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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ny railway stations are built under the railway line in urban area. The passage of railway 
vehicles generates mechanical vibrations of a wide range of frequency. Thus, it is required to place structural 
vibration isolation systems to reduce vibration and noise originating from surrounding environment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ximum floating slab length based on track/floating slab interaction analyses. Ac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include temperature, braking/acceleration, bending of the deck, and creep/shrinkage. The 
additional rail stress has been chosen for the criterion for the maximum slab length. In addition, further 
analyses are performed to include the stopper which restrict the in-plane movement of the floating slab track. 
Several alternatives for stopper positions were thoroughly studied in this study.

1. 서론

최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선하역사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어 열차 통과에 따른 진동을 감소시키려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탄성 방진장치 상에 슬래브 궤도를 설치하는 점지지 방식

의 플로팅 슬래브궤도 개발이 진행 중(국토해양부 2010, 장승엽 2010)이다. 

  

그림 1. 플로팅 슬래브 개념

플로팅 슬래브 궤도는 하부에 방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 슬래브 궤도와는 거동특성이 상이하므로 방

진장치 및 궤도 특성을 고려한 궤도/슬래브 종방향 상호작용해석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

로팅 슬래브 궤도의 종방향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고, 국내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지침에서 규정하는 레일 부

가응력을 기준으로 최대 가능길이를 산정하였다. 국내 궤도-교량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 지침에 의하면 좌굴

해석을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탄성체결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궤도에 대해서는 곡선반경 150m 이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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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최대허용부가압축응력 및 최대허용부가인장응력은 92  로 제한하고 있다. 플로팅 슬래브의 최대길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방진장치 하부의 슬립이 발생여부, 슬래브 변위와 인접구조물 간의 간격 만족여부, 

슬래브 인장강도의 만족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슬래브의 인장강도는 설계 시에 휨 및 인장에 

대한 철근량 산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레일부가응력을 기준으로 최대길이를 고려하였다.

2. 상호작용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의 최대길이를 산정하기 위해서 종방향 상호작용해석을 실시하였다. 플로팅 

슬래브와 레일은 보요소를 이용하여 이상화하였다. 플로팅 슬래브 하면의 방진장치는 수직방향 스프링과 종

방향 스프링을 이용하여 이상화하였다. 플로팅 슬래브 단부는 성토부 혹은 인접한 교량부와 단차가 클 수 있

으므로 그림과 같이 방진패드를 설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진패드를 12개의 스프링요소로 이산화하여 분산

하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궤도부를 모델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종방향 스프링과 수직방향 스프링을 가

하였다. 슬래브 궤도에서는 열차의 종방향 하중 뿐만 아니라 횡방향 하중에도 저항하도록 Stopper를 설치하

고 있다. 플로팅 궤도의 Stopper 설치를 위해서 표 1과 같이 3개의 대안을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Stopper가 길이의 1/8 지점에 각각 2개씩 총 4개가 설치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 대안은 첫 번째 대안

과 유사하나 슬래브 중앙부에 2개가 추가된 경우이며, 마지막 대안은 총 8개의 Stopper가 설치된 경우이다.  

Rail

Isolator pad

그림 2  플로팅 슬래브 상호작용해석 모델

표 1  Stopper 대안 및 위치

Stopper Case Stopper 위치 

Case A

(2 stoppers)

L : 변수

L/8 6L/8kH2

kH1

Case B

(3 stoppers)
L/8 3L/8

Case C

(4 stoppers)
L/8 L/4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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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강성 비고

궤도
39 kN/mm 종방향, 하중 재하시
26 kN/mm 종방향, 하중 비재하시
47 kN/mm 수직방향

방진장치 
9 kN/mm 수직방향

10 kN/mm 종방향
Stopper 1200 kN/mm 종방향

궤도의 종방향 저항력은 그림 3과 같이 쌍일차 관계로 이상화 할 수 있다(UIC 2001). 유도상 궤도에 하중

이 재하되는 경우는 종방향 저항력이 60kN/m/track이다. 침목간격이 0.65m이므로 단위침목당 저항력은 

39kN/track가 되고 이를 레일변위의 한계인 0.5mm를 고려하면 궤도의 종방향 스프링은 78kN/mm/track이다. 

온도하중과 같은 하중 비재하 시에는 종방향 저항력이 40kN/m/track이다. 방진장치의 스프링 강성은 본 과제

에서 실험적으로 수행된 값을 적용하였으며, Stopper 강성은 1200kN/mm를 적용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궤도, 방진장치, Stopper의 스프링 강성을 정리한 것으로 1/2 플로팅 궤도 모델링 입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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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레일변위-궤도저항력 관계

표 2  상호작용해석 모델의 입력 강성

종방향 상호작용해석을 위한 하중효과의 조합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UIC 774-3, 2001)

∆

여기서 계수 ,  , 는 단순지지일 경우에 값이 1이다. 궤도와 플로팅 슬래브의 상대변위를 발생시키는 상

호작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도변화에 의한 하중효과로 장대레일은 레일의 온도가 변화하더라도 종

