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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열차의 쾌적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열차 소음 진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열차에 의한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연

구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플로팅 슬래브궤도

는 하부에 스프링상수가 낮은 방진재를 배치하여 열차의 진

동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일종의 질량-스

프링 시스템(mass-spring system)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열

차에 의한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목 받고 있

다. 그러나 이 플로팅 슬래브궤도는 방진 효율이 높은 대신

일반 궤도에 비해 처짐이 크기 때문에 설계에 있어서 무엇

보다 열차의 주행 안전과 승차감, 사용성 요구조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방진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

술적 고려사항은 고유 진동수(natural frequency), 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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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열차 진동 저감을 위한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설계에 있어서 주행 안전, 승차감 및 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궤도에서 열차 주행안전과 승차감, 사용성 확보를 위한 요구

조건을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열차-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적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시스템 고유진동수, 스프

링 지지간격 및 배치방법, 감쇠비 등 주요 시스템 설계변수에 따라 일반 콘크리트궤도와의 접속구간을 포함한

플로팅 슬래브궤도 구간에서의 열차 및 궤도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궤도와 플로팅

슬래브궤도 간의 접속구간에서의 지지강성의 차이에 의해 윤중 변동율, 레일 응력, 레일 인상력 등의 동적 응답

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접속구간에서 스프링 지지간격을 좁히거나 스프링 강성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주행안전과 궤도 사용성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체 가속도로 평가하

는 승차감은 접속구간에서의 지지강성의 차이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스템 튜닝 주파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스템 튜닝 주파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감쇠비, 스프링 간격, 열차속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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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주파수(system tuning frequency)이다. 1-자유도의 질량

-스프링 시스템에서는 고유 진동수의 배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 저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넓은 주

파수 대역에서 진동 저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유 진동

수를 가급적 낮게 설계해야 하며, 결국 처짐이 클수록 진동

효율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궤도의

동적 처짐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차량의 거동이 커지

게 되어 주행 안전 및 승차감이 저하된다. 특히 일반 궤도

와 플로팅 슬래브궤도가 만나는 접속부에서는 궤도 지지강

성의 불연속성에 의하여 동적 처짐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

에 비례하여 차량과 궤도에서 충격과 동요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열차에 의한 가진 주파수와 시스템 고유 진동수

가 가까워 지면 접속부가 아니더라도 공진(resonance)에 의

해 동적 응답이 증폭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유 진동수의 하

한값은 이러한 지지강성 차이와 공진에 따른 주행 안전, 승

차감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에 기인한 사용성(serviceability)

의 저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설계변수가 열차의 주행

안전 및 승차감과 궤도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여러 문헌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열차의

주행안전과 승차감, 그리고 궤도 사용성 관련 기준들을 플

로팅 슬래브궤도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

립하였다. 또한 차량과 플로팅 슬래브궤도 상호작용 해석기

법을 제시하고, 시스템 튜닝 주파수, 스프링 지지간격 및 배

치방법, 감쇠계수 등 주요 시스템 설계변수에 따라 일반 콘

크리트궤도와의 접속구간을 포함한 플로팅 슬래브궤도 구간

에서의 열차 및 궤도의 동적 거동을 분석한다.

2. 열차 주행 안전 및 승차감, 

궤도 사용성 평가기준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진동 저감

효과에 대해서만 접근하고 있을 뿐[1-3], 플로팅 궤도 상을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안전과 승차감을 평가에 관한 연구 사

례는 드물다. Li와 Wu 등[4]은 자갈궤도와 플로팅 슬래브궤

도와의 접속구간에서의 동적 응답을 해석하고 시스템 고유

진동수, 열차 속도, 슬래브 길이 등 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였으나, 주행 안전, 승차감 등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검

토하지 않았다. Namura 등[5]은 지지강성이 변화하는 강성

천이구간에서 차량-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시계열 해석을

이용한 열차의 주행안전, 승차감, 사용성 등의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Momoya 등[6]은 코일스프링을 사

