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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termines the standard dimension of the elastic pad at the shear key 

which aims to resist the horizontal load at the PST system. This standard is set to 

conveniently use the elastic pad and also, control the amount of elastic pad against the 

range of the horizont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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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PST system에 작용하는 종횡방향 수평하중을 저항하기 위해 전단키에 설치

하는 완충재를 표준화된 단일규격으로 결정하여 수평하중의 크기 범위에 따라 수량을 조절하여 간

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어 : PST system, 완충재, 궤도구조, 전단키, 단일규격

1. 서 론 

프리캐스트 슬래브궤도인 PST system에 작

용하는 종・횡 방향 수평하중을 저항하기 위

해 전단키에 설치하는 탄성완충재는 수평하

중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되

며, 설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설계

뿐만 아니라 여러 규격의 완충재 제작으로 

재료비가 증가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단일규격의 완충재를 수평하중 크

기의 범위에 따라 수량을 조절하여 설치함으

로 설계가 단순해지고 단일규격의 재료를 제

작하므로 재료비 절감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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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완충재 규격 선정조건

2.1.1 완충재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

전단키 종・횡 방향 완충재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는 수직하중의 크기, 열차속도, 

곡선반경, 기울기, 터널, 토공, 교량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동안의 설계 결과 30kN ~ 

500kN 범위에서 하중이 작용하므로 완충재에 

작용하는 하중크기의 범위로 결정한다.

2.1.2 완충재 표준규격안

완충재는 패널의 전단포켓에 설치되며, 

완충재가 설치될 수 있는 전단포켓 한면의 

크기는 400mm×200mm 이므로 완충재 3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폭을 120mm로 제한한다.

2.1.3 완충재 두께

완충재 두께는 기존제품 중 사용량이 가장 

많으며, 시공성이 우수한 10mm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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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일규격 완충재 선정

2.2.1 완충재 응력 산정

완충재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응력은 

식1에 의해 산정한다.

          


                     (1)

여기서, P : 완충재에 작용하는 하중,

        A : 완충재 면적

2.2.2 완충재 허용응력 산정

완충재 규격에 따른 형상비(S), 형상비에 

따른 허용응력은 식2, 3에 의해 산정한다.

         
×

              (2)

여기서, w : 폭(mm), h : 높이(mm),

        t : 두께(mm),

         

 
          (3)

여기서, S : 완충재의 형상비

2.2.3 완충재별 응력, 허용응력 검토 결과

완충재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응력()과 

형상비를 이용한 허용응력()을 검토한 

결과 120㎜×120㎜×10㎜ 규격의 완충재가 

적합하다(Table 1 참조).

Table 1 Result of calculation

3. 결 론

PST system의 전단키에 설치되는 단일규격 

완충재는 120mm×120mm×10mm가 적합하며, 

작용하중의 크기에 따라 1~3개까지 수량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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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규격
(w×h×t)

설치
수량

완충재 작용 
하중범위(kN)

120㎜×120㎜×10㎜
1 개 30 ~ 220

2 개 230 ~ 440

3 개 450 ~ 500

120㎜×100㎜×10㎜
1 개 30 ~ 150

2 개 160 ~ 320

3 개 330 ~ 460

100㎜×100㎜×10㎜
1 개 30 ~110

2 개 120 ~ 220

3 개 230 ~ 340

Fig. 1 The horizontal load at the shear key of PST system and the elastic p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