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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ssage of railway vehicles generates mechanical vibrations and noises. This problem can be mitigated by 
the ‘floating slab track’ that isolating from infrastructures by installing vibration isolator in the concrete slab 
track. In the previous researches, adjacent floating slab tracks are connected by dowel bar system. It has been 
reported that many dowel bars with less diameter show better load transfer efficiency (LTE) compared to 
small number of dowel bars with larger diameter under the condition of the same dowel area. In this study, 
dowel system is further considered as a concrete anchorage system and the design strength of the dowel 
system was evaluated based on ACI code 318-08 Appendix D. The design strength of dowel system is then 
verified against failure load test of floating slab system.

1. 서론

최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선하역사의 건설이 증가되고 고속열차가 역사를 통과 시 진동 및 소음문제
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궤도에 방진장치를 설치하여 궤도 전체를 
하부 구조와 분리시키는 플로팅 슬래브궤도(Floating Slab Track)가 개발되고 있다. 플로팅 슬래브궤도
의 연결부에는 효과적인 하중전달뿐만 아니라 변형 연속화, 응력분산 등을 위해 다웰 시스템(Dowel 
system)이 적용된다. 선행연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0) 결과, 동일 단면적일 경우 강재 다웰바
(Dowel bar)를 다수 배치하는 것이 하중전달효율(Load Transfer Efficienty, LTE)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 설계 시 이러한 다웰 시스템에 대한 설계는 필수적으로 진행되
어야 할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의 설계강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다웰바를 콘크리트 
앵커로 가정하고 ACI 318-08 부록 D 및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년)” 부록Ⅳ에 제시한 설계법으
로 다웰바의 설계 강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 설계를 위한 설계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강재 다웰바로 구성된 연결부 시스템의 슬래브 실험체를 제작하여 파괴 거동을 분석하고 유한요
소 해석을 통해 슬래브 연결부에 작용하는 전단강도를 산정하고 설계 강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2. 파괴거동 실험 및 해석

2.1 파괴거동 실험체 및 실험 방법

플로팅 슬래브의 강도 분석을 위하여 실험체를 그림 1과 같이 제작하였다. 다웰 시스템은 직경 
25mm의 강재 다웰바를 상부와 하부에 6개씩 총 12개를 삽입하여 제작하였다. 슬래브에서 다웰바가 매
립 되어있는 슬래브는 고정단 슬래브, 다웰바가 삽입되어지는 슬래브는 가동단 슬래브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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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플로팅 슬래브 실험체의 개념도

슬래브 연결부의 파괴거동 분석을 위해서 하중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체의 세팅은 그림2와 같다. 
고정단 슬래브는 고정단 지그와 힌지 지그를 설치하였으며 가동단 슬래브는 힌지 지그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실험체 설치는 고정단 슬래브의 연결부는 전단파괴를 유도하고 가동단 슬래브는 휨파괴 형태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실험체는 고정단 지그와 힌지 지그를 설치하고 고정단 슬래브를 지그에 고정 후 가
동단 슬래브를 고정단 슬래브와 결합하는 순서로 설치하였다. 그림3은 실험체의 설치 순서이다.

그림 2. 파괴거동분석을 위한 실험체 세팅도

      

   (a) 고정단 지그 설치     (b) 힌지 지그 설치   (c) 고정단 슬래브 설치   (d) 실험체 세팅 완료

그림 3. 실험체 설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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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결과

