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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Crack Pattern of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Track Induced by 

Temperature Change and Shrinkage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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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오던 콘크리트궤

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고속철도나 일반철도의 고속화

구간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콘크리트궤도는 자갈궤도

와 비교할 때 안정성이 높고, 자갈층의 소성 침하가 없기 때

문에 유지보수가 크게 줄어든다. 우리나라에 적용된 콘크리

트궤도 중에서 최근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독일의

Rheda 공법으로 토공구간에 적용된 구조는 연속철근 콘크

리트궤도(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track, 이하 “CRCT”)

이다. 이 구조는 도로에서 쓰이고 있는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CRCP)과

같이 조인트가 없이 슬래브를 열차 진행 방향으로 연속적으

로 타설하는 공법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수화열이나 공용 중

온도 변화, 콘크리트 수축(shrinkage)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체적 변화가 레일 및 하부구조와의 마찰 등으로 구속되어 상

당한 수준의 인장응력이 유발되며, 횡균열(transverse crack)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균열은 연속철근 콘크리

트궤도의 거동과 장기 공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 그러므로 장기 공용성 확보를 위해 효

율적인 균열 제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균열의 원

인과 균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은 콘크리트 수축이나

온도변화 등 환경하중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균열 빈도와

Abstract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causes of cracks in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tracks (CRCTs) and the main

factors affecting cracking, a field survey on the status of cracks and crack patterns in the Gyeong-bu high speed line was

conducted, and the crack patterns of CRCT due to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top of the slab (TCL) and the bot-

tom of the subbase (HSB) and the drying shrinkage of concrete were predicted by a nonlinear finite element model consid-

ering the structure of CRCT.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nalysis show that cracks will be developed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sleeper and the TCL, and under the sleeper due to the temperature difference and concrete shrinkage. This cor-

responds well to the crack locations found in the field. Also, it is found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re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with respect to the temperature difference, and the drying shrinkage strain with respect to shrinkag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inforcement ratio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considering the structures of CRCT because

the crack spacing is not always proportional to the reinforcement ratio due to the sleepers embedded in the TCL.

Keywords :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track (CRCT), Finite element analysis, Crack, Temperature difference, Drying

shrinkage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연속철근 콘크리트궤도에서의 균열의 원인과 균열 발생에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파

악해 보고자 경부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구간에서 균열 발생 현황과 발생 패턴을 조사하고, 연속철근 콘크리

트궤도의 구조를 감안한 2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슬래브 상부와 기층 하부의 온도차와 콘

크리트 수축에 의한 연속철근 콘크리트궤도(CRCT)에서의 균열 발생 패턴을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도차와 콘크리트 건조수축에 의해 침목과 슬래브(TCL) 경계부 및 침목하부에서 균열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

되고, 이는 현장 조사에서 발생한 균열의 발생 위치와 일치한다. 또한 온도차에 대해서는 열팽창계수가, 콘크

리트 수축에 대해서는 건조수축 변형율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침목이 TCL에 매립

되어 있어서 균열 간격이 반드시 철근비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CRCT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

여 철근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연속철근 콘크리트궤도, 유한요소해석, 균열, 온도차, 건조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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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는 콘크리트 배합, 부재

크기, 철근비, 구속도 등이 있다[3]. 국내외 설계기준[4,5]에

서는 이러한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균열 간격과 균열폭을 예

측하고, 적절한 철근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콘크리트 포

장의 경우도 철근량 설계방법, 적절한 콘크리트 배합이나 골

재 종류의 선정, 시공 시 품질관리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제

시되어 있다[6-8]. 그러나, 콘크리트궤도의 경우에는 PC침목

이나 레일체결장치가 일정 간격으로 레일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로 콘크리트포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열 간

격이나 균열 발생 위치 등 균열 발생 패턴이 콘크리트포장

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속철근 콘크리트궤도에서 균열을 보다 효

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확립하기 위하여 균열의 원

인과 균열 발생에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파악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경부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구간에서 균