용한 방진궤도의 시험부설구간에서 진동감소 효과를 분석하

고, Namura 등[5]의 연구를 토대로 주행안전과 사용성에 관

해 검토하였으며, 자갈궤도 등과의 접속구간에서 강성천이

구간의 설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Watanabe 등[7]은 궤도

-차량 동역학 해석프로그램인 DIASTARS를 이용하여 플로

팅 슬래브궤도의 주행안전과 승차감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

안한 바 있다. 또 최근 일본 철도구조물 등 설계표준 및 동

해설 변위제한편[8]에서는 교량 설계 시 열차의 주행안전 및

승차감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문헌에서 제시한 방법은 차량-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적 시계열 해석을 이용하여 주행 안전, 승차감, 사용성 등

을 직접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적용한 평

가 기준은 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이들 문헌에서 차량동역학 및 궤도동역학적 측면에서 제

시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플로팅 슬래브궤도에 적합한 평가 기준으로 재정립하

였다.

2.1 열차 주행안전

주행 안전은 탈선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탈선 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탈선계수로

식(1)과 같이 윤중과 횡압의 비로 주어진다[9]. 일반적으로

윤중과 횡압은 각각 차체(car body)의 수직 및 수평가속도

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탈선계수는 다음과 같이

차체 상하 및 좌우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10].

(1)

여기서 KQ/P는 탈선계수, Q는 횡압, P는 동적 윤중을 나타

내며, P0는 정적 윤중, ∆P는 윤중 변동분을 나타내고, β는

축중에서 차체 중량이 차지하는 비율(차체 중량비), λV는 차

체 중량에 의한 윤중 변동이 전체 윤중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차체 윤중 변동율), λH는 차체 중량에 의한 횡압이 전

체 횡압에서 차지하는 비율(차체 횡압비), αV와 αH는 각각

차체의 상하 가속도(편진폭) [g]와 좌우 가속도(편진폭) [g]

를 나타낸다.

또한 윤중 변동율(wheel load variation rate)을 동일한 방

법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η는 윤중 변동율을 나타내며, 탈선에 대한 안전을

평가할 경우에는 윤중 증가보다는 윤중 감소가 중요하다

Sato 등[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β = 2/3, λV = 2/3, λH =

1/2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식(1)과 (2)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3)

(4)

탈선계수의 한계치는 레일-차륜 마찰계수와 플랜지 각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인 경우 1.2를 한계치로 본다[10].

그러나, 우리나라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1]을 비롯

하여 대부분의 경우 안전관리의 목표로는 0.8을 한계값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윤중 변동율(감소율) 자체의 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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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값은 일본에서는 카리카치 시험선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로

부터 0.8로 정하고 있다[6]. 이에 따라 KQ/P = 0.8, η = 0.8의

값을 적용하여 횡축을 αV, 종축을 αH로 하는 좌표 상에 식

(3)과 (4)를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일본 철도구조물 등 설계표준 및 동해설 변위제한편[8]에

따르면 궤도틀림이 있는 궤도를 여러 가지 종류의 차량이 주

행할 때 초과확률에 대응하는 차체 가속도의 상한값은 Table

1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어진다.

Table 1에서 ①은 차체의 상하 및 좌우 가속도의 크기가 비

슷하게 발생하는 구간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②와 ③은 각

각 상하, 좌우 차체 가속도가 크게 발생하는 구간에서 측정

한 결과이다. 한편 곡선구간에서는 초과 원심력에 의하여 횡

압은 증가하는 반면 윤중은 감소하게 된다. 수평 방향 가속

도의 한계값을 0.08g로 설정하면, 차체 중심이 외궤측으로

이동하면서 궤도면에 평행한 가속도는 0.08g의 1/1.2인

0.067g가 발생하게 된다. 또 궤도면에 대해 연직 방향 가속

도는 차량의 유효 중심높이를 1.5m로 가정할 때 대략 0.07g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Table 1 세 번째와 네 번째 열 참조)[8].

따라서 곡선구간에서 궤도틀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

체가속도의 상한값은 Table 1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열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어지게 된다. 이로써 Table 1과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궤도틀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

체 가속도를 제외하고 궤도 변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차체

의 상하 가속도에 대한 주행안전 측면에서의 허용값은 ①,

②, ③구간에서 각각 0.41g, 0.45g, 0.37g이 되며, 이 가운데

최소값인 0.37g로 한계를 정할 수 있다(Fig. 1 참조). 또한

식(4)에 의하여 윤중 감소율의 한계값은 0.37이 된다.

