의 해결 및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연계 교통체계 확보 등을 위하여 경량전철사업이 다각도로 추진

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저렴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무가선트램(노면전차)에 대

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2011년 기준 19개 도시에서 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그 연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10년에 제정된 Grenelle I법의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트램이 계획 연장기준 절반가

Abstract Embedded Railway Systems (ERS) will be adapted for wireless trams and will be constructed along city

roadways. An asphalt layer should be overlaid on top of the concrete slab used as the trackbed structure in order to

ensure smoothness and surface levels equal to those of existing road pavement in downtown city areas.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an asphalt layer when used as overlay pavement for an ERS are complicated and the behavior of this

material is not yet well defined and understood. Therefore, in this study, laboratory shear and tensile bond strength tes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bonding behavior of an asphalt layer in a multilayered trackbed section of an ERS.

For the laboratory tests, a waterproof coating material was selected as a bonding material between the asphalt overlay

and a concrete specimen. Valuable design parameters could be obtained based on the tensile and shear bond strength test

result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ability and durability of the overlaid pavements to be constructed along-

side the ERS for wireless trams. In addition, a deformation analysis to assess the tensile strain generated due to truck

axle loads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asphalt layer and the concrete slab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tability and per-

formance of the asphalt layer.

Keywords : Wireless tram, Embedded Rail System, Asphalt pavement, Bond strength, Railway trackbed

초 록 무가선 트램 궤도구조는 도심지 가로망 내에 구축되는 관계로, 포장면 레벨 및 평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도로포장면과 동일하게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형태로 콘크리트 슬래브 상에 포설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거동특

성이 분명하게 파악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무가선 트램용 매립형궤도 기초구조를 구성하는 아스팔트 포장층의 복

합포장단면 내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이질 궤도 구성층재료 사이의 인장부착강도와 전단부착강도 파악을

위한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내부착강도 시험을 위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와 상단 아스팔트 포장층 사이에 사

용할 부착재료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부착방식을 결정하였다. 트램용 매립형궤도 구성층 사이의 인장부착강도와 전단

저항 실내시험결과로부터 공용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설계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복

합단면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층간경계부에서의 인장변형률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무가선트램, 매립형궤도, 아스팔트포장, 부착강도, 궤도구조기초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520-5402, E-mail: yujin@pcu.ac.kr.

© 2016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7782/JKSR.2016.19.2.224



무가선 트램용 매립형궤도 아스팔트 포장층의 부착특성 및 변형발생특성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2호 (2016년 4월) 225

량을 차지하고 있다[1]. 독일 등 대부분 유럽 국가의 경우 Fig. 1과 같이 기존 트램구간에 대한 포장 표면 및 하부구조의 결함,

자동차와의 혼합교통에 따른 소음발생, 트램 궤도의 좁은 중심 거리에 따른 안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도로를 절

개하고 아스팔트 포장으로 마무리된 트램궤도로 재시공,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2,3]. 무가선트램의 포장형식은 기존 도로포장과

동일한 공간을 이용하는 아스팔트포장, 선로를 횡단하여 건물로 진입하는 건널목구간과 도로가 없는 구간에 적용되는 석재블록

포장, 건물과 인접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며 보행시 접근이 용이한 구간에 사용되는 잔디포장으로 구분된다. 

무가선트램은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층 내 부설된 매립형 궤도를 이용, 운행하게 되어 도로교통과 동일교통 공간을 공유함으로

써 건설비용이 기존 지하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국내의 무가선트램 사업은 현재 지자체 별로 추

진되고는 있으나, 실제 설계 및 시공된 사례는 없다.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무가선 트램은 매립형궤도(ERS:

Embedded Rail System) 포장형식의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오송기지내에 Fig. 2와 같이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을 제거한 후

무가선 트램용 아스팔트 포장을 부설하여 시범 운행중에 있다. 따라서 도로주행차량과 트램의 혼합교통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설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차량과 트램이 동일한 도로주행 교통 환경하에 노출됨에 따라 무가선트램의 궤도구성

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층의 설계요건과 시공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제시가 필요하다.

