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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cast concrete deck has many advantages comparing with the in-situ concrete deck, and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replacement of the deteriorated decks and to the newly constructed highway
bridges in domestic region. In order to apply the precast decks into the railway bridges, however,
differences of the loa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highway and the railway should be properly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the train load, longitudinal force of the continuous welded rail, acceleration or
braking force, temperature change and shrinkage. Proper level of the longitudinal prestress of the
tendons that can ensure integrity of the transverse joints in the deck system is of a primary importance.
To this aim, the longitudinal tensile stresses induced by the design loads are derived using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es, design codes and theoretical equations for the frequently
adopted PSC composite girder railway bridge. The estimated proper prestress level to counteract those
tensile stresses is over 2.4 MPa, which is similar to the case of the highway bridges.


서 론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그림 은 현장타설되는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바닥판과 비교할( 1)

때 급속 시공 거푸집이나 동바리공의 생략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 용이 및 고강도 확보 등, ,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외의 교량에 활발히 적용되어 왔다 바닥판의 수화열 및 상당 부분의.

건조수축이 바닥판과 거더의 합성 이전에 발생하므로 외부구속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바닥판의

횡방향 균열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도로교에 대해서는 노후 바닥판 교체 공사 및 신설 교량 설계에 성공적으로 적

용되어 왔다1) 이를 바탕으로 최근 활발히 발주되고 있는 철도교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하고.

자 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철도교는 도로교와 비교할 때 활하중 및 기타 하중에서 차이가. ,

크므로 이러한 하중 특성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한 설계가 요망된다 특히 바닥판 간 횡방향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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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일체화시키는 문제

는 설계하중에 대해 올바른 구조거동을 유

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

항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바닥판 내.

부에 배치한 종방향 텐던을 통하여 프리스

트레스를 가하는 방법을 도입했는데 도로교,

에 적용시 적절한 종방향 프리스트레스 수

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검토된 바 있지만
2,3) 철도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뢰할만할

연구 결과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방향 텐던을 갖,

는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을 철도교에

적용할 때 바닥판 간 이음부에서 발생하는 벌어짐 또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프리스트

레스 수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합성거더교를 해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주로 정, PSC ( 1).

밀한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주요 설계하중이 유발하는 바닥판의 종방향 인장응력을 산정하3

였으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그 중 바닥판과 거더의 온도차, . ,

나 건조수축차가 유발하는 응력은 설계기준의 제안식이나 이론적으로 유도된 식으로도 고찰하여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대상 교량의 주요제원 및 유한요소모델2.

해석 대상은 의 표준활하중에 대해 설계된 급선 설계속도 의 복선 철도교이LS-22 1 ( : 200 km/h)

며 단경간을 개 거더 거더 간격 거더 높이 가 지지하고 있다 합성거더, 25 m 5 ( : 2.0 m, : 2.35 m) .

도로교에서는 거더의 갯수나 간격 높이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요소들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가 바람직하나 일반적인 합성거더 철도교의 경우에는 전형, PSC

적인 형상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강도는 통상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의 보다 증가된27 MPa 35 MPa

이며 이러한 강도 증가분을 활용하여 바닥판 두께도 통상의 현타 바닥판의 보다 더욱 감, 280 mm

소시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최소두께인 로 설계하였다 프리캐스트 바닥판200 mm .

개 세그먼트의 종방향 길이는 이음부를 포함하여 이다 그림 을 참조하여 시공 순서를 간1 2.0 m . 1

략히 설명하면 먼저 프리캐스트 바닥판들을 현장에 미리 설치된 거더들 위에 거치한 후 바닥판,

간 이음부를 무수축 모르터로 채운다 모르터 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종방향 프리스트레싱.

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전단 포켓에 무수축 모르터를 타설하면 바닥판과 거더가 스터드를.

통하여 합성되게 된다1).

바닥판에 도입되야 할 적절한 종방향 프리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하중에

의해 바닥판에 발생하는 종방향 응력을 산정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2

와 같이 정밀한 차원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3

였다 바닥판 거더 및 가로보는 절점 솔리드. , 8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바닥판에서,

거더와 합성되는 위치인 전단 포켓에 설치되

는 스터드는 보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해석에.

는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 LUSAS4)를 사용하

였다.

그림 거더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1. PSC

그림 해석대상 교량의 유한요소모델2.



