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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 량 설 계
5.1 교량계획의 개요

NO 교  량  명 교 량 연 장 비  고기본계획 기본설계
창내고가교 4,150m 6,604m ∙오성평야, 세교지구 토공구간 교량화

신대제1교(경부선상선연결) 1,470m 1,305m ∙수도권고속철도 계획 반영
신대제2교(평택선상선연결) 550m 595m ∙PSC 빔교 ➜PSC 박스거더교(PSM)

교포교(미군기지인입선) 1,075m 1,070m ∙강트러스교➜Double Tied Arch교
신창교 40m - ∙창내고가교에 포함

통복천교외 3개소 360m 45m ∙제2신대철교 1개소 계획
 

교량 9개소, 총연장 : 7,645m기본계획     교량 5개소, 총연장 : 9,619m기본설계
 ∙철도선형의 개선으로 교량개소는 감소하나, 토공구간의 교량화로 총연장은 증가

5.2 철도고가교량의 상부형식표준화 
구  분 기본설계: PSC 박스거더교(PSM) 비교안: WPC 거더교

표 준 단 면
(L=35m)

특 징
∙제형 박스단면으로 강성 및 미관 우수
∙고소에서 현장작업 최소화로 시공안전성 확보
∙박스 외부 및 내부 유지관리 용이
∙경부고철, 호남고철 등 철도교량 적용실적 다수

∙반합성단면으로 단면효율 저하
∙고소에서 바닥판 현장 타설로 시공안전성 저하
∙EPS블록 사용으로 내부 유지관리 불가
∙철도교량 적용실적 없음➜신뢰성 검증필요

검토결과 ∙단면강성, 미관, 유지관리 우수 및 신뢰성 검증
∙연장 7,945m구간에 표준경간장 35m의 단일형식 표준화 형식 : PSC 박스거더교 채택

가설공법 검토
기본설계: PSM공법(런칭거더가설) 비교안: 크레인 일괄거치공법

∙하부조건 및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 가능
∙기계화 시공으로 안전성 및 시공의 신뢰감 확보
∙경부고철 상부통과시 KTX 운행안전 확보

∙가설높이 20m내외의 고소  지형으로 중량물 인양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연약지반 위로 중량물 운반시 지반 침하 우려∙경부고철 상부통과시 KTX  운행안전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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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조 계획
PSC박스교(표준화 형식) 진위천, 도로횡단구간

∙횃불형: 지역간 화합 상징 ∙Y형교각: 지역의 상승과 발전

5.3 창내고가교

오성평야, 세교지구 구간  진위천 횡단구간          경부고철 횡단구간
PSC박스거더교(PSM공법) PSC 사판교+PSC박스거더교(Y형교각) PSC박스거더교(PSM공법)

∙교량화 계획으로 지역단절해소 
및 개방감 증대로 조망권 확보

∙유심부에 상징적 주탑적용으로 시인성 우수
∙신축이음 및 받침 감소로 유지관리 유리

∙런칭거더가설로 하부운행선 
KTX안전운행 확보

3선분기 구간    경부선 횡단구간
아치형RC라멘교 아치교각 포니트러스교(L=2@40m)

∙신축이음 없는 라멘교 적용으로 분기구 
안전 확보

∙경부선과 계획노선에서 조망가능하고 관문적 상징성 우수
∙열차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크레인에 의한 단계별 가설계획 수립

5.4 연결선 교량  5.5 하부구조 계획
신대제1교   경관을 고려한 하부구조 계획

수도권고속철도횡단구간: RC박스교
∙수도권고속철도 계획을 

반영한 폭원 및 종단계획
∙유지관리 및 경제성이

유리한 형식
∙일반구간: PSC박스거더교(표준화 형식)

신대제2교
 ∙교량형식 : PSC박스교(표준화형식)
∙수도권고속철도(계획)을 반영한 폭원 및 종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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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교포교 : 세계최초, 국내최장의 더블타이드 아치교
Double Tied Arch교의 특징

인접한 평택대교(ED교)와 중복되지 않는 부드러운 아치교 계획
기본설계 : 더블타이드 아치교(130m) 비교안: 엑스트라도즈드교(100m)

∙부재수 최소화가 가능한 더블타이드 아치 적용, 경관 우수∙넓은 경간장으로 통수능 및 장래유람선 통과구간 확보 ∙평택대교 엑스트라도즈드교와 중복되어 차별화 곤란∙케이블 지지방식으로 철도교량의 동적 안전성 불리
국내 최장 철도아치교의 안정성을 확보한 계획 장래 빈번한 통항 선박을 고려한 경간장 계획

