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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construction of railway sections passing the central area of cities and stations under railway lines 
are increasing, and then it is urgently required to tak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ailway vibration and 
the second-phase noise radiated from it. The most efficient countermeasure, out of technologies developed up 
to now, is the floating slab track which is the track system isolated from the sub-structure by springs. In 
other countries, the source technologies for anti-vibration design and vibration isolator - one of key 
components - have been developed and many installation experiences have been accumulated. However, in 
Korea, since the system design technology and technologies for key components are not yet developed, the 
foreign system are being introduced without any adjustment, and the key component, vibration isolator, 
depends on imports. In this study, analysis on floating slab system installed rubber mat  and stopper is 
carried for the examination on the safety of floating slab system.

1. 서론

최근 철도의 도심통과구간이나 선하역사 건설이 증가하고 있어 철도 진동과 이로 인한 2차 소음을 효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진동

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궤도 전체를 하부구조와 분리시키는 플로팅 슬래브궤도 

공법으로 이미 국외에서는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방진설계와 핵심 구성요소인 방진장치에 대한 원천기술

이 확보되어 많은 부설실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시스템 설계기술과 관련 구성품 설계기

술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외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고, 핵심 구성품인 

방진재료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등 관련 기술의 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시장

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슬래브궤도 시스템 및 구성품의 설계기술을 비롯한 핵

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궤도 슬래브의 단부에 방진고무매트와 Stopper를 적용

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석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2. 설계조건

저진동 플로팅궤도 슬래브의 해석을 위해 기존에 설계되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레일 및 스토퍼를 보완

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슬래브 상세해석 및 재료 특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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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슬래브 상세해석 제원 및 재료 특성

구 분 내 용
연장 2 @ 35.8 + 38.4 = 110 m

폭원 2.8 m

평면선형 R=0 (직선교)

사각 90˚ 

궤도수 1 (단선)

설계 하중
고정하중 자중, 도상, 레일등에  의한 자중  
활하중 표준 열차 하중 (LS-22)

사용재료의 특성

콘크리트 (주형)
설계기준강도  = 30 MPa

탄성계수 Ec=3,300+  +7,700 = 25,775 MPa

철근 (SD-40)
항복강도  = 400 MPa

탄성계수 Es = 200,000 MPa

방진장치 스프링상수
연직 동적스프링상수(K) = 31.5 kN/mm

수평 연직 스프링 상수의 80% 적용

전단 연결재
Stress yield limit = 700 N/mm

2

지름 = 25 mm

레일
연직 K = 47 kN/mm

수평 K = 78 kN/mm

스토퍼 수평 K = 1,200 kN/mm

2.  Stopper 모델링 및 개념도

그림 2. Stopper 설치개념도 그림 3. Stopper 모델링

3. 종방향 해석

종방향 해석에 대하여 지간 중앙부, 지간 단부에 대한 휨모멘트 검토, 전단력검토 및 사용성 검토를 

통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휨모멘트와 전단력의 부재력이 그림 4와 같이 나타났으며, 검토 결

과 표 2와 같이 중앙부와 단부의 휨모멘트, 전단력이 모두 만족하였다.

B.M.D(계수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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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D(계수하중)

B.M.D(사용하중)

그림 4. 주하중에 대한 부재력 집계

구    분
전단력 

(kN)

휨모멘트 

(kN·m)

전단력 

검토

(kN)

휨모멘트 

검토

(kN․m)

비 고

위치 부재

정모멘트(max)
중앙부

- 1546.371 1988.674 USD O.K

부모멘트 - -579.019 1220.628 USD O.K

정모멘트
단부

- 380.705 811.506 USD O.K

부모멘트(max) - -390.413 538.758 USD O.K

전단력 중앙부 702.192 -
961.071/

1165.554
USD O.K

전단력 단부 448.640 -
449.863/

654.346
USD O.K

정모멘트
중앙부

- 997.686 WSD

부모멘트 - -368.707 WSD

정모멘트
단부

- 246.636 WSD

부모멘트 - -245.030 WSD

표 2. 종방향 부재력 산정결과

※ 단부 위치는 방진매트가 있는 단면 변화 구간으로 정함.(단부에서 1.65m구간)

4. 피로응력 검토

  슬래브-방진장치 연결부의 피로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연결부 피로검토 위치를 선정하고자 하

였다. 검토 위치는 크게 2곳으로 구분하여 슬래브 궤도에서 피로응력 집중이 예상되는 2곳을 선정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림 4는 피로응력의 검토 위치 및 해석에 사용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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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결부검토위치

구분
단면적

(mm2)

반력에

의한

최대응력

(MPa)

반력에

의한

최소응력

(MPa)

설계

응력

범위

(MPa)

허용

응력

범위

(MPa)

판정

검토위치1 22619.47 7.254 -0.490 7.744 168 O.K

검토위치2 13548.12 12.112 -0.817 12.929 168 O.K

표 3. 피로검토결과

5. 펀칭전단 검토

  2방향으로 거동하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기초판에 대한 공칭전단강도 Vc는 <식2.1>, <식

2.2> 및 <식2.3>에 의해 구한 값 중 가장 작은값으로 하여야 한다(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2007).

그림 5. 펀칭전단검토위치

구분
최대연직하중

(Vu)

위험단면 길이

(bo)
βc αs

Punching Shear 검토위치

(기둥전면 d/2)
345.65kN 2.78m 1.0 20

표4. 펀칭전단검토

 Vc1 = 1/6 ☓ (1 + 2/βc) ☓   ☓ bo ☓ d ···············(식1)

 Vc2 = 1/6 ☓ (1 + (αs·d)/(2·bo)) ☓   ☓ bo ☓ d ····(식2)

 Vc3 = 1/3 ☓   ☓ bo ☓ d ·····································(식3)

∴ φVc = 2893.07kN > Vu = 345.65kN  ············· O.K

6. 결론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토퍼를 고려하여 플로팅궤도 슬래브를 3경간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종방향해석과 피로응력 및 펀칭전단 해석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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