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 책임저자 : 정회원, (주)철도안전연구소 대표이사

 E-mail : kjmin@hanafos.com TEL : (02) 412-1100 FAX : (02) 412-5662

* 정회원,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시설단        토목시설처장

** 비회원,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  토건사업부     부장

직접 PC슬래브설치를 통한 철도지하횡단 공법의 적용 연구
Railway Underground Crossing Method Using PC Slab

민경주† 이방우* 박병룡**
Min, Kyung-Ju Lee, Bang-Woo Park, Byung-Yong

ABSTRACT

  Existing grade crossings between railway and roadway area gradually changed to grade separation systems by 
the law. In the case of new roadway construction which crosses railways, it shall be grade separation system in 
principle. With the railway underground crossing method, many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which can minimize 
rail displacements and avoid rail release. With these methods, the effects to the train can be reduced.
  The underground crossing methods can be identified as open-cut methods and non open-cut methods. The 
open-cut methods include temporary support methods and special rail construction methods. Also the non open-cut 
methods includes pipe roof methods, front jacking methods, messer shield methods, NTR methods and JES 
methods. Among these, the most suitable method is applied considering safety, economy, class of each rail system 
(train passing frequency and velocity), etc. In the non open-cut methods, the cost and duration shall be increased 
to keep existing rail system during construction.  In the open-cut methods which use plate girders, the rail speed 
shall be restricted due to the displacement and vibration of the girder.
  In this study new grade separation methods were developed. With this method, the safety during construction 
can be increased. This method refines temporary support methods, but pc slab girder with huge stiffness is applied 
instead of plate girders. With this method, the rail displacement can be reduced and higher safety can be obtained 
during construction.  Also construction cost and duration can be minimized because the temporary work and the 
overburden soil depth can be reduced.

1. 서론

  도로가 철도를 평면교차하는 철도건 목은 건 목 개량 진법에 의해 입체교체화 사업이 수행되고 있

으며, 철도를 횡단하는 신설 도로인 경우에는 입체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철도 지하 횡단 공법은 상

부 선로의 변형을 최소화시키겨 열차의 안 운행은 물론 선로 이완으로 인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지하횡단공법은 크게 개착식과 비개착식으로 구분된다. 개착 공법은 가받침 공법, 특수선 부설공법 등이 

있으며, 비개착공법으로는  Pipe Roof공법, Front Jacking공법, Messel공법,  Shield공법,  NTR(New 

Tubular Roof),  JES(Joint Element Structure)공법 등이 있다. 이들의 용은 안 성, 경제성, 공사기간, 

선로의 요도(열차통과 횟수  속도), 단․복선, 구조물의 크기 등에 따라 정한 공법이 용되고 있다.

 비개착공법들은 선로를 그 로 보존하고 시공을 하기 해 복잡한 공정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

사기간과 공사비의 증가로 비경제 이며 하로 형을 이용한 개착공법은 하로 형의 처짐과 진동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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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서행이 요구되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착공법으로서 선로변에 가설교각을 설치하고 하로 형거더 신 하로 PC슬래  거

더를 제작하여 치시킴으로써 이를 본구조물의 상부 슬래 로 이용하여 공사  안 성을 향상시키고 

하부를 굴착하여 횡단구조물을 설치하는 직  PC슬래 설치(DPCS)공법을 개발하 다.

  본 공법은 선로 변 가 발생되지 않고 안 성이 높으며 하부 굴착이 용이하다. 가시설이 크게 감소되

며 토피고를 낮출 수 있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감시킬 수 있다.

2. 철도지하횡단 공법

  국가경제의 발 으로 교통시설의 확충이 필요로 하며 기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평면교차는 원칙 으로 지양하고 있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입체교차

는 과선교와 지하차도로 건설되나 과선교의 경우 소음이나 경  등으로 민원의 상이되어 제한 으로 

용되고 있고 부분 지하횡단으로 입체교체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하철 건설, 도시가스 , 통신력 

등 지하 횡단 구조물이 건설되고 있다.

 지하 횡단 구조물의 건설에 따른 선로구조물의 변형으로 열차의 안 운행과 철도 지하 횡단 구조물에 

큰 향을 주게된다. 따라서 이의 건설시 발생되는 문제   건설로 인한 철도운행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며 보다 경제 이고 합리 인 철도 지하 횡단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는 공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일반 으로 철도시설에 인 하는 철도 지하 횡단구조물의 건설은 주변의 시설물이나 지하매설물 등 장

애물에 한 사  조사는 물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 으로 검토하여 철도 지하횡단 공법을  합리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선로구조물의 특성 악  장실태조사

 - 철도 지하횡단 구조물 건설지역의 조건별 시공성  경제성 검토

 - 철도 지하횡단 공사시 련 구조물 검토 

 - 굴착에 따른 지반침하와 향성 검토

 - 열차운행 안 성 검토

  지하횡단공법은 크게 개착식과 비개착식으로 크게 분류되며 이들  국내에서 용실 이 있는 주요

한 공법에 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장단 을 비교하고자 한다.

2.1 개착식 지하횡단공법

  개착식 지하횡단공법은 하로 형을 이용한 가받침 공법과 특수선 부설공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특수선 

공법은 기존선로를 장기간 지시키고 교차시설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기타 공법들과는 특이한 공법이므

로 이에 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가받침공법에 해서 고찰한다.

  개착식은 가교각을 설치하고 선로를 일시 차단시켜 목침목이 설치된 하로 형 거더를 가교각에 설치

하여 열차를 운행시키면서 선로하부에 횡단시설물을 설치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들에서 가장 단순한 

공정이고 시공기간  경제성에서도 우수한 공법이므로 과거에 많이 사용된 공법이다. 재에도 열차운

행횟수가 은 선로 등에 용되고 있는 공법이다. 

  2.1.1 개착식 지하횡단공법

  가받침 공법이 사실상 우수한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제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이유는 가닫침으로 사

용되는 하로 형이 처짐과 진동이 심하여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고 안 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이

다. 그러나 이는 가받침 구조인 하로 형의 사용이 과거 열차속도가 속이고 한 공사에 의한 서행이 

철도운 에 크게 양을 미치지 않고 승객의 편익을 덜 고려했었기 때문에 가능하 다. 

