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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호남고속철도는 충북 오송에서 전남 목포까지 사업비 11조 2,720억원을 투입하여 고속철도 신선(新線) 230.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중 1단계 사업은 오송∼목포 구간 182.2km를 5년 만에 건설하도록 계획되었다<그림 1>. 경부

고속철도 1단계 사업(서울∼동대구)이 착공에서 개통까지 13년 소요된 것에 비해 매우 짧은 공기가 책정되었는데, 호남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에서 발주되는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짧은 공기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1>.

2. 교량 공법의 동향

이와 같이 최근 발주되는 프로젝트가 짧은 공기를 추구하는 데에는 건설비용 절

감, 시공 리스크 저감과 더불어 운영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발주 경향에 맞춰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도 다양한 급속시공 공법이 활

발히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교량의 형태도 급속시공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량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프리캐스트화, 장대화 및 다지간화이다.

첫째, 프리캐스트화는 급속시공의 핵심요소로 현장 타설 공법에 비해 획기적인 

공기 단축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경간인 30m PSC 박스 거더를 시공할 경우 

대표적인 현장타설 공법인 FSM 공법1)을 적용할 경우 약 45일의 공기가 소요되나 

FSLM 공법2)을 적용할 경우 2일3)만에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공장 생산을 통해 현장 

타설 방식에 비해 월등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사진 1>. 이러한 장

점으로 인해 기존에 주로 박스 거더 등 상부 구조물 위주로 적용되

던 프리캐스트공법이 최근 피어(pier), 코핑(coping), 기초(footing) 

등 하부 구조물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사진 2>.

그림 1. 호남고속철도 노선도

표 1.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공기

구분 연장 공기 비고

경부고속철도(1단계) 238.6 km 13년 기존선 제외

호남고속철도(1단계) 182.2 km 5년 예정

Confederation Bridge(加) 12.9 km 3년 교량구간

Subiya Causeway (쿠웨이트) 36.1 km 2.5년 교량구간

1) Full Staging Method

2)  Full Span Launching Method, PSM(Pre-Cast Span Method)으로도 불림

3) 2 Day Cycle 적용시, 최단 1.5 Day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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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대화 및 다지간화는 제한된 공사 기간 내에 장

거리의 교량을 가설할 경우 최소한의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투입하여 빠르게 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

일 형상이 반복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작업자의 숙련도 향

상을 통한 품질확보, 자재 및 인력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

다. 무엇보다 동일 형상 구조물의 대량 생산을 통해 규모

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BEP(Break Even Point)

를 조기에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림 2>.

3. 호남고속철도 4-1공구 급속시공 사례

3.1 교량 상부 FSLM 공법 적용

호남고속철도 4-1공구 교량은 총 3개소 6.4km로 상

부공은 FSLM 공법 170개소, FSM 공법 10개소와 아치 

및 소수주형교 각 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FSLM 공법이 

주공정이며, 해당 공기는 15개월이다<표 2>.

주요 장비 및 설비로는 제작장 건물인 쉐드(shed), 철

근 및 각종 중량물 이동에 쓰이는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거푸집 역할을 하는 몰드(mould), 거더를 인양

하는 오버헤드 크레인(overhead crane), 거더를 운반

하는 캐리어(carrier), 가설 장비인 런칭거더(launching 

gird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이 중 몰드 및 런

칭거더는 전체 공정의 사이클 타임(cycle time)을 좌우

하는 핵심 장비이지만, 유럽 업체4)들이 과점(寡占)하고 

있어 장비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에 적합하

지 않았는데 금번 공사를 수행하며 당사가 국산화 하였

다. 특히, 런칭거더는 외산 장비 대비 부반력 조절능력이 

사진 1. 호남고속철도 4-1공구 PSC 박스 거더 가설(FSLM 공법 적용)

사진 2. 동해대교(中) 프리캐스트 교각 가설

그림 2. 장대화 및 다지간화로 BEP 조기 확보

표 3. FSLM 주요 장비

장비/설비 용도 사진

쉐드
박스거더

제작 및 양생

갠트리 크레인 중량물 이동

몰드 거푸집

오버헤드 크레인 거더 인양

캐리어 거더 운반

런칭 거더 거더 가설

표 2. 교량공사 수량 현황

구분 원평천 유정교 연정교 비 고

연장(m) 2,650 840 2,910 -

상부공
(182ea)

형식 PSC Box PSC Box
PSC Box
+강교

-

25 m - - 4
FSLM
(170ea)

30 m 1 - 5

35 m 68 24 68

40 m 6 - 4 FSM

50 m, 70 m - - 2 아치교 외

하부공
(185ea)

교대(ea) 2 2 2 박스형

교각(ea) 74 23 82 충실형

기초공

본수(ea) 4,847 1,843 5,353 -

길이(m) 86,321 21,326 62,612
강관
P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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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고 운용이 용이하도록 조작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동화된 리스크 제어 시스템 장착, 디자인 슬림화로 제

작비용 절감, 국산 부품 사용을 통한 부품 조달비용 절감 

등을 실현하였다<그림 3>.

공정은 크게 PSC 박스 거더 제작과 가설 두 단계로 이

뤄지며, 제작의 첫 단계로 다이어프램(diaphragm) 철근 

중조립을 시행한다. 다이어프램 철근의 경우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그(jig)를 제작해 선조립을 하

게 되는데 이를 일반 철근 조립 작업과 병행하여 제작 시

간을 단축하게 된다.

