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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applied using cranes or insertion methods to install heavy structures to 

strengthen existing railway bridges. These methods are uneconomical because of 

two reasons. The first one is it is required to construct approach roads for heavy 

equipment and/or working yard. The second one is the electric lines shall be cutoff 

during construction. Both require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and duration.

In this study, new transport equipment was developed which can be applied to 

heavy structures up to 100 ton. Using this method, the heavy structure can be 

loaded into the new transport equipment at working yard and transported to the 

working site. This method can be applied, but not limited to railway bridge or 

roadbed rehabilit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ecious construction can be achieved 

to install heavy structure using this method.

The experimental construction to make non-ballast girder bridge composite with 

new pc deck slab using this method was carried out for Jewon bridge. The example 

bridge is in extreme condition because it locates above national road #38 within 

extreme transition curve and  has 10 ‰ slope and skew.  The experimental 

construction results were satisfactory both for safety and construction precision.

1. 서론

철도 교량 등 철도선로에 중량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을 사용하거나 선로변에서

가설구조물을 제작하여 밀어 넣기 등의 공법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들은 중차량 진입

로나 작업장을 만들어야하는 등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차

선 차단으로 인한 선로차단시간이 전차선 단전 및 철거와 설치 등에 소요됨으로 그만큼 가

설비용을 필요로 하는 비경제적인 공법들이다.

본 연구를 통해 100ton 이하의 구조물인 경우 이를 철도역사 등 작업장에서 화차나 트로

리 등에 싣고 구조물을 인상 및 하강시킬 수 있는 이송장치를 개발하여 철도교량 개량이나

노반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가설공법을 개발하였다. 선로이송장치 가설공법을 이용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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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밀어넣기 공법

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중량물을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정밀시공이 가능한 공법이다.

선로이송 가설공법을 사용하여 판형거더 위의 급곡선 궤도인 중앙선 제원가도교에 시험부

설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시공 중 슬래브 승강장치의 문제점 및 개선, 궤도철거 및 부설공정,

슬래브와 판형거더의 합성공정, 교량받침의 교체공정 및 모터카 운용 등 종합공정을 개발하

여 적용시킴으로써 취약한 시공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정밀시공을 할 수 있었다.

2. 가설공법

국내의 경우 판형교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경간이 짧은 교량에 대한 유도상화 공법들이 개발

되어 활발하게 시공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의 경우 판형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침목시스

템 개선 등을 통하여 판형교의 성능향상을 수행할 뿐 판형교의 거더를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

인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않다. 판형교의 성능향상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사례를 조사하였고 대

표적인 가설공법을 소개한다.

2.1 대형 크레인공법

가장 일반적인 공법으로 신규 거더를 현장에서 제작하고 기존 거더를 크레인으로 철거시켜

신규 거더를 설치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신규설치 거더의 하중이 수백톤에 이르므로 500ton에

서 1500ton 정도의 대형크레인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들 대형크레인의 설치를 위해 진입로, 작

업장의 설치 등 부대 공사비와 공기가 크게 증가되며 연약지반인 경우 중량의 크레인과 인양

하중에 대한 지반보강이 필요하고, 교체 거더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크레인의 분할 운반 및 조

립 등의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게 되는 단점이 있다.

2.2 밀어넣기 공법

기존 거더를 신규 유도상궤도가 부설되어

있는 거더로 교체하는 공법으로써 사전에

기존 판형교 측면에 가설벤트를 설치하여

신설 거더(주로 슬래브 거더)를 현장에서

제작하고 기존 판형교를 철거한 후 가이드

레일 등을 이용해서 밀어 넣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기존 판형거더

철거도 밀어내어 철거하는 경우에는 전차선

등의 철거와 복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

설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가설벤트 설치와 철거 공정이 복잡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와 공기의 증가 등 단점이 있으며 현

장제작에 따른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교각이 높은 경우 또는 연약지반인 경우 가벤

트 기초 보강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3 특수선을 이용한 교량 개축

기존 교량 옆에 열차를 우회시킬 수 있는 특수선을 임시로 설치하고 기존교량을 철거시키고

새로운 교량으로 개축하는 공법이다. 교량이 사실상 신축됨으로 신설교량과 같은 장점이 있으

며, 위의 크레인 가설공법이나 밀어넣기 공법에 비해 교량자체의 시공비는 오히려 감소되게 되

고 품질확보나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공법이다. 그러나 철도를 우회시키는 특수선은 철도의