  하로 형  가교각이 건 하다면 이러한 문제 들은 기술 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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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로 형거더 가받침공법

그림 2. P.T.M 가받침공법

그림 3. 이 루 공법

  2.1.2 P.M.T 지하횡단공법

이들을 개량하여 최근에 개발된 공법이 P.M.T 공법이다. 이 공

법은 일을 철거하지 않고 선로의 침목을 철거시키고 이곳에 

H-형강을 삽입하여 가로보를 사용하며 이 H-형강에 방진체결

구를 설치하여 일을 체결시키고 열차를 운행 시키면서 지하구

조물을 설치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의 특징은 종래의 가받침 공법에 비해 열차의 안 거

리를 확보 할 수있는 선로외측에서 지지말뚝을 설치후 열차상간 

 야간 열차 미운행 시간 에 일 미 단  교체, 차선 차

단없이 침목과 가설교량의 가로보를 교환 방식으로 시공하므로

서, 시공의 편의성  시간의 단축, 선로의 열차의 업 운행속

도 유지, 운행횟수의 감축 불필요, 가로보와 일을 방진체결장

치로 직결 체결하는 무도상 시스템으로 열차 운행시 방진체결장

치가 열차하 을 선흡수하고 나머지를 가로보에 달하므로서 

강교의 단 인 소음을 감 할 수있어 열차속도가 경부선  호

남선에도 용이 가능하며, 한 비개착식 공법에 비해 가로보와 

일의 무도상 직결체결로 낮은 토피고를 사용하므로서 종단 계

획고를 감소시켜 종단선형의 향상됨은 물론 야간 열차 미운행 

시간에 침목과 가로보를 교환시공하는 단계별 시스템으로 공사기간의 폭 축소, 개착식으로 비개착의 

단 인 지층변화에 능동 으로 처, 콘크리트 타설로 방수  시공오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유지 리의 

향상, 공정축소로 경제성을 향상 할 수 특징이 있다.[1]

이러한 장 으로 인하여 최근에 많이 용되고 있다.

 

2.2 비개착식 지하횡단공법

  비개착식 지하횡단공법은 비교  선로에 향을 최소화시키며 안 성이 양호하고 선로차단 등이 요구

되지 않으므로 선로유지 리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선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이 용된 공법이다.

  비개착공법은 Element 추진공법, 견인공법, 추진공법  Messel Shield 공법 등으로 나 어 지며 이들

도 다양한 시공법이 개발되어 있다. 이들  국내에서 용된  Pipe Roof공법, Front Jacking공법  

JES(Joint Element Structure)공법 등에 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들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2.2.1 이 루 공법

  이 루 공법(P.R.S 공법 : Pipe Roof Struct Method)은 선

로의 일정부분 아래에서 강 을 압입시키면서 강  내부 토사를 

인출시켜 연속 으로 압입하여 선로를 횡방향으로 통시키게 

되며 이들을 정한 방법으로 결속시켜 선로와 하부 굴착되는 

지반과 분리시킨다. 강 하부를 굴착하면서 이들 횡방향 강 하

부에 종방향으로 H-형강 등으로 지지하고 굴착하여 횡단구조물

을 시공하는 공법으로서 부분의 비개착식 지하횡단공법에서 

이를 응용하여 용하고 있다.

  소형 강 을 기계굴착으로 시공하므로 공기가 단축되고 소형강 추진으로 지반 이완으로 인한 선로의 

융기나 침하가 감소되며 강 을 첩 압입시킴으로 강성이 증 고 안정성 향상된다. 따라서 PRS 공법

은 토피고가 낮은 구간에서도 시공이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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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되어 극동 강 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많은 시공실 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 국내에서는 경부선과 같은 열차운행에 지

장을 주어서는 안되는 요한 노선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공법

으로 열차운행선 밖에서 구조물을 제작한 후 유압 런트잭크를 

이용하여 선로하부의 소정 치에 구조물을 견인 설치하는 방법

이다. 론트 잭킹 공법에는 견인방법에 따라 크게 편측견인공

법, 상호견인공법, 분할견인공법으로 분류 된다.

  그림 5와 같이 단면 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론트 

잭키에 의해 지 의 소정 치에 견인되므로 실드공법처럼 규

모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개착공법과 이 루  공법처럼 

장기간 불안정상태가 연속되지 않으며, 지 에 구조물을 구축하

면서도 지상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2] 

  2.2.3 JES공법(Joint Element Structure Method)

  JES공법 일본에서 개발되어 도로  철도지하횡단공법으로 

많이 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세 학교 정문 앞 경의

선철도가도교 개량공사에 최 로 용되었다. JES 공법의 경우 

엘리먼트 단면 이 작고 단계별로 1본씩 견인하므로 주변지반에 

미치는 향이 비교  은 반면, 경의선철도가도교와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함체 단면을 굴진하는 Front Jacking의 경우 궤

도에 미치는 향은 상 으로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공

사  열차서행기간을 일 수 있는 공법으로는 JES공법이 

Front Jacking공법에 비해 상 으로 우수할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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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속하여 기 엘리먼트를 심에서 좌·우측 방향으로 일반

부 엘리먼트, 우각부 엘리먼트 시공을 순차 으로 시공한 후에 측벽부와 간벽이 있는 경우 간벽부

를 시공한다. 다음에 하부슬래  구간은 T자부엘리먼트, 우각부엘리먼트를 시공한 후 일반부엘리먼트를 

순차 으로 시공하고 최후로 조정엘리먼트를 시공한다.

  JES공법은 엘리먼트 자체가 본체구조물 역할을 하여 선로아래의 추진·견인이 1회로 이루어지며 궤도

면이나 포장면에 주는 향이 작고 노반면 방호공과 본체구축공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사비 공기가 

감된다. 구조부재는 그림6과 같이 엘리먼트가 인장력을 부담하고, 충진한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여 

엘리먼트 상호 연결부 가 인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구조이다.

