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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floating slab track that can effectively mitigate the vibration and structure-borne noise is being 
discussed to be adopted. The floating slab track which is a track system isolated from the sub-structure by 
vibration isolators. Unsimilarly to conventional track and the slab deflection is large. Therefore, the running 
safety and ride comfort should be investigated. Especially at slab joint since the load cannot be transferred, 
the possibility that the dynamic behavior of track and train became unstable is high. Thus, in general dowel 
bar are often installed at slab joint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dowel ratio the load transfer characteristics 
should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 dowel bar joint is modeled by equivalent shear spring and this model is 
verified by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results. Using the proven model, the load transfer efficiency and 
deflection at slab joint according to dowel ratio, and stiffness and spacing of vibration isolator were examined.

1. 서론
최근 들어 철도의 고속화에 따른 구조 전달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플로팅 슬래브궤도는 일반적인 궤도와 달리 궤도 전체를 하부와 분리시
키는 공법으로, 일반 궤도에 비해 처짐이 크기 때문에 열차의 주행 안전 및 승차감에 대한 검증이 반드
시 필요하다. 특히 슬래브 간 연결부에서는 하중이 전달되지 못하므로 궤도와 열차의 동적 거동이 불안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슬래브 간 연결부에서는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다웰바를 설
치한다. 이때 적정 다웰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웰비에 따른 연결부의 하중전달 특성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궤도 다웰 연결부에서의 하중 전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웰 조인트를 등가의 전단스프링으로 모형화하고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해 모델의 사용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다웰비(Dowel ratio), 방진장치의 강성 및 간격 변화, 체결장치 강
성에 따른 슬래브 연결부에서의 하중전달효율, 처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다웰 조인트 모델
다웰 조인트는 종방향으로 슬래브의 신축을 구속하지 않도록 슬립을 허용하면서 수직하중을 전달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다웰바(Dowel bar)로 연결되는 조인트이다. 다웰바를 둘러싼 콘크리트는 하중이 작용
하면 압축되는데 이러한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을 고려하여 다웰바와 콘크리트의 경계면을 연속 탄성 스프
링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다웰바를 탄성기초 위의 보(beam on elastic foundation)로 나타낼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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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웰 조인트 개념도    그림 2. 탄성 기초위의 보(beam on 
elastic foundation) 모델

그림 3. 다웰 조인트의 등가 전단강성 스프링 모델    

한편 He and Kwan[2]은 탄성 기초 위의 보 이론을 이용하여 그림 2의 모델을 그림 3과 같이 전단 스
프링으로 나타냈다. 이 때 등가 전단 스프링 강성은 아래 식(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등가 전단 스프링을 나타내고(N/mm), Es는 다웰바의 탄성계수(N/mm²), Is는 다웰바의 단면 
2차 모멘트(mm4), 는 다웰바의 등가 지지강성(1/mm)으로 아래 식(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Kb는 콘크리트 지압강성(N/mm²), db는 다웰바의 직경(mm)이다.
콘크리트 지압강성은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지며 Soroushian 등[3]의 연구를 참조하면 

아래 식(3)을 적용할 수 있다.

  



 (3)

여기서 fck는 콘크리트 압축강도(N/mm²), c1은 다웰바 간격에 따른 상수이다(순간격 25mm 이하 0.6, 
25mm 초과 1.0).

조인트의 간격을 dj라고 하면 는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인트 간격에 따른 다웰바의 추가 처
짐(△2)을 고려하여 아래 식(5)와 같이 수정된다. 

∆ ∆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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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등가 전단 스프링 강성과 
콘크리트 강도 관계

 그림 5. 등가 전단 스프링 강성과 
다웰비 관계 

식(5)를 이용하여 등가 전단 스프링 강성을 산정해 보면 그림 4와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크리트 강
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다웰비에 선형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델의 검증
 3.1 플로팅 슬래브궤도 Mock-up 실험

다웰 조인트 모델의 검증을 위해 선행 연구된 플로팅 슬래브 궤도에 대한 Mock-up 성능실험 결과를 
이용하였다. 황성호등[4]은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실험체는 연속 슬래브 실험체 A와 다웰 조인트로 연결
된 슬래브 실험체 B로 나누어 표 1과 같은 제원으로 실험체를 제작하고 최대 490kN까지 2kN/sec의 속도
(DIN 45673-1[5])로 정적 하중을 재하하여 슬래브의 수직변위 등을 측정하였다. 실험체의 형상은 그림 6
과 같다. 

 항  목 시험체 A (연속슬래브) 시험체 B (불연속슬래브)

콘크리트 
설계강도 30MPa 30MPa

크기 
(길이×폭×높이) 18.87×2.8×0.54m (8.8×2.8)×0.54m×2개
궤도구조 형식 Rheda2000

(레일 KS60, 체결장치 Pandrol SFC)
Rheda2000

(레일 KS60, 체결장치 Pandrol SFC)

방진장치 수량 20개 16개

표 1. 시험체 제원[4] 

그림 6. 슬래브 시험체 A, B의 센서 설치 및 단면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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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석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Mock-up 실험체 A, B를 MIDAS Civil 2009로 2D beam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하였

다. 먼저 모델의 검증을 위해 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다웰바를 탄성 기초 위의 보로 모델링한 
model 1과 다웰을 등가전단스프링으로 환산한 model 2의 모델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설계 변수에 따
른 연결부의 하중전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model 2를 이용하여 표 2와 같이 레일-체결장치 강성변화, 
다웰비, 방진장치 강성, 조인트 이음부의 방진장치 거리, 전단스프링 강성 변화에 따른 하중전달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의 밑줄 친 값은 실제 mock-up 실험체에 적용된 기준 값이다.