열 발생 현황과 발생 패턴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속철근

콘크리트궤도의 구조를 감안한 2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상하부의 온도차와 콘

크리트 수축에 의한 연속철근 콘크리트궤도에서의 균열 발

생 패턴을 예측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철

근비와 열팽창계수, 콘크리트 배합 특성에 의한 건조수축 변

형율의 크기 등 주요 영향인자에 따른 균열 변형율의 차이

를 분석하고 균열 제어를 위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현장조사

2.1 경부고속철도의 콘크리트궤도 구조

토공구간 CRCT(Rheda-KCT2)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강화노반(또는 동상방지층, frost protection layer: FPL),

콘크리트 기층(hydraulically stabilized base course: HSB),

그리고 그 위에 연속철근이 배근되는 콘크리트 슬래브(track

concrete layer, TCL)에 두 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라티스형

철근으로 연결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침목이 매립된 구조

로 이루어진다[9].

선로 방향으로는 슬래브 신축 작용이 완전히 구속되어 콘

크리트 내부의 인장응력 유발로 인한 균열이 발생되므로

TCL에서는 균열폭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슬래브 중심 위

치에 약 0.8~0.9%의 철근을 배근하고, HSB는 균열 유도를

위해 약 5m 간격의 수축 줄눈(contraction joint 또는 saw-

cut joint)을 둔다.

반면 교량구간에서는 교량 단부의 꺾임과 같은 변형 때문

에 토공구간과는 달리 슬래브를 연속해서 연결할 수 없다.

따라서 6~8m 길이의 불연속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설계

하고 동시에 수평방향의 힘을 교량의 하부구조로 전달하도

록 전단키를 슬래브 하부에 설치한다. 그리고 전단키가 슬

래브의 건조수축이나 온도변화에 의한 수축을 구속하지 않

도록 슬래브 하부에는 분리막을 설치하여 마찰을 줄이고, 전

단키의 측면에는 탄성패드를 부착한다[9]. 이로써 교량구간

에서 궤도 슬래브는 토공구간에 비해 자유롭게 신축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이 매우 작아진다.

2.2 콘크리트궤도의 균열 발생 패턴

Fig. 2는 대표적인 균열의 발생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Fig.

2(a)에서 토공구간에서는 침목 단부, 침목과 TCL 경계를 따

라 발달한 횡균열(transverse crack)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균열폭은 대부분 0.2~0.3mm, 균열 간격은 약

0.3~1.95m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슬래브 전 폭에 걸쳐 균

열이 발달한 경우도 있고, 침목 바깥쪽 또는 슬래브 중앙부

에만 균열이 있는 경우도 다수 관찰된다. 반면 Fig. 2(b)에

서 알 수 있듯이 교량구간에서는 토공구간에 비해 균열 빈

도는 매우 낮고 균열폭도 0.01~0.15mm 정도로 매우 작은 것

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2013년 5월 기준으로 경부고속철

도 2단계 구간 전체에서의 균열의 수와 균열폭을 요약한 것

이다. 이 결과에서도 교량구간의 균열 빈도가 현저히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해 석

3.1 해석 모델

앞서 설명한 CRCT의 콘크리트 수축과 온도 변화에 따른

균열 발생을 모사하기 위하여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인 DIANA[11]를 이용하여 2차원 유한요소로 연속철근 콘

크리트궤도를 모델링 하였다. 비선형 해석기법은 Newton-

Fig. 1 Cross-sectional view of Rheda-KCT2 on earthwork of Gyeong-bu high speed line (Dong-Daegu~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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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hson법을 적용하였고, 콘크리트 수축 및 온도차에 따라

해석 시간을 조정하여 해가 수렴되도록 하였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Rheda 궤도의 형상과 치수를