특성상 길어지게 되고, 노반이나 가설교량의 임시성 때문에 노반이 안정되지 못하므로 장기간

열차의 서행이 요구되며, 특수선 시공비용 및 공기가 크게 증가되게 된다. 따라서 이 공법은

교량의 근본적인 개축이 필요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불합리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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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지대(Frame) 13.4×2.1×1.2m
SM490 1

2.인양
  장치

스크류잭 SJ66
2대내하력 15ton

Stroke 1500mm

3.아우트
  리거

지지대 유압실린더 

4대
내하력 100ton
Stroke 500mm 
최대폭 3.7m
최소폭  3.0m

4. 유압유니트 5Hp/210bar 3상
5.수평
  이동

횡방향 ±100mm 유압
이동종방향 ±50mm

표 2 이송장치 주요제원

2.4 선로를 이용한 이송장치 가설공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로를 이용한 이송장치 가설공법(선로이용 가설공법)은 기존의 판형교

량의 무도상 궤도구조의 목침목을 철거시키고 이곳에 공장에서 제작한 PC-Slab를 합성시키는

유도상화 공법으로써 PC-Slab를 철도역 구내에서 평판화차나 트로리에 적재하여 현장까지 운

반하고 이를 승강시켜 판형거더에 합성시키는 공법이다. 판형교 유도상화를 위해 선로를 이용

하여 슬래브와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트로리 또는 화차에 적재하고 시공현장으로 이송

시켜 슬래브를 인양 또는 하강한 뒤, 전후좌우로 조정하여 정밀하게 시공시킬 수 있는 「선로

이송 가설 공법」이다. 앞의 공법들에 대해 요약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구분  크레인 일괄가설 밀어넣기 공법 선로를 이용한 가설공법

시공

사진

시공

순서

① 신규 교량 제작 

② 기존 거더 철거 

③ 신규 교량 거치(대형크레인) 

④ 자갈,침목 부설 

① 지지말뚝과 이동용대차 설치

② 신규교량 제작 

③ 야간 기존거더 철거 

④ 신규교량 이동거치 

⑤ 자갈,침목 부설 

① 거더제작 및 체결구 설치

② 열차로 슬래브 현장이동

③ 슬래브인상/열차철수/궤도철거

④ 슬래브-거더 가고정 및 합성 

⑤ 레일설치 및 이송장치 철수

열차

운행

- 차단: 기존거더 철거시 

- 서행: 필요

- 차단: 기존거더 철거시 

- 서행: 필요

- 차단: PC-Slab 설치시

- 서행: 불필요

장 

단점

- 교량거치 시간 절약 

- 일반적인 공법

- 경량인경우  공사비 저렴

- 대형크레인 사용

- 작업장, 작업로 등 부대비용

   및 공기 증가

- 전차선 차단 및 철거 필요

- 교량거치 시간 보통 

- 시공성 및 안전성 양호 

- 공사비 고가 

- 시공 기술력 필요

- 가벤트 설치로 공간제약

- 콘크리트 현장타설로 품질

  관리 필요

- 단순공정/전차선 차단불필요

- PC제품으로 시공성, 품질양호 

- 공기,공사비 및 궤도유지관리

  비 절감 

- 정밀시공 및 합성검증필요

  곡선교의 경우 거더제작비 증가

- 이송장치 제작 등 필요

표 1 주요 가설공법의 비교

3. 선로 이송장치를 이용한 가설공법

선로를 이용한 가설공법은 구조물을 열차 화차

나 트로리에 싣고 이를 인양 및 하강시길 수 있는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선로에 가설하는

공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적재 방법 및 이

송장치의 기능 및 성능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운

용할 수 있는 가설 공정도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는 이송장치의 구조 및 성능 그리고 운용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3.1 이송장치 제원

크레인이나 열차 기중기 사용에 따른 전차선 차

단 및 철거-복구 등 시간을 줄이고 크레인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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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장치