바닥판의 종방향 응력 산정3.

활하중3.1

개 요3.1.1

도로교의 경우 국내 설계기준에는 활하중에 대한 바닥판의 주요 설계 방향인 횡방향의 설계모

멘트 값이 주어져 있으며5) 일본 도로교시방서와 같이 횡방향 이외에 종방향의 설계모멘트 값까,

지 제시된 경우도 있다6) 하지만 철도교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활하중에 의한 바닥판. ,

종방향 응력이나 모멘트값이 설계기준에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정밀해석 또는 실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철헌 등. 3)은 도로교에 대해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을 통해 활하중에 의한

바닥판 종방향 응력을 산정한 바 있으며 또 다른 방법론으로 윤석구 등, 2)과 같이 일본 도로교시

방서의 횡방향 설계모멘트에 대한 종방향 설계모멘트의 비를 국내 도로교설계기준의 횡방향 설계

모멘트에 곱하여 종방향 설계모멘트를 산정한 예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도로교와 철도교의. ,

활하중 차이로 인해 철도교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밀. ,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기초로 하되 비록 적용성에 의문이 있지만 비교를 위해 철도설계기준, 7)에

의해 산정한 횡방향 설계모멘트에 일본 도로교시방서에 제시된 모멘트비를 적용하여 종방향 설계

모멘트를 구하고 이를 응력으로 치환하는 방법론과도 결과값을 비교해 보았다.

유한요소해석 결과3.1.2

사전해석 결과에 의해 바닥판에 더 큰 종방향 인장응력을 유발하도록 하중을 단선으로L-22

재하하였으며 축하중들의 위치는 영향선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콘크리트교에 대한 충격계수.

는 해석시 함께 고려하였다 최대 종방향 인장응력은 교량 단부의 거더 사이에서 발생한. 0.235

로서 이는 도로교 활하중이 유발하는 종방향 인장응력MPa 3)의 최대값 발생 위치와 유사하지만 값

은 훨씬 작다 도로교의 하중의 최대 윤하중이 이고 철도교의 하중의 최대. DB-24 96 kN L-22

윤하중이 으로 하중이 좀 더 크다 하지만 본 철도교의 거더 간격은 로서 통상110 kN L-22 . , 2 m

의 도로교보다 작고 또한 자갈도상에 의한 하중 분포효과를 고려하였으므로 도로교에서 가장 하,

중 재하 효과가 큰 거더 사이 바닥판 중앙부에 윤하중을 작용시키는 것과 비교할 때 하중 재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기준에 의한 계산 결과3.1.3

철도설계기준에는 주거더에 지지된 바닥판에서 열차 축중을 자갈도상을 고려한 분포 면적으로

나누어 환산등분포하중으로 치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횡방향 설계휨모멘트를 구하는 절차가 제시

되어 있다 본 궤도구조에서 하중 분포폭은 교축방향으로 교축직각방향으로 로. 0.920 m, 3.080 m

계산되며 최대 환산등분포하중을 구해보면, 77.640 kN/m2이다 이를 충격을 고려하여 설계휨모멘.

트 계산식에 대입하면 단위폭당 의 횡방향 모멘트가 산출된다 일본 도로교시방서를36.457 kNm .․
준용할 때 거더 간격 에 대해 횡방향 모멘트에 대한 종방향 모멘트의 비는 로서 따라2.0 m 0.774 ,

서 종방향 활하중 모멘트는 단위폭당 이고 이는 최대 의 응력을 유발한28.218 kNm 4.233 MPa․
다 이를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할 때 값이 매우 과도한 편이다 물론 철도교에는 도로교와 같. .

은 충격계수 상한선이 없으므로 큰 충격계수가 고려되었고 또한 설계모멘트 계산식 자체가 매우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크지만 또 한가지 이유는 정철헌 등, 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밀해

석 및 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일본 도로교시방서는 종방향 모멘트 및 응력의 크기를 과대평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교의 경우에도 활하중이 유발하는 종방향 응력은 유한요소해석 등. ,

정밀한 방법론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장대레일 종하중 및 시제동하중3.2

철도설계기준을 참조하여 한 궤도당 의 장대레일 종하중을 레일면 높이에 가하였다10 kN/m .

