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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부고속철도  
교량(팽성1고가) 
하부통과 구간  
시공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9공구 건설공사

1  서론

수도권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국

가 교통체계가 고속철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

며 고속철도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부선 

서울~시흥구간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전동차, 

화물열차의 공동운행으로 선로 용량이 한계에 도

달 하였다. 이에, 서울~시흥간 선로용량 부족해

소와 서울, 강남, 강동권 및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본 과업구간인 9공구는 경기도 평택시 통북동

에서 팽성읍 일원에 위치하여 국가하천인 안성천, 

평택변전소 및 기존 경부고속철도를 교차하여  접

속토록 계획되어으며, 특히, 경부고속철도 교차구

간은 기존 경부고속철도 열차운행성 확보 및 서행

방지를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시공 중 기존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2  과업 개요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9공구의 과업

구간은 총 연장 4.519km(하선)으로 과업 구간 

중 주요 현안으로는 안성천과 평택변전소 하부

의 터널 시공과 팽성1고가 하부의 개착박스 구               

조물 시공이 있다.  

· 터널 구간 : L=2,380m

· 개착박스 구간 : L = 750m

· U-Type 구간 : L=492m

· 토공구간 : L=897.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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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업 위치도

3  경부고속철도 팽성1고가 하부통과 공법

3.1  팽성1고가 하부통과 현황

수도권고속철도의 경부고속철도 팽성1고가 통

과구간은 3경간 연속 PSC박스 거더(3@25m) 측

경간 교각(P27, P30)에 대한 근접통과하며, 단경

간 PSC 박스거더(1@40m) 교각(P28, P29)의 말

뚝기초와는 간섭이 된다. 

ㆍ 팽성1고가 하부 통과구간 : L=48.0m

ㆍ P28 : 49본중 24본 간섭

ㆍ P29 : 56본중 28본 간섭

(a) 평면도 (b) 종단면도

  

[그림 3]  팽성1고과 통과 현황

(a) 과업 범위 및 주요 구조물 현황

(b) 안성천 하부통과 터널 (c) 평택 변전소 하부통과 터널 (d)  팽성1고가 하부통과 박스 구조물

[그림 1]  과업 범위내의 주요 구조물 및 중점 관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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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팽성1고가 하부통과 공법

기본계획은 강판(Plate) 압입, 굴착 후 말뚝을 

절단하고 구조체를 형성하는 비개착 터널공법

(DSM, Divided Shield Method)이 적용되었으

나, 말뚝기초와 본선 구조물의 접촉면부에 대한 

추가 보강이 불가능하고 지반 침하에 따른 변위발

생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열차 운행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공사 중 지반침에 대한 변위

제어를 통해 기존 KTX의 운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개착공법(언더피닝 공법)으로 변경되었다. 

 

(a) 기본계획(비개착공법) (b) 실시설계(개착공법)

  

[그림 4]  팽성1고과 하부통과 공법

언더피닝(Under-pinning) 공법은 기존 구조

물에 근접 또는 기존 구조물의 기초 저면보다 깊

은 지하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구조물

을 지지 또는 보강하는 공법으로, 팽성1고가 하부

통과 구간에 적용한 언더피닝공법은 기존 말뚝기

초 사이에 지지거더를 배치하고 교각 기초와 지지

거더 사이의 유압잭으로 팽성1고가를 지지시키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3.2.1 공법 구성 요소

팽성1고가 하부통과 공법은 크게 지지구조, 유

압시스템 그리고 변위계측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 지지구조 

ㆍ 지지거더 (H-2,000x800x80x80, SS570)

ㆍ 지중연속벽 (Diaphragm wall, D/W)

(2) 유압잭 시스템

ㆍ 유압잭 (200tonf)

ㆍ   유압 공급장치 (Hydraulic Power Unit, 

Power pack)

ㆍ 유압 콘트롤러 (Control Console)

(3) 변위 계측시스템

ㆍ 레이저 변위계 (KG-HV1)

[그림 5]  팽성1고과 하부통과 공법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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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시공 순서 

경부고속철도 팽성1고가 하부통과 공법의 시공

순서는 크게 6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   두께 1.5m의 지중연속 강성벽체를 시

공한 후 1차 굴착

2단계 : 하중전이용 지지거더 설치

3단계 : 유압시스템 설치 후 하중전이

4단계 : 기존 말뚝 절단 및 일부 존치

5단계 : 보호 콘크리트 타설 후 2차 굴착

6단계 : 본선 구조물 축조 후 되메우기

3.2.3 시공단계 정밀해석

팽성1고가 하부통과 구간에 대하여 수도권고속

철도 구조물 시공 중 기존 팽성1고가의 구조적 안

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접 지반을 포함하여 각 

시공단계별 상세 FEM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  팽성1고가 3차원 FEM 해석 모델

ㆍ 해석은 MIDAS GTS(Geo-technical analysis 

system)으로 수행함. 

