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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like metallic materials, the importance of fatigue performance of concrete has been ignored. However, it 
is reported that environmental effects, if it cause deterioration, may increase the risk of fatigue failure under 
repeated loadings. In case of railroad bridges, the risk may increase due to highly periodic, repetitive, heavier 
nature of train load, which runs through the fixed passage called the track. Especially, when new material or 
structure is implemented for a main bridge member, experimental validation should be performed to avoid 
damage or failure due to unexpected behavior. 
  In this paper, the fatigue performance of an IT girder is examined via a repeated loading test. The IT 
girder is a new type of a prestressed concrete (PSC) girder with two prestressed H-beams in the top of the 
girder, which provide additional sectional capacity, and it can be applied to the span longer than 30m which 
is a typical limit for a usual PSC girder. To obtain the fatigue performance, a 10m IT girder specimen is 
designed, and a repeated load test is performed by applying the cyclic load two million times. The fatigue 
performance of the girder is examined according to the Japanese and the CEB-FIB design codes. The fatigue 
test result shows that the IT girder satisfies both design codes.

------------------------------------------------------------------------------------

1.  서  론

 일반적으로 철도교에 적용된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열차하중이 직접 구조재에 작용하지 않고 콘크리

트에 발생하는 응력이 작으므로 피로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서사범, 2009).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도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시간 의존적 열화나 사용 환경 하에서 발

생한 균열이 심각한 성능저하로 연결되면서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파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다(박준건, 2002; 강보순, 2005). 특히 도로교와 달리 철도교는 활하중의 비율이 높고 궤도라는 고정

된 경로를 통하여 주기성이 강한 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므로 피로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형식 또는 재료를 사용한 부재의 경우 해석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역학적 거동에 의

한 손상이나 이로 인한 피로성능 저하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험을 통한 검토가 필수적이

다. 실제 백만 번의 반복횟수에 대한 콘크리트의 압축, 인장, 휨 피로강도는 정적강도의 대략 55%로 

알려져 있다(한국도로공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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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반복하중 실험을 통하여 신형식 부재인 IT거더의 피로 특성을 검토한 결과를 수록하였

다. 부재의 피로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크기의 부재를 이용하는 방법(Rao and Frantz, 1996)

과 상사법칙에 따른 축소 부재를 이용하는 방법(이한선 등, 1996),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동

일 형식 부재를 동일한 사용하중 응력을 받도록 설계하는 방법(김정호 등, 2004) 등이 있다. 이중 실

제 크기의 부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부재 크기가 클 경우 비경제적이고 실험 공

간에 제약을 받을 수 단점이 있다. 상사법칙에 따른 축소된 부재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 경제성은 확

보할 수 있으나, 상사율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부재의 구성 요소를 구하거나 제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제 크기의 부재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동

일 형식 부재를 동일한 사용하중 응력을 받도록 설계하는 방법은 간접적이나마 같은 형식 부재가 가지

고 있을 수 있는 역학적 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역시 부재의 실제 거동

을 완벽히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 경제적 제약을 고려하여 전술된 방법 중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피로시험체

를 제작하였다. 먼저 지간의 10m의 1급선으로 시험체를 설계하고 실교량에 적용되는 25m ~ 40m 지

간의 설계활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응력변동범위 이상의 응력이 발생하도록 하중범위를 결정하였

다. 하중 재하횟수는 일본의 규정을 근거로 200만회로 하였으며, 피로 성능은 일본 및 유럽의 설계기

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2.  IT거더의 개요 

 IT거더는 단면 상연에 기압축력을 도입시킨 H형 강재를 배치하여 기존의 도로 및 철도교에 널리 이

용되었던 PSC거더의 단면성능을 향상시킨 강합성 거더이며, 중공단면을 통하여 자중을 줄이고 단면 

높이를 최소화하여, 주로 30m 정도의 중․소지간에 사용되었던 PSC거더를 30m 이상의 경간에도 도입

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킨 구조이다(김성배 등, 2010). 실제 도로교의 경우 50 ~ 60m의 장경간

에 적용된 바 있다. 그림 1은 IT거더의 단면형상이다. 

 IT거더의 중공단면은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상연에 배치된 H형 강재의 프리스트레싱 도입 

작업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PSC거더의 제작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선을 이용하여 기압축력을 도

입한 상연의 H형 강재는 하연의 PS강선에 의해 도입되는 하부 압축력 외에 필요시 강선의 긴장력 제

거를 통하여 추가적인 압축력을 도입할 수 있다. 

3.  피로성능기준  

 국내 콘크리트 교량의 피로관련 제반 규정은 철도설계기준 및 고속철도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

기준 등에 수록되어 있으나 철근 및 긴장재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콘크리트에 대한 규정은 

CEB-FIP(1991)와 일본철도설계기준(2004)을 적용하였다. CEB-FIP Model Code 1990(1991)에 제시

된 콘크리트의 피로강도,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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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T거더의 단면 형상

      (1)

여기서, 는 하중이 재하될 때 콘크리트 재령에 따른 계수;  는 크기가 큰 지속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의 계수;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는 10MPa이다. 일본철도설계기준(2004)에 제시된 콘크

리트의 피로강도는 다음과 같다.

     
log

 (2)

여기서, 계수 는 압축일 경우 0.85, 인장일 경우 1.0을 취하며; 는 영구하중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에 발생하는 응력; 은 하중반복 횟수(≤2,000,000); 계수 는 경량콘크리트일 때 10, 보통콘크리트

일 때 17을 적용한다. 