2.2 승차감

승차감 지표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의 총체적인 승

차감(구간 승차감)과 특정 구간을 통과할 때의 순간적인 승

차감(지점 승차감)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물 구간이나 플로

팅 슬래브궤도 구간을 통과할 때의 짧은시간의 차량 동요

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점 승차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차감은 차체 가속도를 지표로

하여 평가한다. Fig. 4는 일본 국철에서 구조물 설계에 이용

해 온 승차감 기준(실선)과 궤도틀림 관리에 적용해 오던 차

량 동요 관리기준(파선)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에 제정된

“일본의 철도구조물 등 설계표준 및 동해설 변위제한” 기준

[8]에서는 구조물 설계에 이용해온 승차감 기준에서 비교적

양호한 승차감에 대응한 승차감계수 1.5를 적용하되 1.5Hz

이하에서는 궤도틀림 관리에 적용해 오던 차량 동요 관리기

준의 제3한도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1.5Hz이하에서는

이 값을 초과하지 않는 2.0m/sec2를 적용하는 새로운 기준

(굵은 실선)을 제안하고 있다(Fig. 2 참조). 이 기준에 따르

면 구조물 위를 통과하는 차량은 경간 L을 통과하는 시간

을 주기로 하는, 즉 가진 주파수가 f = V/L[Hz]인 조화 진동

(harmonic vibration)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간장에

대응하는 차체 가속도로 승차감을 제한하고 있다. 플로팅 슬

래브궤도도 구조물과 유사한 보(beam) 거동을 한다고 볼 수

는 있겠지만 반드시 구조물과 같이 경간장에 대응하는 파장

의 정현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는

검토 대상 주파수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 서로 분리된 궤도

슬래브가 2개 이상 연속으로 배치되어 차체 진동이 현저한

주기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에 대응하는 차체 가

속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궤도 슬래브가 1개만 있

거나 여러 개가 연속하여 있더라도 일반궤도와의 접속구간

Fig. 1 Safety limit for vertical vehicle acceleration on curve

Table 1 Upper limit of vehicle body acceleration due to track irregularity in Japan and allowable limits for vertical acceleration [8]

No.

Vehicle body 

acceleration(one-sided) on 

tangent line corresponding 

to probability of exceed [g]

Vehicle body acceleration 

(one-sided) due to excessive 

centrifugal force on 

curve1) [g]

Vehicle body acceleration 

(one-sided) in curve

corresponding to 

probability of exceed [g]

Allowable limit for 

vertical vehicle body 

acceleration [g]

Remarks

Vertical Lateral Vertical Lateral Vertical Lateral Tangent Curve

① 0.10 0.10

-0.07 +0.067

0.03 0.167 0.57 0.41

② 0.13 0.08 0.06 0.147 0.60 0.45
In case that vertical

vibration is dominant

③ 0.075 0.12 0.005 0.187 0.53 0.37
In case that lateral

vibration is dominant

Note: 1) The upper limit of centrifugal accelerations due to excessive centrifugal force is assumed 0.08g, and the components parallel to and

perpendicular to the track surface are calculate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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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주기성을 보이지 않는 차체 진동은 여러 주파수 성

분이 복합된 파형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지배적

인 주파수는 차량 현가장치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1Hz

내외가 되므로 플로팅 슬래브 궤도에 적용하는 승차감의 한

계값으로 2.0m/sec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궤도틀림과의 경합을 고려하여 궤도틀림의 영향

을 배제하고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동적 변위에 의해 발생하

는 차체 가속도는 2.0m/sec2의 70% 수준[5]인 1.4m/sec2을

한계값으로 적용한다.

2.3 궤도 사용성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설계 시 체결구, 슬래브 그리고 방

진장치와 같은 구성품은 각각의 성능기준 또는 구조설계기

준을 적용하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구성

품이 성능을 확보하고 있을지라도 이들이 조합된 상태에서

시스템적으로 거동할 경우에는 장기적 유지관리까지를 고려

한 시스템의 사용성에 대한 성능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궤도시스템에서는 레일 응력과 체결구에서 발생

하는 레일 인상력(rail up-lift force)이 큰 경우 레일과 체결

구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레일패드 빠짐 등으로 인해 빈번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검토가 궤도시스

템의 사용성 검토의 중요 대상이 된다[5].

