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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per spacing between the expansion joint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load of the inter-modal 

terminal platform infrastructure to implement a new inter-modal automated freight transport system, which we intend to introduce in 

Korea. To review the proper expansion joint spacing of the terminal platforms, we set the maximum expansion joint spacing 

according to the regional temperature changes using the equation proposed by the Federal Construction Council (FCC) of the United 

States. Then, the maximum displacement value, which was calculated through the structural analysis program, and the limit of the 

horizontal displacement of the building structure were compared. The proper expansion joint spacing was selected as the slab length 

at which the maximum displacement of the structure, due to temperature changes, was below the horizontal displacement limit. 

Based on the application of maximum expansion joint spacing for each region calculated through the FCC’s suggestion, the maximum 

displacement that could occur within the limit of the lateral displacement of the structure wa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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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목

재 국내 도시권은 도시의 외연  확장과 도로 심의 

교통물류체계로 인해 심각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한 국토구조 특성상 도로운송 주의 화물 

운송체계가 정착단계에 있어 도로혼잡으로 인한 내륙수송비 

부담 증가, 도로 손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화물

차로 인한 형 교통사고의 증가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무인자동화물 운송시스템 

개발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시설과의 연계  시설의 안정성 확보 

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도로 주의 화물 운송시스템에서 고질 인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물류비를 획기 으로 감할 

수 있는 신 물류 운송방안으로 인터모달 자동화물 운송시스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인터모달 자동화물 운송시스템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하는데 필요한 하역과정을 획기 으로 단순화하고 두 물류

거 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동운송기술로 이를 구 하기 

해서는 용 터미 , 궤도 등 다양한 신규 인 라 시설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인 라 시설은 도입 시 경제성 

검토와 더불어 안 성을 담보할 수 있는 련 기 이 없으므로 

설계조건에 한 세 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모달 용 터미  내 새롭게 도입되는 

랫폼 구조물에 해 온도하 에 한 향을 감하기 한 

정 신축이음 간격을 선정하여 보았다. 

인터모달 터미  내 랫폼은 도로와 철도간 운송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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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modal shift)이 이루어지는 핵심 형 구조시설물로 

온도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수평변 를 히 제어하여 내구

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구조물은 온도하 에 의해 수축·팽창 거동을 하고 이에 따라 

수평변 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수평변 는 기 와 상부구조

물의 변 차를 유발하여 구조물의 수명 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구조물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 

체 변화의 향을 최소화하기 한 신축이음부의 설치가 필수

이다.

재 국내 건축 구조물의 신축이음 간격은 미국의 F.C.C 

제안식을 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 제안식은 구조물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 온도변화를 주요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최  

신축이음 간격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터모달 터미  내 

랫폼 구조물의 신축이음간격 산정에 용 타당한지에 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모달 터미  내 랫폼의 정 

신축이음 간격을 설정하기 해서 F.C.C 제안식을 통해 산정

되는 최  신축이음 간격과 수평변 량 검토를 실시하여 

F.C.C 제안식의 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동향

Lee(2010)은 “신축이음부 구조물의 해석방법에 한 연구”

에서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해석기법(5가지 해석모델)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비교분석을 통해 신축이음부를 갖는 구조물의 

수치해석 시 모델링 기법  합당한 해석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Ki(2012)는 “지하박스 구조물의 온도변화  건조수축으로 

인한 신축이음길이 산정에 한 연구”를 통해 지하박스 구조물의 

기상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내 온도분포를 분석하여 연  온도

변화, 콘크리트 박스의 내․외부 온도차  건조수축에 의한 

구조물의 신축거동에 한 응력해석을 수행하여 구조 인 

안정성 확보  지하박스 구조물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신축이음

길이의 한계를 제시하 다.

Anjana와 Ananya(2016)은 “Seismic analysis of 

expansion gap for multistoried buildings”에서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 스를 견디기 

한 요소를 분석하고 고층건물의 신축이음 향 분석  정 

신축이음 간격을 검토하 다.