다음으로 같은 위치에 저판 몰드(bottom mould)가 

설치된다. 중조립된 철근을 포함하여 저판 몰드위에 철

근 조립이 되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철근망이 타설장

으로 이동하게 된다. 철근망 이동이 완료되면 강선을 

인장하게 되고 이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증기 양생

을 한다. 통상 현장 타설 공법에서는 콘크리트가 소정

의 강도를 발현되기까지 7일이 소요되나 증기 양생을 

통해 15시간 내에 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다. 양생이 완

료되면 강선을 디텐션(detension)하게 되는데, 프리텐

션에서는 이 디텐션 공정이 강선의 긴장력을 구조물로 

전달하는 공정이다. 디텐션이 완료된 거더는 제작장 밖

으로 인출하여 외부에서 콘크리트 면이나 강선 등의 절

단한 면을 마감 처리함으로써 제작단계는 마무리 되게 

된다.

가설단계는 캐리어 위에 오버헤드 크레인을 통해서 거

더를 상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상차된 거더를 캐리어

를 통해서 가설 위치로 이동시키고 런칭 거더를 이용하

여 정위치에 가설하게 된다. 가설을 끝낸 런칭 거더는 셀

프 런칭으로 다음 경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제작장은 주

로 전체 노선의 중간 정도의 지점에 위치하게 되는데, 한

쪽 방향의 가설이 완료되면 터닝(turning)을 통해서 런

칭거더의 방향을 전환하여 반대 방향의 거더를 가설하게 

된다<그림 4>.

3.2 교각 일괄 타설 공법 적용

교량 급속시공을 위해서는 상부공의 급속시공 뿐만 아

니라 하부공의 급속 시공도 중요한 요소인데, 최근 하부 

교각의 프리캐스트화도 이루어지는 추세이나 지반고가 

상이한 경우는 프리캐스트 공법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

다. 이에 따라 교각은 현장 타설 공법을 적용하게 되었

고, 수화열 관리에 따른 품질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

상적인 경우는 분할 타설을 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기 부족, 중심축 불일치, 단차 발생, 안전 관리의 어려

움과 자원 과다투입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당 프로젝트

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교각 콘크리트 일괄 타설 공법

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모델링 및 계측 기법

을 적용하였다<표 4>.

콘크리트 타설은 전/후로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데, 시공중 안정성과 시공 후 균열 관리를 각각 고려하기 

위함이다. 

우선, 시공중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측압 검토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교각 거푸집

의 측압 지배 요인은 타설 속도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당 현장 설계조건에 의해 검토한 결과 기둥 측압은 

슬럼프 15.0 cm, 타설 속도 1.77m/hr 이하에서 측압에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시공에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

화열 모델링을 시행하였다. 11.0m 교각 기둥을 해석한 

그림 3. 런칭거더 설계 모델

그림 4. FSLM 공정 흐름

4)  Ninive Casseforme(伊), Eden technology(伊), Kirow Leipzig(獨), NRS(노르

웨이), VSL(스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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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교각에서 온도균열 발생의 지배 인자는 교각 직경

이며, 균열발생을 제한하는 수준인 온도균열 지수 1.2 이

상을 확보하기 위해 보온양생과 대기온도 20℃ 내외에

서 양생기간 14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공에 적용하고 계측을 함께 시행한 결

과 교각 기둥 1회 타설 높이에 영향은 없으며, 내외부 온

도차는 보온양생 조건 및 거푸집 탈형 후 양생 조건에 좌

우되었다. 내·외부 온도차 비교시 계측결과가 해석결과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현장 변동성을 고려하더라

도 온도균열 제어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에 따

라 전 구간에 상기 결과를 적용하여 시공하였다<표 5>.

4. 맺음말

호남고속철도는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시공되는 

최초의 고속철도이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고급 기술

자가 양성되고, 연관 산업의 기술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

는 계기가 되었다. 담당 엔지니어들은 예정된 공기 내에 

최고 품질의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고속철도 건설기

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관 분야

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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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입사한 후 인도 Dhaulinganga

댐, 경부고속철도, 대만고속철도, 인천

대교, 호남고속철도 4-1공구 FSLM 공

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토

목사업관리팀에서 VE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minkwan.kim@samsung.com

이만기 과장은 밀양대학교 토목

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1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후 구포대

교, 부산지하철, 정관단지 진입도로 

등에서 일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하였

다. 현재는 호남고속철도 4-1공구 현

장에서 품질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lee20009@samsung.com

이봉안 소장은 중앙대학교 토목

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개발을 거쳐 

1993년부터 삼성물산에 몸담고 있다. 

고속도로 35호선, 정관단지 진입도로 

등 도로 상품, 경부고속철도, 전라선 

철도, 부산신항 배후철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의 철도 상품을 시공했다. 

현재는 호남고속철도 4-1공구의 현장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leebongan@samsung.com

표 4. 교각 콘크리트 타설 방식 비교

분할 타설 일괄 타설

• 콘크리트 타설 횟수 증대
로 공사 기간 증대

• Resource(Form 등) 과다 
투입 발생

•기둥 중심축 불일치
•연결부 단차 발생
• 기타설 콘크리트 양생중 

교각 주철근 흔들림으로 
인한 부착력 감소 우려

• 콘크리트 타설 횟수 감소
로 공기 단축

• Resource(Form 등) 투입 
감소

•기둥 중심축 일치 
•연결부 단차 미발생
• 기타설 콘크리트 양생중 

교각 철근 흔들림으로 인
한 부착력 감소 해소

표 5. 교각기둥 해석 결과(H = 11.0m)

구분
최대온도

(℃)
도달시간

(hr)
최대인장
(MPa)

허용인장
(MPa)

균열
지수

균열확률
(%)

중
심

중앙 52.2 - - - - 0

표면 39.6 350 1.91 2.31 1.21 22

상
부

중앙 41.9 370 1.46 2.33 1.60 1

표면 33.7 98 0.85 1.67 1.96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