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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마운트로 이산 지지되는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실모형 실내 

실험에서의 정적 및 저주파 대역 동적 거동

Static and Dynamic Behavior at Low-Frequency Range of Floating Slab Track 

Discretely Supported by Rubber Mounts in Real-Scale Laborato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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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교통 중심에서 탈피하여 철도 중심의 교통 체

계로 변화해 감에 따라 철도의 소음, 진동에 대한 사회적 관

심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철도의 진동은 열차의 차륜이

레일 위를 통과하면서 차륜과 레일의 변형, 레일 이음매, 레

일 표면의 요철 등에 의해 증폭되어 하부로 전달되고, 지반

이나 구조물을 통해 전파되며,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 2차적

인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철도의 진동을 줄이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도의 진동이 발생하는 궤도에서 직접

진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

동저감 방법의 하나로 플로팅 슬래브 궤도를 꼽을 수 있다.

플로팅 슬래브 궤도는 궤도 하부에 방진재를 설치한 구조로

(Fig. 1), 궤도의 수직 고유 진동수를 낮춤으로써 하부로 전

달되는 열차 진동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1,2]. 국외에

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식의 플로팅 슬래브 궤도

를 개발하여 일반 철도와 지하철, 트램 구간 등 진동 저감

이 요구되는 구간에서 활발하게 부설해 왔으며[2-6], 국내에

서도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신경주역사, 그리고 지하철 부

천역사를 비롯한 선하역사 구간과 도심 지하철 구간 등에 부

Abstract Recently, with increasing social interests on noise and vibration induced by railway traffic, the application of

floating slab track that can efficiently reduce the railway vibration is increasing. In this study,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the dynamic behavior of the floating slab track, a laboratory mock-up test has been performed, and the static and dynamic

behaviors at frequency range near the system resonance frequency were explored.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design of

the floating slab track and the structural analysis model used in the design have been verified. The analytic and test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dominant frequency of the floating slab track occurs at the frequencies between vertical rigid body

mode natural frequency and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 and the dominant deformation mode is close to the bending

mode. This suggests that in the design of the floating slab track, the bending rigidity of the slab and the boundary conditions

at slab joints and slab end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lso, the analytic results by the two-dimensional finite ele-

ment analysis model using Kelvin-Voigt model, such as static and dynamic deflections and force transmissibility, are found

in good agreement with the test results, and thus the model used in this study has shown the reliability suitable to be utilized

in the design of the floating sla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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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철도의 소음, 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철도 진동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플로

팅 슬래브 궤도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거동을 보다 정

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실모형 실내 실험을 통해 정적 거동과 시스템 고유 진동수 부근의 저주파 대역에서 플로

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설계의 적정성과 설계에 적용되는 해석모델

의 유효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및 유한요소 해석 결과에 따르면 플로팅 슬래브 궤도는 강체 모드 고유

진동수보다 휨모드 고유 진동수에 가까운 대역에서 탁월 주파수가 나타나며 변형 형상도 휨모드가 가장 지배적

인 모드가 되므로,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설계 시에는 슬래브의 휨강성과 조인트 및 단부의 경계조건 등을 고려

해야 한다. 또한 Kelvin-Voigt 모델을 사용한 2차원 유한요소 해석모델에 의한 해석 결과는 정적 및 동적 처짐,

하중 전달율 등 실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설계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철도 진동, 플로팅 슬래브 궤도, 방진고무, 휨강성, 슬래브 조인트, 슬래브 단부

*Corresponding author.

Tel.:+82-31-460-5302, E-mail : syjang@krri.re.kr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2012

http://dx.doi.org/10.7782/JKSR.2012.15.5.485



황성호·장승엽·김 은·박진철

48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5호(2012년 10월)

설된 사례가 있다[7]. 또한 최근 우리 나라에서 핵심 방진

재료 기술과 설계, 시공기술의 확보를 위해 고속철도 적용

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개발이 추진

되고 있다[7-8].

