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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궤도의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의 크기와 변동 폭, 발생 위치를 정확히 파

악해야 한다. 슬래브에 발생하는 응력은 여러 가지 하중 조건과 슬래브의 형상, 교량부 및 토공부의 상이한 지지 조건 등과 같

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는 4면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서리와 코너부의 변형이 크게 발생하고, 응력 분포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는 콘크리트궤도 슬래브의 실제 손상 모드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법 개발을 위하여 콘크리트궤도 슬래브의 초기 변

형과 온도 경사에 의한 변형이 열차하중에 의한 슬래브의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논문은

2개의 논문 중 두 번째 논문으로 앞서 첫 번째 논문[1]에서는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변형과 응력을 계산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제시하였고, 현장에 부설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변형과 온도 분포

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깊이별 온도를 입력으로 하여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구한 슬래브 수직 변위와 현장에서 측정된

변위를 비교함으로써 슬래브 설치 후 발생한 초기 변형과 온도경사에 의한 슬래브의 변형 거동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논문에서 제시한 유한요소 해석모델과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초기 변형과 온도에 의한 변형이 발생한 상태에서 열차

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initial built-in deformation and temperature deformation on the stress distribu-

tion of discontinuous precast concrete track slab under train load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s, when train

load is put on a precast concrete slab with initial built-in deformation and deformation due to temperature gradient, the

maximum tensile stresses develop at the upper side of slab in the slab center, edge center and corner of shear pocket;

the stress distribu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ase under train load only. Therefore, to accurately predict the actual

weak points and failure modes, one should calculate the stress under train load considering the initial built-in and tem-

perature deformation of the slab.

Keywords : Precast concrete track, Finite element analysis, Temperature, Deformation, Stress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이전 논문에서 제시한 불연속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 유한요소 해석모델과 초기 변형 및

온도 변형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초기 변형과 온도에 의한 변형이 슬래브의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에 이미 발생해 있는 초기 변형과 온도 경사에 의한 변형이 있는 상

태에서 열차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 중앙, 모서리 중앙, 전단포켓 코너부 등 슬래브 상부에서 최대 인장응력

이 발생하게 되어 열차하중만 작용하는 경우와 매우 다른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불연속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궤도의 실제 취약부의 위치와 파괴모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슬래브의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을 고려하여 열차 하중

에 의한 응력을 산정해야만 한다.

주요어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 유한요소해석, 온도, 변형,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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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이 작용할 때 슬래브의 응력 분포를 분석하여, 초기 변형과 온도에 의한 변형이 슬래브의 응력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유한요소 해석

2.1 해석모델

앞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에 온도차와 열차하중이 작용할 때 슬래브의 변형과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용 유한요

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구축하였다[2]. 

해석모델은 레일, 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콘크리트 슬래브, 충전층, 기층 콘크리트(hydraulically stabilized base- course or

lean concrete base, HSB) 또는 교면보호층(protection concrete layer, PCL)으로 구성되며, 레일은 보(beam) 요소, 베이스플레이

트는 플레이트 요소, 콘크리트 슬래브, 충전층, HSB와 PCL은 모두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모두 선형 탄성으로 가정하

였다. 해석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칭 조건을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폭의 1/2만 모델링하였다. 레일과 베이스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와 슬래브 간의 연결은 선형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였고, 슬래브와 충전층 사이는 ‘Hard contac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리를 허용하도록 하였고, 층간 마찰을 고려하였다. ABAQUS에서 제공하는 ‘Hard contact’ 알고리즘은 Fig. 2와 같이 두 표면

사이의 간극이 영(zero)이 되어 접촉이 발생하면 압력을 전달할 수 있고 간극이 영 보다 크면 분리되어 거동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2]. 또한 두 표면이 접촉할 때 수직력 뿐만 아니라 전단력도 전달하게 되는데 이는 쿨롱마찰 거동으로 표현한다. 반면 충

전층과 HSB 또는 PCL과의 경계는 완전구속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궤도 슬래브는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에 의해 변형이 발생

하게 되지만 충전층 이하는 첫 번째 논문[1]에서 계측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충전층, HSB 또는

PCL 층의 온도 변형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충전재는 슬래브 상부에서 아래로 주입하기 때문에 하부 콘크리

트(HSB 또는 PCL)와는 부착력이 큰 반면 충전층 상부는 슬래브 하면과 부착력이 약하고 슬래브 변형이 발생하면 곧바로 분리

된다. 특히 교량구간의 경우 슬래브와 하부 콘크리트와의 구속에 의한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슬래브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하

고 있다. 따라서 해석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충전층의 상하부에 각기 다른 구속조건을 적용하였다. 교량부 모

델에서 PCL 하부는 완전 구속된 것으로, 토공부 모델에서 HSB 하부는 노반의 수직 강성과 기층 콘크리트와 노반 간 마찰을

나타내는 지반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였다. 노반의 수직 강성은 압축에만 저항하는 비선형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해석모델

과 각 요소별로 적용한 물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첫 번째 논문[1]을 참고하도록 한다.

