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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궤도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열차를 직접 지지하는 구조물로서 주어진 하중 조건에서 큰 손상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열차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콘크리트 슬래브의 피로 파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

다. 피로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의 크기와 변동 폭, 발생 위치 파악이 필요하다. 이때

슬래브에 발생하는 응력은 여러 가지 하중 조건과 슬래브의 형상, 교량부 및 토공부의 상이한 지지 조건 등과 같은 다양한 조

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궤도 슬래브 설계 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이전부터 활발히 수행되어 왔는데[1-6], 많은 연구자들은 차량하중과 같은 직접적

인 하중 외에 온도가 콘크리트 포장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밝혀 왔다[7]. 도로 및 공항 콘크리트 포

장에 대해 차량하중과 환경하중(온도), 그 외 주요설계 변수들을 반영하여 응력식을 산정하고 콘크리트의 피로 특성을 고려하

Abstract This study looked into the behavior of precast concrete track due to temperature variation and initial

track deformation and examined the effect of initial deformation and deformation caused by temperature gradient on

the stress distribution of slab under train load. In this paper, one of two papers in a series, a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for calculating deformation and stress of precast concrete track was proposed;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displacements measured at the precast concrete track in the field were compared with the analytical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lab always curled up due to initial deformation; by comparing the measured displacements with

the displacements calculated by taking measured temperatures at each depth as input, the effective built-in tempera-

ture (EBITD),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top and bottom of the slab corresponding to the initial defor-

mation, can be estimated. If EBITD is relevantly assumed, the calculated displacements correlate well with the

measure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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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온도 변화에 따른 거동과 초기 변형 특성을 규명하고, 궤도 슬래브의

초기 변형과 온도 경사에 의한 변형이 열차하중에 의한 슬래브의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2개의 논문 중 첫 번째 논문으로 이 논문에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변형과 응력을 계산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에 부설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에서 측정한 온도 분포와 변위를 해

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기 변형에 의해 슬래브는 항상 상방향 컬링(curl-up)이 있는 상태에 있

고, 측정된 깊이별 온도를 입력으로 하여 구한 슬래브 수직 변위와 계측 변위를 비교하면 초기 변형에 상응하는 슬래

브 상하부 온도차, 즉 유효 내재 온도차(EBITD)를 결정할 수 있으며, EBITD를 적절히 가정하면 해석 변위와 계측 변

위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 유한요소해석, 온도, 변형,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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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명을 예측하고 있다[8].

현재 콘크리트궤도 설계에서는 평평한 슬래브에 열차하중을 작용시켜 인장응력이 슬래브 하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있다[9]. 그러나 콘크리트궤도 슬래브는 콘크리트의 수축과 크리프, 제작 시의 온도차 등에 의해 슬래브 제작 초기부

터 변형(curling)이 발생하고,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슬래브 상하부 온도차(온도 경사, temperature gradient)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변형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슬래브의 변형을 고려하면 열차하중에 의한 응력은 평평한 슬래브에 열차하중이

작용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포를 보이게 되며 따라서 기존의 설계 조건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불연속하게 설치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경우는 4면이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서리와 코너부에서 변형이 크게 발생하고, 응

력 분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10].

본 연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 슬래브의 실제 손상 모드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법 개발을 위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궤도의 온도 변화에 따른 거동과 초기 변형 특성을 규명하고, 궤도 슬래브의 초기 변형과 온도 경사에 의한 변형이 열차하

중에 의한 슬래브의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2개의 논문 중 첫 번째 논문으로 이

논문에서는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변형과 응력을 계산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모

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장에 부설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에서 측정한 깊이별 온도를 입력으로 하여 구한 슬래브 수직

변위와 현장에서 측정한 변위를 비교함으로써 슬래브 설치 후 발생한 초기 변형과 온도 경사에 의한 슬래브의 변형 거동을

분석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 슬래브의 온도 분포와 변형 계측

2.1 현장 계측

온도 변화에 따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온도 분포와 변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에 부설된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궤도를 대상으로 온도와 변위를 측정하였다. 계측 위치는 호남고속철도 황룡제2고가 종점(상선 166km 240m 부근)이며,

2015년 10월 13일(00:30)부터 10월 15일(00:30)까지 30분 간격으로 48시간에 걸쳐 측정하였다.