그림 7. 연속플로팅 슬래브궤도 모델(시험체 A)

그림 8. 다웰 조인트가 있는 플로팅 슬래브궤도 
model 1 (시험체 B)

 그림 9. 다웰 조인트가 있는 플로팅 슬래브궤도 
model 2 (시험체 B)

해석 변수 기호 값
레일-슬래브 체결장치 강성 kf (kN/mm) 20, 36, 50

dowel ratio (%) 0, 0.166, 0.665, 1.163
방진장치 강성 (k) k (kN/mm) 0.3k, 0.5k, 1k, 1.5k, 2k 

joint 이음부의 방진장치 거리 (mm) 860, 1070, 1280, 1490 
전단스프링 강성(ks) ks(kN/mm) 0.3ks, 0.5ks, 0.8ks, 1ks, 1.3ks

표 2. model 2의 해석 변수

  
 4. 결과 및 토의

연속 플로팅 슬래브와 다웰 조인트가 있는 model 1의 해석 결과 그림 12, 13에서와 같이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실험체의 물성치 및 제원에 대해 해석 모델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그림 13의 결과로 다웰 조인트가 있는 model 1, model 2의 모델이 거의 같은 거동을 보임
으로써 다웰이 등가의 전단강성 스프링 값으로 모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슬래브 연결부의 하중
전달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하중전달효율(Load Transfer Efficiency, LTE)과 처짐비를 이
용한다. 하중전달효율(LTE)과 처짐비(λ)는 식(6)과 식(7)과 같이 각각 정의된다. 

 


   


  

 (6)

 

 (7)

여기서, δ0는 연속 슬래브의 하중 재하점에서의 처짐을 나타내고, δ1과 δ2는 각각 불연속 슬래브에서 하
중 재하측 단부의 처짐과 하중이 재하되지 않은 단부의 처짐을 나타낸다(그림 10,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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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속슬래브의 처짐 형상  
 

그림 11 불연속 슬래브의 처짐 형상

그림 14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단면적에 대한 철근의 단면적 비로 다웰비를 나타내었을 때 다웰비에 
따른 처짐 곡선으로 다웰비가 0.1% 이상만 되어도 단차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림 15는 조인트 부분에서의 하중에 따른 처짐 곡선으로 실험 값과 해석 값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은 체결장치 강성 변화에 따라 LTE와 처짐비를 나타낸 것으로 체결장치 강성이 변화하여도 미
소한 차이를 나타낼 뿐 슬래브 변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7은 방진장치의 
강성을 15.66kN/mm을 1k로 하여 해석한 결과로 강성이 커짐에 따라 LTE가 작아지고 처짐비가 커지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8에서는 조인트 부분의 방진장치 간격이 멀어짐에 따라 LTE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처짐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단스프링강성 값을 계산 하는 kb값
의 상수 127을 변화시켜 ks값을 변화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ks값 658.2kN/mm을 기준으로 그림 19와 
같이 ks값이 증가함에 따라 LTE와 처짐비가 미소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12 연속플로팅 슬래브궤도 시험체 
A의 처짐 곡선

  그림 13 불연속플로팅 슬래브 궤도 
시험체 B(model 1,2)의 처짐 곡선

그림 14 다웰비에 따른 model 2의 처짐 
곡선

  그림 15 조인트 부분에서의 다웰비에 
따른 하중-처짐 곡선 

  

그림 16 체결장치 강성 변화에 따른 LTE, 
처짐비 

  그림 17 방진장치 강성 변화에 따른 LTE, 
처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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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Joint 방진장치 간격 변화에 따른 LTE, 
처짐비 

  그림 19 전단스프링 강성 변화에 따른 LTE, 
처짐비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궤도의 Mock-up 실험 결과를 통하여 다웰을 등가전단스프링으로 모형화

하여 플로팅 슬래브궤도 연결부에서의 하중전달 특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다웰 조인트를 스프
링으로 모형화 가능하며, 해석 결과 다웰비가 0.1%이상 되어도 단차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였
다. 또한 방진장치의 joint 간격이 좁아지고, 레일-슬래브간 체결장치 강성이 낮아질수록 LTE와 처짐비가 
커졌지만, 체결장치의 강성은 플로팅 슬래브궤도 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방진
장치의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LTE가 작아지고, 처짐비가 커지는 반비례적 거동을 보였다. 따라서 플로
팅 슬래브궤도 연결부의 거동에 있어 방진장치의 강성과 다웰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방진 장치의 강성 및 다웰비에 따른 플로팅 슬래브궤도 연결부의 하중전달특성을 감안
하여 연결부를 통과할 때 차량 및 궤도의 동적 거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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