2.3 기존 지하횡단공법 비교

  2.3.1 개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에 많이 개발된 지하횡단 공법들은 특수선공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시

설 구조로 선로를 유지시켜 열차를 통행시키면서 선로하부를 굴착하여 횡단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들이

다. 이들은 개착식과 비개착, 굴착방법  구체설치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이들은 열차운

행 직하부의 굴착이므로 안 성과 열차의 서행에 따른 운행손실 감과 승객의 편익도모를 한 방향으

로 시공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각각의 장단 을 

가지고 있으며 비개착의 경우 안 성이나 열차운행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 과 더불어 많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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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지, 운행횟수의 감축 불필요, 가로보와 일을 방진체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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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무도상 직결체결로 낮은 토피고를 사용하므로서 종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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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일정부분 아래에서 강 을 압입시키면서 강  내부 토사를 

인출시켜 연속 으로 압입하여 선로를 횡방향으로 통시키게 

되며 이들을 정한 방법으로 결속시켜 선로와 하부 굴착되는 

지반과 분리시킨다. 강 하부를 굴착하면서 이들 횡방향 강 하

부에 종방향으로 H-형강 등으로 지지하고 굴착하여 횡단구조물

을 시공하는 공법으로서 부분의 비개착식 지하횡단공법에서 

이를 응용하여 용하고 있다.

  소형 강 을 기계굴착으로 시공하므로 공기가 단축되고 소형강 추진으로 지반 이완으로 인한 선로의 

융기나 침하가 감소되며 강 을 첩 압입시킴으로 강성이 증 고 안정성 향상된다. 따라서 PRS 공법

은 토피고가 낮은 구간에서도 시공이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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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되어 극동 강 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많은 시공실 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 국내에서는 경부선과 같은 열차운행에 지

장을 주어서는 안되는 요한 노선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공법

으로 열차운행선 밖에서 구조물을 제작한 후 유압 런트잭크를 

이용하여 선로하부의 소정 치에 구조물을 견인 설치하는 방법

이다. 론트 잭킹 공법에는 견인방법에 따라 크게 편측견인공

법, 상호견인공법, 분할견인공법으로 분류 된다.

  그림 5와 같이 단면 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론트 

잭키에 의해 지 의 소정 치에 견인되므로 실드공법처럼 규

모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개착공법과 이 루  공법처럼 

장기간 불안정상태가 연속되지 않으며, 지 에 구조물을 구축하

면서도 지상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2] 

  2.2.3 JES공법(Joint Element Structure Method)

  JES공법 일본에서 개발되어 도로  철도지하횡단공법으로 

많이 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세 학교 정문 앞 경의

선철도가도교 개량공사에 최 로 용되었다. JES 공법의 경우 

엘리먼트 단면 이 작고 단계별로 1본씩 견인하므로 주변지반에 

미치는 향이 비교  은 반면, 경의선철도가도교와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함체 단면을 굴진하는 Front Jacking의 경우 궤

도에 미치는 향은 상 으로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공

사  열차서행기간을 일 수 있는 공법으로는 JES공법이 

Front Jacking공법에 비해 상 으로 우수할 것이다.[4]

  JES공법은 상부슬래 의 기 엘리먼트의 시공을 최 로 행한

다. 후속하여 기 엘리먼트를 심에서 좌·우측 방향으로 일반

부 엘리먼트, 우각부 엘리먼트 시공을 순차 으로 시공한 후에 측벽부와 간벽이 있는 경우 간벽부

를 시공한다. 다음에 하부슬래  구간은 T자부엘리먼트, 우각부엘리먼트를 시공한 후 일반부엘리먼트를 

순차 으로 시공하고 최후로 조정엘리먼트를 시공한다.

  JES공법은 엘리먼트 자체가 본체구조물 역할을 하여 선로아래의 추진·견인이 1회로 이루어지며 궤도

면이나 포장면에 주는 향이 작고 노반면 방호공과 본체구축공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사비 공기가 

감된다. 구조부재는 그림6과 같이 엘리먼트가 인장력을 부담하고, 충진한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여 

엘리먼트 상호 연결부 가 인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구조이다.

2.3 기존 지하횡단공법 비교

  2.3.1 개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에 많이 개발된 지하횡단 공법들은 특수선공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시

설 구조로 선로를 유지시켜 열차를 통행시키면서 선로하부를 굴착하여 횡단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들이

다. 이들은 개착식과 비개착, 굴착방법  구체설치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이들은 열차운

행 직하부의 굴착이므로 안 성과 열차의 서행에 따른 운행손실 감과 승객의 편익도모를 한 방향으

로 시공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각각의 장단 을 

가지고 있으며 비개착의 경우 안 성이나 열차운행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 과 더불어 많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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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가시설  장비들이 요구되며 공사기간도 증가됨으로 인한 장 리감독, 소음진동, 주변주민  

통행차량 등에 그만큼 불편도 크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지하횡단공법의 선정 기 은 기술  결함이 없

는 경우 우선 직 공사비가 감되는 공법을 선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간 비에 향을 주는 시공성과 

공사기간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2 공법별 경제성

  문헌[3]에서 동일 단면에 하여 단선 복선 기 으로 각 

공법들에 하여 직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들을 여러 시공장

소에 용했을 때 발생되는 각각의 간 공사비를 산정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 다. 이들을 비교분석하여 합리 인 공법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들을 자료를 기 로 요

약하여 나타낸 그림들이 그림 8～그림 11이다.

 그림 7은 4차선으로 지하횡단 외형이 21.3m(h)× 

6.7m(h)×16m(L)인 구조물의 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합하

여 각각의 공법들에 한 직 공사비를 나타낸 그림이다. 

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동일 조건에서 산정한 것으

로 단선과 복선을 구분하여 계산하 다. 여기서 직 공사비

는 가받침공법이 가장 경제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가받침공법의 하로 형은 사실상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가교각으로 사용하는 H-형강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결과 으로 재료를 약할 수 있고 이런면에서는 가장 친환

경 인 공법이다. 특수선 부설공법은 가받침 공법과 큰 차이

가 없으나 특수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도심지 등에서

는 용이 곤란하고 노반이 연약한 경우 서행기간이 길어지

고 단거리에서 열차가 우회하므로 속도에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개착 공법들은 가받침공법에 비하여 2~3

배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됨을 알 수 있으며 런트잭킹 공법

은 직 비용면에서 가장 불리한 공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들 비개착공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부분 노반에 매립

되므로 재활용면에서도 개착공법에 비하여 불리하다.

  그림 8은 각 공법별로 단선과 복선의 경우 공사기간과 공

법에 따른 서행일 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공사기간은 

특수선공법을 제외하고는 개착공법이 가장 짧으나 서행기간

은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런트잭킹공법은 이와 반

로 공사기간이 가장 길으나 서행일수는 가장 짧음을 알  

수 있다. 이들과 열차운행 횟수  요도에 의해 간 비가 

산정될 것이므로 어떠한 기 이나 조건을 용시켜 산정하느

냐에 따라 체공사비에 미치는 향이 크게 될 것이다. 