Fig. 1, 2와 같이 슬래브에 온도센서(thermocouple, Tokyosokki社 T-G-0.32, 최대 측정온도 약 100°C)를 설치하여 각 깊

이에서의 온도를 계측하였다. 온도센서의 위치는 슬래브 정중앙부와 슬래브에서 3면에서 열 출입에 의한 온도 변화를 측정

할 수 있고 침목, 레일체결장치 등 궤도 구조의 손상을 주지 않는 코너부로 선정하였다(슬래브 세로, 가로 모서리 끝단에서

90mm 안쪽, Fig. 1 참조). 각 위치에서 표면으로부터 5, 80, 160, 240, 400mm 위치에 각 5개씩의 센서를 설치하였고

(TM11~15, TM16~20), 설치 후 천공부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충전하였다. 대기온도도 함께 측정하였으며, 대기온도는 직접

태양 복사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슬래브 상부에 설치한 박스 내부의 그늘에서 측정하였다(Fig. 2 참조). 또한, 궤

도 슬래브의 컬링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슬래브 양쪽 코너부와 길이 방향의 모서리 중앙에 각각 변위계(displacement

transducer, Tokyosokki社 CDP-10, strain-gauge type, 최대 측정변위 10mm)를 설치하여 PCL과 슬래브 사이의 정적 수직

상대변위를 측정하였다(Fig. 2 참조). 센서 종류별 설치 위치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데이터로거는 Kyowa社의 EDX-

100A-1H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1. Sensor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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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측결과

시험기간 동안의 기온 변화와 슬래브 깊이별 온도 변화, 슬래브 코너부와 모서리 중앙부의 변위 계측 결과를 Fig. 3에 나타

냈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슬래브 표면은 기온 변화 패턴에 따라 온도의 증감을 반복하며 열이 슬래브 내부로 전도됨에 따

라 깊이별로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보인다. 열이 내부까지 전도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슬래브 내부일수록 온도의 일변화

폭이 작아지고 최대온도 발생 시점도 약간씩 늦춰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슬래브 코너부(TM16~20)가 슬래브 중앙

(TM11~15)보다 외기와 접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동일 깊이라도 코너부의 온도 변화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3(a), (b) 참조). 반면 슬래브 중앙으로부터 깊이 400mm 위치에서는 온도의 일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c)에

나타낸 슬래브 중앙부에서의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면 궤도 슬래브(TCL)와 충전층 깊이인 240mm까지는

온도 경사가 크지만 200~400mm 깊이에서는 온도 경사가 매우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너부의 경우 TM16 온도센서는

계측 도중 센서 손상으로 데이터를 얻지 못했지만 240mm까지의 온도분포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슬래브 내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슬래브는 휨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완전히 평평한 슬래브는 표면부의 온도가 올라

가는 구간(08:30-16:30, 10월 13일)에서 위로 볼록한 형태의 휨변형(하방향 컬링, curl-down)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자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볼록한 형태로 변형하지는 않고 자중에 의한 변형 억제력보다 더 큰 모멘트가 작용할 때까지 시

차를 두고 변형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방향 컬링이 발생하게 되면 교면보호층(protection concrete layer, PCL)과 콘크리트

Fig. 2. Temperature and displacement sensors installed at test section.

Table 1. Sensor locations and specifications.

Properties 

measured
Type of sensors Specifications Locations

Numbers of 

sensors

Sampling 

interval

Temperature Thermocouple
Tokyosokki T-G-0.32, 

max. temperature 100°C

Slab center (TM11~15) 5
30min.

Slab corner (TM 16~20) 5

Vertical displacement

(relative to PCL)

Displacement transducer

(strain-gauge type)

Tokyosokki CDP-10, 

max. displacement 10mm

Slab edge center (DV8) 1
30min.