2.2 해석절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응력 분포를 구하기 앞서 먼저 슬래브에 작용하고 있는 초기 변형, 즉 유효 내재 온도차(effective

built-in temperature difference, EBITD)와 온도 분포를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 논문[1]에서는 계측된 표면 온도를 경계조건으

로 주고 열전도 해석을 수행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전체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슬래브의 초기 변형에 상응하는 슬

래브 상하부 온도차, 즉 EBITD를 가정하고(선형 온도 경사 적용), 열전달 해석으로 구한 온도 분포를 슬래브 자중과 함께 적

용하여 슬래브의 변위를 계산한 다음, 해석으로 구한 변위와 계측된 변위가 잘 일치하는 EBITD를 결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구한 EBITD와 슬래브 자중을 적용하여 계산한 슬래브의 변형(초기 변형) 형상을 불러온 후, 초기 변형과 자중에 의한

응력과 함께 앞서 구한 온도 분포를 해석모델에 맵핑한 다음 추가로 열차하중을 재하하여 응력을 계산하였다. 열차하중은 Fig.

1과 같이 KTX 차륜하중 2개를 종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이동시키면서 재하하여 각 하중 위치에서의 응답을 정적 해석을 통

해 산정하였다. 두 축의 간격은 3m이고 윤하중의 크기는 KTX 차량의 윤하중 85 kN에 KR C 14030[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적할증계수(DAF)와 곡선부 증가율을 곱한 값을 적용하였다. KR C 14030[3]에 따르면 DAF는 아래 식(1)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t는 확률의 신뢰구간에 좌우되는 표준편차의 가중치(궤도구조에는 3 적용), n은 궤도품질계수를 나타낸다. 설계속도

350km/h을 적용하고,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의 경우를 가정하여 n = 0.1을 적용하면 DAF는 1.53이 되는데 여기서는 1.5를

취하고, 곡선부 증가율은 1.2를 가정하여 동적 윤중은 85 × 1.5 × 1.2 = 153kN을 적용하였다.

 

DAF 1 tn 1 0.5
V 60–

19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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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분석

3.1 열차하중만 작용할 경우의 슬래브 응력

온도차나 초기 변형 없이 평평한 슬래브에 열차하중만 적용했을 때의 응력 분포를 교량부와 토공부 각각 산정하여 Fig. 3과

4에 나타냈다. 이 경우 토공부와 교량부 모두 두 하중의 중앙점이 슬래브 중앙에서 1.175m 이동한 위치에 있을 때 최대 응력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중재하 위치에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응력이 발생하고 같은 위치의 패널 하면에서 인장응력

이 발생하였다. 교량부와 토공부를 비교하면 토공부에서 응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량부에서는 교량 상부구조의 변

형을 고려하지 않고 슬래브가 강성 기초(rigid support) 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토공부는 하부의 노반 강성을 고

려하였으므로 토공부에서 열차하중에 의한 슬래브의 휨변형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량 상부구조의 변형에 의해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은 궤도 슬래브와 하부 교량이 서로 비합성 거동을 하고, 교량 상부구

조의 휨강성이 궤도 슬래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가정하면 단순화하여 계산할 수 있다. 두 개의 층이 서로 분리되어 거동

한다고 할 때, 각 층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아래와 같이 휨강성에 비례하여 분배된다[4].

(2)

(3)

여기서, , 은 각각 위에서 첫번째 층, 두 번째 층의 휨모멘트, 은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이고, ,

는 각 층의 탄성계수, , 는 각 층의 단면이차모멘트를 의미한다. 이 때,  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1

E1I1

E1I1 E2I2+
--------------------------Msystem=

M2

E2I2

E1I1 E2I2+
--------------------------Msystem=

M1 M2 Msystem E1

E2 I1 I2 E1I1 E2I2«

Fig. 1. Train loads on FE model of precast concrete track.