레일의 허용응력은 취약부인 용접부를 기준으로 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양신추 등[12]이 제시한 테르밋 용접부에 대

한 피로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레일 용접부에 대한 Goodman

도를 작성하면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장대레일에서

-50oC의 극한온도에 대응하는 온도응력 120MPa(≈1.14×10-5/
oC×50oC×2.1×105MPa)과 잔류응력(residual stress) 120MPa

이 상시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8,12], 열차 하중에 의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응력의 허용값은 Fig. 3의 Goodman

도로부터 약 107MPa(편진폭)이 된다. 횡압에 의해 발생하

는 휨응력의 최대값을 60MPa로 보고, 편진폭율을 0.8로 가

정할 경우 레일의 허용응력은 0.8×(107×2 - 60) = 123.2MPa

이 된다. 이 값은 궤도틀림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레

일 응력을 대상으로 한 허용응력으로서 궤도틀림을 고려하

지 않는 경우에는 궤도틀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력

을 제외한 값을 허용응력으로 정해야 한다. 통상 궤도틀림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레일 응력은 전체 30% 수준으로 보

고 있다[5]. 따라서 궤도틀림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123.2MPa의 70%인 86MPa를 레일의 허용응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레일 인상력의 경우는 레일패드가 느슨해져서 움직이는 일

이 없도록 레일 체결장치 스프링 클립의 초기 체결력보다 큰

인상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레일 체

결장치 스프링 클립의 초기 체결력은 18~20kN의 범위에 있

다[9]. 레일 응력에서와 마찬가지로 궤도틀림에 의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인상력을 제외하면, 초기 체결력을 18kN으로 가

정할 때 그 70%[5]에 해당하는 12.6kN을 허용 인상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차량-플로팅 슬래브궤도 상호작용 해석 기법

플로팅 슬래브궤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거동과 궤도의 거

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이전 연구[13,15]에서 제안된 차량-궤

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적 해석모형을 적용하였다(Fig. 4

참조). 차체와 대차, 윤축을 강체로 가정하고, 현가장치를 스

프링과 댐퍼로 모형화한다. 차량은 평면 내에서 거동하는 것

으로 가정하며(in-plane motion), 전체 10자유도로 나타내진

다. 레일과 궤도 슬래브는 Timooshenko 보 요소로 모델링

한 2층(2-layer) 보로 모형화 한다. 체결구는 선형 스프링 및

댐퍼로 모델링 된다. 플로팅 슬래브궤도와 일반 콘크리트궤

도가 접하는 조건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플로팅 슬래브궤

도 구간에서는 플로팅 슬래브를 보 요소로, 그리고 슬래브

하부를 지지하는 방진장치(vibration isolator)는 스프링과 댐

퍼로 모형화하였고, 일반 콘크리트궤도에서는 각 절점에 무

한에 가까운 강성을 갖는(방진장치의 약 1,000배) 지지 스

프링을 두도록 모형화하였다(Table 3 참조). 앞서 궤도틀림

의 영향을 배제한 윤중 변동과 가속도 초과분에 대하여 평

가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해석 모델에서는 궤도틀림을 고

려하지 않는다.

차량-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상호작용 시스템의 운동방정식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질 수 있다.

(5)MU
··

CU KU+ + P=

Fig. 2 Ride comfort criteria for bridge girder in Japan

Fig. 3 Goodman diagram for CWR weld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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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에서 U, , 그리고 는 각각 상호작용 시스템의 변

위, 속도, 가속도 벡터이며, K, C, 그리고 M은 각각 시스템

의 강성, 감쇠 및 질량 행렬, P는 차륜/레일 접촉스프링과 관

련된 자유도에서만 작용하는 하중 벡터로서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6)

식(6)에서 지수 iw는 차량의 i 번째 차륜을 나타내며,

, , , 는 4절점 Timoshenko 보 요

소의 수직 자유도에 대응하는 형상함수이다. 또한 ξc는 접

촉 위치에서의 국부좌표(local coordinate)이며, FH는 접촉력

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13].

