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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장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 교량 단부에서의 체결장치 압상력 평가
Evaluation of Uplift Forces Acting on Fastening Systems at the Bridge Deck
End Considering Nonlinear Behaviors of the Fastening Systems
양신추*·김학형·공정식
Sin Chu Yang·Hak Hyung Kim·Jung Sik Kong
Abstract In this study, vertical loading tes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nonlinear behaviors of the fastening
systems that have generally been used in the concrete track of domestic railway lines. Nonlinear load-displacement
curve models were derived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uplift forces generated in the fastening systems were evaluated
by applying the derived nonlinear models as well as the existing linear models.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on the maximum uplift force of the fastening system was analyzed through a parameter study on the distance between neighboring
sleepers,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he bearing and the nearest fastening system from the deck end,
and the height of the bridge girder. From the evaluation results it is known that, for economical track and bridge design,
due to deck end deform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onlinear behavior of the fastening system in the calculation
of the uplift force of the faste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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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실제 체결장치는 들림하중이 작용할 때 압축하중이 작용할 때와 동일한 강성은 작은 하중범위 내에서 유지
되고 어느 정도 들림하중이 커지면 매우 강한 비선형 거동특성을 보인다. 압상력 기준을 초과하는 개소들에서는 보통
보다 매우 고가인 특수체결장치를 부설하여야하는데, 설계하고자하는 선로 전체구간에서 그 비용은 매우 크게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설계를 위하여 체결장치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반영하여 압상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콘크리트궤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체결장치들(SFC와 System 300-1)을 대상으
로 압상력 작용 시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를 토대로 수치해석에 적용하기 위
한 체결장치의 비선형 하중-변위선도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선형모델과 더불어 도출된 비선형모델을 적용하여 교량단
부의 변형에 따른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압상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교량단부 체결장치 압상력에 미치는 영향요소인 침
목간격, 교좌장치 중심으로부터 교량상판 최 끝단에 위치한 체결장치까지의 수평거리, 교량 거더높이 등에 대한 매개
변수연구를 통하여 이들 영향요소가 체결장치의 최대 압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경제적인 궤도 설
계를 위해서는 교량단부에 부설되는 체결장치의 사용성 검토 시에 체결장치의 비선형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콘크리트궤도, 체결장치, 비선형 거동, 교량단부 변형, 압상력

1. 서

론

콘크리트궤도는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승차감 향상, 궤도의 수명 증가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부설사례가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궤도를 부설한 교량에서는 레일과 교량상판이 체결장치에 의하여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교량 변형 시 체결장치에는 자갈궤도에 비하여 큰 하중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DS 804 철도구조물 설계기준[1]에서는
콘크리트궤도를 부설하는 교량에서 수직 및 시제동하중 등 차량하중을 비롯하여, 온도하중, 기초침하, 크리프 및 건조수축 등
다양한 하중들을 고려하여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체결장치의 사용성(Service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교량단부의 체결장치 사용성을 확보하도록 독일 DS 804를 토대
로 궤도 및 교량 설계지침을 제정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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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DS 804 철도구조물 설계기준[1]에서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교량단부에서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평가하는 방법
및 기준이 잘 제시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해외 연구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양신추 등[3]에 의
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궤도구간을 대상으로 교량단부 체결장치 사용성에 대하여 연구된 바 있으며, 박홍기[4] 등은
체결장치 압상력(Uplift force)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소들을 대상으로 매개변수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또한 임종길[5]
등은 레일지지점 간격 및 교량 단부회전변위에 따른 체결장치의 거동특성을 실내시험과 수치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체결장치는 차량하중에 의하여 매우 큰 압축하중을 받기 때문에 궤도구조설계는 압축하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압축하중 작용 시에 체결장치 거동은 많은 시험을 통하여 잘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궤도를 부설하는 교량의 단부에서
는 상판의 회전 및 수직단차가 발생할 경우 체결장치에 비교적 큰 압상력이 발생한다. 국내 철도구조물설계지침[6] 뿐만 아니
라 독일 DS 804에서도 압상력 작용 시에 체결장치 수직강성은 압축력이 작용할 때와 동일한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체결
장치 사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체결장치는 들림하중이 작용할 때 압축하중이 작용할 때와 동일한 강성은
작은 하중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어느 정도 들림하중이 커지면 매우 강한 비선형 거동특성을 보인다. 압상력 기준을 초과하는
개소들에서는 보통보다 매우 고가인 특수체결장치를 부설하여야하는데, 설계하고자하는 선로 전체구간에서 그 비용은 매우 크
게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설계를 위하여 체결장치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반영하여 압상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콘크리트궤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체결장치들(SFC와 System 300-1)을 대상으로 압상력
작용 시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를 토대로 수치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체결장치의 비선형
하중-변위선도 도출하였다. 기존의 선형모델과 더불어 도출된 비선형모델을 적용하여 교량의 변형에 따른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압상력 평가하였다. 또한 교량단부 체결장치 압상력에 미치는 영향요소인 침목간격, 교좌장치 중심으로부터 교량상판 최 끝단
에 위치한 체결장치까지의 수평거리, 교량 거더높이 등에 대한 매개변수연구를 통하여 이들 영향요소가 체결장치의 최대 압상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실내시험을 통한 체결장치의 하중-변위 선도 모델 개발
2.1 체결장치의 상하방향 수직하중 시험
체결장치에 압축 및 들림(Uplift) 하중 작용 시에 체결장치 거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은 국내
콘크리트궤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FC 및 System 300-1 등 두 종류의 체결장치를 대상으로 각각 3조씩 시행되었다.
Fig. 1은 시험대상인 두 종류의 체결장치를 나타낸다. SFC 체결장치는 레일패드가 주로 탄성을 제공하며(베이스플레이트가
없음), System 300-1 체결장치는 레일패드가 있으나 탄성은 주로 베이스플레이트패드가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체결장치가
부담하는 하향 수직하중은 개략적인 계산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압상력을 부담할 수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하향 수직하중은 하중제어(Load Control)에 의하여 120kN/min의 속도로 64kN까지 하중을 재하하였
으며, 상향 수직하중은 변위제어(Displacement Control)에 의하여 1mm/min의 속도로 하중을 재하하였다. 하향 및 상향 하중 각
각의 별도 시험결과들은 초기치를 원점으로 하여 하나의 하중-변위선도로 나타내었다. Fig. 2는 시험 개요도 및 시험장면을 나
타낸다.