Fig. 2. Contact pressure-overclosure relationship for ‘hard’ contact algorith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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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따라서, 

(6)

그러므로 교량 상부구조의 휨 변형에 의해 궤도 슬래브에 작용하는 휨응력은 교량 상부구조의 휨모멘트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7)

여기서, ,  는 각각 교량 상부구조와 궤도 슬래브의 탄성계수, 는 교량 상부구조의 단면2차모멘트, h는 궤도 슬래브

의 두께를 나타낸다. 즉, 교량 상부구조의 곡률 이 주어지면 궤도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계

측 구간의 교량은 경간장이 40m인 PSC 박스거더 단순교로 구조계산서(KR, 2012)[5]에 따르면 표준 열차하중 하에서 지간

중앙의 휨곡률이 6.48E-05 1/m이다. 따라서 이 곡률에 의해서 궤도 슬래브에 발생하는 응력은 31,900 × 0.1/2 × 6.48E-05 ≒

0.103 MPa이 되고, 슬래브 하부에는 인장응력, 상부에는 압축응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Fig. 3(b)에서 하중재하점 슬래브

하면의 응력은 해석결과에서는 0.26MPa이지만 여기에 교량 곡률에 의한 응력을 추가하면 최종응력은 0.363 MPa이 된다. 위

곡률은 지간 중앙 처짐 약 13mm에 해당하며 실제 계측값은 이 보다 훨씬 작은 1~2mm 수준이므로 교량 휨에 의한 슬래브

의 응력 증가는 훨씬 작을 것이다. 따라서 교량의 변형에 의한 응력을 고려하더라도 토공부에 비해 작은 응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가정한 노반 강성은 설계값이므로 실제 노반 강성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더 큰 값을 가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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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slab under train axle load alone (on bridge).

Fig. 4.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slab under train axle load alone (on earth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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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므로 계산값보다는 응력이 작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초기 변형 및 온도 변화에 의한 슬래브 응력

2.2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산정된 EBITD를 슬래브에 적용하여 해석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응력 분포는 Fig. 5와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 논문[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EBITD –15°C일 때 초기 변형은 상방향 컬링(curl-up)이 발생

한 상태가 되므로 자중에 의하여 휨변형이 구속되면서 슬래브 상면에서는 인장응력이, 하면에서는 압축응력이 발생하였고, 슬

래브의 정중앙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토공부와 교량부 모두 동일한 응력 분포를 나타내지만, 열차하중

만 작용할 때 하중 재하점에서의 휨응력과는 반대로 토공부에서 응력이 교량부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반의 변

형으로 인해 슬래브 변형의 구속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Fig. 5.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slab with EBITD of –15°C (on bridge).

Fig. 6.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slab with EBITD of –15°C (on earthwork).

Fig. 7.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slab due to temperature gradient at 05:00 in October (o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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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로 표현되는 초기 변형은 실제로는 즉시 발생하는 변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크리프

변형이 포함된다. 크리프 변형에 의한 응력 이완을 고려하면 EBITD에 의한 응력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6].

(8)

여기서, 는 크리프 계수, 는 EBITD에 의한 변형율, 는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발생한 크리프 변

형만큼 구속도가 작아지므로 실제 응력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계산된 응력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크리프 계수는 콘크리트

재료 특성, 경과시간, 습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6]. 

다음으로 EBITD와 함께 외기 온도변화에 따른 슬래브의 온도 분포를 고려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대

에서 상방향 컬링(Curl-up)이 최대인 오전 5시경에 온도 분포를 적용하여 해석한 경우의 응력 분포는 Fig. 7~8과 같이 나타났

다. 열차하중만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Fig. 3~4)와 달리 슬래브 상면에서 인장응력이, 하면에는 압축응력이 발생하며, 응력의

크기가 EBITD만 적용했을 때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외기 온도가 상승하는 14시경의 응력 분포를 보면 Fig.

9~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 경사가 +로 전환되면서 초기 변형 상태보다 변형이 감소하고 따라서 EBITD만 적용했을 때에

비해 응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에 표시한 주요 지점에서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이 구속되면서 발생한 최대주응력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Fig. 12와 같이 나타난다. 온도가 상승하는 낮 시간대에 응력이 감소하고, 그 외의 경우는 거의 응력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교량부와 토공부의 응력을 비교하면 슬래브 중앙(p2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지점들의 응력 차이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p2 지점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 궤도 하부 지지조건의 차이 때문에 응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σ ′ebitd
Ecεebitd

1 ϕcr+
------------------

σebitd

1 ϕcr+
---------------= =

ϕcr εebitd Ec

Fig. 8.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slab due to temperature gradient at 05:00 in October (on earthwork).