(7)

식(7)에서 KH는 선형 헤르츠 스프링 강성(Hertzian spring

stiffness)으로 다음의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다[13].

(8)

여기서, ur/w는 차륜과 레일의 상대변위로서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9)

식(9)에서 uw와 는 각각 접촉 위치에서 차륜과 레일 변

위이며, u0는 접촉 위치에서 궤도틀림이다. 한편 식(7)와 (8)

에서 α(ξc)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

여기서

(11)

EI는 레일의 휨강성이고, G와 As는 각각 레일의 전단강성

및 전단단면계수이다. 또한 L은 접촉점이 있는 보요소의 길

이이다.

이상의 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시계열 응답을 구하기 위해

각 시간간격마다 시스템 행렬을 재구성하고 New-mark-β 직

접적분법으로 해를 구하였다[14]. 그러나 차량의 위치가 시

간간격마다 변경되고, 접촉스프링강성 kH도 ∆의 함수로 주

어지는 비선형 문제이므로, 기존의 Newmark-β직접적분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해석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궤도 상호 연관 시스템(coupled

system)의 시스템 행렬 형식을 유지하되 비선형특성을 갖고

있는 접촉스프링 kH를 하중항으로 이동함으로써 하중 및 시

스템 행렬을 재구성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양

신추[13]가 제안한 보완된 적분기법을 적용하였다.

4. 수치해석

일반 콘크리트궤도와의 접속구간을 포함한 플로팅 슬래브

궤도 부설구간에서 시스템 파라메타(para-meter)가 차량과 궤

도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

량-궤도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와 같이 시스템 튜닝 주파수, 방진장치 지지간격,

감쇠비, 열차속도 및 열차 종류, 플로팅 슬래브궤도 구간-일

반구간 접속부의 스프링계수 체증방법 등을 주요 해석변수

로 설정하였다. 

시스템 튜닝 주파수는 플로팅 슬래브궤도를 1-자유도의 질

량-스프링 시스템으로 가정할 때의 고유 진동수 즉, fn=(2/

2π) 으로 정의된다[1]. 여기서, k는 방진장치 스프링계

수, m은 상부 질량(단위 길이당 질량 × 지지간격)이며, 본

해석에서는 상부 질량과 방진장치 지지간격은 일정하게 두

고, 스프링계수만 변화시켜 5.5~10Hz 범위의 고유 진동수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방진 장치 지지간격은 2~8m까지 변화

시키되, 스프링계수도 함께 조정하여 고유진동수는 일정하

도록 하였다. 방진장치의 감쇠비는 5~20% 범위에서 검토하

였다. 또 접속구간에서의 지지강성 차이에 의한 영향을 살

펴 보기 위해 플로팅 슬래브궤도 구간과 일반구간 접속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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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in-floating slab track interaction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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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플로팅 슬래브 단부에서 방진장치 스프링계수를 단계

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Fig. 5는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단부에서의 방진장치의 배치 형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열차

종류로는 KTX 동력차 5량 편성과 새마을호 5량 편성

(LM+3PC+LM)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열차 속도는 KTX의

경우 최대 400km/h까지, 새마을호는 최대 200km/h까지 검

토하였다.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열차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설계변수와 접속구간 설계 등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차량으로 KTX 동력차와

새마을호 기관차 및 객차를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과 4는 해석에 사용된 차량과 궤도의 제원 및 물성

Table 2 Variables for numerical analyses

Variables Unit Properties

System natural frequency(excluding train weight) Hz 5.5, 6.0, 6.5, 7.0, 8.0, 10.0

Isolator spacing(except at transition) m 2, 2.6, 4, 6, 8

Damping ratio of isolator % 5, 10, 15, 20

Train speed – KTX 5 Motor units km/h 100, 200, 300, 400

Train speed – Saemaul(LM*+3PC**+LM) km/h 50, 100, 150, 200

Isolator arrangement at transition - Case 0, Case 1, Case 2, Case 3 in Fig. 5

Note : *LM: Locomotive, **PC: Passenger car

Fig. 5 Track model and isolator arrangement at transition

Table 3 Dimensions and properties of vehicle used in the analyses

Items Unit

Properties

KTX – 

Motor unit [16]

