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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점탄성 스프링 모델을 이용한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거동 해석
Analysis of Dynamic Behavior of Floating Slab Track 

Using a Nonlinear Viscoelastic Sp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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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vibration and structure-borne noise induced by passing trains are of great con-
cerns, and the floating slab track is highlighted as one of most efficient alternatives to reduce the 
railway vibration. However, due to the non-linearity and viscosity of rubber spring used in the 
floating slab track, its dynamic behavior is very complex. In this study, therefore, to simulate the 
dynamic behavior of floating slab track with a better accuracy, a nonlinear viscoelastic rubber 
spring model that can be incorporated in commercial finite element analysis codes has been 
proposed. This model i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elastic spring element, friction element 
and viscous element, and termed the “generalized friction viscoelastic model(GFVM)”. Also, in 
this study, the method to determine the model parameters of GFVM based on Berg’s 5-parameter 
model was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ith this rubber spring model ex-
hibit very good correlation with the test results of a laboratory mock-up test, and the feasibility 
of GFVM has been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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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well 요소의 스프링 상수

,  : 가진 주파수(각각 radian과 Hz) 
 : Unit step function    (≥ ), 

   (  )
 : 변위

 : 동적 변위 최대값

 : 마찰 변위, 마찰력()이 에 도달할 

때의 변위

 : i번째 마찰 요소의 항복 변위

 : 마찰력에 대한 기준(reference) 변위

1. 서  론

최근 철도 노선의 확장에 따라 철도의 도심통과

구간이나 선하역사의 건설이 점차 증가하면서 진동

과 소음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1). 플로팅 

슬래브 궤도는 궤도 전체를 하부구조와 분리해 진동

저감 효과를 얻는 구조로 철도 진동과 2차 소음 저

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2).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방진 스프링에 사용되는 고무

재료는 가볍고, 공간을 작게 차지하며, 형상 변경, 
공극 형성, 강재와의 결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계

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

선형성과 점성으로 인해 복잡한 동적 거동을 나타내

므로(3),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거동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무의 역

학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모델

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거동을 

보다 정확히 모사하기 위하여, 상용 구조해석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방진고무의 점탄성과 비선형성

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해석기법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제

공되는 탄성 스프링 요소, 마찰 요소 그리고 점성 

요소의 조합으로 비선형 점탄성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의 각 파라미터의 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용한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구축하고,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해석에 적용된 

비선형 점탄성 고무 스프링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2. 비선형 점탄성 고무 스프링 모델

2.1 고무의 역학적 거동
문헌(4~7)에 따르면 고무 요소의 형상과 고무재료 

자체의 요인 등에 의해 비선형성을 가진다(5,6). Fig. 
1은 원통형 부재를 압축할 때의 하중-변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Fig. 1(a)에서 낮은 주파수의 하중(정
적 하중) 하에서 비선형의 특성을 보이며 끝이 뾰족

한 형태의 루프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내부 구성요

소간의 마찰에 의한 것이다(friction hysteresis)(3). 그

리고 Fig. 1(b)에서 동적 변위를 가하면 변위 진폭이 

작을수록 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적 변위 진폭에 대한 의존성을 

Payne 효과라고 하며(8), 속도와는 무관한 경향을 보

인다(rate-independent hysteresis)(3,4).
또한 Fig. 1(b)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파수가 높아

질수록 하중-변위 루프의 형태가 타원형에 가깝게 

변화하는데 이것은 고무재료의 점성(viscosity)에 의

한 영향 때문이다(3). 
이 밖에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인자로 프리로드와 

온도가 있지만(3,4), 이 연구에서는 프리로드와 온도

에 따른 영향은 다루지 않고, 비선형성에 의한 변위

진폭에 대한 의존성과 점성에 의한 주파수 의존성에 

초점을 둔다.

2.2 Generalized Friction Viscoelastic Model 
(GFVM)

일반적으로 동적해석에서는 스프링과 댐퍼의 병

렬 조합으로 표현되는 Kelvin-Voigt 모델을 적용하

고 있지만(Fig. 2(a) 참조), 이 모델은 비선형성이나 

(a) Low-frequency 
excitation(static)

(b) Medium-frequency 
excitation(dynamic)

Fig. 1 Typical load-deflection curve of rubber under 
harmonic excita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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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s of generalized friction model

주파수 의존성을 나타낼 수 없다. 주파수 의존성을 

모사하기 위해 3-parameter Maxwell 모델(Fig. 2(b))
을 적용하고 있지만(9), 이 모델도 주파수 의존성을 

모사할 수 있으나, 비선형 마찰 거동을 모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10). 이를 보완하기 위해 Berg(3)

