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구조분야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토목구조분야  고속화 철도시대의 트렌드가 되는 새롭고 안전한 철도교량계획

전체 교량계획 요약

안성천 통과부 주경간교 형식 선정

1단계 :주변 현황 분석 ☞기본설계보고서 p.68~69 참조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의 경계점 주변교량 현황 분석 필요 경간장 검토

∙두 지역의 만남을 상징하는 교량 필요 ∙케이블교량과 차별화 되는 형식 필요 ∙기초폭 고려시 140m 이상의 주경간장 필요

주시점장(평택호 관광지)의 시야각 분석을 통한 주경간교 총연장 검토

∙사람의 주시야에 들어오며 리듬감과 연속성이 느껴지는 400~700m가 적합

2단계 :주경간교 형식검토 ☞기본설계보고서 p.70~71 참조

구  분 기본설계: 5련 강아치교(비대칭+더블리브) 비교안:사장교(예: 3주탑)

상 징 성

및

경 관 성

∙세계 최초 비대칭 철도아치교, 국내 최대 철도아치교

∙서해대교, 평택대교와 차별화되는 독창적 형상

∙국내 최초의 철도 사장교

∙인접 교량과 중복되며 주변풍경과의 조화성 미흡

궤

도

안

전

성

고 저

틀 림
선로정비

지침 제147조 

별표13

3D Series 3D Series

∙온도시 고저틀림 미발생(하로 아치의 장점)

  ➞고속 주행이 가능하고 탈선 가능성이 없음

∙온도, 크리이프와 건조수축으로 큰 수직변위와 고저틀림 발생

  ➞고속 주행이 어렵고 탈선 가능성 큼

횡변위
∙태풍시(풍속 35m/s) : 28mm (100%)

∙태풍시에도 변위가 미소해 열차주행 안전성 우수

∙태풍시(풍속 35m/s) : 57mm (아치교 대비 203%)

∙태풍시 횡변위가 커서 사고발생 가능성 높음

고 속 철 도

적 용 사 례

Hammer교(250m, 1987년,독일) 모암고가(125m, 2002년) 제2치쿠마가와교(135m, 1997년,일본) 무한천장강교(504m, 2009년,중국)

∙아치트러스(복복선) ∙국내 최대 고속철도 아치교 ∙큰변위 발생으로 대규모 보수 ∙250➝200km/h로 감속 조치

∙이외에도 많은 철도아치교가 있으며 그중 하로아치교는 오랜 

기간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형태

∙고속철도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에 적용 사례 다수

∙제2치쿠마가와교에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변형이 계속 발생됨.

이후 일본에서는 고속철도교에 사장교 적용하지 않음  

∙고속철도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는 적용 사례 없음

고속운행에 안전하며 독창적인 예술미를 갖는 5련 강아치교(비대칭+더블리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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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천 주경간교:세계 최초 비대칭 철도아치교, 국내 최대 철도아치교 계획

주요계획 ☞기본설계보고서 p.72, 74 참조

경관성과 효율성을 높인 더블리브 아치구조 비대칭 아치의 구조 효율성

3DSeries

∙동일물량의 싱글 리브 아치와 비교시 처짐이 49%로 저감됨

∙활하중 처짐이 L/2,584 (≪L/600)로 높은 안전율 확보

∙대칭아치교 대비 축력 1.02, 모멘트 3.77배 크지만 실 강재량은 7% 증가

➞경관 중요도를 우선하여 비대칭 아치 적용

궤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역아치형 교각 강성이 크고 파단이 없는 강박스 행어

∙교량신축길이(지간)를 최소로 해 궤도안전성 향상

∙역아치형 교각도입으로 꺾임각을 개선하고 경관성 향상

∙파단의 우려가 없고 강성이 커, 처짐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강박스

행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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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천 접속교:국내 최초 90m 상로형 복합트러스교(70m 와렌트러스+π형교각) 계획

