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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구간 콘크리트궤도의 전단키 설계

Shear Key Design of Concrete Track o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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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ing the concrete track laid on bridge, due to track-bridge temperature difference, traction and brake force, 
and nosing force, the horizontal force can be applied to the track slab. Therefore, shear key structures to 
resist this horizontal force should be installed. The shear key structures installed in the Kyeong-Bu high-speed 
line are consisted of four shear keys at every slab with the length of 6 to 8m. However, in the point of 
view of construction, it is more advantageous to curtail the numbers of shear keys, and thus, the numbers and 
spacing of the shear keys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In this study, hence, the effects of slab length, the 
numbers and spacing of the shear keys on design of shear key and track slab are examined.

1. 서론
콘크리트궤도를 교량위에 부설할 경우 궤도-교량 온도차, 시동 및 제동하중, 열차 횡하중 등에 의해 

수평력이 콘크리트 슬래브에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힘에 저항하는 전단키 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경부고속철도에 적용된 전단키 구조는 독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설계에 따라 6~8m 단위로 
분할된 슬래브 마다 4개의 전단키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공 측면에서는 전단키의 수
량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단키의 수량과 간격은 주의 깊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래브의 길이, 전단키의 수량 및 간격 등이 전단키와 궤도 슬래브
의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2. 슬래브 작용하중
2.1 수직 하중
고정하중은 교량상의 궤도 슬래브와 레일의 자중으로 산정하였으며, 활하중은 시속 300km/h 이상의 

고속철도 HL-25 여객전용 하중선도로 가정하였다(7). 축하중은 250kN이며 등분포하중은 60kN/m이다. 또
한 HL열차 하중은 동적 충격효과를 고려하여 충격계수를 1.10으로 적용하였다(3).

2.2 종방향 하중
교량구간에 있어서 종방향 하중은 시/제동 하중 및 기울기에 의한 하중 등 궤도 작용력 및 궤도와 하

부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엄밀한 계산으로 구해야 한다. 그러나 궤도 종저항력은 종방향 하중
의 최대값으로 규정할 수 있어 교량구간 종방향 하중 적용시 궤도 종저항력과 슬래브 자중에 대한 기울
기만을 고려한다. 궤도 종저항력은 열차하중을 고려하여 60kN/m/궤도를 적용하였으며(1), 기울기하중은 
열차하중, 궤도자중 및 교량의 최급기울기를 25‰ 고려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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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횡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은 열차의 사행하중, 원심하중, 풍하중 및 장대레일 온도하중을 고려한다. 원심하중은 표

준활하중에 계수를 곱한 하중이 작용하는데 동시에 100kN의 열차 사행하중이 동시에 작용한다. 사행하
중은 4.0m의 길이에 걸쳐 분포하중으로도 재하 된다. 풍하중은 설계의 편의성을 위하여 중소지간 교량 
상부 및 열차가 있을 때를 가정하여 참고문헌(3)에 따라 산정하며, 장대레일 온도하중은 곡선구간에서 
레일의 온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축력의 법선방향 성분을 고려한다.

2.4 구속 하중
구속 하중은 궤도 슬래브에 발생하는 온도변화와 건조수축을 고려한다. 먼저 온도변화는 궤도 슬래브

와 교량상부구조 또는 보호콘크리트층간에 발생하는 균일 온도차와 궤도 슬래브 자체의 온도구배에 의
한 불균등 온도변화가 있다. AKFF(6)에서는 균일 온도차를 5°C로, 슬래브의 깊이에 따른 온도구배는 
0.5°C/cm로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규정 중에서 온도구배에 따른 슬래브와 보호콘크리트 간의 온도차가 
12.5°C로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을 적용하였다. 건조수축은 DIN 1045-1(2)에 따라 주변 환경을 상대습도 
50%로 가정하여 건조수축 변화율을 0.455mm/m로 적용하였다. 

2.5 하중조합
DIN ER 101에 따라 표 1과 같이 적용한다.(3)

하중조합
수직하중 종하중 횡하중 구속하중

고정
하중 활하중 기울기 궤도

저항력 횡하중 원심
하중 풍하중 온도

하중
온도
변화

건조
수축

부분안전계수, ULS 1.35 1.45 1.35 1.5 1.5 1.45 1.5 1.5 1.0 1.0
부분안전계수, SLS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조합계수 1.0 1.0 1.0 1.0 1.0 1.0 0.6 0.8 1.0 1.0
하중
그룹