Saemaul –

Locomotive [17]

Saemaul –

Passenger car [17]

Vehicle body mass ton 27.480 28.23 14.96

Vehicle body moment of rotational inertia ton m² 565.950 763.270 942.640

Bogie mass ton 1.210 1.750 1.750

Bogie moment of rotational inertia ton m² 1.297 1.506 1.506

Unsprung mass ton 1.024 1.324 0.893

Spring constant for primary suspension kN/m 1.252×10³ 0.759×10³ 1.02×10³

Damping coefficient for primary suspension kN s/m 16.0 30.02 37.03

Spring constant for secondary suspension kN/m 1.268×10³ 0.791×10³ 0.3×10³

Damping coefficient for secondary suspension kN s/m 28.5 40.04 20.02

Distance between bogies m 14.0 15.2 15.9

Distance between axles m 3.0 2.6 2.6

Wheel radius m 0.46 0.43 0.43

Elastic modulus of wheel kN/ m² 2.1×10¹² 2.1×10¹² 2.1×10¹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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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값을 나타낸다. 모든 해석은 Table 3와 4에서 제시된 기

본값을 적용하되 분석하려는 목적에 따라 특정 변수(Para-

meter)를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5. 결과 및 분석

Fig. 6은 접속구간에서 방진장치를 Case0와 같이 배치하

였을 때 KTX 동력차 5량이 400km/h 속도로 주행하는 경

우와 새마을 5량 편성(LM+3PC+LM, LM : 동력차, PC : 객

차) 차량이 200km/h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의 해석결과를 각

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윤중 변동율(wheel load variation

rate)과 레일 휨응력(rail bending stress)의 경우는 차륜의 위

치에 따른 응답을 나타낸 것이고, 차체 가속도의 경우는 최

전방 차륜의 위치에 따른 앞, 뒤 대차의 직상부에서의 차체

상하 가속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체결구에 작용하는 하중의

경우는 응답이 가장 큰 레일체결장치에서의 응답을 시간을

이동속도에 대응하도록 환산한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들 해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플로팅 슬래브궤도와 일반

콘크리트궤도의 접속구간에서 윤중 변동율, 차체 가속도,

레일 휨응력과 체결구에서 레일 인상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출구쪽에서 윤중 변동과 레일휨응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플로팅 슬래브궤도

와 일반 콘크리트궤도의 궤도 지지강성의 급격한 차이로 인

하여 충격력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접

속구간에서는 윤중 변동율, 즉 윤중의 감소율(wheel load

reduction rate)은 주행안전 기준(0.37)을 초과하며, 레일 휨

응력, 레일 인상력도 모두 사용성 기준을 초과한다. 따라서

플로팅 슬래브 궤도 설계 시 접속부에서 방진장치의 강성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ig. 7은 방진장치의 스프링계수를 Fig. 5의 Case 0 ~

Case 3과 같이 단계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동적 응답을 나

타낸 것이며, Fig. 8은 방진장치 강성 배치 형식에 따른 각

각의 응답의 최대값을 관련 기준들과 함께 도시한 것이다.

Fig. 7과 8에서 알 수 있듯이 접속구간에서 지지강성의 차

이를 줄여 주면 윤중 변동율, 레일 응력 및 인상력 등의 동

적 응답이 크게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체 가

Table 4 Dimensions and properties of track used in the analyses

Items Unit
Properties

KTX Saemaul

Rail type - UIC 60 60kgK

Rail mass ton/m 0.060 [18]

Rail height m 0.172 [18] 0.060 [18]

Height to neutral axis of rail m 0.0809 [18] 0.174 [18]

2nd moment of cross-sectional area of rail m4 3055×10-8 [18] 0.0776 [18]

Elastic modulus of rail kN/m² 2.1×10¹² 3083×10-8 [18]

Poisson ratio of rail - 0.3

Hertzian spring constant kN m-3/2 1.025 ×108a)

Slab height m 2.8

Slab width m 0.54

Mass density of slab ton/m³ 2.5

2nd moment of cross-sectional area of 1/2 slab m4 1.84×10-2

Elastic modulus of slab concrete kN/m² 3.10×107

Poisson ratio of slab concrete - 0.17

Spring constant of rail pad kN/m 36.04×10³b)

