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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슬라이딩 궤도 시스템은 교량과 콘크리트 궤도 사이에 저마찰 슬라이드층을 구축하여, 온

도하중 및 시제동하중에 의한 상호작용력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슬라

이딩 궤도 시스템을 단순교로 구성된 철도교량에 적용하여, 온도하중에 따른 궤도 슬래브의 슬라

이딩 거동을 평가하였다. 현장적용된 슬라이딩 궤도 시스템은 연속콘크리트 궤도와 저마찰 슬라이

드층, 횡방향 지지블럭으로 구성되었으며, 콘크리트 궤도의 고정지점부는 교량 바닥판과 그룹 앵

커부로 구축되었다. 온도하중 변화에 따라 궤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재의 변형률 및 변위량를 계

측 및 평가하였으며, 제안된 궤도 시스템은 교량의 교축 변위량과 연속된 콘크리트 궤도 사이에서 

상대적인 변위차가 발생하여 궤도-교량상 상호작용 저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어 : 슬라이딩 궤도, 궤도-교량 상호작용, 온도하중, 콘크리트 궤도 

1. 서 론 

장대레일이 적용된 교량상 궤도는 궤도-교

량 상호작용으로 부가 레일 축 응력이 발생

된다. 슬라이딩 궤도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

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으며, 선행 연

구[1,2]에서는 온도하중 및 시제동하중으로 발

생된 교량의 종방향 변위가 저마찰 슬라이드

층으로 분리된 궤도 슬래브에 전달되지 않아 

상호작용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장 적용된 슬라이딩 궤도의 

온도변화에 따른 궤도 슬래브의 슬라이딩 거

동을 분석 및 평가하여 상호작용 저감 성능

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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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라이딩 궤도의 시험부설 및 장기계측 

폐선된 대전 남연결선 소정1교에 슬라이딩 

궤도를 시험 시공하였다. 기존 자갈도상을 

철거하고, 4경간에 걸쳐 슬라이딩 궤도를 구

축하였다. 슬라이딩 콘크리트 궤도 시스템은 

Fig.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궤도-교량 상호작용의 주요 영향인자는 온

도하중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대기온도와 

궤도 슬래브의 경우 온도센서를 사용하여 온

도변화를 계측하였다. 교량의 종방향 변위량

은 신축이음부에서 측정하였으며, 궤도 슬래

브의 경우 바닥판과 다월 앵커로 고정된 횡

방향지지블럭과의 상대변위를 계측하였다.

3. 장기계측 결과

온도변화에 따른 교량과 궤도 슬래브의 변

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신축이음부에서 

측정된 교량의 종방향 변위는 07/27 15:30분

에 0.21mm, 07/28 07:00분에 –0.18mm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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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된 궤도 슬

래브의 변위는 0.08mm와 –0.03mm로 측정되었다.

교량과 궤도 슬래브의 종방향 변위와 온도변

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Fig. 3에 나타내었고, 

각 부재에 따른 선형회귀분석식의 기울기는 

0.018mm/℃와 0.0065mm/℃로 도출되었다. 

  

4. 결 론

현장 적용된 슬라이딩 궤도의 장기계측 결

과, 온도변화에 따른 교량의 종방향 변위와 

궤도 슬래브의 변위는 60% ~ 83%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온도증가에 따른 교량의 

종방향 변위보다 궤도 슬래브에서 상대적으

로 적은 변위가 발생하여, 궤도-교량 상호작

용 효과가  저감된 것으로 판단되며, 슬라이

딩 궤도의 상호작용 저감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하중에 따른 슬라이딩 

궤도의 상호작용 저감 성능을 평가하였고, 

추후 궤도 슬래브와 앵커부의 계측 데이터 

분석과 해석적 연구 결과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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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Longitudinal Displacement of Bridge & Track

Fig. 3 Comparison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Displacement -Ambient Temperature of Bridge & Track

Fig. 1 Long-term Measurement Plan of Sliding Track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