LG11 1.0 1.0 1.0 1.0 0.5 0.5 1.0 1.0 1.0 1.0
LG12 1.0 1.0 1.0 0.5 1.0 1.0 1.0 1.0 1.0 1.0

표 1. 하중조합의 하중계수

종방향하중 : LG11적용, 횡방향하중 : LG12적용, ULS : Ultimate Limit State, SLS : Serviceability Limit State

3. 완충재 설계

3.1 완충재 배치 변경
완충재는 전단키의 측면에 위치하며 받침의 형태는 작용하는 하중에 따라 달라진다. 수평 활하중 및 

구속력이 작용하는 종방향 완충재는 5개의 개별 받침이며 활하중만을 고려하는 횡방향 완충재는 1개의 
단일 받침이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완충재의 설계는 완충재에 발생하는 총응력(하중과 구속력)이 완
충재 형상의 의해 정의되는 허용평균응력 이내에 들도록 설계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총응력 및 허용평
균응력은 Calenberg 제품 상세 표에 따라 계산된다(4).

여기서 전단키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선 계산된 압축응력이 Type별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하
여 그림 1과 같이 완충재 배치를 변경하였다. Type A와 Type A'는 동일한 제품이며, 발생응력을 구분하
기 위하여 편의상 표기를 달리 하였다.

  

그림 1. 완충재 배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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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단키 수량 및 간격 변경
교량상에 8.0m, 7.0m 6.0m의 슬래브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궤도 슬래브에 수평력이 작용할 경우 전

단키를 통하여 교량상면 보호층(Protection Concrete Layer, PCL)으로 전달된다. 경부고속철도에 적용된 전
단키의 크기는 700×700×130mm로 궤도 슬래브의 길이 방향으로 4개의 전단키가 등간격으로 그림 2~4와 
같이 설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단키에서 1개의 수량을 줄인 전단키 3개를 등간격으로 변경하여 전단키와 궤도 
슬래브의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림 2. 8m 슬래브 전단키 수량 및 간격 변경

그림 3. 7m 슬래브 전단키 수량 및 간격 변경

그림 4. 6m 슬래브 전단키 수량 및 간격 변경
4. 검토결과

슬래브의 길이와 전단키의 수량 및 간격이 전단키와 궤도슬래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완
충재에 작용하는 총반력(하중+구속력) 및 응력을 비교 분석 하였다.

4.1 슬래브 길이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슬래브 길이기 증가할 때 완충재에 작용하는 총반력(하중+구속력) 및 응

력이 8~17% 까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중의 작용길이 증가와 궤도 슬래브 중심에서 전단
키 최외측단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여 하중 및 구속력 모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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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단키 4개 설치 결과
  

      

그림 6. 전단키 3개 설치 결과

4.2 전단키 수량 및 간격
전단키의 간격은 그림 2와 그림 4에서 보듯이 한 슬래브에 4개씩 배치할 경우 슬래브 길이 8m는 

2.0m, 6m는 1.5m이며 3개씩 배치할 경우 슬래브의 길이 8m는 2.66m, 6m는 2.0m이다. 이는 전단키의 개
수를 적개 배치할 경우 전단키의 등각격 배치를 위하여 간격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슬래브 중앙에서
부터 전단키 최외측단까지의 거리는 슬래브 길이 8m일 때 3.35에서 3.02m, 6m일 때 2.6m에서 2.35m로 
감소하기 때문에 건조수축과 온도변화에 따른 슬래브 신축이 구속되면서 발생하는 반력은 오히려 감소
하게 된다.

     

그림 7. 전단키 개수별 하중 및 구속력에 의한 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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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 8과 같이 하중과 구속력을 모두 고려한 총 반력을 분석한 결과 최외각에 위치하는 Type 
C는 그 차이가 미소하며, Type A는 10~20% 증가되며, Type D는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단키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중에 의한 반력은 증가되지만, 구속력에 
의한 반력은 완화되므로 총 반력은 전단키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 되지 않는다. 또한 반력이 증가하더라
도 완충재에 작용하는 압축응력(그림 5, 6)은 여전히 허용응력(15MPa, TypeA, C, D)보다 작아 전단키의 
개수를 한 개 줄여도 구조계산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전단키 개수별 총반력(하중+구속력)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전단키 수량을 4개에서 3개로 변경하여도 완충재에 작용하는 총반력 및 압축응력이 전

단키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 하지 않으며, 수량 변경에 따라서 종방향은 최대 20%, 횡방향은 최대 30% 
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허용응력보다 작아 전단키의 수량을 4개에서 3개로 변경하여
도 구조계산상으로는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전단키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상세한 철근량 검토, 장기적 측면에서 재료에 대한 내구성, 전단키 
수량 변경에 따른 경제성 검토를 거쳐 설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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