ㆍ 팽성1고가는 구조물 조건과 지반의 지중조건을 

고려하여 3차원 공간으로 모사함. 

ㆍ 지형작업은 Solid Geometry로 모사

ㆍ H-Pile은 Sub-Edge를 이용하여 생성

팽성1고가 3차원 FEM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ㆍ 연직가속도(m/s2) : 1.893 < 3.5 (자갈도상) 

 O.K 

ㆍ 처짐 (mm)      : 3.207 < 23.53          O.K

ㆍ 면틀림 (mm)    : 0.0099 < 1.2           O.K

ㆍ P28 가시설변위(mm) : 15.628 < 46.4      O.K

ㆍ P29 가시설변위(mm) : 8.976  < 46.4      O.K

  

[그림 8]  팽성1고가 3차원 FEM 해석 결과

3.2.4 시공 중 변위 관리

팽성1고가 통과구간은 시속 300km의 경부고

(1) Diaphragm Wall 시공 및 1차 굴착 (2) 하중전이용 지지거더 설치 (3) 유압시스템 설치 후 하중전이

(4) 기존 말뚝 절단 및 일부 존치 (5) 보호 콘크리트 시공 후 2차 굴착 (6) 본선 구조물 축조 후 되메우기

[그림 7]  팽성1고가 하부통과 공법 시공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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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열차가 하루 19시간 상시 운행 중인 교량구간

임을 감안하여 설계시, 고속철도 설계기준(노반편 

2005)과 선로정비지침(2003)을 기본으로 궤도 

관리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시공 중에는 궤도를 직

접 계측할 수 없기에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교각의 

변위기준을 [표 1]와 같이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1) 변위 관리 Process

시공 중 지반침하에 의한 교각 변위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림 10]과 같은 순서로 변위 제어

를 수행한다. 

(2) 변위 계측 시스템

ㆍ KG-HV1(Line Gauge)는 철도구조물과 지반 

등의 수직·수평 변위 측정을 목적으로 일본에

서 개발된 계측시스템으로 일본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을 비롯하여 다수의 철도현장에서 적용 

사례가 있음. (일본특허 Pat. No. 399 909) 

ㆍ KG-HV1은 띠 모양의 반도체 레이저를 방출하

는 트랜스미터와 고정밀 CCD 센서의 트랜스시

버, 그리고 고탄성 와이어로 구성됨

계측광원 적색가시광 레이저

응답속도 3.9ms

계측능력
수직 : +17mm

수평 : +17mm

계측정도
수직 : +0.2mm/100m

수평 : +0.2mm/100m

ㆍ 고정점과 고정점을 고탄성 와이어로 연결하고, 

가동점에 트렌스미터(transmitter)와 트렌스시

버(transcei ver)를 부착한다. 

ㆍ 가동점이 움직이면 고정점에 연결된 와이어와

는 상대적으로 가동점에 부착된 센서가 움직이

면서 가동점의 변위를 계측한다.

ㆍ 팽성1고가 하부통과 구간에서는 P27과 P30을 

고정점으로 하여 와이어를 연결하였으며, P28

과 P29에 센서를 부착하여 시공 중 변위를 계

측하였다.

[그림 9]  교각 변위 제어 Process

[그림 10]  팽성1고과 KG-HV1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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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팽성1고가 하부통과 공법 시공

4.1  3.2 BIM 적용

팽성1고가 하부통과 구간은 협소한 작업공간에 

따른 복잡한 가시설과 지중 지장물에 의한 공사지

연 방지 및 시공 중 기존 경부고속철도의 운행 안

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계획의 검증 및 구체화를 

위해 4D BIM 모델을 활용한 3차원 가상 시공검

토를 수행하였다. 