플로팅 슬래브 궤도를 1-자유도의 질량-스프링 시스템

(mass-spring system)으로 단순화하면 스프링 상부에 놓이는

질량의 크기가 커질수록 스프링의 강성이 낮을수록 고유 진

동수가 작아지므로 진동 저감의 효과가 커지게 된다[9]. 즉

진동 저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프링 강성을 가능한 낮

추어야 하지만 스프링 강성이 낮아지면 궤도의 처짐이 증가

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열차의 주행안

전과 승차감, 궤도 사용성 측면에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

다[10]. 또 일반적으로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설계는 1-자유

도 또는 2-자유도의 질량-스프링 시스템으로 단순화하여 시

스템의 튜닝주파수(1차 고유진동수)를 정하는 수준에서 이

루어지지만(Fig. 3(a) 참조)[2] 실제 플로팅 슬래브 궤도는 휨

강성을 가지는 슬래브 하부에 스프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슬

래브의 휨강성과 길이, 슬래브 간 조인트나 단부에서의 경

계조건, 스프링 설치 간격 등 다양한 설계 요소에 따라 동

적 거동이 달라지게 되므로 1-자유도 또는 2-자유도의 질량-

스프링 시스템으로는 그 동적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

다[6,11]. 뿐만 아니라 스프링 요소로 고무재료를 사용할 경

우에는 고무재료가 가지는 비선형성과 점탄성 등에 기인하

는 복잡한 역학적 거동을 나타낸다[12,13].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거동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실모형 실내 실험을 통해 정

적 거동과 시스템 고유 진동수 부근의 저주파 대역에서 플

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플로팅 슬래

브 궤도의 설계의 적정성과 설계에 적용되는 해석모델의 유

효성을 입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고무 마

운트로 이산 지지되는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실제 크기의 실

험체를 실내에서 제작하여 정적 및 동적 하중 하에서의 거

동을 측정하고 이를 설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설계의 적정

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실험변수로 슬래브의 길이와 슬래브

간 이음매의 유무로 설정하여 두 종류의 실험체를 제작하였

다. 아울러 Kelvin-Voigt 모델에 기초한 유한요소 해석모델

을 이용하여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응답을 분석하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해석모델의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대상 플로팅 슬래브 궤도 구조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플로팅 슬래브 궤도는 철근 콘

크리트 슬래브를 개별 고무 마운트가 점지지(point supporting)

하는 방식의 구조이다(Fig. 1). 이 시스템에 적용된 방진 고

무 마운트는 여러 겹의 방진고무가 겹쳐져 경사지게 배치된

마운트 구조로 되어 선형에 가까운 하중-변위 관계를 가지

며(Fig. 2), 경사각을 조절함으로써 수직-수평 스프링계수 비

의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마운트 상부는 내부의 유압 실린

더를 이용하여 승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별도의 유

압잭 없이 마운트 자체에서 슬래브의 잭업이 가능하므로 시

공성이나 유지관리에 유리하다(Fig. 1)[7,8].

실험실에서 DIN 45673-1[14]의 방법에 따라 방진 고무 마

운트 단품에 대한 정적 및 동적 스프링계수를 측정한 결과

0~87kN 범위의 하중을 가한 후 38~70kN 범위에서 계산된

정적 수직 스프링계수는 9.73kN/mm으로 나타났고, 5Hz 조화

하중 하에서 측정된 동적 수직 스프링계수와 감쇠비(damping

ratio)는 각각 19.57kN/mm와 0.0956의 값을 나타냈다(Fig.

Fig. 1 Basic structure of floating slab track and rubber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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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기서 87kN은 플로팅 슬래브 궤도 자중과 열차하중

에 의해 방진 고무 마운트에 작용하는 공용하중에 따라 정

해진다[14]. 한편 궤도 자중에 해당되는 30kN의 하중을 26

시간 재하한 뒤 30~87kN 범위의 하중을 가한 후 다시 정

적 스프링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38~70kN의 동일한 범

위에서 계산된 정적 수직 스프링계수가 15.09kN/mm까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a) 참조). 이러한 현상은 고

무의 비선형성에 의해 고무의 사전 압축량(pre-compression)

과 하중 범위에 따라 하중-변위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2-13]. 실제 플로팅 슬래브 궤도 실험에

서는 궤도 자중에 의해 고무가 미리 압축된 상태에서 추가

로 하중을 재하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실험의 결과(15.09kN/

mm)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실험체 제작

먼저 시스템의 모형 실험에 앞서 적절한 실험체 길이를 결

정하기 위하여 실험체의 길이에 따른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Fig. 2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of rubber mount

