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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se of a rail road bridge extension work, especially single track to double track, the foundation of

new substructure which supports the extended part of superstructure could be interfered by the exist

foundation of an old bridge. When these two foundations are jointed to prevent such fatal effects of the

structure as unequal subsidence of soil foundations, it is important to prove the structural behaviour of the

joining surfaces between new foundation and old foundation. 3-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have been studied for the solutions of the structural behaviour of the foundations. In this analysis, 'Contact

Element' which allows the sliding of each adjoining member is used for the joint of the boundary surface of

the old and new pier foundations. Furthermore, Material Nonlinear Behaviour Analysis also supports the

accuracy of the result in this study because the foundations consist of concrete main bodies and reinforced

steel bars. These detailed analyses secure the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foundations in the

extension work more firmly.

------------------------------------------------------------------------------------

서 론1.

철도교량 구조물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확장시 기존교량에 인접하여 확장 신설되는 교량의 경우 신설

교량의 교각기초는 기존 교량의 교각기초와 일체식으로 설계하여 공간적인 제약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설교각이 기존교각과 일체거동이 확보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재하되는 전 하중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신 구 기초의3 ·

일체 거동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해석에서는 사용하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

의 발생과 진행을 예측하고 신구 구조물 이음부의 구조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본 해석을 위한 구조물의 단면 제원은 그림 과 같다 그림 에서 기설부 란 이미 단선으로 운행중인1 . 1 “ ”

교각 구조물을 칭하며 신설부 란 복선 확장에 따른 신설 구조물을 칭한다 또한 신구 교량 기초 이음“ ” .

부를 완전한 구조 연속화를 위해 기존 구조물의 기초를 절단하고 앵커바를 시공하며 특히 하면40cm

의 주철근은 기존 구조물에서 용접하여 신설 구조물의 주철근으로 연장 하도록 계획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적으로 유한요소해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를 이용하였다LUS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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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링2.

교각 및 기초는 그림 와 같이 절점 차원 입체 요소 를 사용하여 기하학적형상을 실2 8 3 Solid (HX8M)

구조물과 동일하게 모사하였다.

그림 해석 구조물의 단면 제원1. 그림 모델링2.

이때 구 교각과 신설 교각 기초의 연결부분은 절점을 공유하지 않은 별개의 구조로 모델링함으로써

분리 거동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하였다 두 교각이 접속되는 접합면은 각각 인접구조가 접근할 때.

에는 접촉면을 형성시키며 저항을 하지만 슬라이딩이나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항을 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해서 의 특성을 가지는 조인트 요소 를 사용한Smooth Contact (JNT4) Mesh Interface

을 적용하였다 을 적용하면 차원의 경우 그림 과 같이 단위길이Meshing . Joint Interface Meshing 2 3

당 스프링상수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인접 절점 간을 연결하는 요소군이 구성 된다Joint .

그림 3.

차원2 Joint Interface Meshing

그림 4.

차원3 Joint Interface Meshing

그림 5.

특성Smooth Contact Joint

본 모형에서 사용한 과 같이 입체요소에 적용할 경우는 그림 와 같이 단위면적당 스프링HX8M 3D 4

상수를 일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접하는 면과 면 사이를 연결하는 요소군이 구성 된다Joint .

요소는 각 방향별로 스프링상수를 부여함으로써 경계조건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인접구조의 접촉Joint ,

방향과 슬라이딩 혹은 박리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상수를 적용함으로써 접촉상황에는 응력을 전달하게,

되지만 슬라이딩이나 박리상황에 대해서는 인접구조 간 상호 구속이 없는 상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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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선형성을 가진 의 요소의 여러 특성 중 을 적용하였으며 임의의Lusas Joint Smooth Contact

한 방향을 기준으로 한 특성은 아래 그림 의 그래프와 같다5. .

그래프에서 와 을 이라고 가정하면 요소의 길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Lift-off force Gap 0 , Joint

임이 발생할 때 적용하는 스프링상수와 요소의 길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발생할 때 적Joint

용하는 스프링 상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늘어나는 방향에 대한 스프링상수 으로 적, K=0

용하게 되면 해당 방향에 대해 상호구속이 없는 상태로 설정이 되는 것이다.

