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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stall heavy structures in the railway bridges, crane methods or launching methods using temporary structure 

have been applied. These methods are uneconomical because working yard is required, temporary cut of rail system, 

etc.

 In this study, various construction methods has been developed which are suitable to the filed conditions. In the 

case of simple span structure like plate girder bridges, the girder is loaded to troy system at the working yard and 

then transferred to the working place. To lift and lower the girder system, a new transfer system was developed.  

 Different methods each for simple span bridge girder and long span girder were developed and detailed work 

procedures were proposed.

 Using these methods, the heavy structures can be installed with simple and safe work procedures and the 

construction cost and duration can be reduced.

1. 서 론

  재 형교는 2번째로 많은 교량이며 그 수가 약 800여개로 총 연장 약 48km가 넘는 철도 주요시설

물로써 경부선 철도가 1905년 개통된 후 10년 이상 사용된 교량이 재에도 공용 에 있다. 이러한 

형교는 열차속도의 향상에 따라 진동  처짐이 발생되어 열차의 증속이나 승차감 하, 열차충격에 의

한 소음  진동에 의한 민원 사례 발생, 홍수  증가 등의 문제 으로 인해 이 교량들에 한 개량사

업이 활발하게 이 지고 있다. 

  철도 교량 등 철도선로에 량물을 설치하기 해서는 크 인을 사용하거나 선로변에서 가설구조물을 

제작하여 어 넣기 등의 공법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들은 차량 진입로나 작업장을 만들어야하

는 등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 을 가지고 있으며 차선 차단으로 인한 선로차단시간이 

차선 단   철거와 설치 등에 소요됨으로 그만큼 가설비용을 필요로 하는 비경제 인 공법들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형교와 같이 비교  단경간인 구조물인 경우 이를 철도역사 등 작업장에서 제작하

여 화차나 트로리 등에 싣고 구조물을 인상  하강시킬 수 있는 이송장치를 개발하여 철도교량 개량이

나 노반개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로이송 가설공법을 활용하여 장 여건에 합한 다양한 가

설공법들을 개발하 다.

  비교  단경간 교량의 거더를 교체할 수 있는 선로이송 연속 가설공법, 경간이 긴 경우 는 거더가 

량인 경우 기존 거더를 어내어 철거하는 선로이송 가설공법, 기존 거더를 회 시켜 철거하는 선로

이송 가설공법을 개발하 으며 이들 개량된 선로이송장치 가설공법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1569



량물을 비교  단순한 공정으로 안 하게 시공할 수 있고 공사비와 공사기간도 감할 수 있는 경제

인 공법들이다.

2. 기존의 가설공법

 

  형교의 성능향상을 하여 경간이 짧은 교량에 한 교체 시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표 인 형교의 가설공법을 소개한다.

2.1 형 크 인공법

  기존의 거더를 형크 인으로 철거시켜 신규 거더를 설치하는 가장 일반 인 공법이다. 형크 인

이 동원되므로 크 인의 진입로 확보  설치가 필요하며, 연약지반의 경우 크 인의 량  인양하

에 한 지반 보강, 차선 차단  철거 등 부  공사비와 공기가 증가하게 된다.

2.2 어넣기 공법

  기존 형교 측면에 가설벤트를 설치하여 신설 거더를 장에서 제작하고 기존 형교를 철거한 후 

가이드 일 등을 이용해서 어 넣는 공법이다. 기존 거더 철거 시 차선 차단이 필요하지 않아 가설

시간을 약할 수 있고 비교  안 한 공법이다. 그러나 가설벤트의 설치  철거 공정이 복잡하고 연

약 지반일 경우 지반 보강에 따른 공사비와 공기가 증가하는 단 이 있으며, 교각이 높은 경우는 시공

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3 특수선을 이용한 교량 개축

  기존 선로 에 열차를 우회시킬 수 있는 특수선을 임시로 설치한 뒤, 기존교량을 철거시키고 새로운 

교량으로 개축하는 공법이다. 교량자체의 시공비 감소와 높은 품질  안 성을 가지는 장 이 있다. 그

러나 철도의 특성상 특수선은 길어지게 되고, 특수선의 임시성 때문에 노반이 안정되지 못해 장기간 열

차의 서행이 요구된다. 한 특수선 제작에 따른 시공비용  공기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림 1. 크 인 가설공법   그림 2.  어넣기 기설공법 그림 3. 특수선 공법

  의 기존 공법들은 기 단 이나 차선의 철거  설치, 가설을 한 작업장이나 가설시설물 등이 

필요한 공법들로써 시공제약이 크고 공기  공사비 증가 등 단 을 가진다. 이러한 기존의 철도 형교

량의 공법들의 고비용 효율 문제 들을 개선하고자 선로이송 가설공법이 개발되었다.

