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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lway structure for a rubber-wheeled automated guide-way transit system consists of a driveway and a 
guide-way.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is system is the driveway and the guide-way aligned with each 
other, especially for curves and inclines section. The conventional construction method caused many problems 
such as discordancy by constructing the driveway before constructing the guide-way.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ew method of constructing a railway for a rubber-wheeled light rail vehicle; the new method 
of constructing the guide-way beforehand as a preceding process. The new method for AGT railway system 
can simplify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thus the construction costs may be reduced. It should also improve 
the driving performance and the comfortability in operating of a light rail vehicle.

1. 서 론

최근 도시화와 더불여 대중교통수요의 증가로 노면교통수단(버스)와 중량전철(지하철)의 중간규모의 

교통수요처리능력을 가진 새로운 대중교통 도입이 요구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신교통 시

스템인 경량전철을 도입 운영되게 되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신교통 경량전철시스템은 자기부상열차, 

LIM, 모노레일, 고무차륜 AGT, 철재차륜 AGT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교통

부에 예산지원하에 연구주관사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외 21개의 산학연 연구기관의 공동개발작업으로 완

전무인 자동운전방식의 한국형 고무차륜 표준규격인 K-AGT 시스템를 개발하여 부산지하철 3호선 2단

계 반송선에 도입, 2011년의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고무차륜 AGT 궤도시

스템의 건설방법은 안내궤도 부설에 앞서 주행로를 선행공정으로 부설하는 일본이나 독일의 건설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행로와 안내궤도간의 선형불일치, 주행로평면성오차발생, 오차발생에 따른 주행로 연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일본이나 독일의 인력시공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기계화 시공에 따른 시공비절

감, 균일한 품질의 주행로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방법에 있어 안내궤도를 선행

공정으로 부설하여 안내궤도에 설정된 선형조건을 이용하여 주행로를 부설하는 공법을 개발하여 고무차

륜 AGT 궤도부설의 기계화 시공법을 개발하고자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안내궤도를 이용하는 고무차

륜 AGT 궤도부설방법 및 이에 대한 기계화 시공법에 대한 사항이며, 내용은 공법을 구성하는 시공방

법, 공정, 계측분야등을 포함하여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에 적용된 공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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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무차륜 경량전철 AGT 궤도부설조건 

고무차륜 경량전철의 궤도부설조건은 고무차륜 AGT의 궤도를 이루는 주행로 및 안내궤도의 선형조

건(평면곡선반경, 완화곡선구간에서의 곡선반경변화, 횡단경사량(CANT)변화, 종곡선반경)일치, 주행로 

콘크리트 도상의 수준(계획고 ±4mm이하), 평면성(3mm/3m이하), 고저(3mm/3m이하), 평탄성(σ

=1.2mm이하/3m), 주행로 표면의 마찰저항력(SR=45~65(WET))으로 규정하고 있다.[1]

3. 신공법 개발배경 및 고무차륜 AGT 궤도부설의 어려움

  

국내의 고무차륜 AGT 경량전철기술에 대해서는 한국형 K-AGT의 개발을 통하여 시스템 종합설계, 

운행제어시스템, 집전 및 전력시스템, 신호시스템, 토목구조물 분야에 대해 기술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

었다고 사료되나 궤도시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본이나 독일의 궤도시공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

함으로써 국내 건설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지하철 반송선의 경우 일본 궤도시스템을, 

의정부경전철은 독일 VAL의 궤도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이는 우리와 맞지않는 건설장비, 비규격의 건설

자재, 특히 궤도부설자체가 어려운 공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궤도시공의 경

우 열차가 운행되는 지점이 선형으로 이루어진 레일이지만 AGT 궤도의 경우 열차가 주행하는 주행면

과 그 주행면을 보조하는 안내레일 구조로 되어 있어 3차원적 입체평면으로 변화하는 콘크리트 주행로

를 시공하기가 어려워 그에 준하는 안내레일의 궤도선형 설치 자체가 매우 어렵다. 또한 현존하는 모든 

공법의 궤도부설 시공순서가 주행로 시공 후 안내레일를 부설하는 경우로 이는 주행로포장면의 오차가 

안내레일 선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설계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주행로 포장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안내레일을 부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또한 AGT 주행로 부설 장비로 개발된 

일본 시공기계들은 대부분 중량이 과다하여 그에 맞는 각종 건설자재의 고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고강도의 철재거푸집은 평면 곡선반경 변화나 횡단경산량를 설정하는 궤도 선형변화에 따른 시공기준선

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행로 부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강도 확보 및 횡

단경사량의 설정을 위해 규정 슬럼프를 정하였지만 현실상 지하구간의 경우 압송타설을 통한 방법으로

는 규정 슬럼프를 유지하면서 타설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현장내에서 횡단경사량의 설정을 위

해서 국내에 맞는 시공장치가 개발되어 있지않아 순수인력작업을 통해 경사량을 설정하고 있다.   

