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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 concrete slab tracks are being constructed on roadbed in the Gyoeng-bu 2nd phase high speed railways.
In respdnding to this trend, new design standards and track materials maintenance systems, based on the slab track
material safety and usage perspective, are needed. This research provides a roadbed design criteria and the maintenance
system. The proposed roadbed design criteria and the maintenance system are based on the developed analyis meathod
of train/slab-track interaction. where the roadbed settlement and train speed are utilized as mediating variables. In the
analysis, the dynamic response of train/slab-track interaction apply to various speeds and settlements. the roadbed
settlement is shown in a sinusoidal shape of wave, the scope of the settlement occurrence presented in its wavelengths,
include 6meters, 10meters, 15merwes, 20meters, 30meters. The train speeds involved are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kilometers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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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슬래브궤도 노반설계기준 차량슬래브궤도 상호작용 노반침하, , / ,

서 론1.

전통적으로 궤도상에 부설되어온 자갈도상은 초기투자비

가 저렴하고 궤도의 탄성이 풍부하나 유지관리측면에서 선

로의 선형유지에 많은 인력과 작업이 소요되고 유지관리비

용이증대됨은물론고속주행및고축중에는불리하고 고가,
교나터널등구조물단면에는비경제적인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콘크리트 궤도는 자체강성 및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열차운행중 궤도의 변위나 틀림이 자갈도상 궤도에

비하여상대적으로감소되므로궤도보수작업과비용을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호한 선형을 유지하므로서,
고속 고밀도의 운행선로에서도 이용승객에 좋은 승차감제,
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생애주기비용 측면(LCC)
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신설 선로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궤도를 부설하는 경향이

증가되고있으며 세계적으로도콘크리트슬래브궤도부설은,
강성노반구간을대상으로시도되었으나 각분야의기술발전과,

콘크리트슬래브궤도의우수성이입증되면서연성노반인토

노반으로 확산 부설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국내 전.
라선 개량구간 및 경부고속철도 단계 건설구간대구부산2 ( - )
에서도 토노반상 콘크리트 슬래브궤도를 채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슬래브궤도는 토공구간에서 노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 또는 보강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는 장시간의 열차차단에

따른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토노반상콘크리트슬래

브궤도에서는 열차의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과 궤도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반침하기준을 정량적

으로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한 토노반상 슬래브궤도의 도

상콘크리트층 과 안정화기층(TCL, Track Concrete layer)
으로구성된슬래브층을두(HBL, Hydraulic Bonded Layer)

층의결합형식일체식또는분리식을고려하여계산된등가( )
휨강성을갖는빔 으로모형화하였고 또한하부의노(Beam) ,
반의지지계수는상하두슬래브의탄성계수및두께를고려

한 오데마르크 의 등가이론과 반무한 지반이론을(Odemark)
활용한 아이젠만 제안방법 을 적용하여 개발한(Eissenmann)
슬래브궤도 노반침하구간 차량슬래브궤도 해석기법 을 사/ [1]
용하여토노반상슬래브궤도의노반허용침하기준설정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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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매개변수로서 노반침하형상은 정현파로 표현하.
였고 노반침하규모는고정축거 축간거리등을감안하여노반, ,
침하구간연장파장의 길이는 로( ) 6m, 10m. 15m, 20m, 30m
하였고 노반침하깊이파고는국 내외토노반설계기준등을, ( ) ,
감안하여 로하였다 또한10mm, 15mm, 20mm, 30mm, 50mm .
열차의주행속도는완행 고속운행및선로보수시운행속도등,
을감안하여 50km/h, 100km/h, 150km/h, 200km/h, 250km/h,

로하였으며 열차의주행안정성300km/h, 350km/h, 400km/h ,
및 승차감과 슬래브궤도 구조의 안정성을 위하여 레일응력,
슬라브응력 차체상하 진동가속도 윤중변동감소율 측면에, , ( )
서 토노반상의 슬래브궤도 구조의 노반침하허용기준을 연구

하였다.

토노반상 차량 슬래브궤도 상호작용해석2. /

차량 및 궤도 모델링2.1

차량슬래브궤도 상호작용 시스템에서 차량의 수직평면에/
서의 운동만을 고려할 때 차체 대차 그리고 윤축을 강체로, ,
가정하고이들의연결하는 차현가장치를스프링및댐퍼1, 2
로그림 과같이모델링하였다 또한궤도는레일및슬래1 [1].
브를빔으로모형화하고레일과슬레브를연결하는체결구는

스프링및댐퍼로모형화하였다 차륜과레일의접촉미캐. 니즘

을차륜및레일의탄성계수와차륜및레일반경으로나타내지

는 헤르쯔안 비선형 스프링으로 모형화하였다(Hertzian) [1].