3. PC-Slab 합성 판형교 유도상화　선로이송 가설공법

 기존의 형 거더를 활용하여 PC-Slab를 합성하여 형교를 유도상화하는 공법은 시험부설  시공을 

통하여 기존에 용한 공법으로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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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비고

지지 (Frame/SM490) 13.4×2.1×1.2m 1

인양장치 
유압실린더

내하력 15ton
4개

Stroke 1500mm

아우트리거 
유압실린더

내하력 100ton

4개Stroke 500mm 

최 폭 3.7m

유압유니트 5Hp/210bar 3상

수평 이동
횡방향 ±100mm 유압

이동종방향 ±50mm

표 1. 이송장치 주요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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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로이송장치 도면

3.1 선로이송 가설공법

 선로를 이용한 가설공법은 철도역사 구내에서 구조물

(PC-Slab)을 열차의 화차나 트로리에 싣고 장까지 운송하

여 목침목을 제거시키고 이를 인양  하강시킬 수 있는 이

송장치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선로에 가설하는 기존 형교

량 유도상화 공법으로 시공순서는 아래와 같다. 

1단계 : 트로리에 슬래   이송장치 재  출발(그림 5)

2단계 : 트로리를 시공 장 교량에 정 치(그림 6)  

3단계 : 슬래  인상  트로리 철수(그림 7)

4단계 : 궤도철거, 도장 제거  선합성 비 작업(그림 8)

5단계 : 형 거더와 슬래  합성(그림 9)

6단계 : 일 체결과 이송장치 철수

7단계 : 본결합  종료(그림 10)

  표 1과 그림 4는 실제 시험부설에 사용된 이송장치의 주

요제원과 제작도면이고 그림 5~10은 앙선 치악-신림간 제

원가도교에서 실시한 시험부설의 사진이다.

  열차 운행 에 상간을 이용하여 에폭시 주입 등으로 형

거더와 슬래 를 일체화시키고, 형거더와 슬래 에 매립

된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재조립함으로써 에폭시의 부착력이 

손실되었을 때에도 슬래 와 형거더가 구조 으로 항할 

수 있게 하여 안 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 트로리 장이동

  

그림 6. 장 도착  정 치

  

그림 7. 트로리 철수

             

                                                    

그림 8. 일  침목철거

  

그림 9. 슬래  하강/ 일맞춤

  

그림 10. 시험부설종료

  이곳은 단경간(거더길이 10.14m)이므로 PC-Slab를 1개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간이 

긴 교량의 경우(거더의 길이가 긴 경우) 슬래 의 길이가 증가되고 하  한 증가됨에 따라 이송장치

의 길이와 단면도 증가되어야 한다. 하 의 증가는 철도화차의 재하 에도 제한을 받게 되며 한 인

양장치  아우트리거의 내하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이 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

한 기존의 일체식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해결하기 해 장경간에서 PC-Slab를 분할하여 설치하는 

공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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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로이송 분할 가설공법

  경간이 긴 경우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한 것으로서 1개의 거더 에 설치되는 슬래 를 정 

길이로 분할하여 설치하고 이를 PC강연선으로 긴장시켜 일체화시켜 합성하는 과정으로 시공하는 공법

이다. 본 공법은 분할 PC-Slab가 짧으므로 선로이송 가설장치의 뒷부분에 분할 거더를 재하는 1단계, 

장으로 이동하고 앞부분에서 기존 무도상 목침목과 거더를 인양하는 2단계, 다시 이송장치를 이동시

켜 설치장소에 정 치 시키는 3단계, PC-Slab를 하강시키고 가조립하는 4단계 그리고 일을 설치하고 

합성시키는 5단계의 작업을 연속 으로 반복하면서 설치하는 공정이다.

