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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egu urban railroad line 3 is introduced with straddle-type monorail system  within the 

country at the first time. This system is long line with 24㎞ in total length which has not the 

results of construction in Korea.

 The rail beam of monorail bridge to be constructed/ installed in the city is adopted on the 

basis of the PSC rail beam. It is required to apply the steel rail beam at rapid/ curved line 

parts or location to be required the long span bridge as passing river and intersection.

 The composition of span bridge is various and the height of bridge is change with each 

section and exist the different curve radius due to all section is passes in the city.

 The rail beam shall be considered the ground conditions and then consider the construction 

methods. It is analyzed to construction period of PSC rail beam to be linked with period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of steel rail beam, structure construction of station 

etc.

  It is compared to crane construction methods and launching girder as alternative construction 

methods and propose to upper construction methods which is superior in economic and 

construction.

------------------------------------------------------------------------------------

1. 서론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과좌식 모노레일(Straddle-Type) 시스템으로 국내시공

실적이 없는 상태로 총연장 24km로 긴 노선이다. 시가지에 건설되어 설치되는 모노레인 교량의 궤도빔

은 PSC궤도빔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하천통과와 사거리 등 장 지간을 필요로 하는 위치나 급 곡선부

등에서는 강궤도빔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구간이 시가지로 통과하기 때문에 지간구성이 다양

하고 교각의 높이가 구간마다 변화하며 곡선반경이 다른 구간이 존재한다.

궤도빔은 지상조건을 고려하여 가설공법을 고려하고 하부구조공사와 강궤도빔 가설, 정거장 구조물공

사 등의 공기와 연계된 PSC궤도빔 가설공기를 분석하여 크레인가설공법과 대안가설공법인 런칭거더 등

과 비교하여 경제성, 시공성이 좋은 상부가설공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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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요검토사항 설계반영사항

환경

측면

0 가설공법에 따른 가교 및 가도설치

0 소음, 진동에 의한 주민영향 최소화

0 수질오염(부유물, 오탁물) 최소화

0 가도 및 축도설치 최소화 공법선정

0 기초 등 시공시 저소음 장비 및 공법선정

0 오탁방지막 설치, 기존도로 최대이용

수리

측면

0 하천여건과 통수단면 증 수리측면에서 가축

도 및 가교계획

0 가도 및 축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통수단면 

확보에 적합한 경간으로 가교 설치

시공

측면

0 가설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가설벤트 설치

0 시공시 지장물의 영향 최소화

0 현장조립후 크레인 가설공법 및 일괄 가설공

법 적용

2. 가설계획시 고려사항

PSC궤도빔의 상부가설계획에 따른 주요고려사항은 먼저 현장여건 측면에서 환경여향 및 민원의 최소

화와 교량가설위치의 지형적 여건 및 지반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 공법에 적합한 작

업 공간 확보 및 시공시의 원활한 교통처리 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량 형식 및 제원측면에서는 교량가설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가설장비의 경량화를 채택하여 조작 및

운용이 간단한 장비의 선정과 시공단계별, 시공조건 및 변화에 대처하기가 용이한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공사장비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경량전철인 모노레일의 특성상 선형조건에 알맞은 공법을 선정하고 교

량연장에 따른 가설장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부구조형식에 따른 단면 제작 및 경간장에 적합한 가설

공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설계획에 따른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도표1 과

같다.

도표1 주요검토 및 설계반영사항

3. PSC 궤도빔 가설공법 검토

PSC 궤도빔 가설은 일반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트럭 크레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런칭캔트리 가설공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모노레일의

PSC 궤도빔 가설방안에 대하여 사례검토 및 특성비교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사례검토

일본의 모노레일은 원칙적으로 트럭크레인을 이용한 가설을 하며, 인양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작한 강박스빔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가설한다.

라스베가스 모노레일(미국)이나 최근 시공이 완료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팜 모노레일의 경우에도

크레인이 자유롭게 진입 배치할 수 있어서 크레인 가설공법을 적용하였다.

중경 모노레일의 경우 도로가 좁고, 곡선이 많으며, 구배가 비교적 심한 자연지리적 특징과 각종 구조물의

존재로 인하여 크레인을 이용한 가설공법만으로는 불가능하여 런칭가설 공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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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공법 비교

도표2 가설공법비교

구분 크레인 가설공법 런칭(Launching Gantry) 가설공법

시

공

사

진

장

점

∙작업성이 용이하며, 인양 및 설치속도가 

빨라 가설능력이 뛰어남

∙종단 및 평면선형에 제약조건이 없음

∙초기 투자비용 및 장비해체 조립에 대한 

공사비 저렴

∙공사용 진입도로 및 가교설치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음

∙접근로 및 주변여건에 대한 영향, 지하 

매설구조물 영향 최소화 가능

∙거더 중량에 대한 적용여건이 양호함

단

점

∙구조물 중량에 따라 크레인 사용이 

제한적임

∙접근로 및 크레인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주변여건에 영향이 많음

∙공사용 진입도로 및 가교설치에 대한 

제한조건이 발생함

∙종단구배 및 평면선형에 따른 시공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가설 장비 이동시 장비해체 및 조립 

비용이 많이 발생

∙트러스제작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발생

1) 크레인 가설공법

궤도빔 운반차량인 트레일러를 통해 가설위치까지 이동한 후,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기시공된 교각에

가설하는 공법

모노레일 궤도빔 가설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법으로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가 많음

크레인의 진입 및 배치가 용이하고 PSC 궤도빔 운반용 트레일러가 거더를 운반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적용 가능