  간 공사비는 직 공사비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가받침공법

에서 색곳 지하차도화에서는  62%이나 풍세건 목에서는 480%에 이르며, 반면 런트잭킹공법에서 색

곳 지하차도화에서는  10%이나 풍세건 목에서는 4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간 공사비에 따라 집

공사비보다는 간 공사비에 따라 총공사비가 좌우됨을 알 수 있으며 지하횡단공법 선정시 이러한 을 

시하는 사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간 손실은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열차의 서행속도가 부분 경험

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합리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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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런트잭킹 비 총공사비율

공법 국내(%) 일본(%)

개착

가받침 66(31) 45(38)

특수선 25(12) 2( 2)

소계 91(43) 47(40)

비개착

이 루 8( 4) 2( 2)

런트잭킹 115(54) 10( 8)

PCR 0(00) 18(15)

기타 0(00) 60(50)

소계 123(57) 72(60)

합      계   214 119

표 1. 지하횡단공법별 용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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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하횡단공법별 용건수 비교

  각공법과 이들 공법이 용된 공사 장소에 따른 총공사비

를 비교해 나타낸것이 그림 11이다. 기연구의 결과는 풍세지

하차도의 경우 런트잭킹공법이 다른 공법에 비하여 거의 

1/2수 으로 아주 경제 인 공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로를 직 지지하는 가시설이 이 루 공법과 크게 차이

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간 비의 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곳이에 이 루  공법이 런트잭킹공

법에 비해 58억의 간 비 차이가 발생되 이 루 공법에서 

간 공사비가 직 공사비의 1.7배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직

공사비의 10%정도만 이 루 를 보강시킨다면 런트잭킹공법정도의 선로안 성을 확보하는데 지

장이 없을 것이다. 안 을 제로 고비용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비개착공법에서 간 비가 런트잭킹공

법에서 특별하게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논리 인 추정으로 보기어렵다. 

  더욱이 런트잭킹공법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들은 개착공법에서의 간 비용과 8%미만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선로의 안정을 최  장 으로 삼고 있는 비개착공법의 장 이 소멸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간 비 산정방식이 합리 이라면 많은 공사비를 필요로 하며 공사기간도 30%~40% 더 소

요되는 비개착식 공법들이 유용한 공법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공사기간이 증가되면 사고의 확률

도 그만큼 증가되고, 간 비 성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개착공법과 비개착공법의 간 공사비의 상

차이가 8% 정도라는 것은 간 공사비 자체에서도 확실한 장 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개착공

법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서행은 공법보다는 토피고나 지반의 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2.3.3 공법별 시공건수 비교

  지하횡단공법 용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총 공사 건수 214건에서 런트잭킹 용건수가 

11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받침공법이 66(3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통계 상 총공사건수 119건 에서 가받침 용건수가 45(38%)건이고 다음으로 PCR공법이 18(15%)건

이며 우리나라에서 용건수가 가장 많은 일본에서 개발된 런트잭킹 공법은 10건에 불과하다. 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용된 4개의 공법(가받침, 특수선, 이 루   런트재킹)이 아닌 기타의 공법

들이 78(65%)건으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7] 이 사실은 다양한 공법들이 일본에서 개발되고 용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개착공법이 가장 많이 용된 사실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 경비를 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4 기존 지하횡단(가받침)공법 개선방향

  개착식인 가받침 공법은 직 공사비  공사기간에서 유리하고 아주 단순한 공정이다. 다만 경제발

과 국민소득 증 로 열차서행에 따른 과다한 간 비용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지고 구조체의 충분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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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가시설  장비들이 요구되며 공사기간도 증가됨으로 인한 장 리감독, 소음진동, 주변주민  

통행차량 등에 그만큼 불편도 크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지하횡단공법의 선정 기 은 기술  결함이 없

는 경우 우선 직 공사비가 감되는 공법을 선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간 비에 향을 주는 시공성과 

공사기간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2 공법별 경제성

  문헌[3]에서 동일 단면에 하여 단선 복선 기 으로 각 

공법들에 하여 직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들을 여러 시공장

소에 용했을 때 발생되는 각각의 간 공사비를 산정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 다. 이들을 비교분석하여 합리 인 공법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들을 자료를 기 로 요

약하여 나타낸 그림들이 그림 8～그림 11이다.

 그림 7은 4차선으로 지하횡단 외형이 21.3m(h)× 

6.7m(h)×16m(L)인 구조물의 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합하

여 각각의 공법들에 한 직 공사비를 나타낸 그림이다. 

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동일 조건에서 산정한 것으

로 단선과 복선을 구분하여 계산하 다. 여기서 직 공사비

는 가받침공법이 가장 경제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가받침공법의 하로 형은 사실상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가교각으로 사용하는 H-형강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결과 으로 재료를 약할 수 있고 이런면에서는 가장 친환

경 인 공법이다. 특수선 부설공법은 가받침 공법과 큰 차이

가 없으나 특수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도심지 등에서

는 용이 곤란하고 노반이 연약한 경우 서행기간이 길어지

고 단거리에서 열차가 우회하므로 속도에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개착 공법들은 가받침공법에 비하여 2~3

배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됨을 알 수 있으며 런트잭킹 공법

은 직 비용면에서 가장 불리한 공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들 비개착공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부분 노반에 매립

되므로 재활용면에서도 개착공법에 비하여 불리하다.

  그림 8은 각 공법별로 단선과 복선의 경우 공사기간과 공

법에 따른 서행일 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공사기간은 

특수선공법을 제외하고는 개착공법이 가장 짧으나 서행기간

은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런트잭킹공법은 이와 반

로 공사기간이 가장 길으나 서행일수는 가장 짧음을 알  

수 있다. 이들과 열차운행 횟수  요도에 의해 간 비가 

산정될 것이므로 어떠한 기 이나 조건을 용시켜 산정하느

냐에 따라 체공사비에 미치는 향이 크게 될 것이다. 

