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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vertical vibration control method for railway structure by using vertical vibration control 
device.  The device consists of high stiffness polyurethane spring and friction damper recognized by National 
Center for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of USA for durability.  To confirm the capacity of vertical vibration 
control, at first, behavior equation is established by considering correlation among the components. Then, hysteresis 
curve is drawed from behavior equation. By considering both dynamic behaviors and material nonlinearities, more 
reasonable behavior of the device can be simulated. After that, the Validity of the vibration control trend is proved 
by FEM(Finite Element Method).

1. 서론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들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그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철도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항

공기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안전성과 정시성

이 우수한 친 환경적 교통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철도차량은 일반

차량과 비교하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동하기 위한 소음 및 진동문제가 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열차의 이동하중으로 발생된 진동은 하부구조물을 통해 구조물 전체로 퍼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

며, 구조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켜 사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로인해 철도의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음 및 진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발

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국내의 경우, 최근 철도 역사 시공시에 구조물의 진동을 줄이고자 수평 및 연직

진동에 대해 감쇠 기능이 있는 스프링 복원형 받침이 시공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시험 및 연구기관인 국가지진공학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에서 내구성을 인정받은 마찰 댐퍼와 폴리우레탄재질의 고강성 스프

링으로 구성된 받침형태의 연직 진동 제어 장치를 고안하였으며, 전체 거동방적식과 FEM(Finite

Element Method)을 통해 장치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장치에 사용된 구성요소의 재료적 물성은 실험을

통해서 얻었으며, 이때는 각 물성의 동적인 특성과 비선형성까지 고려하였다.

2. 철도의 진동

산업화를 거치며 진행된 도시화는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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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발 위주의 무분별한 도시화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중앙 환경분쟁 위원회

에서 공개한 자료(그림 1)에 따르면 그들 중 상당수는 소음·진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한편, 친환경 교

통수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철도 분야에서도 그림 2와 같이 소음·진동과 관련된 민원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철도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보다 월등히 큰 규모로 인해 가동하기 위한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발생한다. 이중 소음의 경우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등으로 제어가 용이한 반면, 진

동은 궤도와 연결된 구조물 전체로 퍼지는 특성이 있어 구조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켜

사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 중앙환경분쟁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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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환경분쟁 유형별 현황 그림 2. 소음/진동 민원

철도구조물은 구조적인 특성상 수평방향에 비해서 연직방향으로 보다 큰 진동이 작용된다. 이처럼 연

직방향의 진동을 유발하는 하중은 열차이동에 의한 하중과, 지진에 의한 하중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진앙지와 구조물의 수평거리가 연직거리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있

어 구조물은 수평방향으로 전해지는 진동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철도설계기준(2004)에서는 내진 설

계시에 수평하중만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1995년 일본 고베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고베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층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직하형지진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진과는

다르게 연직으로 진동하는 지진하중 또한 구조물에 큰 영향을 미쳤다(전대한, 1995). 결국, 연직으로 진

동하는 지진하중에 대해 내구력을 갖지 못한 많은 구조물들이 파괴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원전설계기준(ASCE, 2005) 에서는 연직으로 발생하는 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내진설

계시 수평력의 0.67 ~ 1.0배를 연직력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3. 연직진동 제어장치

연직진동 제어장치는 그림 3과 같이 상판, 중앙스프링, 마찰재, 측면쐐기, 측면스프링, 하판으로 구성되

어있다. 상판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에 대한 진동제어장치의 거동양상은 다음과 같다.

상 판

마찰재

측면 스프링

하 판

중앙 스프링

측면쐐기

  = 연직하중         

 ′ = 경사면 반력

  = 중앙스프링 강성 

   = 측면스프링 강성 

   = 연직방향변위 

  = 마찰계수

   = tan           
그림 3. 연직 진동제어장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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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으로 가해지는 연직하중에는 고정하중과, 이동하중 두 종류가 있다. 먼저, 고정하중이 작용할 때

는 중앙스프링의 강성만으로 지지하게 되며, 이때는 상판의 경사면과 측면쐐기 사이에 유격을 두어 상

호간 접촉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이동하중이 작용함과 동시에 중앙스프링이 수축하며 상판의

경사면과 측면쐐기가 맞닿게 되어 결국 중앙스프링과 측면쐐기 모두가 상판을 지지하게 된다. 이동하중

이 점차 증가하면 중앙스프링과 측면 스프링의 수축으로 인해서 상판은 하향으로, 측면쐐기는 수평방향

으로 이동한다. 이동된 상판과 측면쐐기는 각각 중앙스프링과 측면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원위치로 복

원하며, 이때 마찰재의 마찰력에 의해 하부로 전해지는 하중이 감쇠하게 된다.