는 비선형 마찰 거동을 표현할 수 있는 비선형 마찰 

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Fig. 2(c)). Berg(3)에 의하면 

고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와 같이 탄성력, 마찰력, 
그리고 점성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탄성력과 점성력은 3-parameter Maxwell 모델, 즉 

탄성 스프링 요소와 Maxwell 요소를 병렬로 조합하

여 나타내고, 마찰력을 Berg가 제안한 비선형 마찰 

요소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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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Nonlinear viscoelastic model Kelvin-Voigt model

Case1 – Small displacement
Low frequency(static)
=0.03 Hz, 2=3.67 mm

Medium frequency(dynamic)
=9.84 Hz, 2=0.74 mm

Case2 – Large displacement
Low frequency(static)
=0.02 Hz, 2=8.35 mm

Medium frequency(dynamic)
=4.92 Hz, 2=5.04 mm

Low frequency
=0.03 Hz, 2=3.67 mm

Medium frequency(dynamic)
=4.92 Hz, 2=1.42 mm

 (kN/mm) 13.87 9.26 15.09(static) / 19.57(dynamic)

 (kN/mm)/ (kN) 0.05 / 0.61 0.15 / 0.94 -
 (kN/mm)/ (kN) 1.14 / 1.04 1.43 / 1.52 -
 (kN/mm)/ (kN) 3.57 / 1.39 4.74 / 2.16 -
 (kN/mm)/ (kN) 14.28 / 1.86 18.95 / 2.88 -

 (kN/mm) 0.85 2.65 -

 (kNs/mm) 0.104 0.190 0.058

Table 1 Model parameters for rubber spring

 





 (3)

For ≥ 

  


   (4a)

For   

  


   (4b)

이 모델의 파라미터는 ,  , , ,   등 

총 5개이다. Berg는 low-frequency large displacement 
test와 medium-frequency small displacement test 등 2
가지 종류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5개의 파라미터를 결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3).
그러나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플로팅 슬래

브 궤도의 동적 거동을 해석할 경우 user subroutine 
을 제공하지 않으면 Berg의 모델을 직접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ig. 3(a)와 같이 일

반적으로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elasto-plastic 요소를 이용하여 마찰 거동을 모사하였

다. Karlsson과 Persson(9)에 의하면 비선형 마찰 거동

은 Fig. 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elastic-perfectly plastic 거동을 나타내는 bi-linear 마

찰 요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for  ≤   

2.3 파라미터 결정
식 (5)의 모델을 적용할 경우 friction 요소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탄성력, 점성력, 마찰력에 관한 파라

미터를 모두 합하면 (2n+3)개가 되어 파라미터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erg의 

모델을 이용하여 식 (2)~(4)의 5개 파라미터를 산정

한 후 다시 n개의 bi-linear 마찰 요소의 파라미터를 

결정하였다.
곡선으로 표현되는 비선형 마찰 거동 구간을 n개

의 구간으로 분할하고 각 점 ( ,)를 잇는 n개의 

직선으로 나타내면 각 구간 직선의 기울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6)

                     ⋮

               

 

따라서, 각 마찰 요소의 기울기는 아래 식으로 계

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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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s of floating slab track and rubber mount (b) Test set-up for floating slab track laboratory test
Fig. 4 Floating slab track with rubber mount iso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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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of rubber mount

  

 
 

  (7)

                (   ⋯  )

여기서,   ,   
 

식 (4a)와 식(4b)에서 알 수 있듯이 마찰 거동 구

간의 그래프가 쌍곡선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등

(等)간격으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식 (8)과 같이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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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Parameters Properties Reference

Slab

Dimension(length×width×height) 18.87 m×2.8 m×0.54 m (12)
Density 2.45 ton/m³ (12)

Young's modulus 28.60×106 kN/m² (12)
Poisson’s ratio 0.167 -

Rail(UIC60)

Area 76.69×10-4 m² (14)
2nd moment of inertia 30.363×10-6 m4 (14)

Height 0.081 m (14)
Height to center of gravity 0.172 m (14)

Density 7.85 ton/m³ -
Young's modulus 210×106 kN/m² -

Poisson’s ratio 0.3 -

Rail fastening
(Pandrol SFC)

Vertical stiffness 47.971×10³ kN/m (15)
Vertical damping 60 kN·s/m Assumed

Spacing 0.63 m (12)

Rubber mount
Vertical stiffness and damping see Table 1 -

Spacing 2.52 m (12)

Table 2 Dimension and material propertie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형태의 함수로 분할하는 것이 실험결과에 더 가깝게 

근사할 수 있다.

   max  (8a)

∴    





 



 (8b)

         (   ⋯  )