  이 공법은 거더의 길이와 계없이 PC-Slab 합성 형교로 개량이 가능하고 시공이 단순하므로 단 

시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며 가설장비의 경량화  어느 교량이나 가설이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장에서 PC-Slab의 연결에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시공순서는 다음 표 2와 같다.

단  계   주  요  작  업  내  용 삽      도

1.이송단계

 - 일 단  천공 (사 비)

 - 열차트로리에 모타카로 장 이동

 - 침목고정장치 해체  이송장치에 궤도 결속

2.기존궤도

  인양

 - 궤도 인양

 - 상부 래이트 도장  부식제거(일부 사 비)

 - 신구 착제 도포

3.Slab하강
 - 슬래  정 치(이송장치에서 후 좌우조정)

 - 슬래  하강(수평 유지)

4.Slab고정

 - 슬래 를 좌우(방향)  후 조정하여 치 

 - 상하조 장치로 높이(수 ) 맞춤

 - 슬래 에 삽입된 앙카볼트로 임시고정

5. 일설치

  기타작업

 - 일체결  일이음매 설치

 - PC강선 이음지그 설치

    ※ 다음공정에서는 PC강선 연결

표 2. 분할 Slab 가설 시공 순서

  기존의 선로이송 가설공법은 형 거더의 안 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송장치를 이용한 무도상 침목 

궤도를 PC-Slab로 교체하는 유도상화 공법에 하여 기술하 다. 

4. 판형교 거더 교체 선로이송 가설공법

  앞의 선로이송 가설공법은 형 거더는 기존에 것을 그 로 사용하고, 무도상 목침목을 PC-Slab로 교

체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형 거더의 자체 특성상 강성의 부족, 낙후  노후화, 홍수  증가에 따른 

여유고 감소 문제 등 형 거더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거더 교체’ 선로이송 

가설공법은 거더 자체를 교체하지만 그 기본 공정은 기존의 선로이송 가설공법과 같고, 이 경우에는 새

로운 거더의 하 이 크게 증가됨으로 이를 길이나 하 에 따라 여러 가지 공법에 하여 제안하 다.

4.1 형교 제원  특성  

  형 거더는 경간이 표 화되어있다. 5m 이하의 아주 짧은 교량은 구거로 이 경우와 교량 하부에 도

로나 홍수  부족으로 형고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 I형강 4개를 사용하여 제작한 드와  거더가 있으

나, 드와  거더도 같은 방법으로 개량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거더의 운반을 해서 화

차를 특수하게 제작하지 않는다면 최  재하 을 64ton으로 가정하고 거더의 단면과 행 형 거더 

길이는 표 도에 의해 아래 표 3과 같이 나타나며, 이들을 PC-Box형 거더(그림 11)로 상하슬래 의 폭

과 높이를 각각 3.2m와 0.25m도 가정하고, 벽체의 두께를 0.16m로 정하여 개략 으로 거더 고정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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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c Box 단면 가정 형상 

그림 12. 강합성 단면 가정 형상

안 성  사용성을 개략 검토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래 표 4이다.

 형 거 더 교체 거더 단면(PC Box단면으로 가정)

경간 지간 총길이
형고
(m)

단면
(m2)

거더하
(ton)

단변2차모
멘트(m4)

단면계수
(m3)

충격계수
(%)

G06.0 6.6 7.0 0.8 1.696 28.0 0.130 0.325 44.1 

G09.0 9.7 10.2 1.0 1.760 44.0 0.237 0.473 43.0 

G12.1 12.9 13.4 1.1 1.792 58.2 0.303 0.551 41.2 

G15.2 16.0 16.5 1.3 1.856 74.2 0.463 0.712 39.3 

G18.3 19.2 19.7 1.5 1.920 96.0 0.660 0.880 37.0 

G21.3 22.3 22.9 1.7 1.984 99.2 0.895 1.053 35.2 

G24.4 25.4 26.1 1.9 2.048 102.4 1.171 1.232 33.6 

표 3.  형 거더 표 도

경간

모멘트(kN-m) 하연인장
응력

(MPa)

활하
처짐
(mm)

총긴장력
(인장응력 
미발생)