Fig. 1. Test object faste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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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tical loading test of a fastening system.

2.2 시험결과분석을 통한 하중-변위 선도 모델 개발
SFC 및 System300-1 체결장치에 대한 수직하중 재하 시험을 통하여 얻은 하중-변위 선도는 Fig. 3과 같다. 변위-하중 선도는
크게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구간은 개략적으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압축하중을 받는 KC
구간, 그리고 들림하중(Uplift force)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 체결클립과 탄성패드가 공통으로 저항하는 KU1 구간, 들림하중이 증
가함에 따라 KU1 구간을 넘어 체결클립만으로 저항하는 KU2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림하중이 크게 작용할 때 체결클립이
스토퍼(Stoper)에 닿아 강성이 매우 크게 되는 KU3 구간 등으로 구분된다. KC 구간과 KU1 구간은 체결클립과 탄성패드가 공통
으로 저항하므로 강성이 같을 수 있지만 탄성패드의 비선형 특성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단순화 할 경우에는 크게 KC, KU2, KU3, 등 3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해석값을 얻
을 수 있도록 변위-하중 선도를 4구간으로 구분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시험결과 분석을 통하여 구축한 SFC 및 System300-1
체결장치의 하중-변위 선도 모델은 Fig. 4와 같으며, 각 변위구간 및 구간에서의 강성 값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ameters defining nonlinear displacement-load model.
fastening system

SFC
System
300-1

Compression

Uplift

KC

KU1

KU2

KU3

Range (mm)

≤ 0.0

0.0 ~ 1.1

1.1 ~ 5.7

5.7 ≤

Stiffness (kN/mm)

25.0

15.8

1.5

4.1

Range (mm)

≤ 0.0

0.0 ~ 0.6

0.6 ~ 6.3

6.3 ≤

Stiffness (kN/mm)

23.0

19.9

0.5

21.6

Fig. 3. Results of the vertical loading tests of faste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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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placement-load curves of fastening systems derived from test results.

