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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량전철은 용인시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분당선과의 연계로 주변

도로의 교통수요 분산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년2001 12

월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시작으로 방식으로 추진BTO(Build-Transfer-Operation)

되었다 년 월 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국내최초의 경량전철이 년 월 착공하여. 2005 5 27 , 2005 11

년 월 준공계획이다 본고에서는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개하2009 5 .

고자 한다.

사업개요2.

용인경량전철의 전체 노선은 총연장 로 계획되었으며 기흥읍을 시점으로 구갈 지구18.404km , 3 ,

동백지구를 지나 국도 호선을 따라 용인시 행정타운을 거쳐 금학천변을 통과한 후 공설운동장42 ,

을 지나 경안천 제외지 둔전리 등을 경유하여 에버랜드 입구인 전대리에 이르게 된다 그림, ( 1).

정거장 개소 환승역 개소 포함 차량기지 개소 고가 및 토노반15 (0.667km : 1 ), 1 , (15.472km)

으로 되어있고 공사기간은 년 월 년 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년 개(2.265km) , 2005 11 ~ 2009 5 ( 3 6

월 이내 로 예정되어 있다 차량시스템은 선형유도모터시스템 방식으로 완전자동무인운전 형) . LIM( )

식으로 운용되며 사업의 운영은 개시일로부터 년이다 총 사업비는 억 원 년 월, 30 . 6,970 (2001 12 21

일 불변가 으로서 조사 설계 및 인허가를 위한 부대비용과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용 등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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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저자 주 건설엔지니어링 이사 정회원* : ( )SOC ,

주 건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회원** ( )SOC ,

대림산업주식회사 상무 비회원*** ,



적용 설계기준3.

설계기준은 시방서 또는 해당분야 법규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각 분야 설계의 일관성 있,

는 성과 작성을 위해 설계통합관리를 위한 설계 시공 인터페이스 매뉴얼/ (Design/Construction

이하 을 제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에는 관련 인터페이스Interface Manual, D/CIM) , "D/CIM"

의 기술사항을 수록하여 통합설계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차량3.1 System

차량형식은 이며 이동폐색 방식에 의한 완전무ART(Advanced Rapid Transit) , (Moving Block)

인자동운전방식으로 운행된다 차량의 추진은 선형유도 전동기 객차 량. (Linear Induction Motor- 1

당 대 를 사용한다 양쪽으로 개폐되는 외부슬라이드 도어가 있으며 량 수송인원은2 ) . 1 226 228～

명이다 차량의 제원은 도표 과 같다. 1 .

선로 설계기준3.2

선형을 가급적 직선화하여 곡선반경이 열차운전 및 운영상 영향이 적은 이상의 곡선R>1000m

과 직선구간의 연장비율이 로 설계하였다47.1%(8.674km) .

종단선형 설계는 교차도로의 건축한계 그림 를 확보하고 승차감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 2) ,

여 종곡선 변화 개소를 최소화 하였으며 최대 종단구배는 평면곡선영향을 고려하여 본선은, 45‰

로 계획하였으며 분기부는 이하 정거장은 이하로 계획하였다 도표, 30 , 5 ( 2).‰ ‰

구조물 설계기준3.3

설계하중은 철도설계기준 철도교편 의 하중을 참고로 결정하였으며 차량에 의한 하중은 차량“ ( )” ,

제작사에서 제공된 에 따라 적용하였다 차량하중은 기본설“D/CIM Part-3 Elevated Guideway” .

계시 입석승객 밀도를 인 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경전철구조물을 대상으로한6 / , "ACI 358.1R㎡

차량 열차제원 도표 선로설계기준1. 2.

구분 (JFK ART MK )Ⅱ (mm)

총길이 17,602

레일 상단에서의 높이 3,939

총 폭 3,216

대차축 중심간격 1,900

대차중심간격 12,000

열차와 인접열차간 거리 5,610

레일상단 차량바닥의 높이~ 1,118

출입문의 폭 3,048

측면 출입문 개구폭 1,829

중력의 열차중심 1252/1570(±5%)

항 목 기 준 항 목 기 준

궤 간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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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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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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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배

본 선 이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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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선 이상50m 분기부 이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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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고 Level

그림 용인경량전철 노선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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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차량하중 산정시 승객하중으로 좌석이 만재되고 입석승객의 밀도는-92" 3.3.1.1 0.14㎡

인 인 을 기준으로 하중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승객 인당 중량 을 기준/1 ( 7.14 / ) . 1 780N(=80kgf)≒ ㎡

으로 하중 인 인 을 고려하였을 때 군집하중 산정 적용기준인 인(7.14 / × 80kgf/ =570kgf/ ) , 8 /㎡ ㎡ ㎡

인 인 과 유사한 값을 가지므로 실시설계시는 인(8 / × 62kgf/ =496 500kgf/ ) 8 / “D/CIM㎡ ≒ ㎡ ㎡

의 승차밀도을 고려한 차량하중이 량 연Part3:Elevated Guideway" 3.2.3.3 Vertical Live Load 2

결된 조건을 공칭활하중 허용응력설계의 경우 사용활하중 으로 적용하였다( ) .