(a) 레이저 스캔 (b) 공정을 반영한 4D BIM

  

[그림 11]  4D BIM 모델

(a) 장비 선정/운영 검토 (b) 정밀 시공계획 수립

[그림 12]  BIM 모델을 활용한 시공 시뮬레이션

4.2  공정별 시공 현황

(1) 지중연속벽 (Diaphragm wall) 시공

  

ㆍfck = 27 MPa, fy=400 MPa

구 분 B x H x D (m) 주철근

P28 11.4 x 1.5 x 34.5 x 2ea H32x2단@125

P29 12.0 x 1.5 x 30.5 x 2ea H32x2단@125

(2) 흙막이 가시설 시공 및 1차 굴착

  

ㆍ굴착 깊이 : P28 = 9.03m, P29 = 9.43

-  흙막이 가시설 :                                

    H-Pile + 토류판 + □ - 350x350x9

-  횡변위 방지 버팀보 : 

    H-440x300x11x18 (SS400)

(3) 지지거더 반입 및 설치

  

ㆍH-2,000x800x80x80 (SM570 TMCP)

구분 L (m) 개수

P28 8.0+8.0+6.5 = 22.5 6

P29 8.0+8.0+7.5 = 23.5 7

(4) 선행하중재하, 하중 전이, 말뚝 절단

  

ㆍ선행하중재하 : 지중연속벽의 초기침하 유도

ㆍ하중 전이 : 지지거더로 상부하중지지

ㆍ말뚝 절단 : 기존 강관말뚝 절단  

     (3회 분할/교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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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P28 P29

유압잭 (200tonf) 42개 49개

유압 공급장치 (Power pack) 4개 4개

유압 콘트롤러 (Control console) 1개 1개

[그림 13]  하중전이 및 말뚝절단 Process

(a)  P28 (b) P29

  

[그림 14]  유압잭 배치 및 유압잭 그룹핑 현황

(a)  P28 (b) P29

[그림 15]  말뚝절단에 다른 하중전이 비율 변화

(5) 지지거더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보호 

콘크리트)

  

ㆍ강거더 철근 콘크리트 합성 슬래브

ㆍfck = 27 MPa, fy=400 MPa

구분 B x L x H (m) 비고

P28 22.9 x 11.2 x 2.2 565 m3

P29 23.9 x 12.8 x 2.2 673 m3

(6) 2차 굴착

  

ㆍ굴착 깊이 : P28 = 13.3m, P29 = 11.9m

ㆍ내부 버팀보

   1단 : H – 440x300x11x18 (SS400)

   2단 : H – 440x300x11x18 (SM490)

(7) 본선 구조물 축조

  

ㆍfck = 27 MPa, fy = 400 MPa

구분
제원 (m)

비고
B H Tt Tb Tw

P28 6.7 8.563 1.3 1.4 1.3 dummy
P28~P29 6.7 8.563 1.0 1.1 1.0 -
P29 6.7 8.563 1.3 1.4 1.3 dummy

(8)  Diaphragm Wall 사이에 채움(무근) 콘크

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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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근 콘크리트 (fck = 21 MPa)

ㆍP28 : V = 800.0 m3 ,  P29 : V = 640.0 m3 

4.3  후속 공정 계획

(1)  유압잭 배치 공간의 채움(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ㆍ무수축 몰탈

ㆍfck = 21 MPa

구분 B x L x H (m)

P28 12.0x11.2x0.6

P29 12.0x12.8x0.6

유압잭 매몰 ( Lock Nut 채결 ⇨ 기계식으로 

전환)

(2) 흙막이 가시설 해체 및 되메우기

5  맺음말 

경부고속철도 팽성1고가 구간은 시속 300km

의 고속열차가 일 19시간 상시 운행하는 구간으

로, 팽성1고가 하부에 수도권고속철도 신설 노반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 중 지반 침하에 

따른 팽성1고가의 구조적 안전성 및 고속열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당 현장에서는 지지거더를 별도로 시

공한 지중연속벽에 거치한 후 유압잭을 지지거더

와 기존 교각 기초 하면 사이에 배치하여 지반침

하에 따른 상부구조물의 변위에 정밀히 제어하면

서 팽성1고가 하부에 수도권고속철도 노반 구조

물을 시공하였고 현재(2015년 9월) 지중연속벽

(Diaphragm Wall)과 본선 구조물 사이에 채움 

콘크리트가 타설 완료되었다. 후속 공정인 유압잭 

설치 공간의 채움 콘크리트 타설과 되메우기도 예

정된 일정에 맞추어 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추후 

전체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수도권고속철도 9공구 현장의 팽

성1고가 하부통과 구간에 적용한 언더피닝공법 

시공 성과는 향후  일반 철도 및 고속철도 구조물 

하부를 통과하는 신설 구조물 시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