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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고무차륜 주행로 시공이음매부에서의 신축 거동 분석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joint of a rubber-tired AGT run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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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프리캐스트 고무차륜 주행로는 콘크리트 패널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조립하는 방식으

로 패널간 시공이음부에는 콘크리트의 신축 거동을 고려하여 탄성재질의 채움재를 설치하도록 설

계한다.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궤도에 적합한 채움재의 선정을 위한 과정으로 프리캐스트 주행

로의 신축변형을 현장계측하였다. 패널간 시공이음부에 가열형 주입 채움재와 실리콘계 상온 주입 

채움재를 적용하여 24시간동안 신축량을 측정한 결과, 최대 0.19~0.97mm으로 아주 작은 변형 값을 

나타내었으며 최대 움직임량은 약 1.78%로 관찰되었다.  

 

주요어 : 고무차륜 주행로, 프리캐스트, 시공이음매, 채움재, 신축변형  

 
 

1. 서 론  
 

고무차륜 주행로는 기존 철도와는 달리 고

무타이어를 주행륜으로 사용하는 전용선로이

다. 현재 프리캐스방식의 고무차륜 주행로가 

개발중에 있으며, 분리형 궤도의 경우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길이가 짧아 시공이

음매부가 패널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

른 적합한 채움재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패널에 적합한 채움

재 선정을 위하여 패널간의 신축 거동을 분

석하고 최적의 채움재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

을 하고자 한다.  

 

2. 현장계측  

 

2.1 채움재의 설치 

현장계측은 경산에 위치한 프리캐스트방식 

고무차륜 주행로 시험부설구간에서 진행하였

다. 패널 궤도부에 설치된 채움재는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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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가열형 주입 채움재와 실리콘계의 상온 

주입 채움재를 적용하였으며, 각각 

한국도로공사에 승인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2.2 변형량 측정장치 

채움재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채움재 

중앙부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고 패널과 

패널 사이에는 변위계를 설치하여 

프리캐스트 패널의 1일 시간별 신축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장기간 측정을 시행할 수 

없는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패널이 

최대/최소로 변형되었을 때의 간격이 표시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여 인접한 3개소에 

설치하였다.  

 

2.3 현장계측 결과  

아스팔트, 블랭크, 실리콘 채움재 표면에 

부착시킨 스트레인게이지를 통해 24시간동안 

5분 간격으로 2회 측정한 결과 모든 

재료에서 채움재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널간 수축팽창량이 

채움재 중간부분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채움재는 패널에 부착된 

면에서의 부착응력만이 발생하며 채움재 

중간에서는 충분한 연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콘크리트 패널과 패널 사이의 시간별 

변형량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와 같으며, 

1일 온도 차이 9.1℃일 때의 프리캐스트 

패널 사이의 총 변형량은 0.192~0.969mm로 

1mm 이하의 미미한 변형량을 보여주었다.  

최대/최소 변화량 측정 장치에 의한 

프리캐스트 패널간의 최대 변화량은 다음 표 

와 같으며, 변형량의 범위가 0.48mm~1.2mm로 

나타났다. 이는 온도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패널이 수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리콘계가 설치된 곳에서 다소 큰 

수축량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채움재 및 

콘크리트 패널에 따른 변형보다는 곡선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패널의 각도 차이로 인하여 

같은 변형량이 발생하더라도 각도에 의하여 

더 많은 수축량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Deformation of concrete panels by 24hours 
 

Table 2 Properties of materials 

측정날짜 아스팔트계 
(mm) 

블랭크 
(mm) 

실리콘계 
(mm) 

초기값 
(2016.10.26) 67.47 67.47 73.90 

측정값 
(2016.11.09) 68.67 68.10 74.38 

변화량(mm) 1.20 0.63 0.48 

변화율(%) 1.78 0.93 0.65 

 

 

 

 

3. 결 론 

 

궤도를 위한 프리캐스트는 패널간의 신축 

거동이 1.20mm(1.78%)로 매우 작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에서 적용되고 있는 -50+100%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이보다 작은 변형 

허용치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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