Fig. 4는 검토 대상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구조와 

적용된 방진 고무 마운트를 보여주고 있다. 고무 마

운트 단품에 대한 실험을 통해 구한 하중-변위 곡선

으로부터 4개의 bi-linear 마찰 요소를 적용하여 

Table 1과 같이 모델 파라미터를 산정하였다. 주파

수와 진폭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진 주파

수와 변위 진폭이 각각 9.84 Hz, 0.74 mm인 경우와 

4.92 Hz, 5.04 mm인 경우 두 가지에 대한 파라미터

를 산정했다. 일반적으로 레일체결장치의 동적 스프

링계수 시험에서 기준 주파수를 5±1 Hz에서 정하고 

있으므로(11) 이 연구에서도 4.92 Hz를 기준 주파수

로 설정하였고, 주파수를 변경하더라도 재하속도는 

동일하게 설정하여 변위 진폭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비교를 위해 Kelvin-Voigt 요소에 대해서도 스프링 

상수와 점성 댐핑 계수를 산정하였다(Table 1). Fig.
5는 방진 고무 마운트의 실험결과와 파라미터 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거동을 측정하기 위

해 실험체를 길이 18.87 m, 폭 2.8 m, 두께 0.54 m
의 크기로 제작하고, 방진 고무 마운트를 2.52 m 간

격으로 양쪽 레일 아래에 설치하였다(Fig. 4(b) 참

조). 정적 하중시험으로 단조 하중을 최대 490 kN까

지 재하하고, 동적 하중 시험에서는 100±50 kN의 

조화 하중을 8 Hz에서 최대 20 Hz까지 주파수를 변

화시키면서 슬래브의 처짐을 측정하였다(12).

3. 유한요소 해석모델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eneralized friction viscoelastic model(GFVM)을 이

용하여 3차원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구성하였다(Fig.
6).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LUSAS(v.14.0)이다. 

Rail

Concrete slab

Isolator(rubber mount)

Fig. 6 Finite element mesh for floating slab track 
test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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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oad-displacement loop of single rubber mount

레일은 Timoshenko beam을 적용하였고 콘크리트 슬

래브는 전단력을 포함하는 thick shell을 적용하였으

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구조 감쇠(structural damping)
는 문헌(13)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감쇠비 2 %의 Rayleigh damping을 적용하

였다. 레일패드는 elastic link와 dash pot를 이용하여 

Kelvin-Voigt 모델로 모델링하고, 고무 마운트는 4개

의 elasto-plastic 요소와 viscoelastic 요소(3-parameter 
Maxwell 모델)를 강체로 서로 병렬 연결하였다(Fig.
6 참조). 모델의 치수와 해석에 사용된 물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방진 고무 마운트 단품의 동적 응답
Fig. 7은 방진 고무 마운트 단품에 대한 동적 응

답 실험 결과(case1: small displacement test)와 해

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실험에서는 속도를 일정

하게 유지하고 주파수를 변화하면서 하중과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GFVM을 적용한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은 Fig. 7의 결과로부터 산정한 동적 스프링계수를 주

파수와 변위 진폭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동

적 스프링계수는 Berg의 모델에서 탄성력, 마찰력, 
점성력의 총 합을 동적 변위 진폭()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3). 이 결과로부터 주파수와 진폭의 영향을 

실험결과에 가깝게 모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2 플로팅 슬래브 궤도 모형 실험체의 응답
Fig. 9(a)는 210 kN의 정적 하중을 재하했을 때 

슬래브의 처짐 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Fig. 9(b)는 

490 kN까지의 하중-변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Kelvin-Voigt 모델과 GFVM 모두 정적 하중에 대

한 응답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GFVM은 변위의 크

기에 따라 강성이 달라지므로 실험에서 발생한 변위

가 최대 2.1 mm 정도이기 때문에 작은 변위 진폭

(3.67 mm)에서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파라미터를 산

정한 경우(case1)가 실험치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슬래브의 중앙부와 1/4지점에서 가진할 



Seung Yup Jang, et al ; Analysis of Dynamic Behavior of Floating Slab Track Using a Nonlinear Viscoelastic Spring Model

Transactions of the KSNVE, 22(11) : 1078~1088, 2012┃1085

때 가진점에서의 슬래브의 동적 변위 진폭을 가진 

주파수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Fig. 10(a)와 (b)에서 

작은 변위 진폭(3.67 mm)에서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파라미터를 산정한 경우(case1) GFVM을 적용한 모

델이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큰 변위 진폭(8.35 mm)에
서 구한 파라미터를 적용할 경우(case2) 탁월 주파

수는 비슷하지만, 훨씬 낮은 동적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동적 하중 재

하 시 변위 진폭이 최대 3.5~4.0 mm 내외로 case1
의 실험 변위 진폭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파라미터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적 하중(low-
frequency excitation) 재하 시 변위 진폭이 크면 탄