실험체 세팅 후 하중재하실험을 통해 고정단 슬래브와 가동단 슬래브의 거동 및 균열 양상을 분석하
였다. 그림 4는 고정단 슬래브와 가동단 슬래브의 하중-처짐 곡선이다. 고정단 슬래브는 재하하중인 
845kN까지 선형거동을 보였으며 측면에서는 심각한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가동단 슬래브는 하
중재하 초기에 다웰바와 가동단 슬래브 공극 등의 영향으로 하중증가와 처짐이 비선형성을 보이다가 약 
200kN부터 선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가동단 슬래브의 선형거동은 약 600kN부터 측면에 균열이 발생
하면서 비선형 거동을 보이다가 휨파괴 형태의 균열이 진전되면서 비선형성이 심해지고, 약 870kN에서 
하중저항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는 플로팅 슬래브 실험체 연결을 위해 고정단 슬래
브 내부에 설치한 다웰바의 하중-변형률 관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상부 및 하부 다웰바 모두 인장상
태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실험체의 재하시험 후 파괴양상은 그림 6과 같다. 가동단 슬래브 단면은 심
각한 횡방향 균열과 측면의 휨균열이 진전되면서 파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고정단 슬래브는 단면에 미
세한 횡방향 균열은 발생하였으나 측면에서는 심각한 균열이 감지되지 않았다.

       

              그림 4. 하중-처짐 결과                     그림 5. 다웰바의 하중-변형률 결과

        

그림 6. 재하시험 후 실험체 균열 양상

2.3 유한요소해석

다웰바의 설계 강도는 슬래브 시스템의 파괴 하중이 아닌 고정단 슬래브 연결부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비교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플로팅 슬래브 파괴거동 분석을 위한 하중 재하 실험에서는 재하지점에
서의 하중을 알 수 있으나 연결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
에 작용하는 전단력을 구하기 위해서 실험체를 대상으로 유한요소 모델링을 실시하고 최종재하하중을 
가하였을 때 이로부터 발생되는 연결부의 전단력을 ABAQUS(Version 6.71)를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산
정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상단 다웰바 6개과 하단 다웰바 6개를 각각 하나의 보요소인 B33으로 
이상화하였고 슬래브 또한 보요소인 B33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연결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을 손쉽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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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다. 고정단 슬래브의 매립되는 다웰바는 Rigid Link를 이용하여 강절로 가정하였고, 가동단 
슬래브와 다웰바 간의 스프링 요소는 두 절점을 연결하는 SPRING2 요소를 이용하였다. 다웰 공극에 따
른 비선형 해석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림7은 모델의 개념도이다. 슬래브 파괴 거동 시 작용 하중을 가
하였을 때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의 고정단 슬래브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약 131.5kN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유한요소해석 모델 개념도

3.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의 설계 강도

3.1 앵커설계의 기본 개념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의 설계 강도는 다웰바를 콘크리트 앵커로 가정하고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앵커
설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현 앵커 설계법은 앵커의 강도를 보다 손쉽게, 그리고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파괴역학에 근거한 CCD(Concrete Capacity Design)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8과 같이 CCD
방법은 앵커 단부에서 35°의 파괴면을 가정하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각뿔 형태의 파괴체를 가정한다. 
위 방법은 사각형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앵커가 가장자리에 위치한 본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와 같은 
경우라도 계산이 간단하며 가장자리 효과나 그룹 효과에 영향을 받는 단일앵커와 앵커 그룹 모두에 대
해 보다 정확한 값을 제공한다. 

그림 8. CCD 방법에서 가정된 인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체 형상 (최동욱, 2007)

앵커는 설치시기에 따라 선 설치앵커(Cast-in-plane anchor)와 후 설치앵커(Post-installed anchor)
로 나뉜다. 선 설치앵커는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설치되는 앵커를 의미하며 후 설치앵커는 굳은 콘크리
트에 천공 후 설치하는 앵커를 의미한다. 본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의 다웰바는 실험체 제작 시 콘크리
트 타설 전에 설치되므로 선 설치앵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앵커의 강도는 강재의 강도뿐만 아니라 앵커의 묻힘 부분과 연관된 강도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한다. 
앵커의 파괴모드는 크게 그림9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작용하중은 인장하중과 전단하중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인장하중에 의한 파괴모드는 강재파괴, 뽑힘파괴, 측면파열, 쪼개짐이 있고 전단하중에 의한 
파괴모드는 강재파괴, 프라이아웃, 콘크리트 파괴가 있다. 

