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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사 1

1. 개 요

철도터널 단면계획 시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표

준도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철도 노선의 특성에 맞도록 

일부 개선한 철도단면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현재까지의 철도 단선터널 표준도는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단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가정 하에 편측대피로 단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비상시 승

객의 대피성능, 점검원의 긴급대피와 유지관리 편리성, 

터널 전용장비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양측대피로 단면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

였다(표 1).

2. 편측대피로 터널단면과 양측대피로 터널단면 

비교 

2.1 표준단면도 비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작성한 철도표준도는 대피로

(1,000mm × 2,100mm) 및 공동구(500mm × 150mm)를 

편측에 설치하였고, 이천~문경 ○공구 표준단면도는 대

피로(900mm × 2,100mm) 및 공동구(400mm × 200mm)

를 양측에 설치하였다.

2.2 적용사례 분석

<표 2>와 같이 이천~충주 3공구, 도담~영천 5공구 등 

기타설계 구간은 철도표준도를 참조하여 대피로 및 공동

구를 편측에 설치하였으며, <표 3>과 같이 포항연결선, 

도담~영천 6공구 등 경쟁설계 구간은 대피로 및 공동구

단선철도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의 적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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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업본부 이사

허신회

에스코컨설턴트 

특수사업본부 과장

최규만

에스코컨설턴트 

특수사업본부 과장

박치면

에스코컨설턴트 

특수사업본부 전무



24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1

단선철도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의 적용성 검토

<표 1> 표준단면도 비교 검토

구분 편측대피로 터널단면(철도표준도)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이천~문경 ○공구)

단면도

대피로 편측 1,000(W)×2,100(H) 양측 900(W)×2,100(H)

공동구 편측 500(W)×150(H) 양측 400(W)×200(H)

<표 2> 편측대피로 적용 사례

구분 이천~충주 3공구(기타설계, 2015) 도담~영천 5공구(기타설계, 2015)

단면도

굴착단면적 50.70m2 / 직곡선 통합단면 52.73m2 / 직곡선 통합단면

대피로 편측 1,000(W)×2,000(H) 편측 1,000(W)×2,000(H)

공동구 편측 500(W)×150(H) 편측 500(W)×15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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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측에 설치하여 경쟁력에 우위를 보였다.

2.3 공동구 성능 비교

철도단선터널 표준단면도는 공동구를 편측에 설치하였

으며, 이천~문경 ○공구 표준단면도는 공동구를 양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표 4). 공동구 편측설치 시 

전력, 통신, 신호관로가 인접하여 설치가 되어 고전압 유

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

동구를 양측에 설치하여 신호관로와 전력관로를 이격 설

치함으로써 고전압 유도현상을 방지하므로 신호성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2.4 방재 성능 비교

열차 화재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편측대피 시에는 승객

<표 3> 양측대피로 적용 사례

구분 포항 연결선(경쟁설계, 2011) 도담~영천 6공구(경쟁설계, 2013)

단면도

굴착단면적 50.61m2 / 직곡선 통합단면 52.76m2 / 직곡선 통합단면

대피로 양측 800(W)×2,100(H) 양측 900(W)×2,100(H)

공동구 양측 340(W)×190(H) 양측 400(W)×200(H)

<표 4> 공동구 인터페이스

구분 편측공동구(철도표준도) 양측공동구(이천~문경 ○공구)

공동구

단면도

공동구 편측 500(W)×150(H) 양측 400(W)×200(H)

특징 고전압 유도현상 발생 고전압 유도현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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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하차정체가 발생하여 열차탈출시간이 12분 30초가 

소요되는데 반하여 양측대피 시에는 승객들의 하차가 원

활하여 열차탈출시간이 9분 18초로 약 3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피성능은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이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5).

2.5 건설장비 운용 비교

편측대피로 터널단면 적용 시 공사중 가배수로(0.3m × 

2개소) 설치를 고려하였을 때 덤프트럭과 로더의 교행이 

어렵고, 버력 상차시 사이드로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양측대피로 터널단면 적용 시 장비교행이 

가능하고, 버력 상차시 사이드로더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6).

양측대피로 터널단면 적용 시 버력상차 전용장비인 사

이드로더 적용이 가능하여 로더가 회차갱까지 이동할 필

요가 없으므로 주행거리가 단축(100→8m)되어 버력처리

시간이 감소하므로 장비운영비와 노무비가 절감되어 공

사비 측면에서는 편측대피로 터널단면 보다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7, 표 8).