혼합교통에 따른 트램용 궤도상 아스팔트 포장층의 내구성과 역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램용 궤도에 적합

한 아스팔트 포장층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 교통조건을 고려한 혼합물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아스팔트층의 층 설

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와 연관된 기술적 근거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의 적정성은 소음 및 진동의 저감, 차수, 혼합교통에 대한 내구성 및 피로저항성, 영구변형

저항성을 크게 좌우함으로서 최적의 배합설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무가선트램의 운행에 따른 아스팔트포

장층과 매립형 레일 및 충진부, 콘크리트슬래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궤도상 트램의 공용에 따른

주행안정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항목과 시험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설계항목의 개발과 시험체계의 수립에 있어 콘크리트 교면상 포장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기법을 참조하였다. 이는 ERS의 기

초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슬래브와 아스팔트포장표층 사이의 부착강도 문제 및 표층을 통한 침투수 방지 문제, 도로주행차량의

레일종방향 반복교차주행 및 직각교행시 아스팔트+콘크리트슬래브 복합단면에서의 동적반복재하에 따른 포장체 탈리, 소성변

형, 박리, 벌어짐, 반사균열 발생 등의 문제가 교면포장과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립형 궤

Fig. 1. Comparison of German tramway asphalt pavement before and after its construction [2].

Fig. 2. Tramway pavement in the Osong tes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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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합포장단면 상 아스팔트층 거동특성 중, 공용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설계 기본요소로서 매립형궤도의 궤도구성층 사이

의 부착강도와 전단저항성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무가선 트램용 매립형 궤도 아스팔트 포장층의 혼합물 및 두께결정

2.1. 무가선 트램용 아스팔트 혼합물 결정

개발중인 매립형 궤도의 콘크리트 슬래브상 아스팔트 포장층에 적합한 혼합물형식을 먼저 결정하였다. 결정된 혼합물을 이용,

아스팔트 포장층과 콘크리트슬래브 사이의 복합포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탈리, 균열 및 들뜸현상)에 대한 저항성

평가 시험방법을 결정하였다. 저항성 평가시험법은 인장부착강도시험과 전단부착강도시험이며,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KS시

험규정((KS F 4931) 및 (KS F 4932))[4,5]를 채택하였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은 잘 알려진 편이며 집적된 설계 및 시공경험 또한 상당하다. 새 아스팔트 혼합물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상, 비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학적 특성 산출과 평가가 필요하다. 무가선 트램은 기존 시가구간의 도

로와 교통을 분담하여야 함으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단면구조에 적합한 최적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도로분야에서 교면(橋面)포장을 위해 기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면포장용 혼합물과 설계 및 시공기술을 차용

함으로써 이러한 혼합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로분야의 교면포장용 포장기술을 바

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무가선 트램용 궤도구조의 구조특성이 교면포장과 다르고 교통하중이 유발하는 응력조건 및 변형률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가선 트램만의 고유한 교통하중 특성을 반영하되 교면포장용 혼합물의 배합설계 개념

을 차용함으로서 공학적으로 내구성이 확보된 혼합물과 포장두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무가선 트램용 아스팔트 혼

합물로서 Table 1과 같이 타 재료(SMA, SBS PMA)에 비해 경제적이고, 시공성 및 품질관리가 용이한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

물을 선택하였다. 

Fig. 3. Structural track section of the tramway.

Table 1. Possible choices for the tramway pavement asphalt mixture.

Choice 1 Choice 2 Choice 3

Dense asphalt mix (13mm) SMA (10mm) SBS PMA (13mm)

Application Surface layer Surface layer Surface layer

Mix 

production

Nominal maximum 

diameter of particle size
13mm 10mm 13mm

AP % 3 ~ 6% 6 ~ 8% 5.1 ~ 5.8%

Production temp. 150 ~ 170oC >160oC 170 ~185oC

Production method/

modifier
-Pre mixing

-Pre mixing

-Cellulose fiber (3kg/ton)

-Pre mixing

-SBS 2~7% mixed with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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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13mm, 채움재(Mineral filler)로는 석회석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아스팔트 바인더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P-5을 사용하여 PG 64-22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목표공극률은 일반 도로포

장과 동일한 4%를 적용하였다.

2.2. 무가선 트램용 아스팔트 포장층 두께결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6]에 따를 경우, 무가선 트램용 아스팔트 표층 공칭최대크기를 13mm로 하고 포장 두께를

32.5mm 이상으로 하면 요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재의 공칭최대크기에 따른 기준값(32.5mm 이상)을 만족하는

두께 40mm를 트램용 아스팔트 포장두께로 선택하였다.