적용하여 궤도 단면의 1/2를 모델링 하였다. TCL과 HSB의

대칭면에는 수직방향의 자유도만 허용하였고, TCL과 HSB

양단에는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하여 회전은 허용하고, 수

직과 수평방향으로는 선형 스프링을 적용하였다. 수직과 수

평 스프링 강성은 각각 0.06N/mm3과 1.0N/mm3을 적용하였

다. 이 강성값은 길이가 매우 긴 슬래브에 하중을 재하하여

구한 처짐과 중앙부 슬래브 응력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내는 값이다[1]. 반면 철근은 대칭면과 단부에서 완전 구속

되는 것으로 모델링 하였다. 각 구성 요소에 적용된 요소의

종류와 재료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온도 및 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 이후의 콘크리트 거

동을 예측하기 위해 선형 인장연화 모델(linear tension

softening model)을 적용하여 균열발생 이후의 거동을 구현

Fig. 2 Typical crack patterns in concrete track on earthwork and bridge

Table 1 Summary of cracks in TCL of Gyeong-bu high speed

line (Dong-Daegu~Busan) [10]

Crack width
Number of cracks/km

Total Earthwork Bridge Tunnel

Less than 0.3mm 235.90 509.27 69.79 170.15

0.3~0.5mm 71.41 74.48 6.32 89.77

0.5~1.0mm 8.72 11.33 1.67 9.75

Sum 316.03 595.08 77.79 269.67

Fig. 3 Modeling of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track (CRCT)(1/2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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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Fig. 4 참조)[12]. 콘크리트의 균열 변형율은 아래의

관계로 정의된다.

(1)

여기서, ε은 전 변형율, εe는 탄성 변형율, εcr은 균열 변형

율이다.

레일-침목, HSB-TCL 경계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력이

마찰저항을 초과할 때 슬립 발생을 허용하는 bilinear 하중

-변위 특성을 나타내고 수직 방향으로는 선형 스프링 특성

을 나타내는 인터페이스 요소를 적용하였다. 반면 HSB와

ε ε
e

ε
cr

+=

Fig. 4 Post cracking behavior

Table 2 Element types and properties of CRCT

Components
Element 

type

Compressive

strength fck

(MPa)

Tensile

strength ft

(MPa)

Fracture 

energy GF

(Nmm/mm2)

Crack band 

width h

(mm)

Ultimate 

crack strain 

Elastic of

modulus

(MPa)

Poisson’s

ratio

Sleeper concrete
Plane stress

element
55 4.36* 0.210* 5.4-10.9# 0.009-0.018# 3.97×104* 0.17

TCL

Concrete
Plane stress

element
30 2.91* 0.148* 5.4-10.9# 0.009-0.019# 3.36×104* 0.17

Steel rebar

(D19)

2D

Beam element
400† 400† - - - 2.00×105 0.3

HSB concrete
Plane stress

element
15 1.83* 0.103* 5.4-10.9# 0.010-0.021# 2.84×104* 0.17

Note: †for steel rebar, yield strength of steel (fy), *calculated based on CEB-FIP model code 1990[13], #DIANA user manual[11] and J.G rots [12]

εnn ult,

cr

Fig. 5 Models for stiffness of interfac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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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L의 경계는 분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모두 bilinear 하중-변위 특성을 가지는 인터페이스 요

소를 적용하였다. 레일과 침목 간의 수직 강성은 레일체결

장치의 강성을 적용하고, 수평방향은 UIC 774-3[14]에 제시

된 궤도 종저항력을 적용하였다(Fig. 5(a) 참조). 그리고 TCL

과 HSB 사이의 수직 강성은 상대변위를 방지할 만큼 충분

히 크게 가정하였고, HSB과 FPL의 수직 강성은 FPL의 탄

성계수(120MPa)로부터 Eisenmann and Leykauf[17]가 제안

한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Fig. 5(b)-(c) 참조), 인장력이 작

용할 때 HSB와 FPL의 분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인장 수직

강성을 0으로 적용하였다. HSB-TCL 간, HSB-FPL 간의 수

평 방향 마찰-슬립 특성은 임진선 등[15]의 실험 결과를 이

용하여 가정하였다.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 특성은 김성민 등

[16]의 연구에서 제시된 Fig. 5(d)의 부착 모델을 적용하였

고, CRCT의 철근비는 0.8%를 적용하였다.