2. 연구 방향설정

본 연구에서 국내 건축구조물의 신축이음 간격 선정에 용

하는 미국 F.C.C 제안식의 용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인터

모달 용 터미  내 랫폼 구조물의 정 신축이음 간격 검토

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인터모달 자동화물 운송시스템의 하 조건을 반

하여 분석 상이 되는 랫폼의 규모를 결정하 다. 

미국 F.C.C. 제안식을 활용하여 부산, 양, 평택지역에 해 

온도변화에 따른 최  신축이음 간격을 산정하 다. 신축이음

간격에 따라 발생되는 수평변  변화를 검토하기 하여 지역

별 최  신축이음 간격을 기 으로 10m 단 로 구조해석을 

실시하 다. 신축이음 간격의 정성은 신축이음 간격별 발생

하는 수평변  값과 건축구조물의 사용성을 고려한 수평변  

제한값의 비교를 통해 기  만족 여부를 검토하여 단하 다. 

Fig. 1 Research flow

2.1 F.C.C. 제안식

본 연구는 분석 상의 신축이음 간격을 미국 F.C.C. 

(federal construction council, 1974)에서 제안한 식으로 

산정하 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 다.

(1) 건물이 난방구조물이고 기둥하부의 합상태가 핀(Pin)

일 때는 제안된 허용길이를 사용할 것.

(2) 건물이 난방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공기제어가 가능하

다면, 허용길이를 15% 증가시킬 것(단, 이 경우 공기

제어시스템이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3) 건물이 비난방구조물인 경우에는 허용길이를 33% 

감소시킬 것.

(4) 건물의 기둥하부의 합상태가 고정(fix)일 때는 허용

길이를 15% 감소시킬 것.

(5) 건물이 평면치수들  어느 한 면에 하여 횡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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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성이 두드러지게 클 경우에는 허용길이를 25% 

감소시킬 것.

F.C.C.에서 제안한 식과 계수는 다음과 같다.

∆    (1)

△=설계온도변화

=연  최고기온

=연평균 최 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  최 기온

    ×
∆

(2)

= 랫폼 최  허용길이

=건물형태 별 허용 건물길이

=건물재질 별 허용 건물길이

△=외기온도 연  최  변화량

   ×  (3)

=최  신축이음 간격

=보정계수 

=보정계수

Category Mark Value

Plane configuration factor Lform 180.0m

Material factor Lmaterial 105.0m

Modification factor
M1 -0.33(-33%)

M2 -0.15(-15%)

Table 1 Suggestion coefficient of F.C.C.

Fig. 2 Maximum allowable building length without 

expansion joints for various design temperature changes

F.C.C. 제안식에서는 외기온도 연  최 변화량을 용함

으로써 최  신축이음 간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Fig. 2는 설

계온도변화에 따른 허용건물길이를 제안하고 있다.

2.2 수평변  제한값

← Expansion →

←

Deflection

→

Fixed 

foundation

← No 

displacement →

Fixed 

foundation
 

→ Contraction ←

←

Deflection

→

Fixed 

foundation

← No 

displacement →

Fixed 

foundation

Fig. 3 Concept map of lateral deformation in structure

Fig. 4 Spacing between building and building

수평변  제한값은 구조부재에 발생하는 변 에 해 사용성 

확보를 한 최 허용 수평변 로, 통상 으로 H/250~ 

H/1000을 사용한다. 캐나다 기 인 NBC(2010)에서는 내부 

칸막이벽이 이동하여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  수평

변 의 한계는 H/250~H/1,000으로 할 수 있고, 세 한 

해석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H/500으로 할 수 있다고 언 하고 

있다.

부재의 사용하  조합에 의한 수평변 는 인  건축물과 

충돌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계기 에 제시된 수평

변  제한값을 과해서는 안 된다. 