3. 콘크리트 슬래브와 아스팔트 혼합물의 부착강도 시험

3.1. 부착강도 시험 개요

콘크리트 슬래브의 상부에 덧씌우기(Overlay)된 아스팔트 포장과 같은 이질 복합포장의 경우 차량의 공용하중과 환경하중(온

도, 기후조건)에 의해 포장의 탈리, 균열 및 들뜸현상(Fig. 4)이 발생할 수 있다[7].

Fig. 4. Possible problems of the multi-layered section considered for the ERS trackbed (PCC slab+asphalt).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4]에 따르면 부착층을 방수층과 접착층으로 구분하며, 방수층은 바닥판의 부식을 방지하고

방수층과의 접착이 좋은 접착층(프라이머)위에 시트식 또는 도막식 방수재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접착층의 경우, 프라이머라고

도 불리며 바닥판과 방수층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방수층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하고, 또한 일부 방수층의 경우 아스팔트 콘

크리트 포장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Cho [8]는 콘크리트포장 위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Asphalt Overlay on Concrete)과 비교용으로 아스팔트포장 위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Asphalt Overlay on Asphalt)에 대하여 유화아스팔트의 살포량 및 양생시간에 따른 접착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택

코팅의 최적살포량과 양생시간이 포장 사이의 접착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

트 슬래브 상부에 덧씌우기(Overlay)된 아스팔트 포장의 탈리, 균열 및 들뜸현상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합설계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하부 콘크리트 슬래브 시편에 부착하고 KS규정(교면용 시트방수재(KS F 4931) 및 교면용 도막방수재(KS

F 4932))을 참고하여 부착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상부에 덧씌우기(Overlay)된 아스팔트 포장과 같은 이질

복합포장의 경우 두 이질층 사이의 부착강도 확보가 설계요건상 가장 중요하며 인장부착강도시험(Tensile bond strength test)과

전단부착강도시험(Shear bond strength test)을 통하여 부착강도 확보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상부에 덧씌우기(Overlay)된 아스팔트 포장과 같은 이질 복합포장의 경우 두 이질층 사이의 부착강도 확

보를 위하여 통상, 도막식 접착층 또는 쉬트식 접착층을 이용한 적층 구조설계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막식, 시트식, 복합식

의 접착층을 이용한 적층 구조설계를 가정하고 각 접착방식에 따른 구조적 내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하여 무가선 트

램용 콘크리트 슬래브상 덧씌우기 포장의 적합성 여부를 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3.2. 부착강도 시험 방법

3.2.1. 부착강도 시험용 접착재

콘크리트 슬래브 상에 덧씌우기(Overlay)된 아스팔트 포장의 접착방식 차이에 따른 부착강도(인장부착강도와 전단부착강도)

의 확보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3가지 접착방식(도막식(coating method), 시트식(sheeting method) 및 복합식

(combined method))을 선정하고 각 방식별 인장부착강도시험 시편 3개, 전단부착강도시험 시편 3개씩 총 18개의 시편을 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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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식 접착재는 아스팔트와 고분자 폴리머(Rubber, Resin)를 배합 가공한 열공법의 도막접착재로 상온에서 반고체 상태이며

시공시 170~180oC에서 용해하여 도포하며, 품질시험 기준은 KS F 3211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시트식 접착재

는 아스팔트를 고분자 폴리머로 개질하여 고무처럼 탄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일정 화력으로 융착하여 시공하는 접착재료이다.

복합단면인 콘크리트 슬래브상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은 기능상 방수층 역할을 하는 접착층(도막식, 시트식, 복합식)과 콘크

리트 슬래브 표면사이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라이머(Primer)를 도포한다. 프라이머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프라이머를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도포한 이후 접착방식에 따라 도막식, 쉬트식, 복합식

별로 적층구조를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라이머 및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강도시험을 실시

하였다.

3.2.2. 부착강도 시험용 시편제작

무가선트램용 매립형궤도 내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모사하기 위하여 압축강도 기준값(fck=30MPa) 이상으로 발현되는 부착강

도 시험용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시편 제작을 위하여 초속경 시멘트를 이용, 잔골재·굵은골재와 배합(W/

C=42.5%, 슬럼프량=50mm 이하)하였으며 Fig. 5와 같이 3일 이상 양생시 무가선트램 궤도의 콘크리트 슬래브 압축강도 기준

값(fck=30MPa)을 만족하였다.