3.2 온도 변화 및 콘크리트 수축 특성

균열 패턴 예측을 위해 온도 변화와 콘크리트 수축 특성

을 적용하였다. 온도 변화의 경우는 실측된 슬래브 온도의

일변화량[18]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궤도의 깊이 방향으로 설

계 시 고려하는 온도경사 0.05oC/mm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Fig. 6)[9]. 조사 결과에 따르면[18] 콘크리트 깊이

에 따른 온도경사는 비선형으로 나타나고 실제 HSB 층에

서 온도경사는 거의 무시할 수 있지만, 설계 시에는 이를 단

순화하여 선형 온도경사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TCL

(240mm)과 HSB(300mm)의 두께를 고려하면 TCL 표면과

HSB 하부의 온도차는 최대 27oC가 된다. 콘크리트의 열팽

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는 10×10-6/
oC을 기본으로 하고, 열팽창계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6×

10-6/oC과 14×10-6/oC인 경우를 추가로 해석하였다. 콘크리트

의 수축은 CEB-FIP MC90 code[13]의 건조수축 예측모델로

부터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 수축 변형율을 산정하여 해석에

적용하였다(Fig. 7 참조). CEB-FIP MC90의 수축모델은 자

기수축을 포함하지 않는 건조수축 모델이다. 또한 크리프 변

형에 의한 탄성계수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수축에

의한 균열 변형율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다. 프리캐스트 제

품인 콘크리트 침목과 기 타설된 HSB는 충분히 건조수축

이 이루어진 상태로 가정하고, 새로 타설하는 TCL에서만 건

조수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해석을 보다

단순하게 하기 위해 건조수축 변형율은 TCL 전 단면에 동

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등 건조수축을 고려하

지 않았다.

4. 결과 및 분석

4.1 온도차에 의한 균열 발생 패턴

4.1.1 상하부 온도차에 의한 응력 및 균열 변형율

Fig. 8은 TCL 상부와 HSB 하부의 온도차가 27oC일 때 전

응력, 균열 응력, 그리고 균열 변형율 발생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 응력 분포를 보면 온도경사에 의해 표면은 인장응

력을, 하부는 압축응력을 나타내고, 균열 응력과 균열 변형

율은 TCL과 침목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응

력과 균열 변형율이 대칭면에서 멀어질수록 구속력의 저하

로 감소하지만, 이는 3.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부가 완

전 구속이 아니고 스프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모델링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응력과 균열 변형율의 분포는 대칭

면 부근에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Fig. 3의 section T).

Fig. 9는 온도차가 커짐에 따른 균열 변형율의 진전 경향

을 보여 준다. Fig. 9(a)에서 온도차가 13.5oC일 때 TCL 표

면부에서 균열 변형율이 최초로 발생하여 온도차가 증가할

수록 아래로 균열이 발전해 나가고, 침목과 TCL 경계면에

서 최대 균열 변형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콘

크리트 침목이 TCL에 비해 압축강도가 크기 때문에 강성 차

이에 의해 균열 변형율이 침목-TCL 경계면에 집중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제 콘크리트 궤도의 균열 패턴과 잘

일치한다(Fig. 2 참조). 만약 침목과 TCL의 강도가 동일하

다면 Fig. 9(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침목에서도 균열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침목 간격에 의해 균열 간격이 결정될 가

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국내외 설계기준[4,5]에

서 제시된 구조물의 단면 특성 및 철근 배근에 따른 균열

간격의 결정 방법을 CRCT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위치에 따른 균열 변형율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Fig. 10Fig. 6 Temperature gradient

Fig. 7 Drying shrinkage of TCL(based on CEB-FIP MC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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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TCL 표면에서부터 깊이에 따라 요소들을 각 layer