Slab corner (DV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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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슬래브(track concrete layer, TCL)는 서로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Fig. 3(d)를 보면 표면부 온도가 상승구간에 있을 때 세

지점(DV7, 8, 9) 모두 즉각적으로 하방향(-) 처짐이 발생하였고, 최대 처짐에 도달하는 오후 2시경에 이를 때까지 바닥에 접촉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표면부 온도가 하강구간으로 접어들면서(16:30~) 처짐이 줄어들어 새벽 2시경에 이르러 상방

향 컬링이 최대치에 이르고, 이후 서서히 변형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계측 초기 시점, 즉 계측기 설치 시각인

새벽 0시 30분경에 콘크리트 슬래브는 상방향 컬링(아래로 볼록한 형태, curl-up)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고, 상방향 컬링이 최소

가 되는 오후 2시경에도 바닥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슬래브는 항상 상방향 컬링이 발생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한 이후부터 대기 온도 변화에 의한 변형 이외에 초기 변형이 이미 발생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러한 초기 변형은 콘크리트 자기 및 건조수축, 크리프, 시공 초기의 온도 경사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3(d)에서 좌우 코너부의 변위 DV7과 DV9는 최대 약 0.17mm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변위 진폭의 크기가

1.05mm 이므로 약 ± 8% 정도의 좌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부터 슬래브가 완전한 대칭 거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슬래브의 초기 변형과 온도 분포가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일하다면 슬래브 중앙 단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변형

이 발생하겠지만 실제로는 위치마다 초기 변형의 크기와 온도 분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 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유한요소 해석

3.1 초기 변형 및 온도에 의한 슬래브 변형

앞서 계측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궤도 슬래브는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온도 경사와 주기적인 변형(컬링)이 발

생하며, 외부 온도에 의한 변형과는 별도로 초기 변형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 있다. Fig. 4에서 (a)는 초기 변형에 의한 슬래브

의 변형 형상을 나타내고, (b)는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한 슬래브의 변형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슬래브 상면이 하면보다 온도가

더 낮은 경우 (- 온도 경사)는 아래로 볼록한 변형 형상(실선)을 나타내고, 슬래브 하면이 상면보다 온도가 더 높은 경우 (+ 온

Fig. 3. Measured temperature and displacement of concrete slab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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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사)는 위로 볼록한 변형 형상(점선)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슬래브의 변형은 초기 변형(a)과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

(b)이 중첩되어 Fig. 4(c)와 같은 변형 형상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슬래브의 초기 변형은 콘크리트의 부

등 습도분포, 건조수축과 크리프 변형, 그리고 시공 당시의 초기 온도 경사 등에 의해 발생한다[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경우는 충전재를 주입하여 슬래브의 설치가 끝난 후에 발생한 변형만이 이러한 초기 변형에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

반적으로 초기 변형을 고려하기 위해 초기 변형과 같은 변형을 유발하는 등가의 상하부 온도차를 정의한다[7]. 이를 “유효 내

재 온도차(effective built-in temperature difference, EBITD)”라고 정의하면, 슬래브 상하부의 총 온도차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총 유효 온도차, 는 외기 온도에 의한 일일 온도차, 는 습도분포에 의한 변형을 유발하는 등가

온도차, 는 시공 초기에 발생한 온도차, 는 크리프 및 건조수축에 의한 변형을 유발하는 등가 온도차를 그리고

는 유효 내재 온도차를 의미한다.

초기 변형과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한 변형 모두 자중에 의해 구속되면서 슬래브에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초기 변형이 상방향

컬링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슬래브 상면에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초기 변형의 크기에 따라 슬래브 응력이

달라지므로, 슬래브 초기 변형의 크기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온도에 따른 변형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유

효 내재 온도차는 시공 시 기온이나 콘크리트 배합, 양생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측결과만으로는 파악이 어렵다. 본 연구에

서는 계측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EBITD를 추정한다. EBITD의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3.2절에서 설명한다.

