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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궤 도 설 계
7.1 설계주안점

기 본방 향

배선계획 궤도구조 궤도재료 안 정 성
∙분기기 설치기준 준수
∙평면 및 종단 경합 배제

∙토공구간 자갈도상
∙교량구간 콘크리트도상

∙기존경부선 연계성 고려
∙재료 품질 확보(국산품)

∙장대레일이 온도신축에 
따른 교량의 안정성 검토

주 
요 
적 
용 
내 
용

정거장 배선계획 
규정 준수

교량구간 콘크리트도상
(유지보수성 고려)

 Pandrol System 적용
(호환성,수급성 고려)

장대레일 해석
(안정성 및 장출, 파단검토)

7.2 궤도구조 계획
도상 형식별 궤도구조계획

자갈도상 (토공 및 인입선 교량에 적용) 콘크리트도상 (본선 및 연결선 교량에 적용)

∙기존 경부선 궤도구조 및 궤도구성재료와 동일
∙자재 일관성 및 호환성 확보로 유지관리보수 용이
∙평택역 구내 및 104신호장, 인입선 교량에 한정하여 적용
∙자갈도상 신설 최소화로 유지보수노력 경감

∙경부고속철도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시스템
∙국내 기술진에 의한 교량상 시공경험 확보
∙국내 자재 수급을 위한 생산기반 완비
∙도상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교량상 궤도좌굴 안전성 확보 

기존선과의 궤도구조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
평택역 연결선(경부 상･하선) 지제역 연결선(경부 상선)

∙하선: #3 화물착발선에 분기접속
∙상선: 기존 인상선에 직결
∙기존 연결부 중량화(50kg➜60kg)
∙자갈도상 FL~RL 680mm

∙경부상2본선 연결진로 구성
∙F12 노스가동 크로싱 설치
∙분기기 전후 중계레일설치
∙자갈도상 FL~RL 680mm

7.3 분야별 인터페이스 계획
콘크리트궤도 철근

절연저항성능 확보(신호)
교량상 배수용 구조물 
신축이음설치(토목)

상하행 전선 진로 구성을
위한 계획(운영)

접속부(교대배면) 강화노반
 (침하방지)계획(토목, 시설)

∙신호시스템 지장 배제 ∙내구성 우수, 교체 용이 ∙자갈화차 입환동선 단축 ∙도상침하방지, 보수노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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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공계획
공법 및 공사개요
자갈도상 공법

도상다짐작업(기계보선작업) 기존선 분기기 설치 장비임대 사용계획
차수 양로 목표량 주요 투입장비
1차 50mm 양로기(인력작업)
2차 50mm 〃
3차 50mm 1종 장비(MTT)
4차 50mm 〃
5차 50mm 〃
6차 50mm 〃
7차 레일수준고 〃

∙선로 직상부 전차선 간섭으로 크레인 
권상작업에 의한 분기기 설치작업 곤란

∙횡이동 장비에 의한 밀어넣기 또는 
Lifting Unit에 의한 설치작업이 유효

∙작업 스케쥴(Lifting Unit 사용시)
  - 준비작업: 3일(측량 및 자재조립)
  -본작업(차단작업):3시간(1일야간)
  - 뒷정리: 1일

∙임대 장비명
  - MTT, CO, DTS, RE, STT
∙한국철도시설공단 임대장비(신설선)
  -장비조작자, 연료, 잡유, 시공사부담
∙한국철도공사 임대장비 (기존선 변경) 
  - 장비조작자, 연료, 잡유 임대비 포함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기타 추가비용은 

발주 발주처와 협의

콘크리트도상 공법
PCL층 설치 TCL층 설치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습윤양생 탄성분리재 설치 궤광 및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습윤양생

운행선 변경 및 근접공사 시 안전대책
기본방향 ∙한국철도공사의“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지침”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절차서 시설절-14 [철도운행선

공사(작업)계획수립 및 협의･승인업무], 시관절 13(운행선 변경 및 차단협의)을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
시공관리 절차 시공시 안전대책

∙연간 운행선 변경계획 수립: 노반공사분야
∙월간 세부계획 수립(단계별 운행선 변경 계획서 작성)
∙운행선 변경 선로차단 승인신청: 13일전
∙운행선 변경 선로차단 승인: 5~6일전
∙운행선 변경작업 시행 및 분야별 시운전 시행

∙단전작업시 접지장치 설치 및 작업완료후 접지장치 철거
∙열차감시원 및 임시건널목 안내원 배치, 수신호등 휴대
∙공사장 외곽 경계 울타리 설치(일반인 접근 금지)
∙전차선 작업시 최초열차 통과상태 확인
  - 열차동요 및 궤도거동, 아크 및 이선현상 등 육안확인

7.5 유지관리 계획
유지보수개선을 고려한 시설계획

레일 장대화 분기기 현대화 레일연마
∙본선 및 104신호장 측선 R＞300m 적용
∙탄성분기기 크로싱 용접 장대화
∙소음･진동감소 및 보수주기연장

∙PCT, 탄성포인트: 전 분기기
∙노스가동크로싱: 통과 주본선(8틀)
∙소음･진동감소 및 내구성향상

∙신설선 및 경부선 접속부(역구내)
∙준공(시운전)전 1회 시행
∙1종 작업주기 연장으로 보수비용 경감

104 신호장내 레일 중량화 교량상 레일신축이음매 최소화 강화노반(노반 인터페이스)
∙104 신호장내 측선
∙50kgN ➜60kgKR 중량화
∙레일수명 연장 및 보수비용 경감

∙분기기 구간 구조물형식: 라멘교
∙지점배치형식 개선: FFMM 형식
∙교량상 REJ 설치 최소화로 안전성향상

∙연약지반 전구간 및 교대배면부 시행
∙시멘트처리 및 Approach Block
∙도상 부등침하 방지로 궤도틀림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