유압
실린더

저압 / 복동
내경 120mm
외경 140mm
샤프트 60mm 4대

인양능력 27ton
Stroke 1200mm

기타 : 실린더 행정 유도장치 4지점 설치

표 3 이송장치 보완 주요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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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로이송장치 도면

설장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들의

진입 및 설치위치에 대한 부대공이 크게

발생되는 곳에서도 선로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하고 안정적으로 가설할 수 있는 이송

장치는 두산중공업과 공동으로 2005년도

개발하였다. 이를 개선하여 본 시험부설에

활용하였다. 주요 제원은 표 2와 같고 그림

2는 개선된 이송장치 도면으로서 스크류잭

을 사용하여 거더의 인상 및 하강을 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3.2 이송장치 기능 및 성능

이송장치는 크게 3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기능은 아우트리거(outrigger)의 기능을 수행하는 4개의 유압실린더이다. 이는

100ton의 고압유압실린더를 4개를 사용하여 이송장치 자체하중과 인양물(슬래브)하중을 안

전하게 지지할 수 있게 하고 가설현장에서 유압실린더를 인출시켜 인양구조물과 화차(트로

리)를 이격시켜 화차가 현장에서 철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송장치가 수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되었다.

두 번째 기능은 슬래브를 인상 또는 하강시키는 이송장치 상부에 설치된 2개의 스크류잭

이다. 스크류잭의 하중 인상 능력은 15ton이고 최대 행정(strock)이 1500mm로 제작하였다.

이는 이송장치에 지지되어 매달린 구조물을 1500mm까지 하강시킬 수 있는 행정이며 아우

트리거의 500mm까지 최대 2m까지 인상과 하강이 가능하다.

세 번째 기능은 이송장치에 매달린 슬래브를 판형거더와 합성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전후

좌우로 이동시켜 접합부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8개의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전후좌우

로 스크류잭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나 실제시공에서는 거더와 슬래브의 접합위치

가 50mm 이내였고 슬래브의 하중이 약 25ton으로 비교적 경량이었음으로 체인블럭을 이용

하여 접합시켰다.

그러나 위의 스크류잭에 의한 슬래브 승강 방법은 궤도의 cant에 의해 슬래브의 경사로

편심에 의한 성능저하로 실제 부설에서 실패하였으므로 2개의 스크류잭을 4개의 유압실린더

로 대체시켜 슬래브를 승강시킴으로서 시험부설에 성

공할 수 있었으며 표 2의 제원에서 개선된 사항을 나

타낸 제원이 표 3이다. 보완 방법은 유압실린더 가압

을 위한 유압유니트는 아우트리거와 상부 승강용 유

압실린더를 분리하여 2개의 유니트를 사용하였고 수

동밸브로 가감압시켜 실린더의 행정을 조절하였으며

각각의 유압실린더에는 check valve를 설치하여 안전

장치로 사용하였다.

4개의 유압실린더로 넓은 슬래브(3.1m×11.4m)를 승

강시킴에 따라 실린더에 유압과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어려웠으므로 유압실실더가 있

는 곳과 운전자가 있는 곳에 가이드 와이어를 연결하여 연동시킴으로서 각각의 유압실린더

의 출입(승강)정도를 파악하여 유압 유니트의 밸브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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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현황

- 위  치 : STA 132k.963 부근
- 형하고 : H=4.20m 
- 규  모 : L=11.4m,  B=3.1m
- 형  식 : 판형교(LS22미터형)
           60°사교,  10‰경사 
-궤  도 : 무도상, R=400m완화곡선, 
          Cant 80~90mm,

그림 6 제원가도교 상부

그림 7 제원가도교 하부

명  칭 수 량 명  칭 수량

1.비계 설치 100㎡

재

료

 코일스프링 88개

2.교량받침 교체 4  타이패드 40개

3.PC Slab 이송 1  절연블럭 80개

4.궤도철거(레일50m) 침목29정  방진체결구 40개

5.PC Slab 설치 1

장

비

 모터가 2일

6.레일 부설 50m  트로리 12대

7.테르미트 용접 4개소  굴삭기 2일

8.비계계철거/정리 100㎡  테르밋용접 2일

표 4 시험부설에 소요된 주요 재료

3.4 이송장치 시운전

시운전은 이송장치의 전체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슬래브와 하부 거더 사이에서 합성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안전성이 중요하며 보조적으로 스크류