4.  피로실험

 피로실험을 위하여 1급선에 해당하는 LS-22 설계활하중에 대하여 10m 지간으로 시험체를 설계하였

다. 설계된 시험체의 제원 및 물성치는 표 1에 요약하였다. 피로시험체는 콘크리트에 인장력이 발생하

지 않도록 철도교와 관련된 설계기준(대한토목학회, 2004; 한국콘크리트학회, 2007)을 준용하여 시공

순서 및 공정과 크리프, 건조수축 등 장기거동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정적데이터로거는 일본 Tokyo Sokki사의 TDS-303이며, 확장 연결채널은 일본 

Tokyo Sokki사의 50채널 스위치박스를 사용하였다. 피로실험 중 강재와 철근의 변형률과 거더의 처

짐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측센서를 부착하였다. 그림 2는 실험에 적용된 IT거더의 제원 및 게이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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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등급 1급선 (설계속도 200km/hr)
설계하중 LS-22
설계지간 10m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32MPa

사용하중 단계 40MPa
철근 (SD30) 항복강도 300MPa

탄성계수 2.0×105 MPa

텐던 
(SWPC 7B Φ15.2㎜)

단면적 138.7㎟
인장강도 1,900MPa
항복강도 1,600MPa
탄성계수 2.0×105 MPa

H형 강재 (SM490) 종류 (H200×200×8×12)
탄성계수 2.1×105 MPa

위치이다. 콘크리트와 철근, H형강 및 텐던의 변형률 측정에 사용된 게이지는 일본 Tokyo Sokki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게이지의 제원은 표 2에 정리하였다. 반복하중을 가하기 위한 가력

프레임 및 액추에이터는 그림 3에 수록하였다. 참고로 실험에 사용된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최대로 

가할 수 있는 하중은 500kN 가량이다. 

표 1. IT거더 시험체의 제원 및 물성치

  

   A-A, E-E          B-B, D-D     C-C

그림 2. IT거더 시험체의 제원 및 게이지 부착 위치

968



제품명 위치 채널수

CDP-25 (LVDT) 거더하단 6 ch.

PL-60-11 (콘크리트게이지) 콘크리트 29 ch.

WFLA-3-11 (철근게이지) H-Beam 6 ch.

FLA-1-11 (철근게이지) 철근 및 텐던 12 ch(철근), 12 ch(텐던)

표 2. 변형률게이지

  

 

 시험체에 가할 반복하중의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25m, 30m, 35m 및 40m 경간에서 열차하중의 통

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최대휨응력을 산정한 후 산정된 최대응력 이상을 10m 시험체가 받도록 반복하

중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계산 결과 재하되어야 할 하중의 크기는 311.2kN임을 알 수 있었으며, 피로 

실험은 이 값을 10% 정도 할증하여 350kN을 재하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로실험은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3점 휨시험으로 1.5 ~ 1.7Hz 주기의 10kN ~ 350kN의 힘을 반복

적으로 재하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반복하중 재하에 따른 강성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하

중 1회, 10회, 100회, 1,000회, 10,000회, 100,000회, 1,000,000회, 2,000,000회 마다 반복을 중지하

고 정하중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체 각부에 부착했던 게이지를 이용하여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5.  피로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4는 피로하중의 반복 횟수에 따른  IT거더의 중앙부와 1/4지점 단면부 변위량의 변화이다. 그림

에서 변위량은 하중 반복 회수의 증가에 따라 거의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중

앙부와 1/4지점에서 하중과 변위의 관계도이다. 그림에서 하중 반복이 진행될수록 피로도가 누적되어 

잔류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가력프레임       (b) IT거더 시험체

그림 3. 가력프레임 및 시험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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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 반복 횟수의 증가에 따른 변형률의 변화는 그림 6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중립축은 그림 4.15

의 1회 반복 후 하연으로부터 42cm 정도에 위치하다 반복하중이 누적에 따라 점차 상승하여 200만회 

반복 후에는 50cm 정도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연 및 하연의 변형률도 하중횟수가 누적됨

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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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4지점에서의 변위-재하횟수 관계         (b) 중앙부에서의 변위-재하횟수 관계

그림 4. 재하횟수에 따른 변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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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재하횟수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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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계산값 기준값 및 적합여부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log



 ×


log× 
  

< 29.9(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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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앙단면에서의 중립축 거동

6.  피로성능 평가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2004) 및 CEB-FIP(1991)의 피로성능 기준을 이용하여 200만회 반복하중 

재하 후 IT거더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200만회 반복하중 재하 후 수행된 정적하중 실험의 변위

를 역산하여 구한 강도인 29.9MPa과 일본과 유럽 기준에 제시된 200만회 기준 피로강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표 3의 계산 결과와 같이 200만회 반복하중 재하 후의 강도가 두 기준에서 제

시하고 있는 피로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거더 시험체는 반복하중이 200만회 재하된 

이후에도 뚜렷한 균열이 발견되지 않아, 철도교와 같이 피로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하여 충분

한 피로안전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IT거더의 경우 거더 내부에 배치된 철근이 주철근이 아니므로 

별도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 

표 3. 피로성능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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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반복하중 실험을 통하여 신형식 부재인 IT거더의 피로 특성을 검토한 결과를 수록하

였다. 피로시험 결과 IT거더는 반복하중 재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적강성이 감소하며, 잔류변형도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거더는 200만회 재하된 이후에도 뚜렷한 균열이 발견되지 않

아, 철도교와 같이 피로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하여 충분한 피로안전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피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 및 유럽의 설계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200만회 기준 피로강도와 비교하

였으며 정재하시험을 통해 구한 변위를 역산한 강도와 비교한 결과 두 기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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