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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cast slab track system(PSTS) is a concrete track laying system where the slab panels are pre-manufactured in 
factories and assembled and installed on-site. PSTS has been developed for the past 30 years in countries where 
railway technologies are advanced such as Japan and Germany to improve the various drawbacks of the in-situ 
concrete slab track. However, the usefulness of PSTS is being continuously approved by many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Taiwan, Austria, Italy, Spain, etc,. Lately, not only Japan and Germany, but also Austria, Italy and China 
have developed their own PSTS by collaboration between their Governments and private enterprises and are now 
attempting to expand their businesse soverseas. In accordance to such movement, in 2006, the Korean Railroad 
Research Institution and Sampyo E&C have developed a Korean PSTS by joint research. PSTS consists of concrete 
panel, under pouring layer and concrete base layer. Amongst these components, the panel is the main component 
of PSTS which supports the train load and has a great effect on the track quality, workability and economics.
Therefore, a study is to be conducted to select the optimum size for the Panel of the precast slab track system 
panel by analyzing the various standards & forms, interpretation of finite elements of the selected model and 
economical analysis. 

1. 서론

공장에서 슬래브패널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슬래브궤도 시스템은 현장타설 콘크

리트 도상궤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0년 전부터 일본, 독일 등의 철도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 최근 중국, 대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신규 대규모공사에 사용되는 등 효용성

이 검증되고 있다. 또한 일본, 독일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는 국가와 민간업체

간 협력으로 개발하여 국내공사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

연구원과 삼표 E&C가 공동연구를 통하여 2006년 국내형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를 개발하였다. 프리

캐스트 슬래브궤도는 콘크리트 패널과 충전층, 콘크리트 기층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를 대표하는 구성요소로써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열차하중을 지지하고, 궤도 품질, 시공성,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내외 프리캐스트 슬래브궤도의 규격조사 및 다양한 규격과 형상을 고려

한 각각의 패널모델들에 대해 유한요소해석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의 패널 규격 및 형상을 선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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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모델별 규격선정

모델별 규격선정을 위하여 기존 프리캐스트 슬래브궤도의 패널 규격을 조사하고, 길이, 폭, 높이의 최

대, 최소를 기준으로 하여 모델별 규격을 선정한다. 또한 해석결과의 비교 평가를 위해 동일한 열차하

중, 구성 구조물별 재원,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2.1.1 기존 프리캐스트 슬래브궤도

국내 및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프리캐스트 슬래브궤도 패널 규격 및 최대, 최소규격은 

도표 1의 내용과 같다. 

도표 1.기존 프리캐스트 슬래브궤도의 패널 규격

구분 PST-A형 Max 
Boegl

J-Slab
(일반구간)

J-Slab
(터널구간)

PORR PLAN 최대 최소

길이(mm) 6.450 6.450 4.950 4.930 5.160 5.100 6.450 4.930

폭 (mm) 2.500 2.550 2.340 2.340 2.400 2.500 2.550 2.340

높이(mm) 0.200 0.200 0.190 0.160 0.160 0.160 0.200 0.160

2.1.2 모델별 규격

패널 길이는 체결구 간격 650mm를 기준으로, 패널 1개에 체결구 10개가 설치 될 때의 길이인 

6,450mm와 8개 설치되는 길이 5,150mm로 결정하였으며, 폭은 기존 패널의 최대, 최소값에 가까운 

2,500mm와 2,300mm, 높이 역시 기존 패널의 최대, 최소값인 200mm와 160mm로 결정하였다. 도표 2

는 모델별 패널규격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2. 모델별 규격

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길 이(mm) 6,450 6,450 6,450 6,450 5,150 5,150 5,150 5,150

폭 (mm) 2,500 2,500 2,300 2,300 2,500 2,500 2,500 2,500

높 이(mm) 200 160 200 160 200 160 200 160

2.2 구조해석 구조물 및 해석조건

2.2.1 구조물 재원

유한요소해석모델은 패널, 충전층, HSB층 3개로 구성되며, 모든 층에 사용된 요소는 8절점 Solid 요

소를 사용하였다. 도표 3은 구조물의 규격 및 재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은 모델링을 표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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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구조물 재원

구 분 규 격(mm) 재 료 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이슨비

패 널 2,300×6,450×114 Con'c 45MPa E1 = 31,900 N/mm 0.18

HSB층 2,300×6,450×110 Con'c 35Mpa E2 = 13,482 N/mm 0.18

토노반 3,200×6,450×300 토사 E3 = 120 N/mm 0.18

a. Plate형 b. Frame형(중공형)

그림 1. 구조물 모델링

2.2.2 표준활하중

철도건설규칙의 고속철도용 표준활하중인 HL-25 여객전용 표준활하중을 적용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HL-25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2.2.3 지지점력 산정

HL-25 하중모델의 축중은 레일과 체결구를 거쳐 슬래브에 하중을 가하게 된다. 그림 3은 축중 4개

가 슬래브 위에 재하되는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체결구는 고속철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P사 방진체결

구 이며, 동적강성(cdyn)는 71,000 N/mm 이고, 체결구 간격은 650mm 이다. 도표 4는 체결구 위치별 

지지점력을 나타내고 있다.

