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제1장  조사 및 계획
1.1 주요착안 사항

주요 조사항목 주요 착안사항 중점 분석 내용
∙도로･철도시설 현황조사
∙열차운행현황 및 시설조사
∙철도건설계획조사
∙도시계획연계조사
∙교통·환경영향검토
∙토취장등 재료원조사
∙용지 및 지장물조사
∙인터페이스 중점고려 사항

∙입체화에 따른 제반제약조건 파악
∙평택정거장 열차운행 및 시설특성조사
∙평택정거장 연계운행방안 검토
∙도시계획시설 저촉현황 검토
∙교통･환경영향사항 도출
∙평택지역 토취장 확보곤란 지역
∙감정평가사를 통한 실 보상가 산정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조사

∙입찰안내서 준수, 형하여유고 확보
∙정거장 배선계획 및 단계별시공계획
∙평택정거장 배선계획 마스터플랜
∙도시계획저촉시설 최소화계획
∙시설계획연계 반영사항
∙적정 토취장 및 재료원 확보
∙적정보상비 산정에 의한 사업실효성 제고
∙단계별 시공계획 및 분야별 시설계획

1.2 각종 현황조사

노선대 주변 주요특성 조사
평야지대 현황조사 평야지대 현황조사 주요하천 현황조사

∙5개 마을 522가구
∙연약지반 심도 9.0m

∙5개마을 215가구
∙연약지반 심도 6.0m

∙안성천 하폭 830m, 국가하천
∙진위천 하폭 598m, 국가하천

평균 기온 조사 평균 강수량 조사 국내 지진발생 추이 조사

∙기온(일평균 0℃이하) 52일 ∙강우(1일 80mm이상) 3일 ∙지진발생빈도 증가
∙내진1등급 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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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풍속 조사 문화재 지표 조사 주한미군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사

∙내풍을 고려한 교량 형식 선정 ∙유물산포지 평균 이격거리 약 1km ∙고도제한높이(FL : 160.5m) 이하 계획
도로·철도 현황조사 경부고속철도 평택 고가 교차부 조사 경부 2복선

∙국도 38호선 외 8개 도로･철도 교차 ∙과업노선 21km 370지점 교차 ∙통복고가 하부 근접시공 계획 수립
예상민원조사

∙마을통과구간(창내리마을, 구창내마을, 원신대마을, 세교동마을) ➜환경저감시설 설계 반영
∙산란양계시설➜산란시설, 산란계의 영향 검토(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이병찬교수) 연구결과 설계반영

주요 관련계획 조사
제4차 국토종합계획조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조사 철도건설계획조사

∙반일 생활권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평택∼원주선 연계고려 평택역 개량 ∙서해선철도, 수도권고속철도 연계검토
평택시 주요개발계획 조사 안성천 생태하천조사 평택호 방조제 통선문 설치계획조사

∙수변관광벨트 연계 횡단교량 경관 설계 ∙생태하천 조성사업 연계 시설계획 수립 ∙안성천, 진위천 교량 계획시 연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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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시공계획 조사
측량 조사 골재원 조사 토취장 조사

∙삼각점 5개소, 수준점 4개소 ∙레미콘 8개소 / 순환골재 2개소를 조사 ∙토취장 4개소 조사
지장물 조사 작업장,제작장등 공사용 부대시설조사 B/P장 설치조사

∙지상지장물 고압송전탑 3기 등 조사 ∙제작장(면적: 5,000m2이상) 등 조사 ∙지역업체 시설 활용 전용 B/P장 확보
주요구간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조사 유지관리도로 동선체계 조사 주요 인터페이스 항목 조사

∙시도29호선 통과부 교통처리조사 ∙유지관리 도로폭 토공 B=3m, 교량B=5m ∙레일높이를 기준으로 종단계획 일원화

수리･수문 및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설계조사
노선 주변 하천현황 조사 재해위험지구･침수지역 현황조사 노선대 주변 배수시설 조사

∙안성천(B=830m)등 4개 하천조사 ∙공사중 및 공사후 재해 대책 수립 ∙수원관측소 38개년 자료 분석
여론조사 시행(오성평야 시설계획)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 예측조사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설계 조사

∙교량선호도 46.9%➜교량계획 반영 ∙ENPro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교량/토공 Co2 절감(3,931 x 106kg)

ENP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