건축구조기 에서는 명확한 기 제시는 없으나 통상 으로 

’H/500‘을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H/500‘을 수평변  

검토기 으로 설정하 으며, 정 신축이음 간격 검토를 해 

F.C.C. 제안식을 통해 산정한 신축이음 간격의 최  변 량과 

수평변  제한값을 구조해석을 통해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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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하 에 따른 신축이음 정성 검토

3.1 분석 상 설정

본 연구의 인터모달 자동화물 운송시스템의 하 조건을 반

하여 분석 상이 되는 랫폼의 규모를 결정하 다. 랫폼 

규모는 2016년 6월에 제정된 건설기 코드(KDS)와 철도 

기 을 용하고, 부재설계는 극한강도설계법(U.S.D.)를 용

하 다. 

랫폼의 크기는 166.4m×108.6m 크기이며, 슬래 의 

두께는 250mm, 층고(H)는 7.8m로 계획하 다. 

Fig. 5 Layout of inter-modal terminal

Fig. 6 Drawing of inter-modal terminal platform

3.2 F.C.C. 제안식을 용한 최  신축이음 간격 산정

물류기지가 있는 세 지역(부산, 양, 평택)을 선정하여 

2.1장에서 언 한 F.C.C. 제안식을 용함으로써 최  신축

이음 간격을 산정하 다.

최  신축이음 간격을 도출하기 해서는 외기온도 연  최

변화량을 산정하고 최  신축이음 간격을 산출하 다. 

외기온도 연  최 변화량 산정을 한 자료는 기상청의 기후

자료를 용하 으며, 1900년부터 2019년까지 측정된 기후

자료를 용하 다. 외기온도 연  최 변화량 산정식 (1)을 

이용하여 산출한 값은 Table 2에 나타냈다.

∆    (1)

Category Mark Busan
Gwang-

yang

Pyeong-

taek

Average temperature 

for the year(maximum)

Tm,

max
15.8℃ 19.2℃ 19.0℃

Average temperature 

for the year(minimum)

Tm,

min
12.4℃ 9.3℃ 5.2℃

Maximum temperature 

for the year
Tw 37.3℃ 37.1℃ 37.8℃

Minimum temperature 

for the year
Tc -14.0℃ -12.6℃ -23.9℃

Maximum temperature 

change
∆T 29.8℃ 31.8℃ 42.9℃

Table 2 Climatic material(1900~2019)

Fig. 7 Maximum changes of temperature for the year

지역별 외기온도 연  최 변화량을 비교했을 때, 부산은 

29.8℃로 온도변화량이 가장 었으며, 양은 31.8℃, 평택은 

42.9℃로 외기온도 최 변화량이 가장 큰 지역이다. 앞서 

외기온도 연  최  변화량(∆T)과 랫폼의 평면형태, 골조

형식을 고려하여 랫폼 최  허용길이(Lallow)를 구하고, 최  

허용길이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신축이음의 최  설치간격을 

산정한다. 

    ×
∆

(2)

   ×  (3)

지역별 최  신축이음 간격은 Table 3과 같으며, 부산은 

70m, 양은 67m, 평택은 50m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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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Busan Gwangyang Pyeongtaek

Maximum installation 

spacing(m)
70.5 67.4 50.1

Application value(m) 70 67 50

Table 3 Maximum allowed length and maximum 

expansion joint spacing of platform for each city

3.3 구조해석 부재 설정

F.C.C.를 통해 산정한 신축이음 간격의 정성 검토를 해, 

구조해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역별 신축이음 간격의 최  

변 량을 검토하 다. 구조해석은 일반구조물 범용 3차원 해석 

로그램인 ‘Midas Gen’을 사용하 으며, 구조물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 은 KCI-2012를 용하 다. 콘크

리트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4와 같다.

Material strength =24N/m
2

Coefficient of linear expansion 1.00×10
-5
 1/℃

Modulus of elasticity 2.5791×10
7
kN/m

2

Table 4 Material property of concrete

해석시 용된 구조물은 슬래 , 보, 기둥으로 구성되고 

슬래  두께는 250mm(plate 요소), 보 단면은 600~800mm 

×1100mm(general beam 요소), 기둥 단면은 800mm× 

800mm(general beam 요소)로 입력하 다. 온도하 은 Midas 

Gen에 내장된 온도변화 하 해석(system temperature) 기능

을 사용하 고, 기온도에서 나 온도로 구조물 체가 균등

하게 온도가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구조  거동을 분석하

다. 온도변화 하 해석에 용된 열변형율 식은 다음과 같다.