P=250kN P=250kN P=250kN P=250kN

p=80kN/m p=80kN/m

80mm800mm 1600mm 1600mm 1600mm
P2H1 P2H2 P2H3 P2H4 P2H5 P2H6 P2H7 P2H8 P2H9 P2H10 P3H1 P3H2 P3H3 P3H4P1H7 P1H8 P1H9 P1H10

그림 3. HL-25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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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체결구 위치별 지지점력                              

체결구 No.1 No.2 No.3 No.4 No.5 No.6 No.7 No.8 No.9 No.10

하중(kN) 2.647 2.129 2.618 2.186 2.234 2.553 2.117 2.743 1.950 0.929

2.2.4 기초계수(Foundation Modulus, k)

기초계수(Foundation Modulus, k)는 가상높이(hx)를 식.1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식 2.를 이용하여 계

산하며, 그 결과는 도표 5.의 내용과 같다.

  ․․



 ․․






※    유압식결합층 역청질결합층  →∴  

                   (식 1)

   


                                                                     (식 2)

도표 5. 기초계수(k)

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k (N/㎟) 0.048 0.053 0.048 0.053 0.048 0.053 0.048 0.053

2.3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응력

2.3.1 모델별 인장응력

패널의 최적규격을 선정을 위해 모델별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한 결과 도표 6의 내용과 같은 종횡방향 

인장응력을 구하였다. 

패널길이 6,450mm과 5,150mm의 길이비(1:0.8)에 비해, 종방향 응력비(1.169:0.652 MPa=1:0.56)로 

매우 효과적으로 응력이 감소하였다. 패널 최적길이는 5,150mm를 선정하였다.

패널폭 2,500mm와 2,300mm의 응력을 비교한 결과 1.515MPa, 1.498MPa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패

널의 최적폭은 2,300mm를 선정하였다.

패널두께 200mm와 160mm의 두께비(1:0.8)에 비해, (0.85:1)로 감소한 두께에 비해 응력증가비는 

5%가랑 더 크게 증가하였다. 패널 최적높이는 200mm를 선정하였다.

도표 6. 모델별 인장응력

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종방향(N/㎟) 1.169 1.370 1.182 1.377 0.652 0.907 0.652 0.854

횡방향(N/㎟) 1.515 1.783 1.498 1.775 1.559 1.838 1.542 1.824

743



2.3.2 형상별 검토

8개 모델중 최적패널규격으로 선정했던 Case.7과 추가로 패널폭 180mm(Case.9)와 매우 적은 응력이 

발생하는 패널 중앙부를 제거한 중공형 패널(Frame)(Case.10)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도표 7의 내용과 같다. 

패널 두께 200mm와 180mm의 두께비(1:0.9)에 비해, (0.83:1)로 감소한 두께에 비해 응력증가비는 

7%가랑 더 작게 증가하였다. 패널 최적높이는 180mm를 선정하였다.

패널 형상 Plate형과 Frame형의 부피비(1.185㎟:0.8㎟)에 비해 응력은 종방향 0.652/0.654 MPa, 횡

방향 1.542/1.564 MPa로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Frame형(중공형) 패널이 Plate형에 비해 최적화

된 형태의 패널이라 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도표 7. 형상별 인장응력

구 분 패널형상
패널 규격 기초계수

(k, N/㎣)

인장응력

길이(mm) 폭(mm) 높이(mm) 종방향(MPa) 횡방향(MPa)

Case.7 Plate 5.150 2,300 200 0.048 0.652 1.542

Case.9 Plate 5.150 2,300 180 0.051 0.785 1.700

Case.10 Frame
패널 5.150 2,300 200

0.048 0.654 1.564
중공부 2.970 400 200

종방향 횡방향 종방향 횡방향

a. Plate형(Case.9) b. Frame형(중공형)(Case.10)

그림 4. 형상별 인장응력(Case.9, 10)

3. 결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패널 최적규격을 검토한 결과 길이 5,150mm, 폭 2,300mm, 높이 180mm로 선

정하였다. 또한 형상별 비교를 수행한 결과 응력을 많이 받지 않는 패널 중앙부가 채워져 있는 Plate형

보다 중앙부를 제거한 Frame형이 구조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유봉,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의 충전층 충전불량이 궤도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9.

2. 서사범, “궤도역학 2”, BG북겔러리, pp.73-149, 2009.

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