슬래브 및 지반반력계수 모델링2.2

슬래브 모델링2.2.1
슬래브층은보통그림 와같이상부의도상콘크리트층2 (TCL;

과하부의안정화기층Track Concrete Layer) (HBL; Hydraulic
으로 구성되는데 두층이 일체로 결합된 경우Bonded Layer) ,

등가빔 모형화방법 및 슬래브응력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 하증슬래브가완전히결합된경우는일체화하여거동,

하며 이때의 등가단면 및 응력도는 그림 과 같다3 .

일체형슬래브에서 상부슬래브의 탄성계수를 갖는 등가빔

의 상부슬래브 상면으로부터 중립축까지 길이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진다.

 


  (1)

단면 차모멘트는 다음식과 같이 나타내고2

  




 
 




 


(2)

각각의 슬래브 상하면 응력은 다음 식과 같이 구해진다.

 


   


  

 


    




(3)

지반반력계수2.2.2
그림 와같이상 하부탄성층슬래브층과최하부의반무4 , ( )

한 탄성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아이젠만(Eisennman)
은오데마르크 의등가성이론및지반반력계수에기(Odemak)
반을둔베스터가르드 의산출법에따라다층구조(Westergarrd)
에서 응력을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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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량슬래브궤도 상호작용 해석모형/

도상콘크리트층(TCL)

안정화기층(H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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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슬래브궤도의 단면도

그림 3. 일체형 슬래브궤도 등가단면 및 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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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만은보시네스크 반무한탄성이론을적(Boussinesque)
용할수있도록상 하부탄성층을최하부층의탄성계수를갖,
는등가탄성층으로환산하는방법을제안하였는데등가탄성

층의 환산높이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다.

  ∙





콘크리트포장

∙





지지층

(4)

여기서 h1 및 h2는상하부탄성층높이이고, E1, E2 그리고,
Eu는상하부탄성층및반무한층의탄성계수이며 는상수로, c
서유압식결합층일경우 비결합또는역청결합층일경0.83,
우 를 적용한다0.90 [4].
응력( 과횡팽창계수를무시한탄성지반의침하정도) ()

는 다음 식들과 같이 나타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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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포장 밑면의 지반반력계수 는 다음과 같다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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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노반침하에 따른 궤도틀림 및 슬래브노반 간극 계산/

노반침하가발생한노반에서는궤도의자중에의하여처짐

이 발생함에 따라 궤도틀림이 발생하고 노반침하가 심한 경

우에는노반과슬래브사이에는간극 이발생한다그림( ) ( 5).間隙
노반침하구간에서 차량슬래브궤도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하/
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반침하에 따른 궤도틀림과 슬

래브와노반사이의간극을정적해석을통하여정량적으로분

석하고 이들을입력자료로하여동적해석을수행하여야한다, .
궤도틀림과슬래브와노반사이의간극을계산하기위한정적

해석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노반이사인파형상. (Sinusoidal)
으로 침하되었다고 가정하고파장 및 파고 가정 가정된 침( ),
하형상에 따라 슬래브와 노반 사이의 초기 간극계산하고 궤

도레일 체결구 침목 슬래브의 무게를 입력하중으로 하여( , , , )
정적해석을수행한다 해석으로부터얻은슬래브처짐곡선으.
로부터 침목위치에서 슬래브노반 간극을 계산하고 초기에/
가정한간극개소의숫자와일치하는지를판단한다 일치하지.
않을경우해석으로부터얻은슬래브처짐곡선을기초로하여

간극량을재계산하여앞서와같은방법으로재해석을수행한

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을사용할경우 하중재하단계를매우.
많게하여야수렴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 해석단계를획

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해석방법을 적용하였다[1].

슬라브궤도구조 및 사용성 검토기준3.