3. 교량단부 변형에 따른 체결장치 압상력(Uplift force) 해석
3.1 해석 방법
국내 철도설계지침에서는 독일 DS804와 동일하게 체결장치가 상향력에 의하여 상부방향으로 거동할 때 체결장치 강성은 압
축 시의 강성과 동일한 강성을 갖는다고 가정하여 압상력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고려하는 하중은 크리프 및 건조수축, 교량
상부구조 상하면 온도차, 교각 잔류침하, 레일-교상 온도차, 교각 전후면 온도차, 등 5가지 정적하중과, 교량에 작용하는 열차수
직하중, 시/제동하중, 궤도에 작용하는 열차축중 등 3가지 동적하중 등 총 8 가지 하중이다. 이들 각각의 하중에 대하여 선형해
석을 수행한 후 각각의 해석결과들에 부분안전계수(Partial safety factor)을 적용하여 선형결합을 함으로써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총 작용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1,2]. 체결장치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8 가지 하중의 재하 순서를 고려한 하
중이력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의 8가지 하중은 현장에서 하중에 따라서 초장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작용하
거나, 계절별, 일별, 그리고 열차 통과 시마다 작용하므로 이들 하중들의 재하 순서를 결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체결장치의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체결장치에 발생하는 하중을 비교하기 위
해서 8가지 하중 모두를 고려하는 것 대신 이들 하중들에 의하여 교량에 누적(Cumulative) 변위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 후 이
누적변위 발생 시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였다. 교량단부에서 변위는 Fig.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량상판의 회전
변위 및 교량상판들의 수직단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국내 철도설계기준(노반편)[6]에 의하면 열차속도 및 구조물 경
간장의 조건에 따라 수직단차는 최대 2.0mm까지를, 그리고 회전변위는 최대 9‰까지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준
값보다 충분히 큰 구조물변위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해석에서는 회전변위는 16‰까지, 그리고 수직단차는 4mm까지를 고
려하였다.
해석은 구조해석 전용프로그램은 LUSAS를 사용했다. 레일과 교량 모두를 2차원 티모센코 보요소(Timoshenko Beam
Element)로 모델링하는데, 교량상판 중립축에서 레일 및 교좌장치까지의 높이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교량과 레일 및 교량과 교
좌장치는 리지드링크(Rigid link)로 연결하여 모델링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레일 및 교량 물성치 및 제원은 Table 2와 같으며,
Fig. 6는 교량상판 단부를 중심으로 체결장치 위치 및 번호를 나타낸다.
Table 2. Parameters of the track and bridge.
Parameter
Rail cross section area

Notation
Ar

Unit

7.686×10-3

4

3.039×10-8

m

Rail geometrical moment of inertia

Ir

m

Rail total cross section ratio

As/Ar

-

Young’s modulus of Rail
Poisson’s ratio of Rail

Er

Value

2

0.34
2

kN/m

210×106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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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ck end deformation.

Fig. 6. Notations corresponding the positions of fastening systems at joints of bridge decks.

3.2 해석결과
교량상판의 회전변위 및 수직단차 발생 시 교량단부 근처 체결장치들의 위치별 하중발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해석
을 수행하였다. Fig. 7-(a), (b)는 각각 교량상판의 회전변위 8‰ 및 수직단차 2mm 발생하였을 때 체결장치의 비선형 및 선형
하중-변위 선도를 적용하여 체결장치에 발생하는 작용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선형 하중-변위 선도에서는 압축력을 받을 때의 강
성과 들림하중이 작용할 때의 강성이 같도록 하였다. 회전변위 및 단차는 좌, 우 단 스판(Single span)이 놓인 교각에서 우측 상
판에 회전변위 및 단차가 사전에 발생한 것, 즉 우측상판 사전변위(Prescribed displacement)로써 고려되었다. Fig. 7-(a)로부터
회전변위 발생 시에는 좌측 교량상판 끝단부에 위치한 2개의 체결장치에는 비교적 큰 압상력이 작용하며, 우측 교량상판 끝단
에 있는 체결장치에서는 매우 큰 압축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b)로부터 수직단차 발생 시에는 교량 좌, 우측 상
판에서 압축력과 압상력이 같은 크기로 대칭적으로 발생하며 상판 끝단부 체결장치들에서 최대 압축력 및 압상력이 크게 작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a)는 우측상판의 회전변위가 2‰에서 16‰까지 2‰씩 증가할 때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최대 압상력을 나타낸 것이고,
Fig. 8-(b)는 우측상판의 수직단차가 0.5mm에서 4.0mm까지 0.5mm‰씩 증가할 때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최대 압상력을 나타낸

Fig. 7. Uplift forces of fastening systems according to their positions at joints of bridge decks.