성 스프링 강성은 낮게 평가되는 반면, 마찰력과 점

성력 부분의 강성과 댐핑은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동적 스프링계수가 커지는 결과가 나타

나게 된다(Table 1 참조). 따라서 정적 하중 시험의 

변위 진폭은 실제 공용 하중에 의한 최대 변위 진폭

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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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ynamic stiffness of rubber mount

또한 Fig. 10(a)에서 알 수 있듯이 GFVM을 적용

한 경우는 공진점(탁월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에

서는 기울기가 급하고, 공진점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

는 실험결과와도 잘 일치한다. 이는 공진점에 가까

워질수록 변위 진폭이 증가하고, 따라서 고무의 비

선형성에 의해 강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Kelvin-Voigt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형태를 보이며, 탁월 주파수도 다소 높

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FVM은 Kelvin-
Voigt 모델과 달리 고무의 비선형성이 고려되기 때문

에 실제 경향을 잘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동적 하중-변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측정 결과에서는 비선형성으로 인해 공진점을 

전후로 해서 비대칭의 형태를 보이는 반면(Fig. 11(a)) 
Kelvin-Voigt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는 거의 

대칭으로 나타나고(Fig. 11(b)), GFVM을 적용한 경

우에는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하중-변위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Fig. 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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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atic slab d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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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ynamic slab deflection

다음으로 하중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플로팅 슬

래브 궤도의 거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

해 GFVM을 적용한 모델에 case1의 매개변수를 적용

하고, 하중을 100±50 kN에서 50±25 kN, 200±100 kN
으로 변화시키면서 응답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

면 Fig. 12에서 알 수 있듯이 하중이 증가할수록 공진

점이 저주파 대역으로 이동하고, receptance(최대 변

위 진폭/입력 하중)는 증가한다. 즉, GFVM은 마찰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고무의 비선형성을 적절하게 모

사하고 있으며, 열차하중의 크기에 따른 동적 거동의 

차이를 고려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은 측정 또는 계산된 변위를 이용하여 슬래

브 전 길이에 걸쳐 모든 방진 고무 마운트에 작용하

는 힘의 합을 산정한 후 이를 입력 하중으로 나눈 하

중전달률(force transmissibility)을 주파수 영역에 도

시한 것이다. 실험에서는 20 Hz까지만 측정했지만, 해

석은 100 Hz까지 수행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GFVM을 적용한 경우가 Kelvin-Vo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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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ynamic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20 Hz까지의 실험 결과

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10의 동

적 처짐과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공진점에 가까이 갈

수록 하중전달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진점에 

가까워질수록 변위 진폭이 증가하고, 고무의 비선형

성에 의해 강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진

점을 지난 이후에는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삽입 손실

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임계 주파수가 Kelvin-Voigt 
모델에 의한 해석 결과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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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orce transmissibility

있다. 결과적으로 Kelvin-Voigt 모델이 약 15 Hz 이

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하중전달률을 다소 과소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Fig. 13에서 실제 하중전달률이

나 임계 주파수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처짐이 증가하는 만큼 강성도 작아지기 때문에 

방진 고무 마운트에서 전달되는 하중에서는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진동 

저감의 측면보다는 변위 응답에 영향을 받는 윤중 

변화나 승차감 측면에서 고무의 비선형성이 더 중요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동적 거동

을 보다 정확히 모사하기 위하여, 플로팅 슬래브 궤

도에 적용되는 고무 스프링을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

램에서 제공하는 선형 탄성 스프링, 마찰 요소 및 

Maxwell 요소의 조합으로 비선형 점탄성 모델

(GFVM)을 구성하여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구축하

고, 모델 파라미터의 결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해

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GFVM을 적용하여 고무의 비선형성과 점탄

성을 적절히 모사함으로써 플로팅 슬래브 궤도의 실

제 거동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고무 스프링 모델의 파라미터를 산정함에 있어

서 고무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실험에 적용한 변위 진

폭에 따라 파라미터와 그에 따른 동적 응답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실제 공용 하중에 의한 최대 변위 

진폭을 감안하여 실험 변위 진폭을 정해야 한다.
(3) GFVM을 적용하면 Kelvin-Voigt 모델에 비해 

20 Hz 이하의 주파수에서 하중전달률을 실제 측정

결과에 더 가깝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0 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 두 모델 간의 하중

전달율과 삽입손실이 발생하는 임계 주파수의 차이

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고무의 비선형성은 진동 저

감의 측면보다는 변위 응답에 영향을 받는 윤중변화

나 승차감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면 일반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방진 고무의 주파수 의존성

과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진 고무를 

적용한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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