본 연구는 고정단 슬래브의 다웰바는 전단 하중을 저항하며 이에 따른 파괴 모드 중 콘크리트 파괴 
모드에 의하여 지배당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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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장하중

(b) 전단하중

그림 9. 콘크리트 앵커의 파괴 모드 (최동욱, 2007)

3.2 앵커설계법에 의한 파괴강도

앵커설계법은 ACI 318-08 부록 D 및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년)” 부록Ⅳ를 근간으로 토목 및 
건축구조물에 사용되는 앵커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앵커설계법을 
통하여 앵커 설계 강도 산출 시 전단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강재 파괴, 프라이아웃, 콘크리트 파
괴 총 3가지 모드에 대해 검토한다. 위 세 가지 설계 강도 중 가장 작은 값이 결국 콘크리트 앵커의 설
계 강도가 되는데 대개 전단하중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 파괴 모드에 의해 지배를 당하며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 역시 콘크리트 파괴 모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콘크리트 파괴 모드에 의한 앵커 그룹의 공
칭 콘크리트 파괴강도()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위 식의 는 전단에 대한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여기서,    전단에 대해 앵커가 지압을 받는 길이=200mm
        앵커의 직경=25mm

  30MPa
  앵커중심부터 콘크리트 단부까지의 거리=360mm

는 모서리의 영향, 간격 또는 부재 두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전단강도 산정을 위한 단일 앵
커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 면적이라 정의한다. 그림xx는 산정을 위한 입면 및 측면 단면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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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입면 단면도                          (b) 측면 단면도

그림 10.  산정

는 전단강도 산정을 위한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으로서 본 플로팅 
슬래브 다웰바 경우는 그림11을 따른다.

그림 11. 플로팅 슬래브 다웰바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 면적

즉, 는 다음과 같다.

   × 


는 각 조건에 따른 수정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가장자리효과에 의한 수정계수 
                  인 경우 


 

      여기서 는 앵커 중심으로부터 과 직각 방향에 있는 콘크리트 단부까지거리로 정의되며    
        200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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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열에 의한 수정계수 = 1 
  -    부재 두깨에 의한 수정계수 = 1
  -    편심에 의한 수정계수 = 1

따라서, 전단 하중을 받는 앵커 그룹의 공칭콘크리트 파괴강도()는 다음과 같다.

  


     

4. 결론

플로팅 슬래브 연결부의 강도 분석을 위해 강재 다웰바 시스템의 실험체를 제작하고 하중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파괴거동 분석 결과 고정단 슬래브는 최종재하하중까지 선형 거동을 보이며 미세한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였고, 가동단 슬래브는 심각한 횡방향 균열 및 측면의 휨균열이 진전되면서 파괴되는 양
상을 보였다. 슬래브 연결부 다웰바의 설계 강도는 슬래브의 파괴 하중이 아닌 작용 전단력과 비교되어
야 하기 때문에 파괴 하중 작용 시 연결부의 작용 전단력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슬래브 연결부의 설계 강도 산정을 위해 다웰바를 전단 파괴모드의 콘크리트 앵커로 가정하고 설계 
강도를 산정하였다. 앵커설계법을 통해 산출된 공칭콘크리트 파괴강도(203.5kN)는 유한요소해석을 통
해 분석된 다웰 연결부의 작용 전단력(131.5kN)에 비해 54%가 크게 분석되었다. 

이는 2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실험체의 파괴실험 시 가동단 슬래브가 먼저 하
중저항능력을 상실하나 앵커부인 고정단 슬래브 다웰은 파괴에 이르지 않았다. 즉, 고정단 슬래브 다웰
부는 플로팅 슬래브 시스템이 견딜수 있는 하중(가동단 슬래브가 하중저항능력을 상실하는 하중) 이상
을 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파괴실험의 극한하중은 선형해석에 의한 연결부 전단력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제의 거동은 균열 등으로 인한 비선형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추후 비선형 해석을 실
시하면 앵커설계법을 통한 파괴강도와의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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