로 분류하였다. Fig. 11은 침목-TCL 경계면으로부터의 거리

에 따라 각 요소의 균열 변형율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표면부에 해당하는 layer 1의 균열 변형율이 증

가하고, 침목-TCL 경계에 가까울수록 균열 변형율이 크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는 균열 간격이 침목의 한

쪽 모서리에서 인접한 침목 모서리 사이 간격과 같다고 가

정할 때 균열폭을 계산한 결과이다. 침목과 침목 사이에 있

는 각 layer에 속한 요소의 균열 변형율에 요소의 크기를 곱

하여 균열폭을 계산하고 그 합을 도시한 것으로 두 경계면

중 한 곳의 균열폭을 나타낸다. 각 layer 별로 온도차가 증

가할수록 균열폭이 선형에 가깝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

Fig. 8 Distribution of total stress, crack stress, and crack strain in longitudinal direction due to temperature gradient (∆T = 27.0oC)

Fig. 9 Variation of crack strain distribution according to temperature gradient at section T

Fig. 10 Definition of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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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layer 1~5까지는 등간격으로 요소가 분할되어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깊이에 따라 균열폭은 거의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형 온도 경사를 가

정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와 같이 비선형의

온도 경사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표면에 가까운 layer

의 균열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도차 27oC에서 해

석을 통한 TCL 표면(layer 1)의 균열폭은 최대 0.025mm으

로 현장에서 조사된 균열폭의 10%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CRCT에서는 표면에서 더 온도차가 큰 비선형 온도분포를

보이며, 온도차와 함께 콘크리트 수축도 역시 깊이에 따라

비선형 분포를 가지면서 동시에 작용하므로 해석 결과에서

구한 균열폭보다 현장 실측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4.1.2 철근비의 영향

균열의 제어에는 철근비(= 전체 부재 단면적 대비 철근 면

적, reinforcement ratio)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철근비가 높고, 철근 직경이 작을수록 균열 간격이 작

아지고, 균열폭은 감소하며, 반대로 철근비가 낮으면 균열 간

격이 커지고, 균열폭 또한 커진다[19]. CRCT에서는 일반적

으로 0.8%의 철근비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철근비를

0.4, 1.2%로 증감하여 철근비에 따라 균열 변형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13은 철근비에 따른 균열 변형율의 분포 차이를 비

교한 것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차에서의 균열

변형율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철근비가

증가할수록 균열 변형율이 더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철근비가 높을수록 TCL의 수축을 구속하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침목이 없는 경우라면 균

열 간격은 철근비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19]. 따라서 균열

변형율이 더 크더라도, 균열폭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앞

서 서술했듯이 침목을 사용하는 CRCT에서는 균열이 침목

위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변형율에도 균열이 일정한

위치에 발생하게 된다면 CRCT에서는 균열간격이 철근비와

관계없이 결정되며, 균열 간격이 반드시 철근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장조사 결과(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침목 위치에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균열 간격이 동일하다면 철근비가 증가할수록 구속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작은 온도차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균

열폭도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Fig. 14를 보면 온도차 27oC

에서 철근비에 따른 균열폭은 철근비가 50% 증가 또는 감

소됨에 따라 균열폭도 50% 증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CRCT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하여 철근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 11 Crack strain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concrete

sleeper-TCL interface at layer 1 (section T)

Fig. 12 Crack width at each layer according to temperature

gradient (section T)

Fig. 13 Distribution of crack strain due to temperature gradient according to reinforcement ratio

Fig. 14 Development of crack width due to temperature gradient

according to reinforcement ratio – lay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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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열팽창계수의 영향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는 온도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부피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골재 부피가 콘크리트 부피의 약 70% 이상

을 차지하기 때문에 골재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의 열팽

창계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콘크리트의 열팽창계

수는 7~14×10-6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ble 3

참조)[20]. 현재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콘

크리트의 열팽창계수 10×10-6/oC를 기준으로 4×10-6가 증감

된 6×10-6/oC와 14×10-6/oC를 HSB, TCL, 침목의 열팽창계

수로 적용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15는 Fig. 12와 마찬가지로 침목과 침목 사이에 있는

각 layer에 속한 모든 요소의 균열폭을 도시한 것이다. 여기

서 알 수 있듯이 열팽창계수가 증가할수록 더 낮은 온도차

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균열 변형율의 합이 크게 나타났다.