Fig. 3 Models for floating sla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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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진동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Blevins[15]는 보의

휨 거동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의 특성, 예를 들어 고유진동

수와 모드 형상, 그리고 변형 등에 대해 이론적인 해를 제

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연속 Winkler 스프링으로 지지되는

보(Fig. 3 (b))의 고유 진동수를 아래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여기서, L은 보의 길이, m은 단위 길이당 질량, EI는 보의

휨강성, d는 스프링 지지간격, 그리고 λi는 경계조건에 따른

무차원 상수로, 양단이 자유단인 경우(free-free beam) 1~3

차 모드에 대해 각각 λi = 4.730, 7.853, 10.996, 자유단-힌지

(free-pinned)인 경우 λi = 3.927, 7.069, 10.210, 양단이 힌지

인 경우(pinned-pinned) λi = iπ로 주어진다[15].

위 식을 이용하여 시스템 1, 2차 휨 모드 고유 진동수를

구하면 Fig. 4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휨

모드 고유 진동수는 슬래브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아지면서

점차 연직방향 강체모드 고유 진동수 에 수

렴해 간다. 실제 플로팅 슬래브 궤도와 유사한 고유 진동수

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슬래브의 휨 고유 진동수

가 어느 정도 수렴되는 수준에서 실험체의 길이를 결정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체 설치 공간과 방진 고무 마운

트 설치 간격(2.52m) 등을 고려하여 실험체의 길이를 18.87m

(침목 30개, 침목간격 0.64m)로 결정하였다.

슬래브의 길이와 슬래브 이음매(다웰 조인트)에 따른 동

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체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종

류를 제작하였다(Fig. 5 참조). Fig. 6은 실험체 제작 및 설

치 과정과 실험 셋업을 보여 주고 있다.

·A 실험체: 18.87m 단일 슬래브(고무 마운트 간격 = 2.52m)

·B 실험체: 두 개의 8.8m 슬래브를 14개의 다웰바(직경

40mm)로 연결(고무 마운트 간격 = 2.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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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 according to slab lengths

(free-free beam)

Fig. 5 Schematics of test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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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방법

동적 하중 실험에 앞서 먼저 정적 하중 실험을 실시하였

다. 정적 하중 실험에서는 단조하중(monotonic load)을 2kN/

s의 속도로 재하하고, 다시 같은 속도로 하중을 제거하면서

레일과 슬래브의 처짐을 측정하였다(Fig. 5 참조). 최대 하

중은 두 개의 250kN 엑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최대 490kN까

지 재하시켰다.

동적 하중 실험은 조화 하중(harmonic load)을 가하되 하

중 범위에 따른 응답과 주파수 변화에 따라 응답을 관찰하

기 위해 Test 1은 5Hz 주파수로 하중 범위를 105±95kN까

지로 크게 설정하였고, Test 2는 하중 범위를 100kN±50kN

으로 설정하고, 주파수를 5Hz에서 최대 20Hz까지 변화시켰

다. Test 1에서 최대 하중은 210kN으로 이 하중은 KTX 열

차의 축중 170kN에 동적 할증계수 1.27을 곱하여 구한 값

이다. 여기서 동적 할증계수는 궤도틀림을 고려하여 차량-

플로팅 슬래브 궤도 동적 상호작용 해석을 통해 산정된 값

으로 일반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의 설계 시 가정하는 할증

계수(1.17)에 비해 다소 큰 값을 적용한 것이다[8].

하중 재하 위치는 1/2 point loading의 경우 슬래브의 중

앙부에, 1/4 point loading의 경우 1/4지점에 각각 재하하였

Fig. 6 Installation of mock-up test specimen (Mock-up A) and test set-up

Table 1 Load conditions for test

Test Load (kN) Loading-unloading rate or Frequency

Static load test 2101) ~ 4902) (Monotonic load) 2kN/s

Dynamic load test
Test 1 105±95 (Harmonic load)3) 5Hz

Test 2 100±50 (Harmonic load)4) 5Hz ~20Hz

Note:
1)calculated based on the static axle load of KTX(17ton) and the dynamic amplification factor(1.27) which has been estimated by a track-train

interaction analysis.
2)limit of test equipment.
3)determined to give the maximum service load(210kN).
4)determined to give the effective force under 20Hz(limit of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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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5 참조). 이상 각 실험별 하중조건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고, 정적 및 동적 하중에 대한 하중이력곡선은 Fig. 7

에 나타낸 바와 같다.