본선 궤도의 부가고정하중은 콘크리트도상 및 각종, Running Rail, LIM Rail, Power Rail

설치로 인한 하중으로 궤도부에는 관련하중을 콘크리트도상 폭으로 나누어 등분포 재하하Cable

고 이 설치되는 비상통로 에는 하중을 비상통로 폭으로 나누어Cable (Emergency Walkway) Cable

등분포하중으로 재하하였다 하중에 대한 충격계수는 철도설계기준 철도교편 과. “ ( )” “ACI

358.1R-92 :Analysis and Design of Reinforced and Prestressed Concrete Guideway

에서 제안된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였다Structures” .

실시설계4.

토공설계4.1

토노반 구간은 로 주변현황과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구간으로 나누어졌다 그 위치는2.265km 3 .

구갈 지구 통과구간 메주고개 통과구간 둔전정거장 주변이다 토공구간 방호벽은 교량구간과 동3 , , .

일한 방호벽을 전구간에 설치토록 계획하였다.

구갈 지구 통과구간의 노선 우측은 오산천 하천제방과 인접하고 좌측은 국도 호선 도로의 보3 , 42

도부와 인접하여 양측 및 편측 옹벽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배수계획을 수립하였다 구갈 지구와. 3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양측 모두 일정높이 이하는 옹벽 및 사면높이 기준 펜스를 설치( 2.0m )

하여 일반인의 노선접근을 막도록 계획하였다.

동백지구 국도 호선 연결도로 및 메주고개 구간에는 대절토 사면이 형성되어 사면안정성 검토- 42

결과에 따라 사면 보호공 및 배수시설 등을 설계하여 노반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절토사면보호공은.

발파암구간에는 자연표토 복원공법 토사 및 풍화암구간에는 를 적용하였다, Seed Spray .

둔전정거장 통과구간은 국도 호선 우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수변보호구역 및 절대농지로서 종45

단구배를 로 계획하였다 기존 국도 호선과 부체도로 이설 및 정거장 진입도로 계획에 따라3 . 45‰

성토구간 양측에 옹벽을 설치하고 토공구간 배수계획을 수립하였다.

교량설계4.2

구갈 지구 구간은 평면선형상 급곡선부 가 많이 있으며 상부자중에 의한 하부구조의 경3 (R 500)≤

량화에 유리하고 도장에 의해 도심지와 조화있는 연출이 가능하며 지장물 횡단시 경간 변화에 대,

한 적용성이 우수하여 도심지 구간에서의 시공여건 및 공기단축이 가능한 강합성형교로 하였다.

도표 상부 표준 횡단면도3.

강합성형교 거더교P.S.C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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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택지 개발지구 구간은 평면 선형상 급곡선부가 거의 없으며 동백지구 녹지대의 통과로 지

장물이 없고 교량형식에 따름 소음 진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제작장 및 야적장 선정이 용이․
하여 거더교로 하였다P.S.C U .

경안천 및 신대천 구간 곡선구간과 직선구간이 대체적으로 비슷하여 곡률반경이 큰 구간이며

작장 및 야적장 선정이 용이하여 경제성을 고려하여 거더교 선정하고 일부 급곡선 구간P.S.C U

및 장경간 횡단부는 강합성형교 하였다.

형식별 교량경간은 장대레일 안정성을 고려 고정점간 거리 를 기준으로 경간을 분할하여85.0m

표준경간을 로 하였고 상부구조의 경간장을 지장물과 정거장 위치에 맞게 강합성형교2@40=80m ,

의 경우는 를 기준으로 단경간 경간으로 계획되었으며 거더의 경우는 현장여40.0m , 2, 3 , P.S.C U

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단경간으로 계획하였다30.0m .

용인경량전철의 경간장 교량에 대하여 철도교 와 도로교 설계단면2@40=80m (LS-22) (DB-24)

력을 각각 비교한 결과 다음의 도표 와 같이 나타났으며 하중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4 DB-24

검토되었다.

하부형식은 상부구조 기본조건에 적합하고 용인경량전철 노선이 개의 하천을 따라 계획된 점, 4

을 고려하여 하천 통수단면 확보에 용이하고 경제성 및 미관이 양호한 콘크리트 형 교각을 표준T

형으로 선정하였다 도표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경량전철 경관창출과 승객과( 5).

주변국도 이용자 시점에서 연속적 형태와 구조에 의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거확보와 시각초점

에 의해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다이나믹한 이미지 조성을 계획하였다.

정거장설계4.3

승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근 및 분산시킬 수 있도록 노선주변의 교통수요 지반조건 선형조, ,

건 토지이용현황 및 전망 지장물 승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그리고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

고려하여 최적의 정거장 위치를 선정하였다 정거장 배치는 개소로 배치하였으며 역간 평균거. 15 ,

리 로 설계하였다 환승계획으로는 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의 환승체계를 단순화하고 편리1,221.2m .

