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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ise and vibration which are occurred by equipment and rail under the train are directly delivered to 
passenger and effect on comfort. For this reason, Floating floor structure has been applied to Rolling Sotck for 
minimizing the noise and vibration. And in respect of Floating floor, the strength is an important design element. 
Because the train has many heavy equipments and accommodates lots of passenger.
 At the early design stage of Floating floor, different joint type and thickness of plywood, etc. were applied and 
some problem happened. To solve the problems and apply to the future projects, the standard model of Floating 
floor structure was required.
 To find optimum design and standard model for Floating floor structure of Rolling Stock, the applied Floating 
floor models were analysed by CAE (computer-aided engineering)

1. 서론

철도차량에서 승객들의 승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음 및 진동은 상하 기기 및 레일에서 발생하고 

이는 바닥으로부터 승객에게 직접 전달하게 된다. 특히 DMU(Diesel Multiple Unit) 차량의 경우 파워팩의 

영향으로 U/F(Under Frame)에서 전달되는 structure-born noise 및 vibration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

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철도차량 바닥 구조의 최적 설계이다. Floating floor 구조는 차

량의 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하기위한 바닥 구조이다. 

또한 철도차량은 중량물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많은 승객을 수용하기 때문에 바닥 구조의 강도 및 강성

은 Floating floor 설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Floating floor 설계 초기에 합판의 두께, 이음 구조 등 프로젝트별 적용되는 바닥 구조가 달랐으며 몇몇 문

제점이 발생되었다. 바닥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자를 비롯한 많은 설비물을 해

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Floating 구조의 바닥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수행할 프로젝트에 적용될 표준모델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철도차량에 적용되어왔던 바닥 구조의 모델들을 전산해석을 통해 비교 검증하고 철도차량 바닥 구조의 최

적 설계 및 표준 모델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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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Floating floor 구조

기본적인 철도차량 바닥의 구조는 keystone plate, Insulation, 합판(plywood), floor covering 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합판과 keystone plate 사이에 insulation, cushion rubber를 삽입함으로서 방진/방음 효과를 얻는 구

조이다. 이는 Floor 구조의 두께에 따라 silicon foam 구조와 solid rubber 구조로 구분된다.

2.1.1 Silicon Foam 구조

  주로 Floor 두께가 45 ~ 60mm 인 경우 적용되는 구조로 EMU(Electric Multiple Unit)차량에 적용

되며 아래 그림1의 구조로 되어 있다.

2.1.2 Solid Rubber 구조

  주로 Floor 두께가 80mm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구조로 DMU(Diesel Multiple Unit)차량에 적용되며 

아래 그림2의 구조로 되어 있다. DMU 차량의 경우는 디젤엔진 및 변속기 등 EMU 차량보다는 상하 기

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크기 때문에 두꺼운 Floor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1. EMU 바닥 구조>                             <그림2. DMU 바닥 구조>

2.1.3 Floating floor 구조 설계 기준

  Floating floor 구조를 이루는 floor covering, 합판, cushion rubber, wood support의 재질 및 두께 결

정과 합판의 연결부 구조 및 cushion의 배열이 설계의 기준이 된다. 또한 floor가 끝나는 부위의 처리방

법도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된다.

  Floor 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재질, 기계적, 화학적 성질의 결정과 적용 두께의 경우 많은 프로젝트

를 수행하면서 Floating floor 구조에 적합한 자료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합판의 연결부 구조와 관련하여 

실제 차량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각 프로젝트에 적용된 합판의 연결부 구조가 달라 Floating floor 

의 최적설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로 인한 Floor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판의 연결부 구조 설계의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현재까지 적용되었던 합판의 연결부 

구조의 실험 및 전산해석을 통해 Floating floor 구조에 가장 적합한 합판의 연결부 구조를 찾고, 이를 

표준 모델로 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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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판 연결부 구조의 종류 및 문제점

2.2.1 합판 연결부 구조의 종류

아래 모델은 국내 및 해외 차종(EMU, DMU)에 실제로 적용되었던 Floating floor의 합판 연결부 구조이다.

          

< Model 1 >                                     < Model 2 >

          

              < Model 3,7,8 >                                   < Model 4 >

          

                < Model 5 >                                     < Model 6 >

                              <그림3. 합판 연결부 구조의 종류>

                          

2.2.2 문제점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철도차량의 특성으로 인해 합판의 연결부에 집중하중이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합판 연결부의 floor covering이 들뜨거나 크랙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림4. 합판 연결부에서 발생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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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품모델의 실험 및 전산해석

적용되는 모델의 합판의 두께는 T12(model 2, 3), T15(model 1, 4, 7), T18(model 5, 6, 8) 이다. 