Damping coefficient of rail pad kN s/m 10b)

Sleeper distance m 0.65

Isolator spring constant(k) kN/m Variable (5.47×10³ for 6Hz)c)

Isolator damping coefficient(damping ratio) kN s/m Variable (41.15 for 10%, 6Hz)

Distance between isolators(s) m 2.0

Distance between isolators at slab ends(s1, s2, s3) m 0.64(s1), 1.0(s2), 1.24(s3)

Note: a)Hertzian spring constant was simply assumed as a typical value used in the literature(refer to [19]).
b)Spring constant and damping coefficient of rail pad were assumed based on the experimental data. The damping coefficient of rail pad cannot

be exactly determined due to its frequency-dependence; Nevertheless, it is not significantly sensitive to the analysis results.
c)The bed spring constants of the conventional concrete track is assumed approximately 1,000 times higher than the isolator spring constant of

floating slab track, = 5.4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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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경우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않는데 이것은 윤중 변동

율과 레일 휨응력, 레일 인상력 등은 차량의 스프링하 질량

(윤축 질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주파

충격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지만, 차체 진동의 경우는 이러

한 고주파 충격에 의한 진동이 차량의 1, 2차 현수장치에 의

해 필터링됨으로써 완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7에서

윤중 변동율과 차체 가속도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KTX

동력차가 400km/h의 속도로 주행할 때 단부의 지지강성 차

Fig. 6 Dynamic response of train and track (Case0, tuning frequency = 7Hz, isolator spacing = 2m, damping ratio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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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ynamic response according to arrangement of isolator spring constants at transition(tuning frequency = 7Hz, isolator spacing =

2m, damping ratio = 10%, KTX 5 motor units, train speed = 400km/h)

Fig. 8 Comparison of maximum dynamic responses according to arrangement of isolator spring constants at transition(tuning frequency =

7Hz, isolator spacing = 2m, damping ratio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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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maximum dynamic responses according to system tuning frequency(Case 0, isolator spacing = 2m, damping ratio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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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계없이 -1.5m/s2(≈ -0.15g) 정도의 최대 가속도가 발

생하는데 반해 윤중 변동율은 슬래브 단부에서 큰 폭으로 증

가한다. 따라서 단부에서는 식(6)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단부에서 증폭된 응답을 제외하

면 윤중 변동율의 최대값이 대략 -0.15 가량이 되어 식(6)의

관계가 대체로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부에

서의 증폭을 고려할 경우 주행 안전에 대한 지표로 차체 가

속도 보다는 윤중 변동율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Fig. 8에서 접속구간에서 방진장치 강성을 Case 3과 같이

완충 설계할 경우, 윤중 감소율 주행안전 기준과 레일 휨응

력, 체결구에서의 레일 인상력 등 궤도 사용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체 가속도의 경우는

새마을호가 200km/h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승차감 기준을 만

족하지만, KTX가 400km/h로 주행할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

하게 된다. 따라서 고속철도 플로팅 슬래브궤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방진성이 다소 저하되더라도 승차감 기준을 만족

할 수 있도록 방진장치의 강성을 보다 크게 하거나 지지간

격을 좁혀 시스템 튜닝 주파수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슬래브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방진장치 강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스템 튜닝 주

파수가 5, 6, 7, 8, 9, 10Hz가 되도록 설계한 경우에 동적 응

답의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Fig. 9(a)에서 Case 0과 같이

접속구간에서 지지강성의 완충 설계를 적용하지 않을 때 최

대 응답은 시스템 튜닝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튜닝 주파수가 작으

면 방진장치의 강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접속구간에

서 일반 콘크리트궤도와의 지지강성의 차이가 그만큼 커져

충격 응답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Fig.