하게 구축하였으며 환승역 구갈역 의 위치는 녹십자의 이전시기 및 분당선 기흥역의 사업시기와, ( )

관계없이 공사가 가능한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전철역세권 개발방안에 따,

른 사업계획 및 죽전 수원간 복선전철 기흥역과의 환승방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

도표 교량 용도별 단면력 비교4.

구 분
정모멘트 부모멘트 전 단 력

단면력 비율(%) 단면력 비율(%) 단면력 비율(%)

용인경량전철 424.1 100 -345.6 100 75.5 100

철도교 (LS-22) 1,823.8 430 -2,405.2 696 322.6 427

도로교 (DB, DL24) 393.2 93 -427.8 124 69.9 93

도표 교각 형식 적용5.

구 분 동백 택지개발지구 일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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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0
0

CL PIER

2.150 2.150

7.300
7.300

2.500

CL PIER

2.400 2.400



정거장 구조는 노선중 택지지구인 곳은 라멘 형식으로 하였으며 도로 하천구간의 정거장은RC , ・
도로기능유지와 하천의 유수저해 및 수위상승을 고려하여 구조로 처리하였다 도표1-Column ( 6).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직선 또는 곡선정거장으로 계획하였으며 곡선시 최소곡선 반경 이, R=600m

하로 설계하였다 정거장 기둥단면은 강재제작 및 운반과 현장연결부 처리를 고려하여 사각형 단.

면을 적용하였으며 하천부 교각은 유수흐름을 고려하여 원형단면의 보호콘크리트를 설치하였다, .

차량기지4.4

기존에 건설되어 운영중인 차량기지의 건설단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이,

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본 시설공사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열차의 안

전운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차량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적위치를 선정하고 계획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차량의 입 출고 거리의 축소로 공차운행에 따른 운영경비 손실 예방 소요 차량. · ,

대수에 대한 적정 면적의 확보 소요면적 만큼 광활한 평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 건설시 각종, ,

공사차량 또는 자재 장비의 반입이 용이하도록 양호한 접근도로에 접한 지역 운영시 근무자가, ,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 계획부지 인근에 인가가 적어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 그리고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인근에 있어 토공사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지역을 고려,

하여 용인경량전철 노선 중앙부에 위치하여 비상시 대처 회복 운전이 유리하고 기지 접근성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적은 용인시 삼가동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

기타 중점검토사항4.5

비상운전시 고가교량의 안전성 검토4.5.1

고가 구조물의 비상 운전조건에 대한 공칭안전율 을 분석하고 이를 바(Nominal Safety Factor) ,

탕으로 비상운영조건에서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였다.

도표 정거장 구조형식6.

복층 기둥 라멘3 RC 복층 기둥 강재라멘1

녹지 지구 도로 하천 구간적용,

그림 대안위치 검토 및 차량기지 배치계획도3.



비상운전조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석된 시나리오를 바탕Loading

으로 도표 량 편성 운전조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비상운전조건에서 최소안전율을 검토한 결( 7) 2 .

과 가장 불리한 경우 정도로 설계기준상의 최소 기준안전율인 이상이므로 모든 시나리오에, 1.5 1.1

대하여 구조물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표 발생가능한 시나리오7.

시나리오 구 분 발생위치 속 도 최소이격거리 하중조건 및 발생확률

1A 정거장 정체 정거장 0-10kph 13m 회 주AW3 - 1 /

1B 분기부 정체 분기부 0-10kph " 회 분기 년AW3 - 1 / /

1C 선로부 정체 전체System 0-10kph " 회 년AW3 - 1 /

1D 선로 양측 정체 “ 0-10kph "
회 년AW3 - 1 /15

회 년AW4 - 1 /30

2
Manual

Operation
“ 0-25kph 최소 150m 회 월AW0 - 1 /

3A
Headway

Operation
“ 10-80kph 2km 매일AW3 -

3B
Headway

Reguation
“ 10-80kph 3km 매일AW3 -

장대레일 축력 검토4.5.2

장대레일축력에 대한 궤도 및 교량 안정성은 레일에서 발생하는 최대인장응력 및 교각에 작용하는

종하중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인 급곡선부에서 장출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외에서 사용. R=100m

되는 탄성체결구들과 같은 정도의 횡저항 성능을 보유하면 체결구당 좌굴에 대해서는 안전함( 0.9ton)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혹한기의 레일파단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도 부가 축응력이 기준값인. UIC

이하로 안전함을 알 수 있었다 교각에 작용하는 종하중의 평가는 온도하중과 시 제동하중이92N/ . /㎟

동시에 작용시 최대값을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맺음말5.

경량전철은 중량전철보다 차량의 크기 구조물의 크기가 작아 고정시설비가 적게 소요되고 완전, ,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용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한 신 교통시스템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도시.

교통난 해소와 대도시의 지하철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경전철 수요가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경전철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량형식

개발 및 적용 소규모정거장 구조물에 적합한 구조형식의 개발 경전철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시방규, ,

정 정립 등의 연구가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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