모노레일은 차량이 직접 거더 위를 주행하게 되므로 거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거더의 거치 위치

조정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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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파기 및 교각 시공 ② PSC 궤도빔 운반

③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거치 ④ 교량받침 조정 및 신축이음 설치

그림1. 크레인 가설공법 시공순서도

2) 런칭 가설공법

런칭 가설공법은 험준한 산악부와 해상부 및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와 같이 지형상 크레인 진입 및

가설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공법입

일정한 공간에서 인양한 PSC 궤도빔을 기시공된 궤도면 위로 주행하여 가설위치까지 이동한 후,

런칭가설 장비를 통해 가설하는 공법임

모노레일 가설시 크레인 가설공법에 비해 사례는 적으나 주변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어 최근에 중경 모노레일 등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음

비교적 종단구배 및 곡선반경 등 PSC 궤도빔 형상에 영향을 받음

시공순서도

① 0번기둥 및 지브를 거둬들여 주행상태로 대기

가설방향

1번기둥2번기둥 지브 0번기둥 0번기둥 연장부위

앞 받침대빔 매담차

② 0번기둥을 연장부위에 접합하여 런칭장비 주행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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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런칭장비 주행하여 다음 교각에 도달한 후 앞 지지대를 고정시키고 앞으로 지브를 내밀어 0번 기둥 지지

④ PSC 궤도빔을 싣은 운반차량이 가설위치에 도달한 후, 가설장비의 끌기 체인과 연결

⑤ PSC 궤도빔을 운반차량에서 런칭가설장비로 이동

⑥ 지브와 차체내의 끌기장비를 통해 PSC 궤도빔 가설위치로 이동

⑦ PSC 궤도빔 가설 완료

그림2. 런칭 가설공법 시공순서도

4. 가설공법 적용

모노레일 PSC 궤도빔의 가설공법은 크레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공사장의

진입도로가 있는 구간은 크레인 가설공법을 적용하고 접근성이 불리하고,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운 하천이나

주거지역 상공등의 구간에 대해서는 크레인 가설과 런칭 가설공법에 대해 비교검토 후 합리적인 공법

을적용 하도록 하였다.

특히 하천구간의 경우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현재의 제방고가 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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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리영향에 취약한 상태로 공사기간 중 우기시의 수위상승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또한 하천 구간에서의 하부구조공사, 강궤도빔 가설, 정거장구조물공사 

등을 위해 공사용가도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지만 PSC 궤도빔 가설을 위해서 별도의 가도 

및 가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상변화에 대한 가도 및 가교의 부분철거 및 재시공을 반복해야 하는 공정과 공기를 고려하고 

PSC 궤도빔 가설에 2년이상의 공기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도 및 가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법에 대해 검토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설공법 선정이 필요하다.

모노레일공사의 특성상 고가로 구조물이 설치 되므로 하부구조공사, 강궤도빔 가설, 정거장구조물 

공사 등의 공기와 연계된 PSC 궤도빔 가설공기를 분석하고, 공사용 가도 및 가교의 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대안가설공법과의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공사기간동안 

지장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상부 공법을 다음 도표2화 같이 채택하였다.

4.1 검토결과

도표3                       상부가설공법 비교 검토

구   분 런칭 가설공법 크레인 가설공법

개   요
∙런칭용 가설장비에 의해 PSC 
궤도빔을  운반하고 가설하는 공법

∙가도 및 가교를 이용하여 궤도빔을 
운반하고 크레인으로 가설하는 공법

주요장비
∙Launching Girder System 1식 ∙Tractor + Trailor : 1대

∙80 Tf Crane     : 2대

장⋅단점

∙가도․가교 설치기간이 짧아 하천수리 
영향 최소화 가능

∙주야간 작업가능하여 공기단축  가능
∙도로 교통장애 최소화 가능 
∙안전관리상 유리
∙국내시공 실적이 없음
∙공사비 상대적으로 저렴
∙곡률반경이 작은 구간 통과시   
어려움이 있음

∙선형조건에 지장을 받지 않음
∙PSC궤도빔 운반 및 하천부지 
진입시 도로교통 장애 초래

∙도로교통 장애 최소화를 위해 야간 
작업 불가피

∙가도⋅가교 설치기간 증가로 하천 
수리 영향 증가

∙우기시 가도의 유실 및 복구가 
불가피

적   용

∙하천내 가도 및 가교설치기간을 최소화하여 우기시 하천수리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간에는 런칭가설공법

∙ 일반적인 구간에는 상부구조물인양 및 거치에 적합한 크레인 가설공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결론

    모노레일 PSC가설공법은 모노레일 공사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공종이므로 현장의 실태

분석과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중량물의 PSC궤도빔의 운반과 진입시의 도로교통장애를 최소

화하고 주변 가공지장물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시에도 중량물인 PSC궤도빔의 전도

발생요인인 구조적인 단면의 불안전한 형상에 대비하고 가설이 거치에 따른 시공오차와 편심

응력발생등의 대한 전도대책공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1298



    따라서 구간별로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기간등을 반영한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런칭거더공법의 경우 가도 및 가교설치기간을 최소화하고 우기시 하천수리영향을 줄일 수 있

을 뿐만아니라 주야간 작업이 가능하고 지상과 관계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채택하여

야 한다. 크레인 가설공법은 일반적으로 상부구조물 및 거치에 적합한 크레인 2대를 적용하여 

이미 시공된 교각위에 거치하는 공법이므로 지상도로교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구간과 선형조

건이 불가피한 곳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2공법 모두 PSC궤도빔의 공급방법과 장거리 

이동시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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