잭으로도 지지시켜 작업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시운전은 중앙선 신림역 구내 평지에서 슬래브 위에 이송장치를 설치하고 슬래브 승강 실

험을 하였다. 4개의 유압실린더로 인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점지지로 승강이 되며 경우

에 따라서는 대각선으로 2개의 유압실린더에 의해 지지되기도 하였다. 인양장치 설계에서

이것을 감안하여 슬래브의 인양 고리를 제작하였고 1개 실린더의 최대 인양 용량이 27ton으

로서 4배 이상의 인양력을 적용시켜 설계 및 제작하였다.

2점지지 및 3점지지 승강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 와이어로 각 4점의 승강 위치를 수평으

로 표식을 부착시켜 이송장치 운전자가 보면서 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부분은

향후 자동화시켜 유압과 행정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고자 한다. 아래 사진은

신림역구내 시운전 관련 사진이다.

그림 3 슬래브 하강
   

그림 4 슬래브 편기 인상
   

그림 5 슬래브 최대인상

4. 시험시공

4.1 대상교량의 선정

 시험시공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하여 대상교량을 초기에는 경원선 신이문역구내 석교

천교량으로 선정하였었으나 이곳은 1호선 전철이 운행

되는 곳으로 안전상의 문제로 중앙선 무도상 판형교인 

제원가도교를 선정하여 시험부설을 시행하게 되었다. 

제원가도교 일반현황 및 현장 사진을 우측에 나타냈으

며, 아래 표 4는 교량관련 재료, 궤도관련 재료 등 시

험시공에 소요 주된 주요 재료 및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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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기 시험부설과 시공실패

 첫 번째 시험부설은 2010년 12월 23일에 실시되었으며 기온이 낮아(영하 -13℃) 유압유

니트 및 실린더의 비정상작동으로 실패하였다. 두 번째 및 세번째 시험부설은 2011년 1월 

5일과 8일에 각각 실시되었는데 이때에는 슬래브 승강장치인 스크류잭의  편심에 의해 스

크류 샤프트가 변곡되고 스러스트 베어링의 파손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이는 제원가도교가 

R=400m 곡선교량이고, Cant가 80mm~90mm로 약 6%의 횡경사에 의해 슬래브가 편심을 

받아 인양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었다. 이들 실패의 주요 원인 및 대책을 기술한 것이 

표 5이다. 

차 수 원        인 대       책

1차

12.23

• 기온하강으로 솔레이드 비정상 작동

• 유압펌프와 이송장치 시공현장 조립

• 유압유니트수리 및 예비 유압유니트 및 발전기준비  

• 유압펌프와 실린더 및 발전기 예열운행

2차

01.05

• Slab 승하강에 따른 Slab의 횡이동

• Slab 편심에 의한 스크류잭의 손상

• 스크류잭 수리

• 인양로프 길이 재조정

3차

01.07

• Cant로 인한 Slab의 무게중심 이동

• 스크류잭 스위치 조작오류로 인한

 스크류잭 샤프트 절손

• 유압실린더 4개(48ton)로 교체 ☞ 경사로 인한 Slab 

평형유지에 유리 및 성능향상

• Cant에 의한 횡변위를 고려 역cant적재

• 4개 유압실린더로 Slab의 수평을 유지하여 승강

표 5 시험부설 이송장치 작동 실패원인 및 대책

  3차에 걸친 시험부설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나 이송장치의 설계 및 조작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오류가 있었으며, 시기적으로 가장 기온이 낮은 시기(12

월 말에서 1월초)였으므로 기온저하에 의한 영향도 크게 작용되었다. 특히 시험시공 당일 

기온이 영하 15℃정도로 시공 자체가 어려운 입장이었으나 과제의 종료일(2011.02.12)이 

임박하였음으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또한 제원가도교는 판형교량에서 지양되는 

R=400m의 급곡선 교량이면서도 궤도가 완화곡선이었음으로 선로규정 상의 문제가 있었고, 

cant가 90mm임에도 불구하고 cant는 모두 궤도(침목패킹)에 설치되어 있었다. 선로 경사 

또한 10‰였으며, 판형거더는 60˚ 사교이므로 횡진동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러한 교량 구조

나 궤도구조 및 선형을 종합한다면 우리나라 선로에서 최악의 조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교량인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표 5는 시험부설 실패원인 및 대책으로 슬래브 승강장치를 개선시키고 보완후 신림

역 구내에서 인상 및 하강 실험을 하는 사진이 앞의 그림 3~5이다.