2.3.1 단품모델의 실험

모델은 단순지지, 집중하중 조건으로 각 모델의 처짐을 실험 측정하여 강도를 비교하였다. 하중은 1kg에서 

20kg까지 1kg씩 증가시켰다.

실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모든 모델이 선형 거동을 보이며, Model 5의 강성이 가장 컸다. Model 1과 6

의 실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합판 자체의 강성은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5. 단품모델의 처짐 실험 결과>

2.3.2 단품모델의 전산해석

각 모델에 등방성 재질, 접촉조건, 마찰계수 적용, 합판간의 gab을 고려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6

과 같이 결과는 Model 5의 처짐이 가장 작았다. Model 2, 3은 실험했을 경우 파단이 되었기 때문에 탄성영

역만을 고려하는 전산해석의 결과와 큰 차이가 있었다.

                  < Model 1 >                                  < Mode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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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l 3 >                                   < Model 4 >

    

                  < Model 5 >                                < Model 6 >

  

                  < Model 7 >                                < Model 8 >

<그림6. 전산해석 과 실험값의 비교>

65



2.4 평판모델 전산해석

단품모델의 실험 및 전산해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차량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평판모델에 대

해 실험 및 전산해석을 시행하였다. 실험 모델은 단품모델에서 가장 결과가 좋았던 Model 5와 Model 6을 적

용하였다.

2.4.1 평판모델 실험

EMU, DMU 구조 모두 합판 두께 T18에서 Model 5와 6의 처짐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하였다. 분포하중이 

적용되었다. 아래 그림의 실험결과에서 Model 6의 처짐량이 Model 5의 처짐량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 EMU 구조 > 

    

              < DMU 구조 > 

<그림7. Model 5와 6의 실험값 비교>

2.4.2 전산해석

해석 조건으로 1 m 2 당 몸무게 70 kg인 10명의 무게로 6867 Pa의 분포하중과 Rubber의 탄성계수 실험값 

또한 단품모델 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평판모델을 전산해석 하였다.

전산해석과 실험값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처짐의 경향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Model 5>                                <Model 6>

<그림8. EMU 구조의 Model 5와 6의 전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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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5>                                <Model 6>

<그림9. DMU 구조의 Model 5와 6의 전산해석>

2.5 Floating floor 1/2 모델 전산해석

2.5.1 1/2 모델 전산해석 조건

단품모델의 실험 및 전산해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차량의 Floating floor 1/2 모델에 적용하여 전산해석

을 하였다. EMU의 Floating floor 구조에 Model 5, 6의 합판(T18) 연결부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하중은 1

m 2 당 몸무게 70 kg인 10명의 무게로 가정하였다.

2.5.2 해석 결과

아래 그림의 결과를 보면, Model 6의 결과가 Model 5보다 좋았다.

Floor의 중앙부위에서 약 3mm의 최대 처짐값이 나왔고 Model 5와 6의 처짐량의 경향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 Model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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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6 >

<그림7. 처짐 및 응력 해석 결과>

Model5 와 6의 합판 연결구조 모두 철도차량 Floating floor에 적용 가능한 구조로 판단되며, 프로젝트별 

사양에 따라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6 합판 연결부 구조의 표준모델

현재 철도차량의 Floor 관련 발생되었던 여러 문제점 중 floor covering의 들뜸 현상과 크랙 발생을 해결하

기 위한 합판의 연결부 구조는 Model 5번으로 판단된다. 두 합판을 stainless steel로 상하를 결합시키는 구

조로 많은 승객의 탑승으로 인한 하중에 강하며, 합판 연결부 부위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8. 합판 연결부의 표준 모델>

3. 결론

철도차량의 바닥 구조 선정은 차량의 소음, 차량 속도, 중량, 난연 기준 및 차종(DMU, EMU)에 의거하여 

선정된다. 특히, 소음 및 중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Floating 

floor의 바닥 구조가 적용되었다.

이에 차량의 중량물 설비 및 승객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Floating floor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기 적용되

었던 구조의 강성 시험 및 전산해석을 하였으며, 본문에서와 같은 표준모델을 선정하게 되었다.

표준모델이 적용된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기존 발생되었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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