상판에 전해진 고정하중이 중앙스프링만의 탄성지지에 의해 지지될 때의 하중은 식(1)과 같다. 더불어

고정하중과 함께 이동하중이 작용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중앙스프링과 측면쐐기에 의해 상판이 지지되고

이때의 하중은 식(2)와 같이 구성된다. 이때, 측면쐐기 경사면의 각도와 마찰재의 마찰계수를 고려한

수평방향 분력의 평형방정식을 구성하면 하중은 식(3)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고정하중과 이동하중 모

두를 고려하기 위해서 식(2)와 식(3)을 조합하면 식(4)와 같은 전체거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1) 

     ′    (2)

 

  ′  ′              (3)

   
 ∓

                         (4)

식 (4)는 구조적인 변수인  ,  와 재료적인 변수인 , ,  로 구성된다. 이때, 연직변위에 의해

상판이 하향 이동시에는 괄호안 분수항 안에 ‘ - ’ 기호를 적용하고, 반대방향에 대해서는 ‘ + ’ 기호를

적용한다. 마찰재의 마찰계수()는 ‘  '의 0.5배 보다 커질 수 없으며 이보다 커질 경우 연직하중( )가

증가하여도 하향 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연직력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연직력을 상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찰계수()는 이동속도와 접촉압력 변화에 따라 다른 값을 갖게 되는데, Biswas

등(1992)은 이동속도와 접촉압력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와의 비선형적 관계를 식 (5)와 같이 정의하였다.

   ln                                    (5)

그림 4. 접촉압력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 그림 5. 이동속도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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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의 와 는 접촉압력 변화에 따른 상수로서, 접촉압력에 따른 슬라이딩속도-마찰계수 변화를

도시한 그림 4와 슬라이딩속도에 따른 접촉압력-마찰계수 변화를 도시한 그림 5를 역 추정 하여 구할

수 있다.

한편, 폴리우레탄재질로 만들어진 중앙스프링의 강성( )과 측면스프링의 강성( )은 변형률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이러한 원인은 폴리우레탄 스프링의 압축실험을 통해서 도시한 그림 6(폴리우레탄 응

력-변형률 곡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6. 폴리우레탄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7. 폴리우레탄의 변형률에 따른 탄성계수 변화

  

응력-변형률 곡선의 기울기는 탄성계수를 의미하는데, 그림 6에 작도된 폴리우레탄의 응력-변형률 곡

선은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직선형태가 아닌 곡선 형태를 띈다. 이는 곧 변형률에 따라 탄성계수 값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구성한 변형률에 따른 탄성계수 값의 변화는 그림 7에 잘

나타나 있다. 폴리우레탄의 탄성계수는 초기 변형률 증가에 따라 곡선 형태로 감소하지만, 변형률 약

20% 부근에서 최소값을 갖고 다시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탄성계수 변화는 식 (6)

과 같은 2차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6)

여기서, ,  , 는 실험결과로부터 역 추정하여 계산된 상수

이와 같은 ,  , 의 동적인 특성과,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전체거동방정식(식 (4))을 작도하면 그림

8과 같은 이력곡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8. 연직 진동제어장치의 이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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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 진동제어장치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에 대해서는 중앙 스프링이 단독으로 탄성지지하기 때문에 일

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형태를 보이며, 추가로 가해지는 활하중에 대해서는 측면쐐기 마찰재의 감쇠작

용에 의해 삼각형 형태의 곡선이 그려진다.

작도된 그래프의 수치적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 1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물성

값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분 류 물 성 값

중앙스프링 강성 ( ) 200 kN/mm

측면 스프링 강성( ) 28 kN/mm

마찰계수 값() 0.1

경사면의 경사( ) 0.3

표 1. 수치계산에 사용된 물성 

  

표 1에 명시된 물성값에 의해 계산된 최대 연직하중은 267ton, 연직변위는 4.0mm 이다. 철도구조물을

지지하는 받침은 연직력과 수평력에 대해 저항하며, 회전 및 수평변위를 수용한다. 이러한 받침의 거동

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만 안정적인 구조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진

동제어장치는 중앙/측면 스프링강성, 마찰재의 마찰계수, 측면쐐기의 경사 등을 조절하여 최대 연직변위

와 최대 연직 하중에 대하여 비교적 쉽게 제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직하중에 대한 진동제어 장치의 감쇠작용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림

9는 이동하중이 재하된 경우 장치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0은 이동하중이 재하 되는 시점

부터 이후 하중 대부분이 제거된 시점까지의 이력곡선을 작도한 것이다. 작도된 이력곡선은 삼각형 형

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진동제어 장치의 에너지 소산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유한요소해석 결과(응력분포) 그림 10. 유한요소해석 결과(이력곡선)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찰 댐퍼와 폴리우레탄재질의 고강성 스프링을 사용한 연직진동제어장치를 고안하였

다.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받침 구성요소의 동적인 특성과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거동을 분석 하였고,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고안된 장치는 고정하중과 이동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때, 측면쐐기의 마찰재로 인하여

하중이 감쇠된다.

2. 연직진동에 대한 받침의 감쇠는 중앙/측면 스프링강성, 마찰재의 마찰계수, 측면쐐기의 경사 등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제어가 가능하다. 그로인해 안정적인 구조물 상태를 유지하며

받침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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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고안된 장치에 수평력 감쇠기능이 추가된 장치를 개발하여 철도구조물에 적용한다면, 연

직 진동 및 수평 진동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감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구성요소의 동적특성

과 비선형성에 대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매개변수 연구가 진행된다면 받침의 거동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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