노반침하구간에서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보장하고 궤도의,
급격한파손을방지하기위해서는궤도가일정한성능을유지

할수있도록차량의주행안정성확보를위한관리기준을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 궤도관리기준은 레일휨응력 슬라. ,
브휨응력 차체상하가속도 윤중변동율등 가지이며 국내, , 4 ,
에서는 이와관련한기준이제정되어있지않으나 일본과 독,
일고속철도의기준을감안한관리기준치는표 과같다 윤중1 .
변동및지지강성계수의불균일에의하여발생하는레일휨응

력은피로를고려한 장대레일의한도값을 로하60kg 130Mpa
며 그 인 를평가기준으로하고 슬라브도상콘크리, 70% 90Mpa ,
트 는 설계강도 허용응력 노(TCL) fck=30Mpa, fca=2.1Mpa,
반강화콘크리트 는설계강도 허용응력(HBL) fck=12Mpa, fca=

를한도값으로한다 또한차체상하진동가속도전진폭1.6Mpa . ( )
의 한도값이내에서 관리목표값 2.45m/s2

의 편진폭 계(0.25g)
수 를 곱한(3/4) 1.8m/s2

을 평가기준치로 하고 주행안(0.18g) ,
전성을고려한윤중감소율윤중변동정지윤중은관리기준값을( / )

으로 사용하였다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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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층탄성지반의 등가 반무한지반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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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궤도틀림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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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침하형상슬래브/노반간극

k2n

그림 5. 노반침하구간 슬래브궤도 처짐현상



홍철기 ‧ 양신추 ‧ 김연태
358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 권 제 호 년10 3 2007

매개변수 연구4.

해석제원 및 물성치4.1

해석에 사용된 차량은 동력차 량을 모델로 하였으KTX 1
며 그제원및물성치는표 와같다 차량은최후륜이궤도, 2 .
모델링의 위치에서출발하여최전륜이 에도달할10.0m 94.4m
때까지 주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의해석을 수행하였다.
궤도는고속철도슬래브궤도를대상으로총 개104.4m(175

침목구간를모델링하였으며 제원및물성치는표 과같다) , 3 .

매개변수4.2

노반의 침하는 그림 과 같이 파장이 이고 파고전진폭6 , ( )λ
이 인 사인파 형상을 갖고 파장의 중심점이 해석모형에서A ,

에위치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그림 매개변수는52.2m ( 6),
표 와 같다4 .

결과분석4.3

노반침하구간에서열차통과속도에따른차량및슬라브궤

도특성을알아보기위하여매개변수 별로열차속도를case 50km/h
에서 까지 씩증가하면서상호해석을수행하400km/h 50km/h
였다 분석결과는궤도의취약개소에서차량 및궤도의안정.
성 검토항목인 레일저부응력 슬라브 인장응력 차체가속도, , ,
윤중감소율 등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레일저부응력4.3.1
그림 은 노반침하구간 연장별로 열차주행 속도7, 8, 9, 10

에 따른 레일저부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결과로부터 열.
차주행속도가높을수록레일저부응력은증가하는것임을알수

있으며 그리고노반침하구간연장파장이 일때는노반침하, ( ) 6m
깊이파고가 인개소에서는열차주행속도가( ) 20mm 300km/h 이

상주행시레일관리기준치를초과하고있으며 노반침하구간,
연장 파장이 일때는노반침하깊이파고가 이상( ) 10m ( ) 15mm

개소에서 열차주행속도가 이상 주행시 레일 응력관350km/h
리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반침하구간연장파장이 일때는노반침하깊이 파( ) 15m (

고가 이상개소에서열차주행속도가 이상주) 50mm 350km/h
행시 레일응력관리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이 이상인 구간에서는 레( ) 20m

표 1. 슬라브 궤도구조 및 사용성 검토기준

항 목
관 리

목 표 치

슬라브도상콘크리트(TCL) 허용응력

fck = 2.1Mpa

노반강화콘크리트(HSB) 허용응력

fck=1.6Mpa

레일 두부 저부 응력, 한도치 = 130Mpa
관리기준치 = 90Mpa

상하진동가속도편진폭( ) 관리기준값 = 1.8m/s2

윤중감소율윤중변동정지윤중( / ) 관리기준값 = 0.53

표 2. 차량의 제원 및 물성치궤도 편측당( )