Fig. 9.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slab due to temperature gradient at 14:00 in October (on bridge).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5호 (2017년 10월) 643

3.3 초기 변형 및 온도 변형, 열차하중이 모두 작용할 경우의 슬래브 응력

앞서 구한 초기 변형, 온도 변형과 함께 열차하중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의 슬래브 응력을 Fig. 13~16에 나타냈다. 초기 변형

과 온도 변형만 적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궤도 슬래브 상면에는 인장응력이, 하면에는 압축응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토공부와

교량부 모두 차륜 두 축 중앙이 슬래브 중앙 부근에 있을 때 응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열차하중만 재하한 경우와 달리

교량부에서의 응력이 토공부에 비해 크다. 이는 Fig. 17에 보인 것과 같이 슬래브의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이 발생하면 토공 노

Fig. 10.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slab due to temperature gradient at 14:00 in October (on earthwork).

Fig. 11. Points of interest for stress calculation.

Fig. 12. Variation of principal stresses of slab due to temperature gradient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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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함께 변형되어 접촉 면적이 늘어난다. 이 상태에서 열차하중이 작용할 때 토공부의 경우 슬래브 상부의 인장응력을 유발

하는 휨 변형의 여지가 작아지게 되며 따라서 교량부 응력이 더 크다.

Table 2와 Table 3에서 EBITD와 온도 변형에 의한 응력(05시와 14시)과 여기에 열차하중이 추가로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

력을 각각 정리였고, 열차하중만 작용했을 때의 응력도 함께 나타냈다. 또 최종응력이 최대/최소가 되는 하중 위치에서의 값을

나타냈으며 두 경우는 하중의 위치가 다소 다르다.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이 작용하면 슬래브가 계속 상방향 컬링이 발생한 상

태(curl-up)를 유지하므로 이 상태에서 열차하중이 작용하면 슬래브 상면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05시경에 슬래브가 최대 curl-up 상태이므로 이 시점에 열차하중이 작용할 때 슬래브 상면의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한다. 반면

14시경에는 curl-up 변위가 가장 작아지므로 응력도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열차 하중만 단독으로 작용할 때와는 달리 하중 재하

점 주변의 응력보다는 전단포켓 코너부에서 가장 큰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차하중만 작용할 때는 인장

응력이 하중 재하점 부근에만 집중되는 반면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이 발생한 상태에 열차하중이 작용하면 슬래브 전체에 휨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이 하중에 의해 구속되는 효과를 나타내며 자중에 비

해 열차하중이 더 크기 때문에 초기 변형 및 온도 변형만 작용할 때에 비해 전단포켓 코너부와 같이 단면이 급격하게 변화하

는 위치에서 응력 집중이 더 증가한 것이다. 실제 설계에서는 코너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응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요약하면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열차하중만 단독으로 작용할 때와는 매우 다른 응력 분포를 보

이게 되며,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을 고려하지 못하면 실제 취약한 위치를 정

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파괴모드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콘크리트궤도 설계 과정을 보면[4], Eisenmann과

Leykauf[7]가 제시한 설계방법에 따라 먼저 열차하중에 의한 변동 응력의 허용값을 정한 다음, 해석을 통해 열차하중만 작용

할 때 발생하는 최대 응력의 크기를 산정하여 이를 허용값과 비교한다. 허용 응력의 크기는 아래 식(9)를 이용하여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Fig. 13.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slab under temperature gradient, EBITD and train axle loads at 05:00 (on bridge).

Fig. 14.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panel under temperature gradient, EBITD and train axle loads at 05:00 (on earth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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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는 허용 응력(열차하중에 의한 변동 응력), 은 콘크리트 휨강도, 는 초기 응력을 나타낸다. 이 때 열차하중에

의한 응력의 허용 응력은 온도 변형 등에 의해 슬래브에 발생한 초기 응력 하에서 열차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할 때 콘크리

트의 피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변동 응력의 최대값을 적용한 것이며, 이는 콘크리트 피로 시험 데이터[9]를 기초로 구한 식

(10)의 Smith 선도로부터 유도된 것이다[8].