3.2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3.2.1 해석모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에 온도차와 열차하중이 작용할 때 슬래브의 변형과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용 유한요소 해

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유한요소(finite element, FE) 해석모델을 구축하였다(Fig. 5

참조). 해석모델은 교량부와 토공부로 나누어 모델링 하였으며 레일, 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콘크리트 슬래브, 충전층, 기층

콘크리트(hydraulically stabilized basecourse or lean concrete base, HSB) 또는 교면보호층(PCL)으로 구성된다. 레일은 3차원

선형 보(Beam) 요소(B31)를 사용하였고, 베이스플레이트, 슬래브, 충전층, 하부 콘크리트(HSB 또는 PCL)는 모두 3차원 8-node

연속체 요소(brick element)를 적용하였다. 응력 해석 시에는 C3D8R, 슬래브의 온도 해석 시에는 DC3D8를 적용하였다. 응력

및 변위해석에 사용된 C3D8R 요소는 절점당 각 좌표축 방향으로 총 3개의 변위 자유도를 가지며, 열확산해석에 사용된

DC3D8 요소는 절점당 1개의 온도 자유도를 가진다. 재료 비선형은 고려하지 않고 모두 선형 탄성으로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

TtotΔ TdtgΔ TmgΔ TbitgΔ Tc s⁄Δ+ +( )+ TdtgΔ TebiΔ+= =

TtotΔ TdtgΔ TmgΔ

TbitgΔ Tc s⁄Δ

TebiΔ

Fig. 4. Schematic view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deformed shape of concret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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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각 구성요소의 물성은 Table 2와 같다.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슬래브의 1/2만 모델링하고, 대칭면에는 대칭 경계조건(대칭면 수직방

향의 회전과 변위 구속)을 적용하였다. 레일체결장치는 베이스플레이트만을 모델링 하고 레일과 베이스플레이트를 종방향(열차

진행방향)과 수직방향의 강성을 가지는 스프링 요소로 연결하였다. 또한 슬래브와 베이스플레이트도 베이스플레이트 패드의 수

직 강성을 가지는 스프링 요소로 연결하였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하면과 충전층 상면 사이의 경계는 ABAQUS에서

제공하는 ‘hard contac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슬래브와 충전층의 분리가 허용되도록 모델링 하였다. 슬래브와 충전층 사이의 마

찰계수는 기존 연구결과[11]를 참조하여 0.64로 가정하였다. 한편, 현장계측 결과(Fig. 3(c))에서 알 수 있듯이 200mm 정도까지

는 온도 경사가 급하고 그 이하에서는 깊이에 따른 온도 경사가 매우 작기 때문에 충전층 아래의 온도 경사는 고려하지 않았

다. 따라서 충전층의 하면과 HSB 또는 PCL의 상면은 완전 구속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충전재는 슬래브 상부에서 아래로 주입

하기 때문에 하부 콘크리트(HSB 또는 PCL)와는 부착력이 큰 반면 충전층 상부는 슬래브 하면과 부착력이 약하고 슬래브 변형

이 발생하면 곧바로 분리된다. 특히 교량구간의 경우 슬래브와 하부 콘크리트와의 구속에 의한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슬래브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충전층의 상하부에 각기 다른 구속조건을

적용하였다(Fig. 7 참조).

Fig. 5. Precast concrete track and FE model(1/2 width)

Table 2. Material properties.

Components
Dimension (1/2 width)

(mm)

Compressive strength fck 

(MPa)

Elastic modulus

E (MPa)

Poisson ratio

ν

Thermal coefficient 

(1/°C)

Rail UIC60E1 - 210,000
0.30 12×10-6

Baseplate 290×160×15 - 210,000

Track slab 4,950×1,250×200 45 31,900*

0.167 10×10-6
Grout 4,950×1,250×40 45 31,900*

HSB 15,800×1,900×300 15 23,000*

PCL 15,800×1,900×300 30 28,500*

Note: * Calculated based on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KCI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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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는 슬래브와 하부 구조가 서로 비합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슬래브에 작용하는 수평력

을 지지하기 위한 전단키 구조가 적용된다. 전단키를 구성하기 위해 슬래브에 전단포켓(중공부)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단포켓

내부에서 앵커 또는 철근이 하부 기층에 매립되고 전단포켓에 모르타르를 채움으로써 전단키가 형성된다(Fig. 6 참조). 전단포

켓 측면에는 온도하중에 의하여 슬래브의 변형이 전단키에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패드가 부착되어 있다. 슬래브와

PCL 사이의 수직 거동은 이 탄성고무패드로 인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고, HSB 또는 PCL에 설치된 전단키는

따로 모델링 하지 않고 슬래브 패널 전단키 부분에 압축에만 저항하는 비선형 스프링 요소를 적용하여 인장이 작용할 때는 반

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모델링하였다.