 4.3 제4차 실험부설

  세 번에 연이은 시험부설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으로 4개의 유압실린더를 사용하

여 교량상 cant에 의한 슬래브의 경사와 승강장치에 미치는 편기로 인한 승강장치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수차례 반복 실험과 과도한 편기에 의한 인상 및 하강 실

험, 감독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시운전 등을 통하여 안전성 및 

시공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또한 시험시공 공정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투입인력의 배치와 

장비의 운용 등을 업무 분장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시험부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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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과 같이 보완하였으며, 시험부설의 주용 공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시험부설 현장 작업표

1단계 : 트로리에 슬래브 및 이송장치 적재 및 출발

  선로를 통한 현장가설을 신림역사에서 측선에 모터카 1대, 20ton 트로리 3대로 아래 그

림 9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PC-Slab와 이송장치를 적재한 뒤, 열차 차단이 시작되면 

현장으로 출발한다. 슬래브와 이송장치의 적재는 현장에 좌우전후가 가능하면 오차를 최소

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정밀측정자료에 의해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현장에서는 트로리가 

안전하게 통과될 수 있는 침목만 남기고 기타침목(약 3정에 2정)을 제거하고 낙교방지레일 

및 게재 등도 철거시킨다. 

2단계 : 트로리를 시공현장 교량에 정위치  

  모터카로 현장에 도착하면 전후 위치를 정확히 일치시킬 수 있도록 슬래브를 위치시키고 아우

트리거에 설치된 유압실린더를 하강시켜 이송장치가 안전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단계 : 슬래브 인상 및 트로리 철수

  슬래브를 약 50mm정도 승강장치를 이용하여 인상시키고 트로리를 철수 시킨다. 이때 나머

지 궤도 철거 및 도장제거 등의 작업을 위해 판형거더와 슬래브 사이에 소정의 간격을 유지시

키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슬래브와 거더사이에 스크류잭 등을 이용하여 안전장치를 한다. 

4단계 : 궤도철거, 도장제거 및 선합성 준비 작업

  레일을 철거시키고 나머지 침목을 철거시킨다. 판형거더 플랜지에 있는 나머지 도장을 제

거시킨다. 도장이 제거되면 판형거더 플랜지 위에 규사를 혼합한 에폭시를 포설하고 거더와 

슬래브 간격재를 설치한다.

5단계 : 판형거더와 슬래브 합성

  판형거더와 슬래브의 합성은 상부슬래브를 전후좌우로 위치를 조절하면서 합성한다. 이때 

판형거더 플랜지와 슬래브를 조합시키는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합성시키고 앙카볼트의 압축

력을 이용하여 횡방향 가결속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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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레일 체결과 이송장치 철수

  레일을 가체결하고 여기에 트로리를 진입시켜 이송장치를 철거시킨다. 

7단계 : 레일 체결과 선형조정

  직선 궤도인 경우에는 선형의 조정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곡선 선형에서는 일종의 수준차

이인 cant와 곡선의 일치화로 인해 높은 기능수준이 요구된다. 본 시험부설대상 교량인 제

원가도교는 R=400m 곡선의 완화곡선에 위치하여 교량 시점부에서 종점부의 거리가 

10.14m 정도의 길이에서 cant는 90mm에서 80mm로 체감되었으며 또한 종단경사도 10‰

이고 60°사교이다. 이러한 교량구조와 궤도 선형에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었

다. 교량받침에서 전후좌우 및 상하를 조절하면서 레일 선형을 일정범위 내에서 임의로 조

절이 가능하였다.