  간 공사비는 직 공사비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가받침공법

에서 색곳 지하차도화에서는  62%이나 풍세건 목에서는 480%에 이르며, 반면 런트잭킹공법에서 색

곳 지하차도화에서는  10%이나 풍세건 목에서는 4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간 공사비에 따라 집

공사비보다는 간 공사비에 따라 총공사비가 좌우됨을 알 수 있으며 지하횡단공법 선정시 이러한 을 

시하는 사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간 손실은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열차의 서행속도가 부분 경험

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합리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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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런트잭킹 비 총공사비율

공법 국내(%) 일본(%)

개착

가받침 66(31) 45(38)

특수선 25(12) 2( 2)

소계 91(43) 47(40)

비개착

이 루 8( 4) 2( 2)

런트잭킹 115(54) 10( 8)

PCR 0(00) 18(15)

기타 0(00) 60(50)

소계 123(57) 72(60)

합      계   214 119

표 1. 지하횡단공법별 용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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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하횡단공법별 용건수 비교

  각공법과 이들 공법이 용된 공사 장소에 따른 총공사비

를 비교해 나타낸것이 그림 11이다. 기연구의 결과는 풍세지

하차도의 경우 런트잭킹공법이 다른 공법에 비하여 거의 

1/2수 으로 아주 경제 인 공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로를 직 지지하는 가시설이 이 루 공법과 크게 차이

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간 비의 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곳이에 이 루  공법이 런트잭킹공

법에 비해 58억의 간 비 차이가 발생되 이 루 공법에서 

간 공사비가 직 공사비의 1.7배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직

공사비의 10%정도만 이 루 를 보강시킨다면 런트잭킹공법정도의 선로안 성을 확보하는데 지

장이 없을 것이다. 안 을 제로 고비용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비개착공법에서 간 비가 런트잭킹공

법에서 특별하게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논리 인 추정으로 보기어렵다. 

  더욱이 런트잭킹공법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들은 개착공법에서의 간 비용과 8%미만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선로의 안정을 최  장 으로 삼고 있는 비개착공법의 장 이 소멸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간 비 산정방식이 합리 이라면 많은 공사비를 필요로 하며 공사기간도 30%~40% 더 소

요되는 비개착식 공법들이 유용한 공법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공사기간이 증가되면 사고의 확률

도 그만큼 증가되고, 간 비 성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개착공법과 비개착공법의 간 공사비의 상

차이가 8% 정도라는 것은 간 공사비 자체에서도 확실한 장 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개착공

법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서행은 공법보다는 토피고나 지반의 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2.3.3 공법별 시공건수 비교

  지하횡단공법 용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총 공사 건수 214건에서 런트잭킹 용건수가 

11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받침공법이 66(3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통계 상 총공사건수 119건 에서 가받침 용건수가 45(38%)건이고 다음으로 PCR공법이 18(15%)건

이며 우리나라에서 용건수가 가장 많은 일본에서 개발된 런트잭킹 공법은 10건에 불과하다. 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용된 4개의 공법(가받침, 특수선, 이 루   런트재킹)이 아닌 기타의 공법

들이 78(65%)건으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7] 이 사실은 다양한 공법들이 일본에서 개발되고 용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개착공법이 가장 많이 용된 사실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 경비를 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4 기존 지하횡단(가받침)공법 개선방향

  개착식인 가받침 공법은 직 공사비  공사기간에서 유리하고 아주 단순한 공정이다. 다만 경제발

과 국민소득 증 로 열차서행에 따른 과다한 간 비용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지고 구조체의 충분한 한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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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도 불구하고 강성의 하로 진동이 크므로 유지 리 장에서 이를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이들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가받침 공법은 여러 측면에서 용성이 높을 것으로 단되므로 개량된 공

법을 개발하 다.

  런트잭킹공법을 제외한 비개착식 공법들의 간 비의 차이가 평균 1~2억정도로 공사비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런트잭킹공법 비개착식 공법에서 간 비가 아주 특별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한 

문제 을 타공법들과 상 으로 비교하여 앞에서 고찰하 다.

  간 비는 실제 직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며 상당부분이 경험 으로 산정되므로 신

뢰도가 높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 직 공사비를 우선시하는 것도 간 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

으로 단된다. 그러나 재로서는 간 비에 해 오랜 기간 자료의 축척이나 특별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지 못하 으므로 기존의 산정방법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것이 특정 공법에 유리하게 

산정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착식 가받침공법을 기 로 개발하 으므로 우선 가받침공법의 단 인 문제 에 해서 

고찰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열차의 정시운행에 지장을 래한다. 

 ②가받침 설치에서 공사완료까지 서행운행이 필요하다.

 ③시공시 가받침 변 에 한 지속 인 계측 리가 필요하다.

 ④지보공과 같이 함체를 제작하므로 각종 지장물로 인한 시공성이 조잡하고 방수효과가 떨어진다.

 ⑤공사완료 후에도 노반침하로 인한 지속 인 보수 리가 필요하다

  의 ①~③항은 동일한 문제로 하로 형의 낮은 수직강성, 가로보의 추가 처짐  하로 형 특성상 

비틀강성에 취약하고 낮은 고유진동수와 함께 과도한 수직처짐, 횡진동으로 인한 열차의 롤링 등으로 

정상 인 열차의 운행이 곤란하게 된다. 

  이는 설계에서 가받침에 사용되는 하로 형의 강성을 높이고 가교각의 지지력과 강성을 증가시키면 

된다. 따라서 이는 과거 열차가 속으로 운행될 때 서행으로 인한 간 비용을 간과하고 설계된 강성

의 하로 형을 그 로 사용하기 때문이므로 설계에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다. 

  ④항에서 지보공은 간격을 넓게 하면 구조물 시공에 따른 지장물의 향을 덜 받게 되며, 넓은 공간

에서 제작하므로 시공성이 하되거나 방수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다.

  ⑤에서 공사완료 후에도 구조물의 노반침하는 타 공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는 구조물 배면 속부

의 강성천이구간의 문제로 어느 구조물 속부에서도 발생되는 문제이다. 다만 다른 공법들은 시공을 

해서는 선로에서 상당부분 토피고가 필요로 하므로 공후 높은 토피고 때문에 강성천이가 감소됨으

로 유지 리에 유리한 것처럼 나타나나 이들도 낮은 토피고에서 시공한다면 이 문제는 동일한 것이다. 

구조물 배면 속부의 강성천이구간을 보강하는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속부를 보

강할 수 있다.

  따라서 가받침공법에서의 의 단 들은 설계에서 보강하여 약간의 공사비 증액으로 간단히 개선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하로 형이나 가받침에 사용되는 재료나 구조체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다.