양신추·김학형·공정식
52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 20 권 제 4 호 (2017년 8 월)

것이다. Fig. 7의 결과로부터 선형모델인 경우 최대 압상력은 회전변위 및 수직단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비선형모델에서
는 어느 한도까지는 최대 압상력이 회전변위 및 수직단차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다 그 이상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이들 결과로부터 회전변위 및 수직단차 모두 비선형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선형모델보다 적용하는 경우
보다 최대 압상력이 작게 평가되며 변위가 커질수록 그 차이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철도구조물 설계지침[6]에서 제
시한 교량상판의 회전변위 및 수직단차 허용기준에 따르면 열차속도 및 경간장에 따라 회전변위는 2.0~9.0‰까지를, 그리고 수
직단차는 1.5~2.0mm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열차속도 150km/m, 경간장 30m 이상일 때 회전변위의 허용기준은 7‰이고 수직
단차 허용기준은 2 mm이다. 이 경우 비선형모델은 선형모델에 비하여 최대 압상력이 회전변위에 대해서는 최대 3kN, 수직단
차에 대해서는 최대 4kN 정도 낮게 평가된다. SFC 및 System 300-1 체결장치들의 압상력기준이 각각 19kN 및 13kN인 점을
고려할 때[2] 선형 및 비선형 모델간의 차이는 결코 적은 값이라고 볼 수 없다. 최대 압상력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개소에서
는 가격이 매우 비싼 특수체결장치를 부설하여야하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 궤도건설을 위해서는 비선형모델을 적용하여 압상력
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철도 및 고속철도에서 콘크리트궤도의 침목간격은 60~65cm이다. 침목간격에 따른 압상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침
목간격이 60cm 및 65cm 두 경우에 대한 최대 압상력을 비선형모델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의 결과로부터 회전변위에 대해서는 침목간격이 넓은 65cm인 경우가 60cm인 경우보다 1kN 내외로 높게 평가되며, 반대로 수
직단차의 경우는 침목간격이 좁은 60cm인 경우가 65cm인 경우보다 1kN 내외로 높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전
변위 및 수직단차 두 경우 모두 침목간격에 따라 최대 압상력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8. Maximum uplift force of fastening system according to the model difference (linear or nonlinear).

Fig. 9. Maximum uplift force of fastening system according to distance between neighboring slee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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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aximum uplift force of fastening system according to horizontal distance between center of bearing and nearest fastening
system from deck end.

Fig. 11. Maximum uplift force of fastening system according to height of bridge girder.

교량에서 교좌장치 중심으로부터 교량상판 최 끝단에 위치한 체결장치까지의 수평거리, D(Fig. 5)는 20~30cm 내외로 설계되
고 있다. 수평거리, D도 최대 압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D가 20cm 및 30cm인 두 경우에 대하여 최대 압상력
을 비선형모델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의 결과로부터 회전변위의 경우 수평거리, D가
커지면 최대 압상력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직단차의 경우는 최대 압상력은 수평거리, D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회전변위가 수직단차보다 최대 압상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최대 압상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평거리, D를 작게 교량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량의 거더높이 즉 형고(h)가 최대 압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준 거더높이 h=2.5m인 경우를 포함하여 거
더높이가 절반인 경우 (1/2h), 거더높이가 두배인 경우(2h)에 대하여 최대 압상력을 평가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의
결과로부터 회전변위에 대해서는 거더높이가 낮을수록 최대 압상력이 다소 작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직단차의 경우
는 최대 압상력은 거더높이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콘크리트궤도 부설 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2개의 체결장치를 대상으로 시험을 통하여 압축력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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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압상력이 작용할 때 실제 거동을 잘 나타낼 수 비선형 하중-변위 선도모델들을 도출하였다. 교량단부에서 상판의 회전변위
및 수직단차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선형모델과 시험을 통하여 도출된 비선형모델을 적용하여 체결장치에 작용하는 압상력을 평
가한 결과, 회전변위 및 수직단차 모두 비선형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선형모델보다 적용하는 경우보다 최대 압상력이 작게 평
가되며 회전변위 및 수직단차가 커질수록 그 차이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대 압상력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개소에서
는 가격이 매우 비싼 특수체결장치를 부설하여야하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 궤도건설을 위해서는 비선형모델을 적용하여 압상력
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압상력에 영향을 주는 침목간격, 교좌장치 중심으로부터 교량상판 최 끝단에 위치
한 체결장치까지의 수평거리, 그리고 거더높이 들에 대한 매개변수연구결과 침목간격 및 교량 거더높이 등은 최대 압상력에 미
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교좌장치 중심으로부터 교량상판 최 끝단에 위치한 체결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압상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평거리를 작게 교량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철도구조물설계지침에서 교량단부 사용성 평가시 적용하는 하중 및 해석에 사용되는 파라메타 등에 충분한 안전율이 고
려된 만큼 체결장치의 실제 비선형 거동이 반영되어도 사용성 평가 자체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선형 하중-변위 선도모델은 경제적인 궤도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비선형모델을 적용
한 압상력 평가방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압상력에 미치는 하중들의 재하순서, 각 하중 재하 시 물성치 변화, 하중재하
방법 등에 대한 기준정립 연구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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