열팽창계수가 10×10-6/oC에서 14×10-6/oC까지 증가하면 동일

온도차에서 균열 변형율이 90% 가량 증가한다. 따라서 열

팽창계수가 가급적 낮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균열 제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용 골

재로 사용되는 암석은 총 31종에 달하며, 지역별로 암석의

종류도 상이하다. 특히 점유율이 높은 암종은 화강암, 편마

암, 응회암, 사암, 셰일 등이고 그 중에서 화강암의 비중이

가장 높다[21]. Table 3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용

으로 사용되는 골재 중에서는 석회암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가 가장 낮은 반면, 규암이나 사암을 사용한 콘

크리트는 상대적으로 열팽창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골재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계수가 최대 14×10-6

/oC까지 높아질 수 있고, 균열 저감을 위해서는 콘크리트궤

도에서도 열팽창계수의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별 골재의 열팽창계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열

팽창계수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2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 패턴

4.2.1 경과일수에 따른 응력 및 균열 변형율

Fig. 16은 1000일의 건조수축에 의한 응력, 균열응력, 균

Table 3 Coefficients of thermal expansion [20]

Rock groups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0-6/oC)

Rock
Saturated 

concrete

Design 

value

Chert of flint 7.4-13.0 11.4-12.2 12

Quartzite 7.0-13.2 11.7-14.6 14

Sandstone 4.3-12.1 9.2-13.3 12.5

Marble 2.2-16.0 4.4-7.4 7

Siliceous  limestone 3.6-9.7 8.1-11.0 10.5

Granite 1.8-11.9 8.1-10.3 10

Dolerite 4.5-8.5 9.2 9.5

Basalt 4.0-9.7 7.9-10.4 10

Limestone 1.8-11.7 4.3-10.3 9

Fig. 15 Development of crack width due to temperature gradient

according to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 layer 1

Fig. 16 Distribution of total stress, crack stress and crack strain in longitudinal direction due to concrete shrinkage (100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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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변형율 발생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응력 분포를 보면 온

도차에 의한 응력 분포와 마찬가지로 대칭면에서 멀어질수

록 구속력의 저하로 인장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온도차에 의한 응력 분포와 다른 점은 침목 하단부의

TCL에서 인장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이 지점에서 균

열 응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Fig. 17, 18 참조). 균

열 변형율의 분포 역시 균열 응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는 침목에서는 수축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

이며, 이 경우 콘크리트 수축에 대한 구속은 하부 HSB와 레

일 보다 침목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Fig. 18에서 알 수 있듯이 80일 경과 후(약 70µε의 건조

수축 변형율이 발생)에 침목 하부에서 균열 변형율이 발생

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C침목과 TCL 경계,

TCL 콘크리트와 철근 경계에서 균열 변형율이 증가하고 점

차 하부로 발전하며, 침목과 TCL의 수직 경계면을 따라 TCL

표면까지 균열이 발달한다. 이는 온도차에 의한 균열 변형

율의 진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온도차

에 의해서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동일한 변형율을 나타내는

데 반해 수축은 콘크리트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콘크

리트와 철근의 경계에서 균열 변형율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

되며, 또한 PC침목은 건조수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PC침목에 의해 TCL의 수축이 구속

되면서 PC침목과 TCL의 경계에서 균열이 진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9는 경과시간에 따른 철근을 기준으로 상부

(Layer 7, 8), 하부(Layer 9-16)에서의 균열 발생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철근 상부의 균열폭이 하부의 균열폭보다 크

며 침목-철근의 구속력이 HSB-철근의 구속력 보다 큰 것으

로 생각된다. 