    (4)

=열 변형율

=선팽창계수

=구조물의 기온도

=구조물의 나 온도

구조해석 시 구조물의 지 (기둥하단)은 , ,  각 방향

으로 이동은 불가하고 회 은 가능한 회 단을 용하여 ‘최상

단과 최하단(수평변 )’ 간의 수평변 차에 의한 기둥 변형각도 

함께 검토하 다.

Fig. 8과 같은 모형으로 지역별 최  신축이음 간격을 기

으로 10m 단 로 구조해석을 하 으며, 구조해석에 사용된 

지역별 부재는 Table 5에 제시하 다.

Fig. 8 Segmentalized plane

City B×L

Busan

60m×70m

70m×70m

80m×70m

Gwangyang

57m×67m

67m×67m

77m×67m

Pyeongtaek

40m×50m

50m×50m

60m×50m

Table 5 Unit area by city

3.4 최  신축이음 간격별 최  변 량 검토

F.C.C. 제안식을 통해 산정된 신축이음 간격별 최  변

량을 검토하기 한 기 은 수평변  제한값이며, 수평변  제

한값은 아래 그림과 같이 본 구조물의 층고가 7.8m이므로 

15.6m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Deflection

→

↑

H = 7.8m

↓

* 수평변  제한값 : H/500 = 7800/500 = 15.6mm

구조해석을 통해 도출된 신축이음 간격별 최  변 량과 수평

변  제한값의 비교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으며, Fig. 9, 

Fig. 10, Fig. 11에 도식화하 다. 

부재 크기 변화에 따른 수평변  발생량의 차이는 부산에서 

2.2, 양은 2.3, 평택은 3.6으로 차이가 났으며, 부재 크기가 

커질수록 수평변  발생은 온도변화가 큰 곳에서 더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F.C.C. 제안식으로 산출한 지역별 신축이음 간격은 

수평변  최  허용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 70m, 양 

67m, 평택 50m가 정 신축이음 간격으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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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B×L
Maximum 

displacement

Analysis 

result

Busan

60m×70m 13.9 O.K

70m×70m 14.9 O.K

80m×70m 16.0 N.G

Gwangyang

57m×67m 13.4 O.K

67m×67m 14.5 O.K

77m×67m 15.7 N.G

Pyeongtaek

40m×50m 13.8 O.K

50m×50m 15.3 O.K

60m×50m 17.4 N.G

Table 6 Comparison between maximum displacement 

and limitation of lateral deformation

Fig. 9 Maximum displacement in Busan

Fig. 10 Maximum displacement in Gwangyang

Fig. 11 Maximum displacement in Pyeongtaek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축이음 간격 선정에 용하는 미국 F.C.C. 

제안식의 용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터모달 용 터미  

내 랫폼 구조물의 정 신축이음 간격을 검토하고자 하 다.

F.C.C. 제안식을 통해 최  신축이음 간격을 산출하고, 구조

해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신축이음 간격에 따라 발생되는 

변 량을 분석하 다. 신축이음 간격의 정성은 신축이음 

간격별 발생되는 최  변 량과 수평변  제한값을 비교하여 

단하 다. 

F.C.C. 제안식으로 산정된 지역별 최  신축이음 간격은 

부산 70m, 양 67m, 평택 50m으로 산출되었다. 구조해석을 

통해 산출된 변 량은 부재의 크기가 커질수록, 온도변화가 큰 

지역일수록 발생량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최  

변 량이 수평변  제한값 이하일 때 하다고 단되는 

기 을 통해 F.C.C. 제안식으로 산출된 신축이음 간격의 수평

변 량은 수평변  제한값과 근사하고 기 을 만족하므로 

합리 이라고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F.C.C. 제안식으로 산정한 최  신축이음 

간격의 변 량은 수평변  제한값인 15.6mm 이하로 만족했

으며, 이는 F.C.C. 제안식을 통해 산출한 신축이음 간격이 

인터모달 터미  랫폼에 용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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