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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랜드마크를
건설하다!

글 이우석 ＼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 사원 ＼ 전화 063-538-9622 ＼ E-mail wwjd@ssyenc.com

1. 머리말 2. 공사개요

▶▶ 현장탐방 

01

호남고속철도는�경부고속철도와�더불어�국가�기간망�사업으로서�

영남지역보다�상대적으로�개발속도가�늦은�호남지역의�균형�발전

을�도모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으며,�오송~광주�간�고속철도�1

단계�사업이�진행�중인�가운데�당�현장은�전라북도�정읍시에�위치

하고�있다.

특히�정읍시�진입구간에�호남고속도로�횡단구간이�있어�주행하는�

차량의�흐름을�방해하지�않고�시공해야�하는�어려움뿐만�아니라�정

읍시를�대표할�수�있는�랜드마크로서의�구조물을�시공해야�하는�부

담감이�존재하였고,�공사장�인근에�15개의�마을,�11개의�유물산포지,�

거대한�축산단지�2개소가�있어�공사를�진행함에�있어�큰�어려움이�

있을�것으로�예상되었으나�본사와�현장�간의�유기적인�대처로�큰�

문제없이�해결할�수�있었다.

표 1 �개요

공사명 호남고속철도�제4-2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공사기간 2009년�12월�28일�~�2013년�12월�31일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금액 212,716,275,000원

시공사 쌍용건설(주)�외�5개사

총연장 9,380m

토공 9개소,�4,850m�

교량 6개소,�3,680m(FSM�PSC�BOX�+�E/D+Arch)

터널 2개소,�850m(NATM�+�벨마우스)

구교 30개소,�(B(함)14개소,�C(함)16개소)

기타 전진기지�1식,�토목관련�전기설비�1식

2-1. 주요구조물

교
량

[그림 1]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 조감도

(a) PSC+Arch 단면             (b) PSC+E/D 단면

횡단면(45m�PCB) 횡단면(45m�PCB)횡단면(주탑) 횡단면(주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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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성 검토

검토 전 검토 후 현장적용

구조물�외곽으로�철근�돌출

형상�오류�및�거푸집�제작�불가

앵커플레이트와의�철근�간섭

당�현장의�최고�난이도�공사는�호남고속도로�횡단구간에�시공하

는�정읍고가이다.�이는�고속도로�운행�흐름을�방해하지�않고�시공

이�이루어져야�하는�상황이었기에�한시도�긴장을�늦출�수�없었고�

특히�교량설치를�위한�가설벤트�설치�시�자재가�낙하하는�등의�안

전사고의�발생가능성이�매우�커서�각별한�주의를�필요로�하는�상

황이었다.�

따라서,�당�현장에서는�위험을�최소화하기�위하여�가교�상부시공을�위

해�크레인을�이용하여�직접�올리는�방법�대신에�겐츄리를�이용하여�

레일을�통한�순차적인�가교설치�방법을�적용하여�공사를�진행하였다.

터
널

3차원�CAD를�기반으로�한�건설정보모델기법(BIM,�Building�

Information�Modeling)은�건축분야에�처음�도입되어�현재는�상당한�

기술의�발전과�더불어�국내�공공�건축물에�의무적으로�적용되는�제

도적�장치까지�마련되어�있으나�토목분야에서는�국내는�물론,�해외

에서도�그�적용사례가�많지�않다.�

주된�요인으로는�토목분야의�다양성과�시설물의�비정형성,�모델�대

상�현장의�범위�문제�등을�꼽을�수�있다.�하지만�당�현장에�적용�당

시�쌍용�BIM�공사관리시스템(www.ssybim.com)이�구축되어�총�

10km에�달하는�사업구간에�대하여�지형을�포함한�3차원�구조물�모

델을�구축하고,�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경우에는�3차원�철근�상세

모델까지�구축하여�공사관리시스템의�기본�모델로�활용할�뿐�아니

라,�설계�성과품의�적정성을�검토하는데�활용하고�기존�4D(3D�모델

+공정)에�수량�및�내역이�연계된�웹기반�5D�시스템을�최초로�개발

하여�반영하는�등�최신기술이�적용하여�공사를�진행하였다.

당�현장이�대안턴키공사로�미관을�고려한�고난이도�시공구조물이�

다수�존재하여�철저한�사전�시공성�검토가�필요하였으며�정부�핵심�

추진사업에�따른�짧은�공기�내�고품질�공사를�요구하여�체계적이고�

치밀한�공정관리�또한�요구되었다.

1) 설계도서 검토

2D�도면에서는�확인하기�어려운�구조물�철근�배근도를�3D�일반도�

모델링과�철근�배근�모델링을�통해�100개�이상의�설계오류를�확인

하여�도면수정을�완료하였다.

