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계획분야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철도계획분야  지역여건 및 철도기능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명품철도계획

현황 및 중점조사사항 ☞기본설계보고서 p.11 참조 고속화를 고려한 설계기준 ☞기본설계보고서 p.28 참조 종단계획 및 인터페이스 ☞기본설계보고서 p.32 참조

마 을 명 월선리 모원리 백석포리 기산리

축 사 명 은성목장 월선목장 보리원농장 왕대목장

관 련 계 획

제2서해안고속도로
  ➞철도･도로 병용교량 계획 검토

평택호 횡단도로
  ➞도로 교차부 입체화 반영

영인~청북간 도로
  ➞기초재하시험결과 활용

아산외곽순환도로(계획)
  ➞계획도로 고려 경간장 계획

주요지장물 조사 주민여론조사

∙교량화로 옹빔박물관 저촉해소 ∙주민의견 반영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해외자문 의견수렴 지역개발현황조사

∙처짐 및 변형과다로 철도사장교 곤란 ∙포승지구 개발구역 축소

선형 설계기준 시설 설계기준

설 계 속 도
250km/h

(선형계획 270km/h)

최소곡선반경 R=4,000m

최급기울기 8.5‰
전 차 선 가고 1,400mm

신 호 방 식 ERTMS/ETCSLevel1

궤도중심간격 4.3m
궤 도 구 조 전구간 콘크리트궤도

폭 원
교량 12.3m
토공 12.8m

형하고
도로 4.5m이상
항로 20.0m이상

평면 및 종단선형 ☞기본설계보고서 p.31 참조

구    간 기본계획(추정치) 기본설계 증 감

노 선 연 장 5,999.90m 5,999.90m -

평 면 곡 선 R=4,000m R=4,000m -

형하고(항로) 11.2m 20.0m △8.8m

기울기개소수 3개소 2개소 ▼1개소

최 급 기 울 기 2‰ 8.5‰ △6.5‰
최 소 기 울 기 1‰ 2.5‰ △1.5‰
노 반
구성비

토공 629.9m (11%) 99.9m (2%) ▼530m

교량 5,370m (89%) 5,900m (98%) △530m

안성천 운항선박 형하고를 고려한 종단계획

∙5련 강아치교 385m 구간 H.W.L 기준 형하고 20m 확보

종곡선과 R.E.J. 경합 배제

∙주교량(아치) R.E.J.(L=21.0m) 1개소 설치

  ➞종곡선구간 190m 이격, 교량 신축이음 5.0m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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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설계 ☞기본설계보고서 p.61~62 참조

콘크리트궤도 노반안정성 확보 우수침투배제 배수설계 기준 20년 빈도 적용

∙고속화에 대한 토공노반 기준 적용

∙콘크리트궤도 부등침하 방지

∙노반전단면 포장으로 우수침투에 의한 

노반연약화 방지

∙배수시설설계빈도를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적용하여 폭우시 배수처리능력 향상

인터페이스 확보 ☞기본설계보고서 p.26 참조

공동관로 개선 대피로폭 확보 횡단전선관 설치

∙토공부 : 공동관로하부 배수턱 설치로 배수원활 도모

∙교량부 : 단면확대, 손잡이 개선 및 설치류 침투방지

∙비상시 원활한 대피공간 확보

∙유지보수요원의 신속한 이동공간 확보

∙TCL층간 배수로 14개소 활용 설치

∙시공성, 유지관리성 향상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을 위한 방재계획 ☞기본설계보고서 p.45 참조

∙전구간 비상대피계단 및 방재구난지역의 설치간격 최대 597m 이내로 계획 ➞구조요원 접근 및 대피자 탈출성능 향상

∙방호초소, 지진감시시스템, 영상감시설비(CCTV) 등의 추가 방재시설물 설치➞방재성능 개선

운영시 사고 방지대책 ☞기본설계보고서 p.46 참조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반안전설비에 대한 철도종합관제센타와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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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CC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기본설계보고서 p.20 참조

시･종점부 토공구간 교량화 안성천 주교량 유지관리비 시스템 설비 개선

∙용지보상비(25억) 절감 및 지장물 저촉 최소화 ∙사장교 대비 48.1% 절감 ∙시스템설비 40.0% 가치 향상➞가치혁신형

환경친화적 철도계획 수립 ☞기본설계보고서 p.22 참조

보리원농장 이중방음벽 및 저소음궤도 설치 MSS공법(PSC BOX) 태양광 발전

급전구분소,공원주차장활용

∙예상소음 52.3dB(A)로 현재 실측소음치 53dB(A) 이하➞철도건설 이전상태 소음 만족 ∙진출입장비 불필요➞비산먼지 및 수질오염 방지 ∙청정에너지 95kw/h 자체생산

주민편의시설

∙옹빔공원, 모원리마을숲공원, 전망공원(2개소)에 놀이시설, 체육단련시설, 음수대 등 주민편의시설 계획 수립

제2서해안고속국도와의 병용교량 계획 검토 ☞기본설계보고서 p.39 참조

구   분 타당성조사(1,2안),비교2-1안 비교1안(분리) 비교2-2안(편측도로) 비교2-3안(양측도로)

교 량 횡 단

사 업 비 5,991 / 6,766 / 6,647억원 5,893억원 6,773억원 6,454억원

검 토 결 과

∙타당성조사 1안은 기산3리 마을 관통 및 수상구간에 장경간 분기교량 설치로 경관성, 환경성, 민원 측면에서 불리

∙타당성조사 2안과 비교2-1안은 육상부 복층교량 연장이 각각 640m, 580m 증가되어 비교1안 대비 873억원, 754억원 증가

∙비교1안(최단노선)은 공사비가 가장싸고 기산3리 마을로 부터 278m 이격 통과로 민원해소 및 사업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