3. 직접 PC슬래브를 설치하는 가설공법
 

3.1 공법의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지하횡단 가설공법은 가받침공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존의 가받침 공법

에서 하로 형을 견고한 PC-Slab로 치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  가받침으로 사용된  PC-Slab

는 본구조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궤도를 자갈도상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만큼(약 500mm) 낮게 슬래

를 설치한다.

  본 공법의 특징은 가받침 공법에서 강성에 취약한 기존의 하로 형을 PC-Slab나 PC-하로거더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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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강성을 높이고 이를 직  본구조물의 구체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구조물로 가설 하로 형을 

치시킴으로써 열차주행에 따른 진동이나 처짐을 획기 으로 감소시키고 열차의 서행을 최소화시키는 

공법이다. 한 상부에 건 한 본구조물 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하부의 가교각을 안 성 충분하게 하면 

침하나 횡변 를 최 한으로 제한시킬 수 있음으로 본구조물보다 높은 안 성을 확보하여 열차의 안

운행에 지장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교각 사이에서 바닥슬래 를 시공하고 가교각과 가로보 사이에 벽체를 시공함으로써 구체를 연속

으로 시공할 수 있으므로 시공성이 양호하다.

  슬래  직  본구조물로 사용함으로써 토피고가 최소화된다. 이는 지하횡단도로의 종방향 경사에 의

한 지하차도 길이가 단축되므로 공사비가 감되고 통행차량의 운행에도 유리하게 된다. 한 굴착량은 

감소된 토피고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되며 이에 따른 횡단구조 후 속도로의 옹벽  가시설도 크

게 감소하게 된다. 자갈도상인 경우에도 상부 슬래 를 장에서 타설하지 않고 PC-Slab를 사용하므로  

토피고를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사용 재료 측면에서도 가설 하로 형이 필요 없고 토피고가 낮은 만큼 속도로의 옹벽길이나 굴착에 

따른 가시설이 감소되며 가시설 한 모두 철거시킴으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비개착 공법들보다 

유리한 공법이다.

  PC-Slab를 가교각 제작  시공에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으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장에서 슬

래  타설  양생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한 낮은 토피고에 따

른 속도로가 단축 되므로 공기가 단축된다. 따라서 가받침공법이 가장 공기가 짧음을 고려할 때 공기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공법이다.

  의 여러 장 들은 모두가 직  공사비를 감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다. 한 공사기간의 단축과 

PC-Slab 거더강성 증 에 의한 거더의 처짐  진동감소는 열차의 서행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간 비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해서는 좀 더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2 공정  시공방법

  아래 표 2는 직  PC슬래 를 설치하는 지하횡단 가설공법 시공순서를 공정별로 나타낸 것이고 아래 

그림 13은 이들 시공순서를 지하차도 실제모델과 유사하게 컴퓨터 3차원 수치해석 모델을 작성하여 안

성 해석을 할 수 있게 하 고 시공순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설 공 정 궤 도 공 정 구 체 공 정 비  고

선로변에 가교각 설치 분 형 PSC Slab 제작 공장제작

가로보 설치 궤도하부 일부 취 

선로변에서 PC-Slab 조립.

 (방진체결구를 조립)

자갈도상

 (기존침목사용)

노반 약 200mm 취 궤  철거( 일존치) 자갈도상인 경우 침목 존치

일 가조립 PC-Slab 어넣기(횡방향) 일의  방향을 우선 맞춤

일 체결 가교각에 PC-Slab를 안착 PC-Slab의 높이조

하부 굴착  지반보강 버림콘크리트 타설 

구체 시공 바닥  벽체슬래  타설

궤도 최종 정정  슬래  치조정 슬래 를 이동시켜 맞춤 

상부 슬래 와 하부구체 연속화

(지반이 양호한 경우/자갈도상)

지반침하 25mm이상 측시 

벽체하부 힌지화(인상용)

가교각  가로보 철거

되메우기 구조물 배면배수

속부 보강

표 2. 직  PC슬래 를 설치하는 공정별 지하횡단 가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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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도 불구하고 강성의 하로 진동이 크므로 유지 리 장에서 이를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이들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가받침 공법은 여러 측면에서 용성이 높을 것으로 단되므로 개량된 공

법을 개발하 다.

  런트잭킹공법을 제외한 비개착식 공법들의 간 비의 차이가 평균 1~2억정도로 공사비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런트잭킹공법 비개착식 공법에서 간 비가 아주 특별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한 

문제 을 타공법들과 상 으로 비교하여 앞에서 고찰하 다.

  간 비는 실제 직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며 상당부분이 경험 으로 산정되므로 신

뢰도가 높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 직 공사비를 우선시하는 것도 간 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

으로 단된다. 그러나 재로서는 간 비에 해 오랜 기간 자료의 축척이나 특별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지 못하 으므로 기존의 산정방법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것이 특정 공법에 유리하게 

산정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착식 가받침공법을 기 로 개발하 으므로 우선 가받침공법의 단 인 문제 에 해서 

고찰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열차의 정시운행에 지장을 래한다. 

 ②가받침 설치에서 공사완료까지 서행운행이 필요하다.

 ③시공시 가받침 변 에 한 지속 인 계측 리가 필요하다.

 ④지보공과 같이 함체를 제작하므로 각종 지장물로 인한 시공성이 조잡하고 방수효과가 떨어진다.

 ⑤공사완료 후에도 노반침하로 인한 지속 인 보수 리가 필요하다

  의 ①~③항은 동일한 문제로 하로 형의 낮은 수직강성, 가로보의 추가 처짐  하로 형 특성상 

비틀강성에 취약하고 낮은 고유진동수와 함께 과도한 수직처짐, 횡진동으로 인한 열차의 롤링 등으로 

정상 인 열차의 운행이 곤란하게 된다. 

  이는 설계에서 가받침에 사용되는 하로 형의 강성을 높이고 가교각의 지지력과 강성을 증가시키면 

된다. 따라서 이는 과거 열차가 속으로 운행될 때 서행으로 인한 간 비용을 간과하고 설계된 강성

의 하로 형을 그 로 사용하기 때문이므로 설계에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다. 

  ④항에서 지보공은 간격을 넓게 하면 구조물 시공에 따른 지장물의 향을 덜 받게 되며, 넓은 공간

에서 제작하므로 시공성이 하되거나 방수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다.