(10)

여기서, 은 하중 반복 횟수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피로 검토 시 2,000,000회를 적용한다[8]. 이 방법을 적용하면 슬래브의

최대 응력이 Fig.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차 하중이 재하되는 위치의 바로 아래 슬래브 하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

게 되나, 실제로는 Fig. 13~16에 나타냈듯이 슬래브 중앙(p2), 측면 모서리 중앙(p1), 전단포켓 코너부(p3) 등 슬래브 상부에

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보다 피로 손상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Table 2~3에서 전단포켓 코너부(p3)를 제외하면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에 의한 응력의 합이 열차 하중에 의한 응력에 비해

다소 크다. 이는 다른 콘크리트궤도 구조의 해석 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결과[7]로 슬래브 하부가 전면 지지되기 때문에 열차하

중에 의한 휨응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콘크리트궤도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기 변형에

의한 응력은 크리프에 의한 응력 이완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각 요인별 응력의 크기를 보다 정확히 비교하려면 식 (7)에서의 크

리프 계수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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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panel under temperature gradient, EBITD and train axle loads at 14:00 (on bridge). 

Fig. 16.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panel under temperature gradient, EBITD and train axle loads at 14:00 (on earth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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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djusted margin of slab deflection depending on boundary type.

Table 2. Principal stress of precast concrete slab on bridge.

Location Points

Train load alone 

(MPa)
(MPa)

Temperature + Train load

(at 05:00)

Temperature + Train load

(at 14:00)

(MPa) (MPa) (MPa) (MPa)

Top

p1 (side) 0.028 1.62 2.04 2.98 0.94 1.19

p2 (center) 0.015 2.07 2.31 2.90 1.20 1.47

p3 (shear key) 0.024 1.63 1.66 4.72 1.25 2.73

p4 (end) 0.0095 0.19 0.53 2.54 -0.0085 1.23

loading point -0.53 0.63 0.63 1.94 0.28 1.13

Bottom

p5 (side) 0.0039 0.020 0.075 0.075 -0.0023 -0.0037

p6 (center) 0.0024 -0.41 -0.46 -0.048 -0.15 -0.022

p7 (shear key) 0.0095 0.048 0.055 -0.0047 0.032 -0.0011

p8 (end) 0.00031 0.021 0.64 0.076 -22×10-6 -0.0033

loading point 0.26 0.001 0.003 0.04 0.025 -0.35

* Stress due to the flexural curvature of bridge deck is not included.

Table 3. Principal stress of precast concrete slab on earthwork.

Location Points
Train load alone

(MPa) (MPa))

Temperature + Train load

(at 05:00)

Temperature + Train load

(at 14:00)

(MPa) (MPa) (MPa) (MPa)

Top

p1 (side) -0.00056 1.59 2.02 2.70 0.88 0.73

p2 (center) -0.00063 1.88 2.11 2.31 1.00 0.99

p3 (shear key) -0.0013 1.66 1.68 4.02 1.30 2.21

p4 (end) -0.00052 0.20 0.54 2.21 -0.0086 0.88

Loading point -0.92 0.64 0.63 1.73 0.28 0.82

Bottom

p5 (side) 0.19 0.020 0.075 0.075 -0.0026 -0.0018

p6 (center) 0.26 -0.22 -0.30 -0.0055 -0.061 0.0016

p7 (shear key) 0.21 0.050 0.056 0.00061 0.035 0.0042

p8 (end) 0.072 0.021 0.64 0.076 -9×10-6 -0.0047

Loading point 0.63 0.001 0.003 -0.15 0.27 -0.25

σtr
∗ σebitd

σebitd σenv+ σebitd σenv σtr
∗+ + σebitd σenv+ σebitd σenv σtr

∗+ +

σebitd

σebitd σenv+ σebitd σenv σtr+ + σebitd σenv+ σebitd σenv σ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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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1]에서 제시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 유한요소 해석모델과 초기 변형 및 온도 변형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초기 변형과 온도 경사에 의한 변형이 발생한 상태에서 열차하중이 작용할 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응력 분

포를 분석함으로써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이 슬래브의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열차하중만 작용하는 경우 열차 하중이 재하되는 위치의 바로 아래 슬래브 하부에서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하나,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슬래브에 이미 발생해 있는 초기 변형과 온도 경사에 의한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열차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 중앙, 모서리 중앙, 전단포켓 코너부 등 슬래브 상부에서 더 큰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불연속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을 고려하여 열차 하중에 의한 응력을 산정해야만 실제 취약부의 위치와 파괴모드를 예

측할 수 있다.

(2) 현재 설계 방법에서는 열차하중에 의한 슬래브 변동 응력을 산정할 때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에 의한 변형 형상과 그 영

향을 고려하지 않고 열차하중만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므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피로 손상을 과

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3) 노반 강성에 따라 초기 변형과 온도 변형에 대응하는 노반의 변형이 달라지므로 열차하중이 작용하는 최종상태에서의 응

력에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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