4. 안내궤도를 이용한 고무차륜 경량전철 AGT 궤도부설공법

4.1 궤도부설공법의 원리

안내방식의 고무차륜 AGT는 안내궤도(Guideway)이용하여 차량의 진행을 유도함으로써 운행된다. 안

내방식의 고무차륜 AGT의 안내궤도는 주행로와 일정한 높이차(300mm)를 두고 부설되는데 안내궤도

(Guideway)의 선형 및 구배는 주행로의 선형 및 구배와 동일게 설치되며 주행로의 선형 변화와 구배변

화 즉 종곡선 선형변화와 평면곡선 선형변화, 평면곡선 선형 중 완화곡선에서의 곡선반경의 변화, 완화

곡선에서의 횡단경사량(CANT)의 변화와 같은 주행로선형의 변화와 같이하여 안내궤도(Guideway)선형

도 동일하게 변화하게 된다. 이에 본 공법은 안내궤도(Guideway)를 주행로부설에 선행하여 시공함으로

서 선형이 확보된 안내궤도를 이용하여 주행로를 부설하는 시공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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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궤도부설공법의 원리

4.2 궤도부설공법의 공정 

안내궤도를 이용한 고무차륜 경량전철 AGT 궤도부설공법은 안내궤도부설를 주행로 부설의 선행공정

으로하여 안내궤도에 설정된 궤도선형조건을 이용하여 주행로를 기계화 시공하는 방법으로 자세한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안내레일설치

안내레일 조립대를 사용하여 안내레일 조립대상에서 정확한 주행 중심선형측정, 회전기준점 측정

(ROTATION POINT), 횡단경사량의 측정 및 위치선정을 함으로서 고무차륜 AGT 궤도부설의 시공기준

선이 되는 정확한 궤도선형과 횡단경사량이 설정된 안내레일을 설치한다.

② 안내레일 선형검측

안내레일 선형측정기를 사용하여 종방향 변위(X,Y)와 종방향 변위 변화에 따른 횡방향 변위(Z)를 측

정하므로서 안내레일의 선형측정 및 횡단경사량(CANT)을 측정하여 오차없는 안내레일 설치한다.

③ 주행로 철근,거푸집설치

주행로 철근, 거푸집 시공장치를 사용하여 주행로 시공 시 종단선형과 평면곡선의 선형변화에 따른 

종방향 철근의 곡선반경변화와 횡단경사량의 변화에 대한 횡방향 철근의 변화에 부합하는 철근 및 거푸

집 시공을 한다.

④ 주행로 콘크리트 타설

안내궤도 위를 주행하는 주행로 콘크리트 휘니셔(CONCRETE FINISHER)를 이용하여 종단선형, 평면

곡선선형, 곡선반경변화, 횡단경사량의 변화에 부응하여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정밀한 주행로 콘크리트 

단면를 시공한다.

⑤ 주행로 평탄성 검측

주행로 평탄성 측정기를 사용하여 주행로 평탄성 요소인 수준, 평면성, 고저, 평탄성을 측정한다.

⑥ 주행로 연마

주행로 연마장치를 사용하여 평탄성 측정시 오차가 발생된 부분의 주행로를 연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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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안내레일설치(모형)                      ②안내레일선형검측(모형)  

    

③주행로 철근,거푸집설치(모형)             ④주행로 콘크리트 타설(모형)

    

⑤주행로 평탄성 검측(모형)                       ⑥주행로 연마(모형)

그림 2. 시공 공정

5. 주행로 계측  

  

주행로는 특수연마석이 부착된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3은 별도 제작된 연마차의 사

진이며, 그림 4는 연마차에 설치된 연마석을 이용하여 주행로를 연마하고 있는 사진이다. 주행로 시공후 

주행로 평탄성 측정장치를 통하여 주행로의 단위길이당 평탄성계측을 실시하였다.

1796



그림 3.주행로 연마차

  

그림 4. 주행로 연마

  

그림 5.주행로 평탄성 측정장치

아래의 그림 6, 7은 주행로 연마 전후의 평판성을 측정한 자료로서 연마 전 평탄성이 ±3mm에서 

±2mm로 상하변동폭이 감소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연마작업을 통하여 주행로의 평탄성이 개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은 주행로 연마 전후 차량 진동가속도 시험결과로서 주행속도대역별 상하 및 좌우 진동가속도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연마 후 상하진동가속도값은 평균치가 0.029g로서 차량의 주행승차감과 안정성

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행로 연마를 통하여 좌우진동가속도값도 큰 폭의 감소되

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연마를 통하여 주행로 평탄성 향상, 주행로 미끄럼 저항치 향상, 열차 상하좌우 진동감소 등의 승

차감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주행로 연마 전 거리별 평탄성

그림 7. 주행로 연마 후 거리별 평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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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행로 연마 전,후 차량 진동가속도 시험결과 비교

6. 결 론

  

안내레일을 이용한 고무차륜 경량전철 AGT 궤도부설공법은 기존의 일본이나 독일의 고무차륜 AGT 

경량전철 궤도 건설시스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건설공법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건설방법의 새

로운 매뉴얼을 개발함과 더불어 새로운 건설방법에 맞는 기계장치들을 개발함으로써 고무차륜 AGT 궤

도시스템의 기계화 시공을 이루었다. 또한 기계화 시공으로 인한 건설공기단축 및 철재거푸집과 같은 

기존공법에서 사용하던 고가의 자재들이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공사원가 절감의 효과 및 건설시 시공

기간 단축으로 인한 국가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교통 시스템인 경량전철의 건설은 설계과정부터 시공단계까지 높은 기술력이 요하는 과정으로 철저

한 사전검토와 시공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적용이 최우선적인 과제며 국내 철도기술의 종합적이면서

도 체계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발주처, 설계사, 시공업체의 신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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