제동하중은 하중의 를 시동하중의 경우 동륜하중의 를 레일면상 높이에 가하LS 15% , 25% 2.0 m

였다 이러한 하중들은 바닥판을 벗어나서 작용하므로 가상 부재를 통해 편심효과를 고려하였다. .

온도변화3.3

유한요소해석 결과3.3.1

철도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바닥판과 거더의 온도차는 로 보았다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5 .℃

콘크리트교에 대한 대한 설계값인 10×10-6 로 두었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바닥판의 종방향 인/ .℃

장응력은 바닥판 온도 하강시가 상승시보다 더 컸으며 이는 바닥판의 온도가 떨어질 때 바닥판이,

종방향으로 수축하려는 거동을 거더가 외적으로 구속하여 인장응력이 크게 유발되기 때문이다.

설계기준 및 이론적인 엄밀해에 의한 결과3.3.2

철도설계기준에서 바닥판과 거더에 온도차가 발생했을 때의 종방향 응력은 바닥판과 거더 각각

에 발생하는 축력 및 모멘트를 식 및 에서 구하여 두가지 단면력에 의한 합성응력을 산정(1) (2)

한다 식 에서 바닥판과 거더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각각의 강성비를 가지고 총모멘트를 분배하. (2)

여 구한다 여기에서 첨자. , c는 바닥판 첨자, s는 거더를 나타내며 은 탄성계수비, d는 바닥판

중립축과 거더 중립축 사이의 거리, 는 선팽창계수, ±t는 바닥판과 거더의 온도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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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본 합성거더의 플랜지 유효폭은 거더 중심간 거리인 이므로 내측거더의 경간 중앙을 기준2 m

으로    ,   이다 바닥판 온도가 하강했을 경우 바닥판 상연응력은. 5℃

하연응력은 로 계산된다 한편 보 이론에 근거한 이론적인 엄밀해는 온0.499 MPa, 0.587 MPa . ,

도에 의해 유발되는 단면 곡률 및 축방향 변형률을 각각 식 과 에서 구한 후 실제 발생하(3) (4) ,

는 응력은 온도에 의한 신축의 영향을 제외하여 식 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5) .

  

 
   

   ±      
 ±    (3)

 



  
   ±     

 ±    (4)

      ±  (5)

윗 식을 통해 바닥판 응력을 계산해 본 결과 설계기준에 의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설계기준에 의한 식은 근사식이 아니며 보 이론에 근거한 엄밀한 계산식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음을 본 비교고찰에서 밝혔다 그림 은 바닥판 온도가 강하시 유한요소해석 설. 3 5 ,℃

계기준 및 이론식에 의한 바닥판의 높이별 응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위치.

는 내측거더의 경간 중앙에 위치한 바닥판으로 설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경향은 비슷하지만 설계기.



준보다는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결과가 응력을 좀

더 크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러.

한 경향은 정철헌 등3)에서도 지적되었던 바 있다.

건조수축3.4

설계기준에서 바닥판의 건조수축 현상을 다루는

방법론은 바닥판과 거더의 온도차 고려시와 거의

유사하다 합성 이후 바닥판의 건조수축 현상을.

거더가 구속할 경우 바닥판 인장응력이 유발되나,

보통 합성 이전에 달 정도 소요됨을 고려하여1~2

철도설계기준의 최종건조수축률인 20×10-5의 약

정도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50% .

조합하중3.5

각 하중조합의 의미는 표 과 같으며 표 에서는 각 개별하중 및 하중조합이 발생시키는 최대1 , 2

인장응력 및 압축응력을 정리하였다 개별하중들 중에서 지배적인 인장응력을 유발시키는 것은 바.

닥판의 온도 저하 및 시동하중이었으며 나머지 개별하중이 유발하는 인장응력의 크기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특히 도로교의 경우 활하중에 의한 종방향 인장응력이 지배적이었던 데 반해. , 2),

본 철도교의 경우에는 활하중 효과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가장 지배적인 하중조합은 온도 저하와.

시동하중이 동시에 포함되는 하중조합 로 나타났다4 .

적정한 종방향 프리스트레스의 도출4.