3. BIM을 활용한 공사 진행

4. 강아치교(정읍고가) 가교 설치

한교천교(E/D�주탑부)

3D�철근�모델링�검토

간섭사항
다수�발생

1차�현장�협의_3D�철근�모델링

철근�배근�모델링 일반도+철근�배근�모델링협의내용_<IDM_4-2_13>

⦾교각�일반도와�구조도�상이함

��-교각�철근�배근�전체

▶교각�일반도와�구조도면�상이함

��2D�도면으로도�확인이�가능하나,�

��아래�참고도면인�3D일반도�모델링과�

��철근�배근�모델링을�통해�확인�가능함

��(정읍고가�P1�교각�모델링�참조).

답변�:�철근상세는�일반도에�준하여�수정해�주십시오.

���������➞�현장협의용�도면�작성

(a) 갱구 : 벨마우스형             (b) 터널단면

터널중심

선로중심선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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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겐츄리로 상부빔 상차 2단계 : 겐츄리를 이용한 설치

강교�가설벤트�설치�시�크레인을�이용하여�겐츄리를�거치하는�단계

에서�고속도로�주행에�위험성이�존재함을�인지하여�한국도로공사

와�긴밀한�협의를�통해�약�10여�분간�일시적으로�교통을�통제하여�

피해를�최소화하였으며,�가설벤트�해체�시에도�동일한�방법으로�일

시�통제함으로써�안전성�확보에도�노력하였다.

1단계 : 가설벤트 설치완료 및 상부빔 설치준비

2단계 : 고속도로 횡단부 상부빔 및 강아치 조립

3단계 : 횡단부 강아치 조립완료 및 측면부 시공

4단계 : 가설벤트 해체 및 조형물 설치

5. 우산터널 미기압파 저감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추진�중인�차세대�고속차량�상용화의�일환

으로�호남고속철도�일부�구간(익산-정읍�구간,�당�현장�포함)에�차

량고속화�시범운영(350km/h�→�430km/h)을�계획하고�있어�당초�

설계속도인�350km/h를�초과한�430km/h로�통과�시�미기압파가�발

생하여�소음�및�진동이�발생할�수�있어�이에�따른�대책으로�저감시

설�시공이�필요하였다.

5-1. 검토결과

1) 원설계

구분
운행속도

(km/h)

미기압 분석결과

비 고미기압(Pa)

20m 위치 목적 대상물 위치

허용�기준 - 20 -

우산터널�

300km/h

시점�
300 28.9

2.6 -

종점� 10.5 -

우산터널�

350km/h

시점
350 47.2

4.2 -

종점 17.2 -

2) 설계속도 변경에 따른 검토

후드 미설치 후드 설치

면벽형 신칸센 후드모델
호남고속철도 

벨마우스 경사갱구

속도

(km/h)

미기압

(Pa)

속도

(km/h)

미기압

(Pa)

속도

(km/h)

미기압

(Pa) 

419.67 107.92 420.01 59.56 418.15 93.53

5-2. 적용현황

구분 당초 변경

조

감

도

[그림 4] 터널 출구에서의 미기압파 방사현상

고속열차

대기압파�방사
압축파

터널 출구입구

[그림 3] 강아치교 시공절차

[그림 2] 겐츄리를 이용한 가교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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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면

도

종

단

도

��

터널�미기압파�저감후드�개발실험에�이용된�후드모델은�총�42종으

로�모든�후드모델을�상호�비교하기�위하여,�통풍공�1,�2,�3,�4홀�후드

모델,�45도�경사갱구를�적용한�후드모델�및�다공홀�후드모델�등으

로�비교�및�분석하여�미기압파�최대값을�비교�및�분석한�후�우산터

널의�경우�연장�300m의�터널로�2홀�통풍공형�후드를�최적�설계안

으로�선정하였다.�이로�인해�터널�진입속도�420km/h까지�약�56%

까지�미기압파를�저감시킬�수�있다.

6. 맺음말

표 2 �미기압파�저감후드�상세사양

구분 기호 사양 비고

터널�단면적 At 96.7m2 -

후드�단면적 Ah 145.05m2 터널�단면적의�1.5배

후드�상부길이 l 20.0m -

후드�바닥길이 L 27.335m -

후드�내부높이

H 12.695m -

H’ 11.495m Rail�level�기준

H” 10.733m Floor�level�기준

통풍구1�이격거리 L1 5.968m -

통풍구2�이격거리 L2 14.03m �-

내경 Φ 3.588m -

내부높이 h 1.24m -

경사각도 α 60° -

2009년�12월을�시작으로�당�현장의�공사가�진행되는�동안�본사�

유관�부서(팀)와�현장�간에�유기적인�업무처리를�통하여�공사�중

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사전에�처리하고,�발생된�문제점에�

대해서는�재빠르게�대처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관련�임직원�

여러분들께�감사드린다.�준공이�얼마�남지�않았지만,�호남고속철

도�제4-2공구는�맡은�바�임무에�최선을�다하고�있는�현장직원들

의�땀의�결과임을�다시�한�번�되새기면서�쌍용건설의�재건을�위

해�오늘도�노력하고�있다.

125km�100

개착터널

125km�100 125km�100

NATM� NATM�개착터널 개착터널

125km�100

개착터널 후드

후드

[그림 6] 우산터널 갱구 시공전경

터널중심

EL.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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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기압파 저감후드 단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