차량모델 물성치

주행속도(km/h) 50~350

차체질량(ton) 27.48

차체회전관성모멘트(ton ․m2) 565.95

대차질량(ton) 1.21

대차회전관성모멘트(ton ․m2) 1.297

스프링하질량(ton) 1.024

차 현가장치 스프링계수1 (kN ․ s/m) 1.252E3

차 현가장치 댐핑계수1 (kN ․ s/m) 16.0

차 현가장치 스프링2 (kN/m) 1.26E3

차 현가장치 댐핑2 (kN ․ s/m) 28.5

대차간 거리(m) 4.10

축간거리(m) 3.0

차륜반경(mm) 430

차륜탄성계수(kN/m2) 2.1x108

표 3. 해석에 사용된 궤도제원 및 물성치

궤도모델 물성치

레일 UIC60kg

레일 두부곡률반경(mm) 300

레일질량(kg/m) 60.3

레일휨강성도(kN ․m2) 6.42×103

레일패드 댐핑계수(kN ․ s/m) 5.0

중심축에서레일저부까지길이(mm) 80.9

슬래브유형 층 일체형1, 2

층 도상콘크리트층 폭1 : (TCL) (m) 3.2

층 안정화기층 폭2 : (HBL) (m) 3.8

도상콘크리트층 높이(m) 0.24

안정화기층 높이(m) 0.3

침목간격(m) 0.6

도상콘크리트층 탄성계수(kN/m2) 3.4×107

안정화기층 탄성계수(kN/m2) 1.0×107

노반 탄성계수(kN/m2) 1.2×105

도상콘크리트층 밀도(t/m3) 2.3

안정화기층 밀도(t/m3) 2.0

노반감쇠계수(kN/(m/sec)) 980

레일패드 스프링계수(kN/m) 200×103

레일패드 감쇠계수(kN/(m/sec)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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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저부응력은 노반침하깊이 파고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작( )
용하지 않고있음을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레일저부응력과

레일두부응력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6. 노반침하형상

표 4. 매개변수

파장( , m)λ 파고A( , mm) 비 고

3.0

10.0 case 1

15.0 case 2

20.0 case 3

30.0 case 4

50.0 case 5

6.0

10.0 case 6

15.0 case 7

20.0 case 8

30.0 case 9

50.0 case 10

10.0

10.0 case 11

15.0 case 12

20.0 case 13

30.0 case 14

50.0 case 15

15.0

10.0 case 16

15.0 case 17

20.0 case 18

30.0 case 19

50.0 case 20

20.0

10.0 case 21

15.0 case 22

20.0 case 23

30.0 case 24

50.0 case 25

30.0

10.0 case 26

15.0 case 27

20.0 case 28

30.0 case 29

50.0 case 30

그림 7.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6m

그림 8.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10m

그림 9.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15m

그림 10.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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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슬래브응력4.3.2
그림 는노반침하구간연장별로열차주행속11, 12, 13, 14

도에따른 콘크리트슬래브응력을나타내고 있다 이들결과.

로부터 열차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슬래브응력이 증

가하는것을알수있으며슬래브 층하부응력을기준으로노2
반침하구간 연장 파장이 일 때는 노반침하깊이파고가( ) 6m ( )

개소를 열차주행 속도가 로 주행시 슬래브응20mm 400km/h
력은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노반침하구간 연장 파, (
장이 일 때는 노반침하깊이파고가 이상개소를) 10m ( ) 30mm
열차주행 속도가 이상시 슬래브응력 관리기준치를250km/h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이 이상인 구간에서( ) 15m

는 콘크리트 슬래브응력은 노반침하 깊이파고를 제한하는( )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체상하 진동가속도4.3.3
그림 은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별로 열차15, 16, 17, 18 ( )

주행속도에 따른 차체상하 진동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들결과로부터열차주행속도 에접근할수록차체상200km/h
하진동가속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으며전후차

축의 차체진동 최대가속도를 기준으로 노반침하구간연장파(
장이 일때는차체상하진동가속도는노반침하깊이를제) 6m
한하는 조건으로 작용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반침하구간 연장이 일 때는 열차주행속도가10m 200km/h

그림 11.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6m

그림 12.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10m

그림 13.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15m

그림 14.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20m

그림 15.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6m

그림 16.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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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노반침하깊이파고가 이상인경우차체상하진( ) 15mm
동가속도관리기준치를초과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노반.
침하구간연장파장이 이상인구간에서는열차주행속도( ) 15m
가 이상인경우차체상하진동가속도관리관리기준200km/h
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중변동율4.4.4
그림 는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별로 열차19, 20, 21, 22 ( )

주행속도에따른 윤중감소율의 최대값을나타 낸것이다 이.
들 결과로부터 열차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윤중감소율은 증가

하고있으며 노반침하구간연장파장 이 에근접할수록, ( ) 10m
윤중감소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노반침하구간 연.
장파장이 일 때는 노반침하깊이파고가 이상인( ) 6m ( ) 20mm
개소를 열차주행 속도가 이상으로 주행시 윤중감소300km/h
율은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노반침하구간 연장파, (
장이 일 때는 노반침하깊이파고가 이상인 개소) 10m ( ) 20mm
를열차주행속도가 이상으로주행시하중감소율이300km/h
관리기준치를 하고 있고 노반침하깊이파고가 를 초, ( ) 10mm
과하는개소를열차주행속도가 인경우관리기준치를400kmh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15m

그림 18.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20,30m

그림 19.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6m

그림 20.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10m

그림 21.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15m

그림 22. 노반침하구간 연장파장( )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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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노반상 슬래브궤도 노반설계기준5.