콘크리트 슬래브 상에 덧씌우기(Overlay)된 아스팔트 포장의 접착방식 차이에 따른 부착강도(인장부착강도와 전단부착강도)

의 확보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Table 3과 같은 순서로 부착강도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순서는 (a)콘크리트슬래브 제작, (b)

콘크리트슬래브 표면처리, (c)콘크리트 상면 프라이머 도포, (d)프라이머 도포 후 접착재 포설, (e)아스팔트층 다짐 실시, (f)아스

팔트층 다짐 완료, (g)인장부착강도시험용 원주형 시편코어링, (h)전단부착강도시험 시편제작의 순으로 이루어 졌다. 인장부착강

도용 원주형시편은 적층구조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슬래브상 아스팔트층에 대한 코어링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나, 전단부착강도

용 시편은 소형틀형(거푸집)을 사용하여 (a)~(f)까지와 같이 동일한 순서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접착방식에 대해 공히, 프라이머(primer) 도포를 실시하였으며, 도포 후 접착재(도막식, 시

트식)를 각각 포설하고 접착재 상면에 13mm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을 5cm 두께로 다짐을 실시하였다.

다짐을 완료한 후 인장부착강도시험을 위한 지름 100mm의 코어시편 9개와 전단부착강도시험을 위한 100×100mm의 정사각

형 시편 9개를 절삭, 제작하였다. 부착강도 시험을 위한 시편의 규격은 다음 Fig. 6과 같다.

Table 2. Number of samples used for the different methods of the bonding layer.

No. of samples (ea)

Coating method Sheeting method
Combined method

(coating+sheeting)

 Tensile bond strength 3 3 3

Shear bond strength 3 3 3

Fig. 5. Compressive strength test of a concrete specimen prepared to simulate a concrete slab body for the ERS trackbed: (a) test

view, (b) compressive strength variation with the number of cur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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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인장부착강도시험 방법

제작된 부착강도 시험용 시편을 인장 시험기에 장착한 후 0.1N/mm(하중제어)의 재하속도로 접착층 재료별 3개의 시료(총 9

개)에 대한 인장부착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부착강도 시험기준(20oC일 때 0.6MPa 이상)은 KS규정(KS F 4931, 교면용 시

Table 3. Preparation sequence used to create the test specimen for the bond strength test.

(a) Making concrete specimen slab (b) Surfacing the concrete slab

(c) Primer pouring on the surface (d) Apply bonding material

(e) Compaction of asphalt mix (f) After compaction 

(g) Coring specimen for tensile bond strength test (h) Making specimen for shear bond strength test

Fig. 6. Specimen preparation process for the bond strength test: (a) tensile bong strength test, (b) shear bond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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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을 따랐다.

3.2.4. 전단부착강도시험 방법

제작된 부착강도 시험용 시편에 전단용 지그를 장착 후 1mm/min(변위제어)의 재하속도로 접착층 재료별 3개의 시료(총 9개)

에 대한 전단부착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전단부착강도 시험기준(20oC일 때 0.15MPa 이상)은 KS규정(KS F 4931, 교면용 시

트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을 따랐다.

Fig. 8. Shear bond strength test.

3.3. 부착강도 시험 결과

3.3.1. 인장부착강도시험 결과

인장부착강도시험 결과 Fig. 9와 같이 시트식, 도막식 및 복합식 접착층을 사용한 시편 모두에서 기준값(0.6MPa) 이상의 인

장부착강도가 확인되었다. 특히, 도막식 접착재의 인장부착강도가 다른 접착방식(시트식, 복합식)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인장부착강도시험은 모든 접착방식에서 소요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Tensile bond strength test.

Fig. 9. Test results of the tensile bond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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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전단부착강도시험 결과

전단부착강도시험 결과 Fig. 10과 같이 시트식 및 도막식 접착층에서는 기준값(0.15MPa) 이상의 전단부착강도가 발현됨을 확

인할 수 있었으나, 복합식 접착층에서는 기준값 이하의 전단부착강도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단부착강도시험에

한해서 복합식 접착방식은 소요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Results of the shear bond strength test.