9(b)에서 접속구간에서 방진장치 강성의 완충 설계를 Case

3과 같이 적용할 경우의 응답을 보면 윤중 변동율, 레일 휨

응력, 인상력 등은 시스템 튜닝 주파수에 따른 영향이 상대

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체 가속도의 경

우에는 Fig. 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접속구간에서의 지지

강성 차이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시스템 튜닝 주

파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스

템 튜닝 주파수가 작아지면 그만큼 슬래브의 수직 변위가 커

져서 차체의 진동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방진 성능과 승차감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튜닝 주파수를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하며, 주행안전 기준과 궤도 사용성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서는 접속구간에서의 완충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플로팅 슬래브궤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시스템 튜닝

주파수와 접속구간에서의 충격 완화를 고려하여 방진장치의

강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과 11은 접속구간에서의 지지강성을 Case 3과 같

이 완화시키고 시스템 튜닝 주파수가 7Hz가 되도록 방진장

치의 강성을 설계한 경우에 스프링 간격, 감쇠비에 따른 동

Fig. 10 Comparison of maximum dynamic responses according to arrangement of isolator spring constants at transition(tuning frequency

= 7Hz, isolator spacing = 2m, damping ratio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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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damping ratio on dynamic response (Case3, tuning frequency = 7Hz, isolator spacing = 2.0m)

Fig. 12 Effect of train speed on dynamic response(Case3, tuning frequency = 7Hz, isolator spacing = 2.0m, damping ratio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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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응답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Fig. 10과 11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스프링 간격이 작을수록, 감쇠비가 클수록 응

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접속구간에서의 지

지강성 차이가 크지 않을 때에는 스프링 간격의 변화(단, 튜

닝 주파수는 일정하게 유지)나 감쇠비 변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는 Fig. 10과 11과 동일한 조건에서 열차 속도에 따

른 동적 응답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열차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량과 궤도의 동적 응답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00~150km/h 부근에서 응답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가진 주파수가 속

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속도에서 가진 주파수가 시

스템의 특정 모드의 고유 진동수에 근접하면서 공진을 유발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0%의 감쇠비를 확보할 경

우 응답의 증가가 크지 않고 모두 기준 이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설계에 있어서 열차

주행안전과 승차감, 사용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을 분석하

여 주행 안전 측면에서는 윤중 변동율, 승차 감측면에서는

차체 가속도, 그리고 궤도 사용성 측면에서는 레일응력 및

레일 인상력을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열차-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적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시

스템 튜닝 주파수, 스프링 지지간격 및 배치방법, 감쇠계수

등 주요 시스템 설계변수에 따라 일반 콘크리트궤도와의 접

속구간을 포함한 플로팅 슬래브궤도 구간에서의 열차 및 궤

도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궤도와 플로팅 슬래브궤도 간의 접속구간에서의

지지강성의 차이에 의해 윤중 변동율, 레일응력, 레일 인상

력이 크게 증가하며 강성이 작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열차

가 주행할 때 동적 응답의 증가율이 더 높다. 반면 차체 가

속도는 저주파 영역의 진동으로 나타나며, 주로 스프링상 질

량에 의해 좌우되므로 접속구간에서의 지지강성의 차이에 의

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단자유도의 질량-스프링 시스

템으로 가정할 때의 고유 진동수, 즉 시스템 튜닝 주파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접속구간의 지지강성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윤중 변

동율과 레일 응력, 레일 인상력 등 주행 안전 및 궤도 사용

성과 관련된 지표가 더 지배적인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주

행 안전과 궤도 사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 튜닝 주파

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접속구간에서 스프링 지지간격을 좁

히거나 스프링 강성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대책이 효과적이

다. 반면 접속구간의 지지강성의 영향이 없는 경우 승차감

지표인 차체 가속도가 더 지배적인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승

차감 확보를 위해서는 열차 속도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 튜

닝 주파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주행 안전, 승차감 및 궤도 사용성을 모두 확

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튜닝 주파수와 함께 단부의 완충

설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방진장치의 지지강성, 지지간격, 슬

래브 중량 등을 최적화해야 한다.

(3) 접속구간에서의 지지강성 차이가 크지 않도록 접속구

간의 강성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경우 시스템 튜닝 주파수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의 스프링 간격 변화나 감쇠비 변

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윤중 변동율, 레일 응력, 레일 인상력, 차체 가속도 등

모든 응답은 열차 속도 증가에 따라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 특정 속도에서 공진의 영향으로 응답이 증폭

되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10% 수준의 감쇠비를 확보할 경우

응답의 증폭은 제한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주행 안전, 승차감, 궤

도 사용성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설

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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