그림 은결과분석에따른궤도파괴방지와차23, 24, 25, 26
량의주행안전성및승차감확보를위한매개변수별노반설계

관리기준한계를나타내고있다 레일은그림 과같이열차주. 23
행속도가 이고노반침하구간연장파장이 인400km/h ( ) 6m, 10m

경우레일저부응력이최대로나타나고있으며각각노반침하

깊이파고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가 요망되( ) 10mm, 15mm
며 슬래브는 그림 과 같이 열차주행속도가 이고, 21 400km/h
노반침하구간연장파장( 이 인경우슬래브인장응력) 6m, 10m
이최대로나타나고있으며각각노반침하깊이파고가( ) 15mm,

초과되지않도록관리가요망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20mm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체진동가속도는 그림 와 같이 열차주행속도가25

이상이고 노반침하연장파장이 이상인 경우200km/h ( ) 10m
최대로나타나고있으며노반침하깊이파고가 초과되( ) 10mm
지 않도록 관리가 요망되고 있다.
그리고 윤중감소율은 그림 과 같이 노반침하구간 연장26

파장이 일 때 최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열차주행( ) 6m, 10m ,
속도가 인경우는노반침하깊이파고가 초과400km/h ( ) 10mm
되지 않도록 관리가 요망됨을 알 수 있다.
그림 는분석결과에따른궤27, 28, 29, 30, 31, 32, 33, 34

도파괴방지와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확보를 위한 열

차주행속도별노반설계관리기준한계를나타내고있으며 그,
그림 23. 레일저부응력 관리기준

그림 24. 슬래브응력 관리기준

그림 25. 차체상하 진동가속도 관리기준

그림 26. 윤중감소율 관리기준

그림 27. 노반설계 관리기준주행속도( 1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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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과같이열차주행속도가각각 일27, 28 100km/h, 150km/h
때 노반침하깊이파고는 각각 이하로 노반설( ) 20mm, 15mm
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와같이열차주행속도가 이상29, 30, 31, 32 200km/h

인경우에는궤도파괴방지와차량의주행안전성및승차감을

위하여는 노반침하깊이파고를 이하로 노반설계관리( ) 10mm
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6.

토노반상콘크리트슬라브궤도를설계함에있어서노반침

하구간에서궤도파괴방지와차량의주행안전성및승차감확

보를 위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다.

열차주행속도가 이상인경우에는노반침하깊이(1) 200km/h
파고를 이하로 노반설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 10mm
알수있다 반면에열차주행속도가 이하인경우. 150km/h
에는노반침하깊이파고는 이하로관리하여도무( ) 15mm
관함을 알 수 있다.
레일저부응력측면에서 열차주행속도가 에서는(2) 350km/h
노반침하깊이파고를 이하로관리가요망되고( ) 15mm , 400km/h
에서는 노반침하깊이파고를 이하로 관리가 요망( ) 10mm
된다,
슬래브인장응력측면에서는열차주행속도가 에서(3) 350km/h
노반침하깊이파고를 이하로관리가요망되고( ) 20mm 400km/h
에서는 노반침하깊이파고를 이하로 관리가 요망( ) 15mm
된다.

그림 28. 노반설계 관리기준주행속도( 150km/h)

그림 29. 노반설계 관리기준주행속도( 200km/h)

그림 30. 노반설계 관리기준주행속도( 250km/h)

그림 31. 노반설계 관리기준주행속도( 300km/h)

그림 32. 노반설계 관리기준주행속도( 350 4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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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체상하진동가속도측면에서는열차주행속도가 200km/h
이상에서는 노반침하깊이파고를 이하로 관리가( ) 10mm
요망된다.
윤중감소율측면에서는 열차주행속도가 이상에(5) 350km/h
서는노반침하깊이파고를 이하로관리가요망된다( ) 1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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