3. 수치해석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정적 및 동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

해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USAS FEA (v.14.0)를 사용

하여 실험체와 동일한 치수를 가지는 2차원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Fig. 8은 해석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레일

과 슬래브는 모두 전단변형을 고려한 thick beam(Timoshenko

beam) 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슬래브의 구조 감쇠를 반영

하기 위해 2%의 Rayleigh damping을 가정하였다[16]. 레일

패드와 방진 고무 마운트는 모두 spring과 damper가 병렬 연

결된 Kelvin-Voigt model로 모델링하였다. 방진 마운트의 댐

핑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viscous damping을 가정하여, 고

무 마운트 단품의 동적 스프링계수 시험 결과에 따라 감쇠

비 0.0956을 사용하였다. 이 값을 적용하면 Table 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상재하중이 4.67ton일 때 감쇠계수는 0.058kN·s/

m이 된다. B 실험체의 슬래브 연결부에 사용된 다웰 조인

트(dowel joint)는 조인트부에서 처짐이 같아지도록 하는 등

가의 강성을 갖는 전단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Fig. 9 참

조)[17]. 경계조건은 실제 시험 조건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

여 방진 고무 마운트 하부의 모든 자유도만을 구속하였다.

모델에 적용된 재료의 치수와 물성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정적 하중에 대한 응답

A 실험체와 B 실험체의 정적 하중에 대한 하중 재하점(슬

래브 중앙부)에서의 레일과 슬래브의 처짐 측정 결과를 Fig.

10에 나타냈다. Fig. 10(a)에서 레일 처짐과 슬래브 처짐 모

두 레일 패드 및 방진 고무 마운트의 고무 특성에 의해 하

중-처짐 곡선이 히스테리시스(hysteresis)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실험체의 경우 210kN 하중 하에서 약 2mm

의 슬래브 연직 처짐이 발생하였고, 490kN에서는 5~6mm의

연직 처짐을 나타났다. 490kN의 하중까지도 슬래브의 연직

Fig. 7 Load diagram for static and dynamic harmonic load

Fig. 8 Finite element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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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quivalent shear stiffness model for dowel joint[17]

Table 2 Parameters of floating slab track for FE analysis

Classification Parameters Value

Slab

Length
18.87m for mock-up A

8.8m×2 for mock-up B

Height, h 0.54m

Width, b 1.4m(half model)

Density, ρ 2.45ton/m3

Design strength 30MPa

Young’s modulus 28.60×106kN/m2

Poisson’s ratio 0.167

2nd moment of inertia 0.018371m4

Rail

(UIC60)

Area 76.69×10-4m2 1)

Height to center of gravity 0.081m 1)

Height to top 0.172m 1)

Density 7.85ton/m3

Young’s modulus 210×106kN/m2

Poisson’s ratio 0.3

2nd moment of inertia 30.363×10-6m4 1)

Rail pad

(Pandrol SFC)

Vertical stiffness 45×103kN/m 2)

Vertical damping coefficient 60kNs/m 3)

Spacing 0.63m

Anti-vibration Device

Spacing, l 2.52m

Vertical stiffness, ks, kd
ks=15.09×103kN/m(static)4)

kd=19.57×103kN/m(dynamic)5)

Vertical damping coefficient, c 0.058kNs/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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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Fig. 2에 나타낸 방진 고무 마운트의 정적 하중-변위 응

답의 특성과 일치한다. 반면 레일의 처짐은 레일 패드의 특

성에 따라 하중에 따라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다웰바로 연결된 B 실험체의 경우 A 실험체

에 비하여 연직 처짐이 더 크게 나타났다(Fig. 10(b) 참조). 

