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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토공-교량 연결부(교대부) 또는 교량 상부구조의 연결부에서는 교량 상판 단부의 변형(단

차 및 회전)에 의해 궤도의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과도한 응력(상향력 및 압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응력은 궤도의 빈번한 유지보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KR C-08090(교량단부 콘크리트궤도 사용성 검토)에

서 검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토 시 사용되는 정적스프링계수, 동적스프링계수, 허용

압상력, 변형한계 등의 값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독일의 DS-804 App.29에서 제시되어 있는 값

과 KRS에서 규정된 시험 결과를 참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궤도와 체결장치 조

건에 맞는 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 및 비교 분석한다.

주요어 : 사용성검토, 상향력, 압축력, 콘크리트궤도, 체결장치 실내실험

1. 서 론

교량 상 콘크리트궤도 부설 시 교량 변형에 

의해 궤도에서는 상압력 및 압축력이 

발생한다. 과도한 상압력 및 압축력이 발생 

시 체결장치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DS-804 App.29에서 

정적 및 동적 강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Table.1은 DS-804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성이며, 정적강성의 경우 31kN/mm을 

사용하며, 동적강성의 경우 극한의 경우를 

고려하여 60kN/mm의 강성을 사용한다.

그러나 국내 설계기준에서는 강성에 대해 

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DS-804의 값을 

참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궤도 

및 체결장치의 조건에 맞는 강성을 도출하기 

위해 체결장치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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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결장치 연직방향 저항특성 분석

2.1 실험방법

국내에 적용되는 레일체결장치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인 KRS TR 0014-15R을 참고 하여 

체결장치의 정적, 동적거동에 대한 압축 및 

인장에 대한 강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A, B, C 

Type의 체결장치에 대해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1)정적 압축시험

2)정적 인장시험

3)동적 압축시험

4)동적 인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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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iffness According to Load Frequency



2.2 정적-동적 응답비교

기존 독일의 DS-804 App.29에 의하면 동적 

강성이 정적 강성의 2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의 Fig.1 분석결과를 보면 

정적과 동적의 강성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3 체결장치 연직방향 강성 도출

A,B,C의 세가지 타입의 강성 도출결과, 

정적강성은 각각 평균 24, 18, 

21(단위:kN/mm), 동적강성 22, 22, 

26(단위:kN/mm)의 값이 도출이 되었다.

3. 동적강성에 따른 사용성검토 영향분석

3.1 대상교량

PSC Box Girder 상판위에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40m 지간, MF방식의 지지조건을 갖는 

복선교량을 Abaqus 6.12-3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3.2 영향분석

기존 설계값과 실내실험으로 도출한 값에 

대한 비교를 위해 사용성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2,3과 

같다.

4. 결 론

1. 체결장치 실험결과 기존 DS-804에서는 

동적강성을 정적강성의 약 2배를 사용했으나 

정적-동적강성이 거의 유사하며, 타입별 

정적강성이 각각 24,18,21 동적강성 

22,22,26(kN/mm)이 도출이 됐다.

2. 사용성검토 결과 기존의 설계기준값과 

실내실험값 사이의 차이는 적게는 9%에서 

많게는 54%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값은 과도한 안전측으로 설계를 

해왔으며, 실제에 가깝게 강성값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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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tic-Dynamic Compare Responses

Design Experimen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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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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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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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Type

B
Type

C
Type

16.74  12.50 7.73 9.29  10.43  0.46 0.55 0.83

Table 2 Rail Fastening Maximum Uplift Force (kN)

Design Experiment Experiment/
Design

A,B
Type

C
Type

A
Type

B
Type

C
Type

A
Type

B
Type

C
Type

1.12  1.05 0.86 0.92  0.96  0.77 0.82 0.91

Table 3 Rail Fastening Maximum Compressive Force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