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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lighted is significance of the floating slab track for mitigating vibrations induced by train,
together with the recent trends towards speed-up of railways. In the design of the floating slab
track, it is more beneficial to increase the slab length since a significant impact can be induced
on the train and track at the discontinuous points between slabs with the finite slab length.
However, if the slab length is too long, the tensile stress of slab concrete and the additional
stress on rail due to the temperature change and shrinkage of concrete slab. Thus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relevantly determine the slab length.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se phenomena
and establish the countermeasures, the dynamic behaviors of train and track at the inter-slab
discontinuous points have been explored and the effect of dowel joints as one of countermeasures
has been analytically investigated.

1. 서론
최근의 철도 고속화 추세와 더불어 열차의 진동을 줄이기 위한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설계에 있어서 슬래브를 유한의 길이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슬래브 사이의 불연속부에서 궤도와 차량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슬래브의
길이를 가능한한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슬래브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콘크리트 슬래
브의 온도변화와 수축현상에 의해 슬래브에 발생하는 응력과 레일에 부가되는 축력이 커지게 되
므로 슬래브의 길이를 적절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 간 불연속부에서
의 궤도와 차량의 동적 응답을 차량-궤도 상호작용 해석을 통해 고찰하고, 그 대책으로써 다웰
조인트(dowel joint)의 설치에 따른 효과를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2. 다웰 조인트의 모델링
다웰 조인트는 종방향으로 슬래브의 신축을 구속하지 않도록 슬립을 하면서 수직하중을 전달
하기 위해 다웰바(dowel bar)를 설치하는 조인트이다(그림 1 참조). He and Kwan[1]에 따르면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웰바를 연속 탄성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는 보(beam on elastic
foundation)로 가정하면 등가의 전단 스프링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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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웰 조인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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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owel joint의 등가 전단 강성


  

(1)

여기서,  : 다웰바 탄성계수

 : 다웰바의 단면 2차 모멘트

 
    : 다웰바의 등가 지지강성
 



 

 : 콘크리트 지압강성
 : 다웰바 직경
콘크리트 지압강성은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지며 Soroushian 등[2]의 연구를
참조하면 아래 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여기서,  : 콘크리트 압축강도

 : 다웰바 간격에 따른 상수 (순간격 25mm 이하 0.6, 25mm 초과 1.0)
3. 해석
다웰 조인트에서의 차량과 궤도의 동적응답을 구하기 위해 양신추 등[3]이 제시한 차량-궤도
동적 상호작용 해석기법을 적용하였다(그림 3 참조). 110m 길이의 플로팅 슬래브궤도에서 조인
트 없이 연속 슬래브가 적용된 경우(Case 1)와 슬래브 중앙부에 다웰 조인트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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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그리고 다웰 조인트 없이 불연속인 경우(Case 3)를 각각 해석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4). 다웰 조인트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웰비를 0.657%를 기준으로 하여 0.055%까지 감소시키면
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해석에 사용된 차량은 KTX 동력차 5량을 적용하였고, 자세한 차
량과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물성과 치수는 표 1,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 차량-궤도 동적 상호작용 해석모델

그림 4. 해석 대상 플로팅 슬래브궤도
표 1. 차량의 해석 물성(KTX 동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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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궤도 해석 물성

4. 결과 및 토의
그림 5는 속도 400km/h로 주행할 때 해석 결과 중 차륜-레일 접촉력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
다. 모든 경우 일반 궤도에 비해 플로팅 슬래브궤도 구간에서는 접촉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지만, 조인트가 없는 Case1에 비해 Case3에서는 조인트 위치에서 급격한 접촉력의 증감
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Case2의 결과에서는 다웰 조인트를 설치함으로써 접촉력의
증감이 상당 수준 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Case2에서 다웰비에 따라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다웰비에 따라 차륜-레
일 접촉력과 차체가속도, 레일 휨응력 등의 차량과 궤도의 응답이 거의 변화가 없고, 레일 인상
력(rail uplift force)의 경우 약 0.2% 이상이면 응답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다시 말해 최소한의 다웰비로도 충분한 동적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동적 성능보다는 다웰비의 항복 또는 피로 파괴 방지를 고려하여 최소 다웰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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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인트 유무에 따른 차륜-레일 접촉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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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웰비에 따른 차량과 궤도의 동적 응답 비교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 간 불연속부에서의 궤도와 차량의 동적 응답을 차량-궤도 상호
작용 해석을 통해 고찰하고, 그 대책으로써 다웰 조인트(dowel joint)의 설치에 따른 효과를 살
펴보았다. 해석 결과 다웰 조인트를 설치함으로써 차량-궤도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0.2% 이상의 다웰비만 확보하더라도 충분한 동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다웰바의 최소 요구량은 다웰바의 항복 또는 피로 파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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