∙효율적인 타이적용으로 열차주행시 안전성 및 주행성 향상 ∙선박의 안전통항 확보 및 국내최대라는 상징성을 갖는 경간장 130m 적용
시공성: 하천내에 가시설을 배제한 친환경 시공공법 계획
주경간교량: 바지운용+크레인 접속교: FCM 하부구조: PC House

∙안성천(국가하천)의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최소화

3D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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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구조설계 및 안전성 확보
PSC박스교(표준화 교량)

단 면 계 획 횡방향 해석(kN･m) 종방향 해석
상연
응력

하연
응력

∙궤  도  부: Mu=52.18＜∅Mn=119.2 ∴ O.K
∙캔틸레버부:Mu=104.0＜∅Mn=231.1 ∴ O.K ∙Mu=78,957kN･m＜∅Mn=82,264kN･m ∴ O.K

아치교각 포니트러스교(경부선 횡단교량)
가설시 안정검토-아치교각(시공단계 4) 내진설계-1차 모드 FEM 해석-아치 크라운

∙fmax=120.9MPa＜fa=210.0MPa ∴ OK ∙수평력 Hmax=637.5kN＜Ha=2496 kN∴O.K ∙fmax=193.8MPa＜fa=210.0MPa ∴ O.K
더블타이드 아치교(교포교)
단면계획   응력 검토 결과                 

검토위치
휨

응력
발생 129.0 176.8 157.9 121.0 133.1
허용 210.0 210.0 210.0 210.0 210.0

전단
응력

발생 9.29 6.42 60.9 6.5 7.2
허용 110.0 110.0 110.0 110.0 110.0

합성응력 0.59 0.27 0.59 0.27 0.27
좌굴검사 - - 0.94 0.84 0.88
평    가 O.K O.K O.K O.K O.K

좌굴 안전성 검토   응력집중부 상세 검토
면외 좌굴 면내 좌굴 주 응 력 유효응력

∙안전율: 7.635 ∙안전율: 96.392 ∙f=179.4MPa＜fa=210.0MPa ∴ OK∙f=173.8MPa＜fa=210.0MPa ∴ OK
장대레일 축력안정성 검토

창내고가 신대제1교 신대제2교

∙Tmax=38.7N/mm2＜Ta=92N/mm2 ∴ OK ∙Tmax=45.8N/mm2＜Ta=92N/mm2 ∴ OK ∙Tmax=37.4N/mm2＜Ta=92N/mm2 ∴ OK

(단위: MPa)

CWERRI CWERRI CWERRI

3D Series

MIDAS MIDAS MIDAS

MIDAS MIDAS3D Series 3D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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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 대상구조물의 특성 

구 분 특 성 분 석 비  고
주변
환경

∙하상에 위치한 부식환경
∙교량상부를 통해 교각 접근 ,

구조
특성

∙최대지간 35~130m인 장경간 교량
∙동일한 교량 형식 반복

,
, ,

손상
유형

∙바닥판 균열 및 중성화
∙교량받침 부식 및 열화 공 통

유지관리 동선계획

5.9 경제성 확보 계획
교량계획의 경제성 평가

상부형식 표준화 교 포 교 창내고가교 진위천 횡단구간

∙PSC빔교 대비 43.7% 가치향상 ∙강트러스교 대비 76.7% 가치향상 ∙Y교각 PSC 박스교 대비 8.7% 가치향상

창내고가교 경부선 횡단구간 신대제1교 신대제2교

∙강아치교 대비 65.8% 가치향상 ∙기본계획 대비 28.7% 가치향상 ∙기본계획 대비 5.6% 가치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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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친환경 철도교량 건설계획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공사시 대기질 영향예측  공사시 대기질 저감계획

공사시 비산먼지(PM-10) 확산모델링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PM-10 농도가 48.4~53.6㎍/m3로  환경기준(100㎍/m3)을 만족
∙월량촌 및 당거3리마을 공사시 영향 미미함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H : 1m, L : 1,543m)

공사시 하천수질 영향예측(안성천, 진위천, 도일천, 통복천)
부유토사

확산
유량

(m3/sec)
부유사농도
(mmg/L)

침강속도
(cm/s)

경계조건 및 
매개변수 

가정
500 20 0.061

∙하천의 평균유속이 적어 방조제 방류조건 적용  

안성천 부유사 확산 모델링 오탁방지막

오탁방지막 설치 전 오탁방지막 설치 후 ∙3개소 설치(50% 감소)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교량 경관설계

환경가치를 고려한 교량건설 효과
∙CO2 발생량 비교 그린 브릿지 환경가치

∙환경영향 최소화로 친환경 탄소저장 및 ECO-Design에 의한 
친환경 가치향상

∙기본계획대비, CO2 발생량 5.38×106kg 저감

CO2 발생량 5,384톤 절감, 
소나무 108만 그루 식재효과

SMS S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