고정하
(Md)

활하
(Ml)

G06.0 230.9 1313.0 40.4 0.64 267.0 

G09.0 517.5 2158.2 56.5 1.25 400.0 

G12.1 931.9 3487.8 80.2 2.82 583.4 

G15.2 1484.8 4883.3 89.4 4.04 682.0 

G18.3 2211.8 6560.5 99.7 5.57 791.5 

G21.3 3083.2 8419.4 109.2 7.20 898.0 

G24.4 4129.0 10663.1 120.1 9.16 1019.0 

표 4.  PC-Box 단면 가정에 따른 안 성 검토

    

경간

PC Box 강합성거더 

비  고형고
(m)

량
(kN)

형고
(m)

량
(kN)

G06.0 0.8 280 0.7 217
PC Box 단면
  상하부슬래  :
    3.2×0.25m
  복부벽체두께 :
    2@0.16m
강합성거더 단면
  상부슬래    :
    3.2×0.25m
  복부강 두께 :
    2@0.02m  

G09.0 1.0 440 0.9 323

G12.1 1.1 582 1.0 437

G15.2 1.3 742 1.2 548

G18.3 1.5 960 1.4 667

G21.3 1.7 992 1.6 789

G24.4 1.9 1024 1.8 914

표 5. 경간별 강합성교 거더 량

4.2 일체식 선로이송 가설장치 공법 (단경간 거더)

  거더의 길이가 약10m 내외인 단경간 형 거더의 경우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의 표에서 경간 

G09.0(경간 9.7m / 거더 총길이 10.14m) 까지는 총하 이 50ton 미만으로 일반화차의 일 재 용량이 

50ton이므로 화차 재하여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송장치의 길이를 30m 이내로 제작

하여 거더를 이송장치 뒷부분에 재하는 1단계, 이동시켜 기존 거더에 이송장치의 앞부분과 일치시키는 

2단계, 기존 거더를 이송장치의 앞부분에 결속  인양하는 3～4단계, 신규 거더 정 치  하강 시키는 

5～6단계, 궤도설치를 설치하여 1개 거더 설치를 완료하고 이송장치를 철수하는 7～9단계로 공정이 이

지며 이 공정을 반복 수행하여 시공을 완료하는 공법이다.

  본 방법은 공정이 명료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거더가 긴 경우 이송장치의 제작에 

한계가 있으며 거더의 하 은 증가되어 용량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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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지 설치 2단계. 이송장치와 기존 거더 정 치 3단계. 기존 거더 인상

4단계. 거더 측면철거 5단계. 기존 거더 하강 6단계. 신규 거더 하강

7단계. 신규 거더 안착 8단계. 궤도 설치 9단계. 선로이송 가설장치 철수

표 7. 기존 거더를 측면으로 철거하여 설치하는 공법

 

1단계. 신규 거더 재  이동 2단계. 이송장치와 기존거더 정 치 3단계. 기존 거더 결속

4단계. 기존 거더 인양 5단계. 신규 거더 정 치 6단계. 신규 거더 하강완료

7단계. 궤도 설치 8단계. 이송장치와 기존 거더 철수 9단계. 1개 거더 교체 완료

표 6. 일체식 선로이송 가설장치 공법

4.3 하 용 선로이송 가설장치 공법

  앞의 공법은 단경간으로 신규 거더의 하 이 비교  경량이고 거더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가능한 공

법이나 거더의 길이가 길어지고 하 이 증가하면 앞의 공법은 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거더

가 량인 경우에 가설할 수 있는 공법을 2가지 형식으로 나 어 제시하고자 한다.