교량부 모델에서는 교면보호층 하부면을 완전구속하고, 토공부 모델에서는 노반의 수직 강성과 기층 콘크리트와 노반 간 마

찰을 나타내는 지반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였다(Fig. 7 참조). 노반의 수직 강성은 압축에만 저항하는 비선형 스프링을 적용하여

인장이 작용할 때는 반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모델링하였다. Eisenmann와 Leykauf [13]에 따르면 노반의 유효 강성은 아래와 같

Fig. 6. Shear key of precast concrete track and modeling of rubber pad in shear key.

Fig. 7. Modeling interfaces between slab, under-filling layer and HSB or 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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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정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노반(고속철도의 경우 강화노반)의 탄성계수로 DIN 18 134[14, 1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통

해 구할 수 있는 로 가정할 수 있다. 과 는 각각 궤도 슬래브(TCL)와 기층 콘크리트(HSB)의 탄성계수, 과

는 각 층의 두께를 의미한다. 노반의 탄성계수( )를 120MPa으로 가정하고, 슬래브와 기층 콘크리트의 두께가 240mm,

300mm 일 때 노반 강성은 0.066N/m³이 된다. 기층 콘크리트와 노반의 마찰저항은 문헌[16]을 참고하여 16.0kPa/mm로 가정

하였다.

3.2.2 해석절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변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래브 내부의 온도 분포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슬래

브에 작용하고 있는 초기 변형(즉, EBITD)을 추정해야 한다. 

1) 슬래브 내부 온도분포 산정

계측된 깊이별 온도를 경계조건으로 주고 열전달해석(heat transfer analysis)을 수행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의 온도 분포를 계산

한다(Fig. 7 참조). 열전달해석은 슬래브 패널만 고려하였고, 궤도 슬래브의 열전도율(Conductivity)은 2W/m°C, 비열은 900J/

kg°C로 가정하였다[17].

2) EBITD 산정

EBITD를 가정한 다음 가정한 EBITD와 1항에서 계산한

슬래브 내부 온도 분포를 슬래브에 작용시키고 슬래브 자중

과 함께 슬래브의 변위를 계산한다. 해석으로 구한 변위와 계

측된 변위가 유사하면 EBITD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EBITD를 수정하여 다시 변위를 계산한다. 해석 변위와 계측

변위가 거의 같아질 때까지 계산을 반복하고, 해석 변위와 계

측 변위가 같아지면 이 때 EBITD를 최종 EBITD로 결정한

다(Fig. 8 참조). 이 때 EBITD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선형

온도 경사가 슬래브 전체에 균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3.3 결과 및 분석

Fig. 9는 열전달 해석으로 계산한 슬래브 내부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9(c)~(d)에서 중앙부와 코너부 각 측정

위치에서 슬래브 깊이별 계측 온도와 200mm 깊이까지의 계

산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은 EBITD가 작용할 때의 슬래브의 변형 형상을 보

여주고, Fig. 11은 EBITD 없이 외기 온도 변화에 의해 발생

한 슬래브 내부의 온도 분포만 적용했을 때 슬래브의 변형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외기 온도가 하강하면 슬래브 하부의

온도가 더 높아져 온도 경사는 음(–)이 되고 Fig. 11(a)와 같

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변형(curl-up)이 발생하게 하고

(curl-up), 외기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슬래브 상부의 온도가

더 높아지므로 온도 경사는 양(+)이 되어 Fig. 11(b)와 같이

반대로 위로 볼록한 형태의 변형(curl-down)이 발생함을 알

ks
E

0.83h
1

E
1

Es

------ 0.83h
2

E
2

Es

------+

---------------------------------------------------------=

Es

E
υ2

E
1

E
2

h
1

h
2

Es

Fig. 8. Procedure for determining EBI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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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BITD에 의한 변형과 외기 온도 변화에 의한 변형이 더해져 최종적인 슬래브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