Fig. 11은 슬래브와 레일 처짐의 길이 방향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레일체결장치의 스프링

계수로 45kN/mm를 적용하고, 방진 고무 마운트 스프링계

수로 15.09kN/mm를 적용하면 레일과 슬래브의 처짐 모두

유한요소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궤도 자중에 의해 고무가 미리 압축된 상태

를 고려한 실험 결과를 적용할 경우 실험 결과와 더 잘 일

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궤도 자중에 의한 영

향을 고려하면 수직 스프링계수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플로

팅 슬래브 궤도 설계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Fig. 11(a)와 (b)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다웰 조인트에서는 처짐의 불연속점이 형

성되어 처짐이 증가하며, 연결된 두 슬래브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게 된다. 단차의 크기는 해석결과에 따라 0.3mm 정

도로 큰 값은 아니지만, 연직 처짐의 증가와 단차 발생이 열

차의 동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웰 조인

트의 설계 시에는 열차의 주행안전 및 승차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상세한 동적 해석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4.2 동적 하중에 대한 응답

Fig. 12는 5Hz의 주파수로 105±95kN의 조화하중을 가했

을 때 슬래브 중앙부(1/2지점)에 재하한 경우 A 실험체와 B

실험체의 하중-처짐 응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웰 조인트로 연결된 B 실험체는 정적 하중 실험

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웰바의 휨강성이 작기 때문에 처짐이

더 크게 발생하여 하중-변위 이력곡선의 기울기가 다소 작

지만, 대체로 유사한 하중-변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단순히 하중-변위 응답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웰 조인

트부에서도 연속된 슬래브와 거의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다

Table 2 Parameters of floating slab track for FE analysis(Continued)

Classification Parameters Value

Doweled 

Joint

Number of dowel bars 7(half model)

Diameter of dowel bars 40mm

Young’s modulus 210×106kN/m2

Joint gap, dj 50mm

Equivalent shear spring stiffness for single dowel bar 47.02×103kN/m 7)

Note:
1)[18]
2)45×103kN/m is approximated based on 47.971×10³kN/m measured in[19]
3)assumed
4)measured
5)measured[8]
6) , m = ρAl = ρbhl, ξ = 0.0956(measured[8])
7)calculated by the equivalent shear spring model described in Fig. 9[17], based on He and Kwan[20], Walker and Holland[21]

c ξc
cr

2ξ mk
d

= =

Fig. 10 Load-deflection curves under stat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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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Fig. 13은 주파수를 5~20Hz까지 변화시키면서 조화하중

(100kN±50kN)을 슬래브의 중앙점에 가할 때 슬래브 하중-

처짐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공진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처

짐이 증가하면서 하중과 변위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고, 하

중-처짐 곡선의 폐합 면적이 점차 커지다가 공진점(9.4Hz)

을 넘어서면서 다시 감소하며, 위상차는 계속 증가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에서는 100kN 진폭(±50kN)으로 가진할 때 190kN

진폭(±95kN)으로 가진할 때에 비해 하중-변위 곡선의 기울

기가 더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처짐의 진폭이 작

을수록 스프링 강성이 커지는 고무의 비선형성에 기인하는

것이다[13]. 따라서 실험 하중의 크기에 따라 동적 응답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거동의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사용 하중의 범위를 고려하여 실험하중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슬래브 동적 처짐의 최대값을 입력하중으로 나눈 값을

point receptance라고 정의할 수 있다[22]. Fig. 15는 주파수

를 5~20Hz까지 변화시키면서 조화하중(100kN±50kN)을 가

Fig. 11 Longitudinal distribution of slab and rail deflection under

static load of 210kN

Fig. 12 Load-deflection curve under 5Hz harmonic load

Fig. 13 Comparison of load-deflection curves under harmonic

load with varying frequencies

Fig. 14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curve according to load

ampl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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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파수 변조 실험 결과로부터 구한 point receptance를

주파수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실험에서는 엑츄에이터의 성

능 한계로 인하여 20Hz까지로 가진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100Hz까지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나

타냈다. Fig. 15(a)에서 알 수 있듯이 슬래브의 1/2 지점을

가진할 때 A 실험체는 가력지점에서 슬래브의 연직 처짐 응

답이 9.4Hz에서 최대가 되었다. 반면 B 실험체의 경우는

9.8Hz에서 최대 응답이 나타났다(Table 3).