 4.3.1 기존 거더를 측면으로 철거하여 설치하는 방법 

  거더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거더 하 의 증가와 길이의 증가로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일체식으로

는 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 공법은 이송장치에 신규 거더를 싣고 정 치 시킨 뒤, 하부에서 기존 거

더를 측면으로 수평 이동시켜 철거시키고 신규 거더를 하강시켜 설치하는 공법이다. 이 공정을 나타낸 

것이 아래 표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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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존 형교 2단계. 이송장치 정 치 3단계. 이송장치 설치  인상

4단계. 신규 거더 진입  정 치 5단계. 화차 철수 6단계. 기존 거더 인상

7단계. 기존 형교 회

8단계. 기존 형교 하강 9단계. 신규 거더 하강  가받침 설치 10단계. 신규거더 하강 

11단계. 하강완료  궤도설치 12단계. 화차진입  이송장치 철수 13단계. 1개 거더 교체완료  

표 8.  기존 거더를 회 시켜 철거시키는 공법

  본 공법에서 기존 거더를 수평으로 이동시켜 철거시키는 이유는 신규 거더를 이송장치에 재하고 기

존 교량 에 치시키기 해서는 모터카가 선로이송 가설장치를 기존 거더 에 치시켜야 한다. 이

때 모터카의 이동을 해 기존 거더와 궤도 유지되어야 하며 신규 거더와 이송장치는 철거시킬 기존 거

더 에 치하게 된다. 앞의 방법은 이송장치 앞부분을 비워 이곳에서 기존 거더를 인양하고 이동하므

로 기존 거더의 철거가 별도의 가설구조가 필요하지 않으나 본 공법은 이러한 공간이 없다. 따라서 기

존 거더를 철거시키기 해서는 으로 수평 이동시키는 등의 고정이 필요하게 된다. 본 공법은 이를 

해 기존 거더를 수평으로 이동시켜 철거시키기 하여 선작업으로 기존 거더 하부의 교각사이에 형 

거더를 횡방향으로 어내거나 인출시킬 수 있는 가설장치를 설치(표 7, 2단계 그림참고)하게 되며 공정

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거더를 횡방향으로 철거시킬 지지 를 설치하는 1단계, 역사나 선로변에서 신규 거더와 선로이

송 가설장치를 화차에 재하고 모타카로 기존 거더 에 정 치하는 2단계, 기존 거더를 약간 인상시

켜 가설장치와 기존 거더 사이에 마찰 미끄럼 (테 론)을 설치하는 3단계, 기존 거더를 횡방향으로 

이동시켜 철수시키는 4～5단계, 신규 거더를 하강하는 6단계, 신규 거더를 교량받침에 안착시키고 정

치 시키는 7단계, 궤도를 설치하고 이송장치를 철수 시켜 완료하는 8～9단계 공정으로 이 진다.

 4.3.2 기존 거더를 회 시켜 철거시키는 방법

  기존 거더를 회 시켜 철거시키는 방법은 앞의 공정과 유사하나 기존 거더를 철거시키는 방법에서 측

면으로 철거시키는 신 거더를 회 시켜 철거하는 차이가 있으며 공법은 아래 표 8과 같다. 이송장치 

 신규 거더를 화차에 앞뒤로 재하고, 기존 거더에 정 치 시키는 2단계, 이송장치를 설치  인상시

키는 3단계, 신규 거더가 재되어 있던 화차가 이송장치 아래로 진입하면 신규 거더를 연결하여 조  

인양한 뒤 화차를 철수 키는 4～5단계, 화차가 철수하면 마찬가지로 기존 거더를 조  인양하고 회 하

여 교량하부로 내려놓는 6～9단계, 신규 거더를 하강시켜 궤도 작업 후 다시 화차가 진입하여 이송장치

와 철수하는 10～13단계로 공정이 이 져 있다.

  

1575



  본 공법은 하 의 거더를 설치 할 수 있는 공법이며 기존 거더 철거를 한 가설 설비가 불필요함

으로 경제 인 공법이다. 그러나 기존 거더의 회 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거더 하부에 물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 거더 인양을 한 용의 한계가 있는 공법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 형교량을 철도의 선로를 이용하여 유도상화 다양한 공법과 공정을 개발하 으며 

이들에 해서 기술하 다. 본 공정은 거더 교체공사 에 선로의 기차단이나 차선 철거  설치를 

하지 공법으로서 기존의 공법들과 다르며 열차 운행선에서 선로의 야간차단시간이 짧으므로 시공시간을 

그만큼 공사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거더의 길이나 하 에 따른 용시킬 수 있는 각종 공법들은 형교 유도상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공법과 같이 각종 가시설, 작업로나 작업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경제성

과 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종 공법들에 하여 장 용을 한 세부 

공정과 기술에 한 개발 시험부설 등을 통하여 검증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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