주요계획 ☞기본설계보고서 p.73, 75 참조

90m 상로형 복합트러스 적용 효과 형 교각과 하프조인트의 압상력 저감효과

∙교각수 8기 축소로 하천영향 최소화 및 통수능력 개선

∙상로형 완전 합성구조 적용으로 m당 2.9톤 강중 절감

∙기본계획 대비 단차는 1/2.2, 꺾임각은 1/11.7로 저감

∙경간장이 증가(80m➝90m) 했지만, 체결장치 압상력 감소

철도교 하프 조인트 사례 및 적용 교각문양 및 거더 색채 계획

∙하프조인트는 레일축력을 저감시켜 철도교량에 유리

∙극한강도설계와 허용응력설계를 모두 만족

∙아산측➞교각:은행잎 문양, 거더:은행잎 색채(Yellow)

∙평택측➞교각:솔방울 문양, 거더:솔잎 색채(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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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맞춤형 특화교량을 적용한 육상교량계획

주변현황 분석 ☞기본설계보고서 p.76~78 참조

∙관문성, 지역주민 생활환경, 하천수리 및 생태계 보호 등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교량 계획 필요

국도39호선 통과교량 : PSC ED교 ☞기본설계보고서 p.79, 99 참조

경간장 계획

∙지장물 간섭을 배제한 경간장: 70m 확보

∙충무공의 쌍룡검(보물326호)을 모티브로 서해선 지킴을 상징

∙1주탑 비대칭 ED교로 상징성이 뛰어난 철도교량 창출 및 아산시 진입 관문성 극대화
PSC ED교

주탑의 높낮이에 따른 온도변화 영향 온도변화에 의한 고저틀림 안전성 검토 레일 체결구 압상력 검토

∙낮은 주탑 계획으로 고저틀림 발생 최소화 ∙δmax=2.39/70(1.02/30)＜δa=5mm/30m ∴O.K ∙연속구조로 단부 레일체결구 압상력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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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4호선 통과교량: PSC 사판교 ☞기본설계보고서 p.80, 84 참조

경간장 계획

∙황금비례에 따른 경간구성으로 시각적 안정감 확보

고저틀림 검토 주탑 새들 정착

∙온도변화에 따른 고저틀림 최소화 ∙편심효과 개선

∙아산시 로고를 모티브로 철도와 주민이 함께함을 상징

∙인근 모원리 마을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저소음･저진동 콘크리트 형식 적용
PSC 사판교

아산천 합류부 통과교량:곡현 트러스교 ☞기본설계보고서 p.81, 84, 100 참조

경간장 계획

∙유심부 교각배치 배제로 수리영향 최소화

사재간격 최적화 격점부상세계획

∙강재량 절감으로 제작 및 가설용이∙원활한 응력흐름 유도

∙사람의 미소를 모티브로 황금들녘의 풍요로움을 상징

∙장경간 계획으로 합류구간의 유심부에 교각설치를 배제하여 수리영향 최소화 및 생태환경 보호
곡현 트러스교

표준화교량:PSC 박스거더교 ☞기본설계보고서 p.82~84 참조

최적 경간장 검토 레일체결구 압상력 검토

∙교각 강성증가로 레일체결구 압상력 저감

∙열차 고속화를 고려하여 동적･궤도 안전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PSC 박스거더교 적용으로 열차주행 안전성 확보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단일경간장 40m 적용으로 교량설계의 표준화 및 고효율의 기계화 시공법(MS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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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성 검토

안성천 통과교량 특수해석 ☞기본설계보고서 p.96~102 참조

육상부 교량 ☞기본설계보고서 p.99~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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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계획 ☞기본설계보고서 p.91 참조

교각양수표 및 CCTV설치 교면방수 및 배수 교량 접지시설 초 내후성 중방식도장

∙수위변동 관측 및 우발상황 감시 ∙우수로부터 완벽한 구조물보호 ∙낙뢰로 인한 단전사고 완전방지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마감(내구연한20년)

유지관리 계획 ☞기본설계보고서 p.93, 94 참조

공용중 점검 및 계측계획

아치교 점검시설 접속교 점검시설 육상부 점검시설 다양한 실시간 계측 계획

∙이동식 점검시설 설치 ∙내･외부 이동식 점검시설 설치 ∙고정식 점검시설 및 조명설치 ∙지진재해법에 따라 지진계측기능 강화

경제성 분석 ☞기본설계보고서 p.105 참조

∙육상교량은 비교안 대비 LCC 10.6% 절감, 안성천 통과교량은 비교안 대비 LCC 20.2%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