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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형설계
2.1 선형설계 주안점

설    계
주 안 점

∙서해선･경부선 및 장래 평택~원주선과 직결운행되는 노선기능에 부합되는 고속화 대응 선형설계
∙노선대 주변 마을 환경보전과 지장물 저촉 최소화로 민원해소가 가능한 선형설계
∙경부선 접속부 선형 경합사항 해소 및 장래 계획노선과 연계를 고려한 선형설계
∙도로･철도 건설계획 및 지역개발계획과 연계성 확보를 고려한 선형설계

2.2 설계기준 설정
 

∙개정된 철도건설규칙(국토해양부령 제163호, 2009.9.1)에 의거한 설계기준 정립
∙｢철도건설선 고속화 실행계획 연구｣(국토해양부 2008.3)용역결과를 고려한 고속화 대응 설계기준 정립

✚
철도건설규칙 개정내용 「철도건설선 고속화실행계획연구」결과 설계반영

∙일반철도 고속화 장애요인 선로등급 폐지
∙노선기능, 사회적 여건 고려 설계속도 설정
∙해당 선로구간별로 설계속도 다르게 설정

∙일반철도 고속화 비용 대비 투자효과 분석
∙일반철도 고속화 최적속도
  - 230km/h 제시

∙구간별 설계속도 설정
  - 본  선: 230km/h
  - 연결선: 110km/h
  - 인입선: 70km/h

2.3 기본계획 분석에 의한 선형설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기본계획 분석 주요 개선사항

선형계획

∙본선 최급기울기 12.5‰, 기울기 7개소
∙경부선 상선연결선 최급기울기 11.5‰, 평균토공높이 5.7m
∙본선 설계속도 200km/h 적용
∙미군기지 인입선 곡선반경 400m
∙본선, 연결선, 인입선 연장 : 총연장 13,977m
∙연결선과 경부선 접속부 기울기 단차발생

∙본선 최급기울기 11.5‰, 기울기 1개소 축소
∙최급기울기 완화 11.0‰, 토공량 감소(52,515m3)
∙일반철도 고속화 고려 본선 설계속도 230km/h 적용
∙미군기지 인입선 곡선반경 450m로 확보
∙전체노선연장 : 13,713m (264m 단축)
∙경부선 접속부 종단선형 개선, 기울기 단차 해소

관련계획
∙수도권고속철도 계획노선 입체화 미반영
∙통복천 교량 계획홍수위 형하여유고 부족
∙평택호 관광지 유람선 운항계획 미검토
∙선형계획시 장래 전철화계획 미연계

∙수도권고속철도 계획노선 입체화계획 반영
∙통복천 교량 계획홍수위 형하여유고 확보
∙안성천, 진위천 횡단교량 형하여유고, 경간장 확보
∙1‰기울기 104신호장에 보조급전구분소 위치 반영

간섭해소 ∙신축중인 산란양계시설 저촉
∙본선 종점 경부선 접속부 경부 하부본선과 경합

∙산란양계시설 저촉 해소 선형개선
∙본선 종점부 선형개선, 경부 하부본선과 경합 해소

유지관리 ∙104신호장 및 토공부 수평기울기 배수 곤란
∙경부선 상선연결선과 경부선이 분기기 분기선 방향 접속

∙배수물매 고려 1‰기울기로 개선
∙경부선과 분기기 기준선 방향 접속 개선

환경보전 ∙오성평야 토공구간 인접마을 조망권 차단
∙구창내마을 5가구 저촉, 마을환경 훼손

∙교량화 구간 기울기를 수평에서 1‰로 상향 조정
∙마을 이격거리 확대 및 녹지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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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요 선형설계 내용
노선대안 검토 및 최적노선선정

주 안 점 ∙노선대 마을입지 및 지장물 현황과 경부선 접속부 특성을 고려하여 3개 노선대안 검토
노선대안 선형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노선연장(m)

본 선 8,627 8,750 9,172
연결선 3,667 3,740 3,566

R/‰ 본 선 600/11.5 600/12.5 600/13.5
연결선 600/11.5 600/12.5 600/14

검토결과 ∙선형측면 대안1이 우수
대안2선형 문제점          대안3선형 문제점

구창내 마을 양분 BOX 굴착시 농경지 환경 훼손

안성천 제외지 침범 경부선 상선연결선부 횡단수로 BOX 시공불가

대안노선 특성 장단점 분석
구  분 기본계획 대안1 대안2 대안3
노선개요 지상노선 지상노선 지상노선 지상 + 지하
노선특성 기본계획축 기본계획축 유지 최단 노선 노선축 변경 연장 증가 노선축변경, 노선연장과다
선형조건 다소 불리 양호 다소불리 불리
장 ･ 단 점 ∙기본계획 노선준수∙산란양계시설 저촉∙구창내 마을 저촉

∙구창내 마을 저촉해소∙산란양계시설 우회∙선형측면 가장 유리
∙산란양계시설 우회∙구창내 마을 양분∙안성천 제외지 침범

∙환경성 다소 유리∙선형불량 수송애로구간∙운영중 유지관리 곤란
최적노선 선정 ∙평가지표별 정량화 종합평가(기본설계보고서 32~38쪽)에 의거 대안1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선정