4.2.2 건조수축 변형율에 따른 영향

건조수축 변형율은 외기 습도와 콘크리트 배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콘크리트 배합에서는 특히 물-결합재비와

골재 중 잔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건조수축 변형율의 크기

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22]. 외기 변화나 콘크리

트 배합에 따라 건조수축 변형율이 달라질 경우를 고려하여

CEB-FIP MC90을 이용하여 계산된 TCL의 건조수축량을 기

준으로 20% 증가 및 감소시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20은 건조수축 변형율의 크기 변화에 따른 균열폭의

변화 정도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균열 간격이 일정

하다고 하면 건조수축 변형율이 20% 증가할 때 균열폭은 약

30% 가량 증가하고, 반대로 건조수축 변형율이 20% 감소

Fig. 17 Variation of crack strain distribution due to concrete shrinkage at section S

Fig. 18 Crack strain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sleeper-TCL

interface (section S)

Fig. 19 Crack width at each layer according to concrete

shrinkage (sectio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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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균열폭이 약 28% 가량 감소한다. 즉, 건조수축 변형율

의 변동폭보다 균열폭의 변동폭이 더 크다. 따라서 균열 제

어를 위해 양생 중의 습도 유지와 적절한 콘크리트 배합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2.3 철근비의 영향

온도차에 의한 균열 해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근비를

0.4% 증감하여 0.4%, 1.2%의 철근비에서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 변형율을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Fig. 20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철근비가 높을수록 균열 변형율이 증

가하였다. 이는 온도차에 의한 균열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철근비로 인하여 TCL의 구속력이 증가됨에 따른 것으

로 판단된다.

Fig. 21 Distribution of crack strain due to drying shrinkage

according to reinforcement ratio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의 환경하중에 의한 거동을 보

다 정확이 이해하기 위하여 균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에

서 계측된 슬래브의 온도경사를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온도차와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 경향을 예측

하고, 주요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온도차에 의한 균열은 TCL 표면부에서 발생하기 시

작하여 아래 방향으로 균열이 진전하며, 최대 변형율은 침

목과 TCL 경계면에서 발생하고 선형 온도 경사가 발생할 때

표면에서 균열 변형율이 가장 크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진다.

반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은 침목 하단에서 균열이 발생하

기 시작하고 최대 변형율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계면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차와 건조수축이 동시에 작용

하면 균열은 침목과 슬래브(TCL) 경계부 및 침목하부에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현장 조사에서 발생한 균열

의 발생 위치와 일치한다.

(2) 해석 결과에 따르면 TCL 상부와 HSB 하면의 온도차

가 약 13oC, 건조수축 변형율은 약 70µε에서 TCL의 균열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통의 온도, 습도 변

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하중이므로 연속철근 콘크리

트궤도에서 균열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와

같이 비선형 온도 경사와 부등 건조수축이 발생하면 표면에

서 균열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온도차에 대해서는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 수축에 대

해서는 건조수축 변형율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균열 제어를 위해서는 열

팽창계수가 낮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콘크리트

의 열팽창계수를 결정짓는 중요인자인 골재의 선정이 중요

하며, 건조수축 변형율을 줄이기 위해 양생 중의 습도 유지

와 적절한 콘크리트 배합의 선정이 중요하다.

(4) 철근비에 따른 온도 및 건조수축 해석 결과 철근비가

높을수록 더 작은 온도차와 건조수축 변형율에서 균열이 발

생하며, 균열 변형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근

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의 수축을 구속하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침목을 사용하는 CRCT에서는 균열이 대부분 침

목 위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균열 간격이 철근비에 반비례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균열 간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철근

비가 증가될수록 철근에 의한 콘크리트의 구속이 증가하여

오히려 균열폭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CRCT의 구

조적 특징을 감안하여 적절한 철근비를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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