4.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무가선트램 궤도의 아스팔트 포장층 거동분석

4.1 무가선트램용 매립형 복합단면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함한 트램용 매립형궤도에 대한 구조해석을 위하여, 무가선 트램궤도 표준단면을 참고하여 폭

(W)=3.0m, 높이(H)=1.463m, 길이(L)=3.0m로 유한요소망(Fig. 11)을 구성하였다. 적용 물성치는 Table 4와 같으며, 아스팔트층

Fig. 11. Finite element mesh for the track section of a wireless tramway.

Table 4. Material input values for the FEA of the ERS track section including asphalt pavement.

Division Modulus E (MN/m2) Poison’s ratio v Density ρ (ton/m3)

Reinforced-roadbed 80 0.2 2.0

Subgrade (Trackbed) 120 0.2 2.0

roadbed (Road side) 50 0.3 2.0

Base concrete 21,700 0.181 2.3

Concrete slab 25,700 0.181 2.3

Asphalt 2,000 0.35 2.6

Polycork 25 0.4 1.7

Rail 210,000 0.16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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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는 4cm로 설정하였다. 차량하중은 트럭 윤하중(10ton)을 등가 접지면적으로 환산, 아스팔트 포장층 상단 및 레일 측면

에 등분포하중(p=690kPa)이 재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하중 재하시 발생하는 아스팔트 포장층 하면 인장변형률(εt)을 산출하

였다.

4.2 유한요소해석 결과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층의 하중재하 직하부에서 깊이에 따라 발생되는 수직응력을 분석한 결과(Table 5), 강성이 큰 콘크

리트 슬래브층의 존재로 인해 아스팔트층 하면에서 재하 축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타이어 접지압(p=690kPa)보다 더 큰 반사응

력(727kPa)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콘크리트 슬래브층을 통과하면서 차량 축하중에 의한 응력 증분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중 재하부로부터 수평이격거리에 따른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층 하면 횡변형률의 크기 및 분포는 Fig. 12와 같다. 궤간 중

앙부에 차량 축하중 재하시 압력(p=690kPa)에 의해, 궤간 중앙 직하부 아스팔트 포장층 하면에서 인장변형률이 가장 크게 발

생하였고, 수평이격거리가 레일부에 가까워질수록 인장변형률이 점차 감소하며 레일 측면 근접부에서는 미소한 압축변형률이

발생하였다. 레일 측면부 하중 재하시 재하 직하부 포장층과 슬래브층 인터페이스에서 압축변형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궤도구조

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2. Tensile strain generated along the horizontal bottom surface of the asphalt layer.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가선트램용 매립형궤도 내 복합포장단면에 사용된 아스팔트 포장층의 부착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이질적인

궤도 구성층재료 사이의 인장부착강도와 전단부착강도 파악을 위한 기존 자료조사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1) 현재 개발중인 무가선 트램용 매립형궤도 상에 사용할 아스팔트 포장층에 적합한 혼합물형식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혼

합물을 이용, 이질 복합포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탈리, 균열 및 들뜸현상)에 대한 저항성평가 시험방법을 수립하였

다.

(2) 도입된 저항성 평가시험방법은 인장부착강도시험과 전단부착강도시험이며, 해당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KS시험규정(교

Table 5. Computed vertical stresses from the FEA with depth of the asphalt overlay layer.

 Load 

Depth 
Center (kPa) Edge (kPa)

0cm 707.395 704.961

2cm 717.414 711.840

4cm 727.433 7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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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용 시트방수재(KS F 4931) 및 교면용 도막방수재(KS F 4932))을 도입, 평가하였다.

(3) 무가선트램 궤도 상단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한 포장시, 이질 복합포장(콘크리트 슬래브+아스팔트 포장) 부착 문제의

개선을 위해 부착(전단)강도 기준 값을 모두 만족하는 시트식 또는 도막식 접착층 구조형식을 사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궤간 중앙부 및 레일부에 하중 재하시 발생하는 아스팔트 포장층 하면 인장변형률(εt)을 분석한 결과, 궤간 중앙 직하부

아스팔트 포장층 하면에서 인장변형률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수평이격거리가 레일부에 가까워질수록 인장변형률이 점차 감

소하며 레일 측면 근접부에서는 미소한 압축변형률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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