슬래브의 1/2 지점에 가진했기 때문에 최대 응답이 나타

나는 가진 주파수에서의 처짐 형상을 보면 Fig. 16(a)와 같

이 나타나고 있는데, 형상만으로는 A 실험체와 B 모두 1차

휨모드에 가까운 형상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체모드

와 1차 휨모드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17에 나타낸 고유치 해석 결과를 보면 1차 휨

모드는 슬래브 1/2 지점과 양단의 위상이 반대인 반면, Fig.

16(a)에 나타난 처짐 형상은 양단 변위가 거의 발생하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Table 3에 나타낸 탁월 주파수와 Fig. 17

의 고유치 해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1/2 지점을 가진한 경우

해석 결과의 연직 강체모드 고유 진동수(A 실험체는 8.952Hz,

B 실험체는 9.385Hz)와 1차 휨모드 고유 진동수(A 실험체

는 10.989Hz, B 실험체는 10.516Hz)의 사이에서 실제 첫 번

째 탁월 주파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연

직 강체 진동과 1차 휨모드가 조합된 형태의 진동이 발생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슬래브의 1/4 지점에서 하중을 가할 경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A 실험체에서는 17Hz 근처에서 가진점(1/4지점)과

3/4지점, 슬래브 단부의 응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B 실험체의 경우도 18.2Hz 근처에서

가진점과 3/4지점, 슬래브 양 단의 응답이 최대가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응답이 발생된 주파수에서의 처짐

형상을 그려보면 Fig. 16(b)와 같이 나타나는데 그림에서 A

실험체는 1/4 지점 가진 시 예상대로 2차 휨모드가 가장 지

배적인 변형모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7의

고유치 해석 결과를 보면 A 실험체의 경우 16.10Hz에서 2

차 휨모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ig. 15(b)에서도

17~18Hz에서 2차 모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 결

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B 실험체의 경

우도 2차 휨모드와 유사하지만, 하중이 재하되지 않은 쪽 슬

Fig. 15 Point receptance at frequency domain

Table 3 Dominant frequencies measured at harmonic load test

Loading 

point

Dominant frequencies (Hz)
Modes

Mock-up A Mock-up B

1/2 point 9.4 9.8
Rigid body mode + 

1st bending mode

1/4 point 17.0 18.2 2nd bending mode

Fig. 16 Deflection shapes of slab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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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브는 다웰 조인트부만 처짐이 발생하는 형태로 약간의 차

이를 보인다(Fig. 16(b)). 이 처짐 형상을 놓고 보면 B 실험

체는 슬래브(8.8m)가 한쪽은 자유단이고 다른 한쪽은 힌지

로 연결된 보에 가까운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식 (1)에 따르면 한쪽은 자유단이고 다른 한쪽은 힌지

로 연결된 보의 1차 휨모드 고유진동수는 18.85Hz로 B 실

험체의 2차 휨모드 탁월 주파수 18.2Hz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Table 4). 만약 양단이 힌지인 경우라면 식 (1)에 의해

1차 휨모드 고유진동수는 13.87Hz로 감소된다. 

또 Fig. 16(b)에서 다웰바로 연결된 B 실험체의 경우 조

인트에서 슬래브 단부가 서로 어긋나는 로컬 모드가 발생한

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지만, Fig. 17의 고유치 해석 결과를

참고할 때 이러한 로컬 변형 모드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Fig.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심

주파수 대역인 저주파수 대역에서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실험 및 해석 결과를 정리하면 강체 모드 고유 진

동수보다 휨모드 고유 진동수에 가까운 대역에서 탁월 주파

수가 나타나며 변형 형상도 휨모드가 가장 지배적인 모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슬래브의 길이가 더 길어진

다면 Blevins[15]의 해(식 (1))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휨모

드의 기여도는 작아지고, 점차 탁월 주파수는 연직 강체모

드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하게 되지만, 유한 길이의 슬래브

라면 휨강성의 영향에 의해 연직 강체모드 진동수보다는 높

은 수준에서 탁월 주파수가 발생하고, 이 탁월 주파수는 슬

래브 연결부의 경계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실제 열

차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가진점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모드가 중첩해서 작용하게 되므로, 휨모드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 응답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1-자유도의 모델에 기초한 고유 진동수에 기초하여 시

스템을 설계한 경우 목표로 하는 방진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슬래브의 휨강성과 경계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

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관점에서 식 (1)을 플로팅 슬

래브 궤도의 설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방진 효율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

로 가진하중(F0)과 방진 고무 마운트를 통해 하부로 전달되

는 하중(FT)의 비, 즉 하중 전달율(force transmissibility)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하중 전달율을 아래와 같이

플로팅 슬래브 궤도 전체 길이에 걸쳐 전달되는 반력의 합

과 입력하중과의 비로 정의하였다.