이 구속되면서 발생하는 응력 분포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18]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궤도 슬래브 EBITD가 각각 –5°C, -15°C, -25°C일 때 해석으로 구한 변위와 계측 변위를 비교한 결과를 Fig. 12~14에 나타

냈다. Fig. 12에서 알 수 있듯이 EBITD를 –5°C로 가정하면 슬래브 상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인 10:00∼17:00에서 슬래

브 모서리와 코너부가 하부 PCL층과 닿는 것으로 나타나 계측 결과와 맞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즉 실제보다 초기 변형을 과

소평가한 것이다. EBITD를 –25°C로 가정한 결과에서는 Fig.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방향 컬링(curl-up)으로 발생한 초기 변

형이 커 코너부(DV9)에서 계측 변위보다 더 처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변형이 클 경우 기층과 슬래브의 접촉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recast concrete slab at 05:00 and 14:00.

Fig. 10. Deformation of precast concrete slab under EBITD (negative temperature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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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더 작아서 같은 온도차가 작용하더라도 더 큰 온도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EBITD를 –25°C로

가정하면 초기 변형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측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반면 Fig. 13에서 EBITD를 –15°C로 가정하

면 모서리 중앙부(DV8)와 코너부(DV9)에서 모두 해석에 의해 구한 변위와 계측된 변위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결과를 종합하면 측정 위치의 슬래브에 작용하고 있는 EBITD는 대략 –15°C로 추정할 수 있다. Fig. 3(d)에서 살

펴보았듯이 슬래브 코너부에서 측정된 변위가 좌측(DV7)과 우측(DV9)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대칭적으로 거동하는 것

Fig. 11. Deformation of precast concrete slab under temperature gradient.

Fig. 12. Comparison of vertical slab displacements measured and calculated with EBITD of –5°C.

Fig. 13. Comparison of vertical slab displacements measured and calculated with EBITD of –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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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더 큰 값을 나타낸 DV9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실제 보다는 EBITD가 다소 크게 평가되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정확한 EBITD 평가를 위해서는 슬래브의 각 모서리와 코너 등 가능한한 여러 위치에서의 온도와 변

위를 계측해서 비대칭 온도 분포와 초기 변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호남고속철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제시하고 현장에 부설

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에서 측정한 깊이별 온도를 입력으로 하여 구한 슬래브 수직 변위와 현장에서 측정한 변위를 비교

함으로써 슬래브 설치 후 발생한 초기 변형과 온도 경사에 의한 슬래브의 변형 거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불연속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온도분포와 변형 거동을 계측한 결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설치 이후 발생한

수축 및 크리프 변형, 시공 시 온도 분포와의 차이 등에 의한 초기 변형에 의해 슬래브는 항상 상방향 컬링이 발생한 상태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기 변형에 온도 변화에 따른 주기적 변형이 더해져 슬래브 모서리부와 코너부에서는 슬래브와

충전층 간의 간격이 일정 주기로 변화하게 된다.

(2) 초기 변형에 상응하는 슬래브 상하부 온도차를 유효 내재 온도차(EBITD)로 정의하고 선형의 온도 분포를 가정하면 해석

변위와 계측 변위를 비교하여 반복 계산함으로써 EBITD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계측 지

점에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에서 EBITD를 적절하게 가정하면 계측 변위와 잘 일치하는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따라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궤도의 해석과 설계 시 보다 정확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기 온도

변화에 의한 온도 변형과 함께 초기 변형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 모델과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논문[18]에서는 초기 변형과 온도에 의한 변형이 발생한 상태

에서 열차하중이 작용할 때 슬래브의 응력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슬래브의 변형이 응력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를 고찰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과제번호: 17RTRP-B067919-05)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Fig. 14. Comparison of vertical slab displacements measured and calculated with EBITD of –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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