  ⑤에서 공사완료 후에도 구조물의 노반침하는 타 공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는 구조물 배면 속부

의 강성천이구간의 문제로 어느 구조물 속부에서도 발생되는 문제이다. 다만 다른 공법들은 시공을 

해서는 선로에서 상당부분 토피고가 필요로 하므로 공후 높은 토피고 때문에 강성천이가 감소됨으

로 유지 리에 유리한 것처럼 나타나나 이들도 낮은 토피고에서 시공한다면 이 문제는 동일한 것이다. 

구조물 배면 속부의 강성천이구간을 보강하는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속부를 보

강할 수 있다.

  따라서 가받침공법에서의 의 단 들은 설계에서 보강하여 약간의 공사비 증액으로 간단히 개선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하로 형이나 가받침에 사용되는 재료나 구조체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다.

3. 직접 PC슬래브를 설치하는 가설공법
 

3.1 공법의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지하횡단 가설공법은 가받침공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존의 가받침 공법

에서 하로 형을 견고한 PC-Slab로 치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  가받침으로 사용된  PC-Slab

는 본구조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궤도를 자갈도상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만큼(약 500mm) 낮게 슬래

를 설치한다.

  본 공법의 특징은 가받침 공법에서 강성에 취약한 기존의 하로 형을 PC-Slab나 PC-하로거더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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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강성을 높이고 이를 직  본구조물의 구체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구조물로 가설 하로 형을 

치시킴으로써 열차주행에 따른 진동이나 처짐을 획기 으로 감소시키고 열차의 서행을 최소화시키는 

공법이다. 한 상부에 건 한 본구조물 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하부의 가교각을 안 성 충분하게 하면 

침하나 횡변 를 최 한으로 제한시킬 수 있음으로 본구조물보다 높은 안 성을 확보하여 열차의 안

운행에 지장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교각 사이에서 바닥슬래 를 시공하고 가교각과 가로보 사이에 벽체를 시공함으로써 구체를 연속

으로 시공할 수 있으므로 시공성이 양호하다.

  슬래  직  본구조물로 사용함으로써 토피고가 최소화된다. 이는 지하횡단도로의 종방향 경사에 의

한 지하차도 길이가 단축되므로 공사비가 감되고 통행차량의 운행에도 유리하게 된다. 한 굴착량은 

감소된 토피고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되며 이에 따른 횡단구조 후 속도로의 옹벽  가시설도 크

게 감소하게 된다. 자갈도상인 경우에도 상부 슬래 를 장에서 타설하지 않고 PC-Slab를 사용하므로  

토피고를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사용 재료 측면에서도 가설 하로 형이 필요 없고 토피고가 낮은 만큼 속도로의 옹벽길이나 굴착에 

따른 가시설이 감소되며 가시설 한 모두 철거시킴으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비개착 공법들보다 

유리한 공법이다.

  PC-Slab를 가교각 제작  시공에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으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장에서 슬

래  타설  양생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한 낮은 토피고에 따

른 속도로가 단축 되므로 공기가 단축된다. 따라서 가받침공법이 가장 공기가 짧음을 고려할 때 공기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공법이다.

  의 여러 장 들은 모두가 직  공사비를 감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다. 한 공사기간의 단축과 

PC-Slab 거더강성 증 에 의한 거더의 처짐  진동감소는 열차의 서행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간 비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해서는 좀 더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2 공정  시공방법

  아래 표 2는 직  PC슬래 를 설치하는 지하횡단 가설공법 시공순서를 공정별로 나타낸 것이고 아래 

그림 13은 이들 시공순서를 지하차도 실제모델과 유사하게 컴퓨터 3차원 수치해석 모델을 작성하여 안

성 해석을 할 수 있게 하 고 시공순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설 공 정 궤 도 공 정 구 체 공 정 비  고

선로변에 가교각 설치 분 형 PSC Slab 제작 공장제작

가로보 설치 궤도하부 일부 취 

선로변에서 PC-Slab 조립.

 (방진체결구를 조립)

자갈도상

 (기존침목사용)

노반 약 200mm 취 궤  철거( 일존치) 자갈도상인 경우 침목 존치

일 가조립 PC-Slab 어넣기(횡방향) 일의  방향을 우선 맞춤

일 체결 가교각에 PC-Slab를 안착 PC-Slab의 높이조

하부 굴착  지반보강 버림콘크리트 타설 

구체 시공 바닥  벽체슬래  타설

궤도 최종 정정  슬래  치조정 슬래 를 이동시켜 맞춤 

상부 슬래 와 하부구체 연속화

(지반이 양호한 경우/자갈도상)

지반침하 25mm이상 측시 

벽체하부 힌지화(인상용)

가교각  가로보 철거

되메우기 구조물 배면배수

속부 보강

표 2. 직  PC슬래 를 설치하는 공정별 지하횡단 가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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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설치

기존 선로 가교각 설치 가로보 설치

슬래

어

넣기

PC-Slab 조립 침목/자갈/노반 취 PC-Slab 어넣기  일체결

보강

슬래

설치

속부 PC-Slab 비 침목/자갈/노반 취 속부PC-Slab 어넣기 일체결

지반

굴착

노반 굴착 노반 굴착 노반 굴착  보강

구체

설치

바닥 슬래  타설 벽체 철근콘크리트 타설 가시설 철거  되뫼우기 

되뫼

우기

완성(측면도) 완성(평면도) 완성(입체도)

그림 14.  직  PC슬래 를 설치하는 공정별 지하횡단 가설공법

3.3 주요 지하횡단 공법과의 비교

  국내에서 적용된 주요 지하횡단공법들과 직  PC슬래 를 설치하는 공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아

래 표 3이다. 아래 표에서 다른 공법들에 한 기재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PC-Slab 지하횡단공법은 PC-Slab를 직  가설거더로 사용하고 이를 본구조물

로 활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 운행열차 지지를 한 별도의 가시설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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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 PC-Slab가 본 구조물이 됨으로 토피고가 가장 낮다. 

    낮은 토피고는 하부도로의 선형이 개선된다.

    속도로 건설을 한 토공, 가시설  콘크리트 타설 등 기하 수 으로 감소된다.

    속도로가 크게 단축되고어 통행차량의 주행성과 경제성에도 유리하다.

    슬래  타설을 한 가시설이 불필요하고 타설  양생기간만큼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 상부 슬래  시공시간이 약되고 PC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 열차의 서행 기간이 최소화된다.