교각구체에 사용한 요소는 병진변위 개의 자유도를 갖는 요소로써 요소의 절점과 절점HX8M 3 , HX8M

사이에 정의되는 요소의 자유도 또한 개로 지정하여 적용하게 되며 각 방향별로 설정한 스프링JNT4 3 ,

상수의 값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접촉면에 적용된 방향별 스프링 상수1 Smooth Contact

구 분
방향1

접촉면 직각( )

방향2

접촉면과 평행( )

방향3

접촉면과 평행( )

K

(Contact spring stiffness)
무한 값 0 0

k

(lift-off Stiffness)
0 0 0

비고 단 무한 값은 유효자리 오류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적용, 1E7

교각의 접합부는 요소를 사용한 을 사용하였으며 요소는 각각 문자JNT4 Interface Meshing , Joint Z

의 형상으로 구분 표시하였다.

교각접합부 외형 교각접합부 부분절개 형상

그림 교각모델링 접촉상태 모형화 형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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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 재 하3.

본 해석은 하중의 조건에 따라 접촉면의 특성이 달라지는 경계비선형에 속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하중

을 재하시킨 후 하중을 조합하여 검토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중상태를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해석을 수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중의 증가를 통해 균열의 발생 위치와 패턴 그리고 균열발생을 유발하는 하. , ,

중의 정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하중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차량의 하중을 증가시켜 가며

각 하중단계별 응력의 변화와 균열의 진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표 해석에 사용된 하중케이스2

하중케이스 하중의 종류 비고

LC 1 교각자중 고정하중+

LC 2
교각자중 고정하중 철도하중 신( + ) + ( )

에 의한 잔류응력이 내재한·Loadcase 1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중으로 철도하중을

재하.

철도하중은 점진적으로 증가· .

철도하중은 신설교각에만 편재하· .

표 해석에 사용된 하중의 종류3

하중의 종류 하중의 크기 산정 비고

교각자중 교각체적에 따라 자동산정

고정하중 슬라브 도상 궤도+ + = 2.468 tf/m2 적용 교좌받침 위치에 개별 적용·

철도하중
전체계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교각위에 떨어지는 반력값

을 하중으로 전환
교좌받침 위치에 개별 적용·

이상의 하중재하를 통해 상부 구조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지점별 최대 반력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교량 받침의 면적을 고려하여 해석 모델에 재하 하였다.

그림 철도하중에 의한 최대적용력 하중재하도 신설교각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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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결 과4.

신설교각에서 발생하는 각 방향별 인장응력의 최대값을 정리하면 표 와 같으며 항복응력은 방향4 X

에서 발생되었으며 발생위치는 그림 과 같다, 8 .

표 하중케이스별 최대응력4 (t/m
2
)

하중증가계수 SX SY SZ

XY

Z

그림 항복응력 발생위치8.

1.000 174.5871 76.31732 28.31579

3.000 298.9035 173.0638 66.64107

4.414 284.2681 241.3546 93.82927

4.800 259.445 260.5389 101.5377

4.976 237.9665 268.0013 104.5023

5.005 230.2634 269.4115 105.0626

5.014 227.3522 269.8187 105.2243

5.017 227.1632 269.9625 105.2815

방향으로 최대의 응력이 발생한 절점에서의 하중증가에 대한 응력변화도는 그림 와 같이X 9

나타났으며 그림 은 균열의 발생위치를 나타내고 있다10 .

그림 하중의 증가에 따른 방향의 응력변화도9 X 그림 균열 발생위치10

하중단계별 방향의 응력콘타와 최대 인장 압축 응력 발생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균열발생 시 균열의X / ,

위치를 벡터량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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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Z

그림 하중계수 에서 응력선도 및 균열벡터11 4.414

XY

Z

그림 하중계수 에서 응력선도 및 균열벡터12 4.800

결 론5.

기존교각과 신설되는 교각을 각각 독립적이나 상호 간섭이 발생하도록 이상화 한 상태에서 자중 및

고정하중에 부가적으로 철도하중의 점진적인 하중증분을 가정하여 콘크리트 구체에 발생하는 응력을

검토하였다 해석 결과 하중계수가 에 이르는 단계로부터 콘크리트는 국부적인 인장 항복 응력에. 3

도달하게 되어 균열이 진행되기 시작하며 하중계수가 에 이르러 국부적인 파괴에 이르는 것을, 5.017

관측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존교각과 신설교각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우려되었던 두 교각의 접촉면이나 두

교각을 연결하는 격벽부 등에서는 우려할 만한 응력의 집중은 관측되지 않았으므로 상시적인 사용하중

상태에서 교각은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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