방향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플로팅슬래브의 온도변화만을 고려하였다. 온도하중은 국내 궤도-교량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 지침에 따라 +25°C와 -15°C를 레일에 작용시켰다. 두 번째, 시동하중과 제동하중에 

의한 효과로 하중이 레일의 두정면(Top of rail)에 종방향으로 아래와 같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시동하중:    with loading length < 33m

제동하중:   with loading length <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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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플로팅 슬래브 휨에 의한 하중효과로 고속철도의 경우, 열차수직하중은 HL 하중이 그림 4와 같이 

플로팅 궤도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충격계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림 4  고속철도 수직하중

마지막으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크리프를 고려한 하중효과이다. 건조수축은 일정한 온도에서 콘크리트

의 경화와 건조에 의해 콘크리트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단위수량이 많은 콘크리트일수록 건조수축이 크게 일

어나며 대기 중의 습윤상태와 단면의 치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 검토에서는 플로팅 슬래브에 작용하는 건

조수축 변형률을 온도변화로 환산하여 -20°C를 고려하였다. 크리프에 대한 고려는 다음의 식으로 고려하여 

을 적용하였다.

  



앞선 종방향 상호작용해석 모델을 적용하여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결과는 UIC 774-3에

서 제시하는 레일 부가응력 한계치와 비교분석하였다.  UIC 774-3에서는 토공구간의 레일응력보다 변화하

는 레일응력을 부가응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좌굴해석을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탄성체결구를 사용하는 콘

크리트궤도에 대해서는 곡선반경 150m 이상에 대해서 최대허용부가압축응력 및 최대허용부가인장응력을 92

로 제한하고 있다.

3. 상호작용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프로그램은 ABAQUS(2007)이다. 상호작용해석 모델에서의 레일 길이가 해석결과

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길이가 30m인 플로팅 슬래브를 대상으로 레일의 길이를 50m에서 

200m까지 증가시키며 레일부가응력, 슬래브 응력 및 변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5에서와 같이 레일 

길이는 플로팅 슬래브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  상호작용해석 모델의 레일길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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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플로팅 슬래브 길이변화에 따른 레일의 압축부가응력 결과이다. 부가응력이란 플로팅 슬래브로 

인해 토공구간의 레일응력보다 변화하는 레일응력을 의미한다. 레일의 압축부가응력은 슬래브길이가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슬래브 길이 100m까지 레일부가응력 한계치인 92  를 만족하였다. 최대 압축

부가응력은 플로팅 슬래브 연단 레일부에서 최대치를 나타내었다. 동일 슬래브 길이에서 3개의 Stopper 대안

을 검토한 결과, 온도하중 하에서 Case A와 Case B의 변형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하중 상태에서는 

모든 대안에서의 변형이 동일하였는데 이는 슬래브가 수직방향으로 강체운동을 하며 변형이 발생하였기 때문

에 수평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3가지 Stopper 대안 중에서는 Case C가 상대적으로 

응력이 작게 발생하여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레일의 인장부가응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슬래브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부가응력이 증가하고 

있다.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최대부가응력의 한계치인 92를 만족하는 최대 슬래브 길이는 90m로 분

석되었다. 최대인장 부가응력 기준으로도 Stopper Case C가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8은 플로팅 슬래브의 최대인장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응력은 수직열차하중 하에서는 중앙부에서, 

온도하중의 경우는 단부에서 발생하였다. 슬래브 인장응력은 온도하중, 시/제동하중 하에서는 슬래브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열차 수직하중 하에서는 반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topper Case C가 슬래브 인장

응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안에 비해 크므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인장응력은 8  으로 나타

났다. 

 

그림 6  레일 압축부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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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레일 인장부가응력

 

그림 8  슬래브 인장응력

178



 그림 9는 슬래브 길이변화에 따른 슬래브 종방향 변위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슬래브 길이가 증가함에 따

라 종방향 변위가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최대 슬래브 변위는 5mm이하로 수평변위에 의해 인접구조

물에 충돌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변위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슬래브 길이변화에 따른 Stopper 변위와 하중 결과로, Stopper에 작용되는 하중은 슬래브 길이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Stopper 강성이 클수록 레일의 축력은 감소하고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은 증가할 것이므로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Stopper 강성의 채택이 요구된다.

그림 9  슬래브 변위

그림 10  Stopper 변위와 힘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의 최대길이를 산정하기 위해서 온도하중, 시/제동하중, 열차 수직하중 하에서

의 궤도 및 방진장치의 쌍일차 비선형거동을 고려하여 종방향 상호작용 비선형해석을 실시하고 이를 UIC 

774-3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 레일부가응력을 기준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레일부가응력 기준으로 가능한 

최대 슬래브 길이는 90m로 분석되었다. 슬래브 최대변위는 5mm이하로 수평변위에 의해 인접구조물에 충돌

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변위가 산정되었으며, 방진장치 하부의 슬립도 발생하지 않았다. 슬래브 콘크리트의 

균열방지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슬래브 인장응력을 고려하여 휨에서의 인장강도를 만족할 수 있는 

철근배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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