도로교의 경우 국내 설계기준에는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도입되어야 할 최소 프리스트레스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 AASHTO8)에는 일본 도로교시방서1.7 MPa, 6)에는 2.9

이상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구 등MPa . 2)은 활하중에 의한 종방향

모멘트 및 바닥판 간 이음부의 부착강도를 고려할 때 거더의 간격에 따라 요구되는 프리스트레스

가 변화함을 보였다 즉 모르터 부착강도를 로 볼 때 거더 간격 일 때. , 1.1 MPa 2.0 m 1.5 MPa,

일 때 이상일 때 정도의 프리스트레스가 요구된다고 하였다2.5 m 2.0 MPa, 3.0 m 2.5 MPa .

전술하였듯 철도교는 도로교와 설계하중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그대로 철도교에

적용하는 것은 의문시되며 따라서 앞서 실시한 철도교 설계하중에 대한 정밀 해석을 기반으로 최,

적의 종방향 프리스트레스 수준을 제안해 보았다 일단 바닥판 간 이음부의 무수축 모르터의 부. ,

착강도는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추가의 안전성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두고 무시했다 종방향 프리.

스트레스를 통해 바닥판들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최소 종방향 프리스트레스는 표 의2

최대 인장응력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 요구된다 또한 최대 종방향 프리스트레스는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철도교용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올바른 구조거동을 유도할. ,

수 있는 적정한 프리스트레스의 범위는 약 압축 의 범위로 파악되었다 물론 경제2.4~9.7 MPa( ) .

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하한치에 약간의 여유를 둔 정도가 적절하다 이는 에서 규정하고. AASHTO

표 하중조합1.

구 분 하 중 조 합

1 고정하중 활하중 충격 포함 장대레일 종하중 건조수축+ ( )+ +

2 고정하중 활하중 충격 포함 장대레일 종하중 온도변화 건조수축+ ( )+ + +

3 고정하중 활하중 충격 포함 장대레일 종하중 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 건조수축+ ( )+ + ( )+

4 고정하중 활하중 충격 포함 장대레일 종하중 온도변화 시동하중 또는 제동하중 건조수축+ ( )+ + + ( )+

그림 온도차에 의한 바닥판의 종방향 응력3.



있는 보다는 크지만 국내 도로교용 프리캐스트1.7 MPa ,

바닥판에 통상 적용하고 있는 과는 큰 차이가2.5 MPa

없는 정도이다 즉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철도교에 적용. ,

함에 있어 과도한 종방향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이 요망되

어 밀집된 텐던 배치로 시공성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

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도로교 적용시와 유,

사한 수준의 프리스트레스 도입을 통해서도 구조 건전성

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도로교용으로 성공적으로 적

용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을 철도교에도 확장하

여 적용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합성PSC

거더 철도교 적용시 바닥판에 도입되어야 할 프리스트레

스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활하중에 의한 바닥판 종방향 응력은 설계기1. LS-22

준의 결과가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결과보다 매우 과대평가된 값을 산출하므로 엄밀한 유한요소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교와 철도교를 비교할 때 거더 간격이나 하중 고려 방.

식의 차이로 인해 활하중에 의한 종방향 응력은 철도교에서 매우 작은 편이다.

바닥판의 온도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종방향 응력 산정식은 철도설계기준 및 보 이론에 근거2.

한 엄밀식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함을 보였다 온도 변화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설계기준.

및 이론식보다 좀 더 큰 종방향 응력을 산출하므로 안전측으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참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판에 가장 큰 종방향 인장응력을 발생시키는 지배적인 하중조합은 바닥판 온도 저하와 시3.

동하중이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철도교용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적정한 프리스트레스의 범위는 이상으로 밝혀졌다 따4. 2.4 MPa .

라서 국내 도로교용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통상 도입되고 있는 이 유사하게 적용될 수, 2.5 MPa

있으므로 도로교용 바닥판의 텐던 제원 및 배치 간격이 큰 변화없이 철도교에도 적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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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대 응력

(MPa)

인 장 압 축

고정하중 0.128 -1.935

활하중 충격 포함( ) 0.235 -1.043

온도변화
+5℃ 0.253 -1.187

-5℃ 1.187 -0.253

장대레일 종하중 0.202 -0.204

시동하중 2.706 -1.976

제동하중 0.384 -0.388

건조수축 0.470 -

하중조합 1 0.775 -2.286

하중조합 2
+5℃ 1.016 -2.885

-5℃ 1.579 -1.994

하중조합 3 1.827 -3.708

하중조합 4
+5℃ 1.256 -4.293

-5℃ 2.398 -3.122

표 종방향 최대 응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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