2.5 기본설계 주요개선 사항
본선구간
설계기준 설정         선형설계 현황
구    분 본선구간 연결선 구간

설 계 속 도 230 km/h 110 km/h
완화곡선길이 1,700C 900C
종 곡 선 반 경 R=19,000m R=5,000m
➜개정 철도건설규칙 및 고속화 실행연구용역 결과 반영  

구    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비 고
노 선 연 장 8,682m 8,627m ▼55m
최소곡선반경 600m 600m -
최 급 기 울 기 12.5‰ 11.5‰ ▼1‰
곡 선 장 3,034m 3,047m △13m
기울기 개소 7개소 6개소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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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영효율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기울기 개선 오성평야 토공구간 교량화(L=2,006m)

∙기울기완화 12.5‰➜11.5‰, 기울기 개소 1개소 축소
∙104신호장 구간 배수물매 고려 기울기 개선(L ➜1‰)

∙평면선형 개선 구창내 마을 이격거리 확보
∙조망권 확보 및 배수물매고려 기울기 개선
  - 기울기: L ➜1‰    - 시공기면 상승: 1.7~3.7m

세교지구 주거환경지구 통과계획 연결선 노선연장 단축

∙세교지구 토공구간 교량화 지역단절 해소(L=352m)
∙교량 하부공간 도로 및 주차장 신설
  ➜맹지구간 임대테니스장, 주차장 및 녹지공간 활용방안 제안

∙노스가동 F15분기기 통과속도 고려한 직선장(32m) 확보
  - 경부선 상선연결선 2,570m➜2,442m(128m 단축)
  - 평택역 상선연결선 1,272m➜1,225m(47m 단축)

경부선 상선연결선 구간
대로3-19호선 통과부 저형고 교량형식 적용에 의한 종단선형 개선 경부선 상선접속부 기울기 개선

∙대로3-19호 횡단 교량형식 개선
  강합성(H=3.5m) ➜하로판형(H=1.2m)

∙급기울기 완화(11.5➜11.0‰)
∙토공량감소(▼52,515m3)

∙접속부 기울기단차 해소
∙105신호소 8‰, L=600m확보

평택역 상선연결선 구간
연결선 시점부 106신호소 설치 수도권고속철도 입체화 반영 평택역 상선종점부 기울기 개선

∙연결선분기부 106신호소 설치
  ➜열차안전 운행 확보

∙수도권 고속철도 입체화
  ➜신대제2교 하부 고속철도통과

∙접속부 기울기 단차 해소
  ➜기존 경부선과 선형 연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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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인입선
곡선반경 확대 및 최급기울기 완화 인입선 종점부 기울기 개선

∙인입선 최소곡선반경 확대 400m➜450m, 노선연장 33m 단축
∙최급기울기완화(12.5‰➜11.5‰), 기울기장 600m이상 확보

∙인입선 종점부 철송장 부지계획고와 
7.53m 단차발생➜실시설계시 협의 추진

2.6 선형관련 인터페이스 확보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횡단구간 형하여유고 확보 104신호장 궤도 중심간격 확대 및 승강장설치 도상두께 차이를 고려한 종단계획

∙전차선가선을 고려한 형하여유고 확보 ∙신호기건식 고려한 궤도 중심간격 4.5m 확보 ∙레일높이를 기준으로 종단계획 일원화

2.7 용지보상비 절감을 고려한 설계현황

∙경부선 상선연결선 종단기울기 하향조정으로 편입용지 절감 ∙오성평야 토공구간 교량화로 편입용지 절감(감 43,591m2)
공 사 명 합 계 구 답 대 도 목 유 잡 전 제 차 창 천 철
기본계획 399,455 26,562 292,129 8,772 16,292 4,104 1,269 506 7,528 3,891 1,026 852 26,355 10,169 
기본설계 331,854 26,915 256,607 6,589 12,320 5,072 485 545 3,754 786 1,044 476 9,476 7,785
증 감 ▽67,601 △353 ▽35,522 ▽2,183 ▽3,972 △968 ▽784 △39 ▽3,774 ▽3,105 △18 ▽376 ▽16,879 ▽2,384
검토결과 ∙오성평야 토공구간 교량화 및 경부선 상선연결선 종단선형 하향조정으로 편입용지 대폭감소(감67,601m3)
2.8 민원해소 및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설계반영 사항
지역
단절
및

민원
해소

평야지대 토공구간 교량화(L=2,036m) 구창내마을 교량화 및 완충녹지 설치 원신대마을 통과부 녹지공간 제공

∙우량농경지 잠식최소화 ∙공원조성 및 이격거리 29m 확보 ∙생활체육시설 및 마을공동쉼터 조성

환경
보전

산란양계시설 저촉 해소 세교지구 통과구간 교량화지역 단절해소 경부선 상선연결선 종단선형 개선

∙이격거리 확보 및 환경 저감시설설치 ∙교량하부 도로 및 주차장 설치 ∙토공구간 평균높이 축소, 토공량감소(52,515m3)

(단위: 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