Fig. 17 Mode shapes of slab (FE analysis results)

Table 4 Natural frequencies calculated by Blevins’ solution for beam on elastic foundation(Eq.(1))

Slab length

(m)

1st bending mode frequencies (Hz)
Remarks

Free-Free Free-Pinned Pinned-Pinned

8.8 25.695 18.850 13.870
k=15.09kN/mm

Isolator spacing = 2.52m

Slab width × height =2.8×0.54m

Specific weight = 2.45kN/m3

E = 28,600MPa
18.87 10.334 9.611 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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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Fi는 각 방진 고무 마운트 위치에서의 반력이고

H(Fi)는 Heaviside step 함수로 Fi ≥ 0이면 H(Fi)=1, Fi<0이면

H(Fi)=0이 된다. 실험에서는 방진 고무 마운트에 직접 로드

셀을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진 고무 마운트 위치에

서의 발생한 변위로부터 아래와 같이 반력 Fi를 계산하였다. 

(3)

여기서, ks는 방진 고무 마운트의 정적 스프링계수이고, di(f )

는 i 번째 방진 고무 마운트에서의 처짐, c는 감쇠계수, f는

가진 주파수이다. Fig. 18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하중 전달율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 결과와 해

석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Kelvin-

Voigt 모델에 기초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방진 고무 마운트가 없는 일반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와 비교할 때, 탁월 주파수가 나타나

는 약 15Hz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서 삽입손실(insertion loss)

이 발생하며, 고주파 영역으로 갈수록 더 큰 방진 효과를 얻

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거동을 보다 정

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고무 마운트로 이산 지지되는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실모형 실험체를 실내에서 제작하여 정적 하

중과 20Hz까지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거동을 측정하였고 이

를 설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Kelvin-Voigt 모델에 기초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이

용하여 동적 응답을 구하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해석모델의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고무재료를 사용한 방진 고무 마운트에 선재하 하중

이 장기간 작용할 경우 압축변형이 발생하면서 정적 수직 스

프링계수가 증가되므로 플로팅 슬래브 궤도 시스템의 설계

시 이러한 방진 고무 마운트 강성의 증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 슬래브 연결부의 다웰 조인트에서는 처짐의 불연속점

이 형성되어 처짐이 증가하며, 연결된 두 슬래브 사이에 단

차가 발생하게 된다. 다웰 조인트로 연결된 슬래브의 동적

거동이 연속 슬래브의 거동과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연직

처짐의 증가와 단차 발생이 열차의 동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웰 조인트의 설계 시에는 열차의 주행안

전 및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동적 해석을 통

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조화가진 시 처짐의 진폭이 작을수록 스프링 강성이

커지는 고무의 비선형성에 의해 실험 하중의 크기에 따라 동

적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고무 마운트를 사용하는 플로

팅 슬래브 궤도의 실험 하중은 실제 사용 하중 범위에서 결

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조화가진을 가할 때 강체 모

드 고유 진동수보다 휨모드 고유 진동수에 가까운 대역에서

탁월 주파수가 나타나며 변형 형상도 휨모드가 가장 지배적

인 모드가 되므로, 유한 길이의 슬래브인 경우 휨강성의 영

향에 의해 연직 강체모드 진동수보다 높은 수준에서 탁월 주

파수가 발생하고, 이 탁월 주파수는 슬래브 연결부의 경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설계

시에는 슬래브의 휨강성과 경계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따

라서 시스템 고유 진동수 추정에 Blevins의 해가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Kelvin-Voigt 모델에 기초한 2차원 유한요소 해석모델

은 정적 및 동적 처짐, 하중 전달율 등 실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설계에 활용

하기에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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