2.6 점검원 안전성 비교

상 · 하행 구분 없이 운행하는 단선터널의 경우 열차 진

입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피로 편측설치 시 대피로 

위치를 착각하여 반대편으로 대피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터널 내에서 레일 탐상작업이던 점검원

이 대피로 위치를 착각하여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대피로가 양측에 설치되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

<표 5> 열차탈출시간 비교

구분 편측대피로(철도표준도) 양측대피로(이천~문경 ○공구)

탈출

개념도

탈출방법 편측탈출 양측탈출

탈출시간 12분 30초 9분 18초(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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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장비교행 및 사이드로더 적용성 비교

구분 편측대피로 터널단면(철도표준도)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이천~문경 ○공구)

덤프트럭

교행

•여유폭 0.3m로 덤프트럭 교행 협소함 •여유폭 0.6m로 덤프트럭 교행 원활함

로더

교행

•여유폭 0.1m 미만으로 덤프트럭과 로더 교행 어려움 •여유폭 0.4m로 덤프트럭과 로더 교행 가능함

사이드로더

적용가능성

검토(BIM)

•터널바닥 폭 6.09m로 사이드로더 적용 어려움 •터널바닥 폭 6.87m로 사이드로더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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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버력상차 장비운용 비교

구분 편측대피로 터널단면(철도표준도)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이천~문경 ○공구)

시공개요

덤프트럭 회차 

및 상차 대기

장비운영 휠로더 + 덤프트럭 사이드로더 + 덤프트럭

버력처리

시간

로더가 회차갱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버력처리시간 증가

(로더 평균이동거리 100m)

로더가 회차갱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 버력처리시간 단축

(로더 평균이동거리 8m)

<표 8> 버력처리시간 비교

구분 편측대피로 터널단면(철도표준도)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이천~문경 ○공구)

표준

품셈

시간당

버력

처리량

[회차갱 간격 200m ➜ 로더 평균이동거리 100m]

•q₀ = 3.50㎥, f = 1/1.85 = 0.54 , k = 0.90 , E₀ = 0.55

• t₁ = 18sec , t₂ = 14sec , l = 8m , m = 1.8sec/m

• t₃ (추가) = {(100m-8m)/7000m/hr+(100m-8m)

/8000m/hr}×3600sec/hr=88.71sec

•Cm = 1.8sec × 8m + 18sec + 14sec + 88.71sec = 135.11sec

•Qp = 3600sec/hr × 3.5m3 × 0.9 × 0.54 × 0.55 ÷ 135.11sec 

= 24.93m3/hr

[회차 불필요 ➜ 로더 평균이동거리 8m]

•q₀ = 3.50㎥, f = 1/1.85 = 0.54 , k = 0.90 , E₀ = 0.55

• t₁ = 18sec , t₂ = 14sec , l = 8m , m = 1.8sec/m

•Cm= 1.8sec/m × 8m + 18sec + 14sec = 46.40sec

•Qp = 3600sec/hr × 3.5m3 × 0.9 × 0.54 × 0.55 ÷ 46.40sec 

= 72.59m3/hr

버력처리

소요시간
• 196.448m3 ÷ 24.93m3/hr = 7.9hr • 196.448m3 ÷ 72.59m3/hr = 2.7hr (감 5.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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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대피로가 편측에 설치된 철도표준도와 대피로가 양측

에 설치된 이천~문경 ○공구 표준단면도를 비교한 결과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및 방재성능 

측면에서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다(표 9). 건설장비의 눈부신 기술 발전과 방재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부합될 수 있도록 터널 단면설계

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기술기사가 철

도 단선터널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에게 미약하나마 도

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철도표준도(한국철도시설공단, 2015).

2) 안전보건 On-Air 서비스업 중대 재해사례(안전보건공단, 2016).

<그림 1> 안전보건 On-Air 서비스업 중대 재해사례(안전보건공단, 2016)

<표 9> 편측대피로 터널단면과 양측대피로 터널단면 비교검토 요약

구분 편측대피로 터널단면(철도표준도) 양측대피로 터널단면(이천~문경 ○공구)

계획성
•고압 전력선과 신호선 통합 설치

➜고전압 유도현상 발생으로 신호품질 저하

•고압 전력선과 신호선 별도 설치 

➜고전압 유도현상 방지로 신호품질 향상 

시공성

• 공사용 폭원 부족(6.09m) 

➜덤프트럭 교행 어렵고 사이드로더 적용 어려워 버력처리시간 

증가

•공사용 폭원 확보(6.87m) 

➜덤프트럭 교행 원활하고 사이드로더 적용 가능하여 버력처리

시간 감소

유지관리
•통신선 1개선을 공동구 외부에 별도 설치 필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관로 보호 불가하여 유지관리 불리

•공동구 내 신호선, 통신선, 전력선 등 전체 수용 가능 

➜외부 환경으로부터 관로 보호 가능하여 유지관리 양호

안전성
•점검원 작업 중 열차 진입시 편측 대피만 가능

➜대피로 위치 착각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점검원 작업 중 열차 진입시 양측 대피 가능 

➜대피로 위치 착각우려가 없어 안전한 대피가능 

경제성
•사이드로더 적용 불가

➜버력처리시간 증가로 장비운영비와 노무비 증가

•사이드로더 적용 가능

➜버력처리시간 감소로 장비운영비와 노무비 감소

방재성능
•화재시 편측 문으로만 열차탈출 가능 

➜승객하차 지연으로 열차탈출시간 증가

•화재시 양측 문으로 열차탈출 가능

➜승객하차 원활로 열차탈출시간 30%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