가받침공법 이  루 공법 런트잭킹공법 P.M.T 공법

단

면

 

개

요

 임시 가교량을 설치하여 하

부를 굴착하고 구조물을 설치

한 후 가교량을 철거하고 선

로를 원상 복구하는 방법

 열차운행선 하부에 이 를 

추진하고 지지 를 설치하면서 

굴착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

는 방법

 열차 운행선 밖에서 구조물

을 제작한 후 론트짹을 이

용하여 선로하부에 구조물을 

견인 설치하는 공법.

 가받침공법에서 사용되는 하로

형거더를 PC-Slab거더로 

치하고 이를 본 구조물로 사용

하는 방법

장

1.구조물 형상 등의 변화에 

  계없이 시공가능

2.공사비가 렴

3.재래공법으로 시공경험 풍부

1.특수 커터에 의해 여굴이 

  없이 굴진하므로 침하나 융

  기가 발생하지 않음.

2.매립에 의해 침하가 음

1.열차운행에 지장 주지 않음

2.매립에 의한 침하 없음

3.구조물의 시공성이 뛰어나

 며 방수처리가 용이함. 

1.가장 경제 이고 공기 단축

2.공사  선로 안 성이 높음.

3.낮은 토피고로 하부 도로 선

  형이 양호함.

단

1.가받침 설치  공사완료

  시 까지 서행운  필요

2.시공성이 조잡함.

3.공사완료 후 노반침하로 

  인한 보수 리가 필요함.

1.열차정시운행에 지장 래

2.지보공 시공시 지지력과 진

  동 책 필요

3.공간이 소하고 각종 지지

  물로 시공성  하

1.공사비가 고가임.

2.선로외부에서 Box를 제작

  하므로 작업 공간이 필요.

3.Box 견인으로 인한 발진기

  기  견인설비가 필요.

1. PC-Slab 설치에 따른 차단

  필요.

2.Slab 도상을 용하는 경우 

  속부 처리 필요.

3.선로변에 Slab 설치공간 필요.

표 3. 기존공법들과 직  PC-Slab를 설치하는 공법과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PC-Slab 지하횡단공법은 PC-Slab를 직  가설거더로 사용하고 이를 본구조물로 

활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 운행열차 지지를 한 별도의 가시설이 불필요하다.

  - 가설 PC-Slab가 본 구조물이 됨으로 토피고가 가장 낮다. 

    낮은 토피고는 하부도로의 선형이 개선된다.

    속도로 건설을 한 토공, 가시설  콘크리트 타설 등 기하 수 으로 감소된다.

    속도로가 크게 단축되고어 통행차량의 주행성과 경제성에도 유리하다.

    슬래  타설을 한 가시설이 불필요하고 타설  양생기간만큼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 상부 슬래  시공시간이 약되고 PC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 열차의 서행 기간이 최소화된다.

     PC-Slab 가설거더로 처짐이나 진동이 감소되므로 열차 주행에 지장이 없다.

  - 속도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으로 토지보상비나 민원이 감소된다.

  - 공사기간이 가장 짧다. 

  - 직 공사비가 가받침공법보다 크게 약된다.

  - 간 공사비도 비개착공법보다 감소된다.

  본 공법은 가받침공법을 획기 으로 개량한 것으로 가받침공법이 가장 공사기간이 짧음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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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직  PC슬래 를 설치하는 공정별 지하횡단 가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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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 PC-Slab가 본 구조물이 됨으로 토피고가 가장 낮다. 

    낮은 토피고는 하부도로의 선형이 개선된다.

    속도로 건설을 한 토공, 가시설  콘크리트 타설 등 기하 수 으로 감소된다.

    속도로가 크게 단축되고어 통행차량의 주행성과 경제성에도 유리하다.

    슬래  타설을 한 가시설이 불필요하고 타설  양생기간만큼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 상부 슬래  시공시간이 약되고 PC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 열차의 서행 기간이 최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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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방수처리가 용이함. 

1.가장 경제 이고 공기 단축

2.공사  선로 안 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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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부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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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공법들과 직  PC-Slab를 설치하는 공법과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PC-Slab 지하횡단공법은 PC-Slab를 직  가설거더로 사용하고 이를 본구조물로 

활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 운행열차 지지를 한 별도의 가시설이 불필요하다.

  - 가설 PC-Slab가 본 구조물이 됨으로 토피고가 가장 낮다. 

    낮은 토피고는 하부도로의 선형이 개선된다.

    속도로 건설을 한 토공, 가시설  콘크리트 타설 등 기하 수 으로 감소된다.

    속도로가 크게 단축되고어 통행차량의 주행성과 경제성에도 유리하다.

    슬래  타설을 한 가시설이 불필요하고 타설  양생기간만큼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 상부 슬래  시공시간이 약되고 PC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 열차의 서행 기간이 최소화된다.

     PC-Slab 가설거더로 처짐이나 진동이 감소되므로 열차 주행에 지장이 없다.

  - 속도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으로 토지보상비나 민원이 감소된다.

  - 공사기간이 가장 짧다. 

  - 직 공사비가 가받침공법보다 크게 약된다.

  - 간 공사비도 비개착공법보다 감소된다.

  본 공법은 가받침공법을 획기 으로 개량한 것으로 가받침공법이 가장 공사기간이 짧음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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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 공정만큼 공기가 단축되고, 토피고 감소로 속도로공사와 이에 따른 가시설  굴착의 감소만큼 

공기가 단축될 것이다. 한 PC-Slab의 높은 강성으로 열차를 서행시킬 필요가 없다. 이는 간 비 측면

에서도 비개착공법보다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임을 알 수 있다. 속도로의 단축은 통행차량의 주

행성과 에 지를 약할 수 있어 주민 편익에도 유리한 공법이다. 간 비의 감에 한 의 내용은 

정성 인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므로 이에 해서는 보다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철도선로 하부 지하횡단 공법에 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로부터 경제성  시공성 등을 

분석한 결과 가받침공법이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하 고 가받침공법의 단 인 열차 서행을 감소시키기 

해 가받침 거더를 보강한 PC-Slab 지하횡단 공법을 개발하 다.

  본 공법은 토피고의 감소로 속도로를 단축시킬 수 있고 횡단구조물의 슬래  공사가 생략되므로 공

사비나 공사기간 측면에서도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법이다. 

  가받침공법의 선로 처짐  진동문제는 간 비의 증가를 래하 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앞의 공기단

축과 함께 간 비에서도 가장 경제 인 공법이 될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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