8단계 : 본결합 

  열차 운행중에 상간을 이용하여 에폭시 주입 등으로 판형거더와 슬래브를 일체화시키고, 

판형거더와 슬래브에 매립된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재조립함으로써 에폭시의 부착력이 손실

되었을 때에도 슬래브와 판형거더가 구조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안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 9~26은 현장부설을 위한 시험부설 과정을 트로리에 슬래브를 적재, 현장이동, 

교량상 정위치, 슬래브 인상, 트로리 인출, 침목/레일제거, 도장제거, 에폭시도포, 슬래브 하

강, 슬래브 위치정정, 합성, 레일가체결, 이송장치 철수, 궤도 정정 등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현장사진들이다.

4.4 시험부설의 문제점 및 개선점

  문제점으로서는 공종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실제 계획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1.출발지연 

당초 9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선로에서 거더와 

이송장치를 트로리에 적재하는데 1시간이 소요

되었다.  

출발 전일 또는 차단시간 전

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트

로리에 적재해야 된다.

2.도장 및 

  녹 제거

선로 차단이후 침목사이 일부 도장을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공정인 슬래브-거더합성 

전에 도장을 샌드블라스팅 등

으로 제거시킨다.

3.교좌장치

  철거교체

  시간소요 

본 교량은 단경간으로 슈가 교대 위에 있어 공간

이 좁고 교량하부에 시멘트 벌크차량 등이 통과

되어 교대부에 배계설치가 불가능하였다. 공간이 

좁은 곳에서 일시에 4개의 교량받침을 제거시키

고 내진받침으로 교체하는데 절대 시간이 소요되

었으며 더욱이 교량받침을 약 30mm 낮추어야하

는 난공사였다.

교량받침은 슬래브-거더합성 

본 공정 전에 교체하도록 공

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4.선형조정

  시간소요 

선형이 R=400m 완화곡선상으로 시종점부 cant가 

90mm에서 80mm로 체감되고, 종단경사10‰, 

60°사교로 cant나 높이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cant 조정으로 교량받침인상에 따른 선형의 

뒤틀려 선형조정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전에 정밀한 측정과 사전준

비가 필요하다.

표 6 시험부설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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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터카 및 트로리
   

그림 10 모터카에 적재
   

그림 11 모터카 현장이동

그림 12 사전 목침목제거
   

그림 13 교량 주변 정리
   

그림 14 플랜지 도장제거

그림 15 트로리 교량 진입
   

그림 16 트로리 교량 도착
   

그림 17 트로리 정위치

그림 18 아우트리거 인출
   

그림 19 트로리 철수
   

그림 20 침목철거

그림 21 에폭시 타설
   

그림 22 레일맞춤 / 위치정정
   

그림 23 위치 정정

그림 24 레일 가체결
   

그림 25 트로리 진입 / 철수
   

그림 26 앙카볼트 체결

그림 27 에폭시 충진
    

그림 28 교량받침 교체
   

그림 29 시험부설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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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도하는 시험부설 대상교량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장 복잡한 교량이고 궤도 

또한 모든 취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ant에 의한 슬래브의 경사 및 횡 이동

에 대한 대책 소홀 등 사전준비에 철저히 하지 못했던 점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시험

부설이 지연됨으로 인해 연말연시의 극한기에 시험부설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5. 결론

본 시험 부설에 적용된 선로이송가설공법은 전기 단전이나 전차선의 철거와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의 기존 공법들과 같이 가설을 위한 작업장이나 가설시설물

이 필요 없으므로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가설공법이다.

선로에서 판형거더의 무도상 목침목과 레일을 철거시키고 방진체결구가 설치된 PC-Slab를 설

치한 뒤, 철거된 레일을 이곳에 위치시키고 체결시킴으로서 공정이 완료됨으로 기존의 자갈도

상 궤도와 같이 PC 침목과 자갈 및 레일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기계화 작업이 필요 없으므로

공정 자체가 단순하며 PC-Slab는 PC공장에서 제작하고 이를 가설함으로서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기존의 공법들과 같이 거더 제작을 위한 작업장이 불필요하며 거더 설치를 위한 작업로, 가

벤트나 대형크레인 및 크레인 작업장 등이 불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절대 공기가 필요 없고 그

만큼 공사비도 절감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로이송 가설공법은 궤도의 부분적 교체작업 및 재난시 긴급 복구 등

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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