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교량분야

10

제5장 교량분야

5.1 설계요약

운암대교 대안형식 선정

설 계
주 안 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시공중 환경오염 최소화 형식 및 공법 필요
임실군의 관문적 상징성과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교량형식 도출

2주탑 독립1면식
엑스트라도즈드교

5.1.1 친환경 조화를 강조한 엑스트라도즈드 교량

5.1.2 장대 측경간(120 m) 교량형식의 설계특화

 2개의 엑스트라도즈드교 사이에 중간교각(P8) 설치  콘크리트 엑스트라도즈드교의 주경간장의 무리한
   장경간화를 배제  완성계의 역학적 최적지간 분할(1:1.25:1.25:1) 구현
 최적주탑고 결정 :환산지간장 개념을 도입한 최적주탑고 결정(H=28 m)  2.0L8∼10의 범위 적용

5.1.3 전경간 연속화를 통한 주행성 향상 및 유지관리 효율화

 다지점고정(Multi-Fix) 교량구조  엑스트라도즈드교 구간 라멘구조계 채택
 주경간부 교각강성 최적화 설계기법 도입  교각단면력 1/2 감소효과

온도,건조수축,크리프에 의한 수평변위 흡수  2주식 분리형 교각 도입(P7, P9)
 교량받침설치 최소화(168개소 24개소) 유지관리 효율화

5.1.4 최신설계기법을 도입한 상세설계수행

 사재의 saddle slip, 케이블 sag영향 검토 장력 최대 3.5% 증감효과검토 
 설계반영

 시공중 콘크리트 허용응력 할증 미반영(시방규정 준수) 시공중 안전율확보

 시공중 가설단계 Buffeting 해석
 사재 초기장력 도입 최적화 설계
 외국자문을 통한 설계성과 다중검증 검증결과 안전함.(Ove Arup사 의견)

분리형교각

☞ 설계보고서 p.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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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PSC박스거더 단면구성

표준 횡단면도 주거더 형고 결정

접속경간부 : 경간장60 m기준(1/15 1/17)  H=3.9 m(1/15)적용
주경간부

 - 중앙부 : 주거더 연속으로 접속경간부 높이적용(H=3.9 m)
 - 지점부 : 환산지간장 총길이 L=108x2=216 m

주두부 거더고=216/30 50=7.2 4.3 m H=6.9 m적용

5.1.6 사재 Cable 특성(주경간부 엑스트라도즈드교용)

Bondcoated strand 조절용 정착구 Multi-tube Saddle

방식성 우수한 Bondcoated 강연선 
(Φ15.7 mm)

조절 정착구 
진동제어를 위한 댐퍼설치 케이블 교체용이/몰림현상 방지

5.1.7 시공성

ILM : 접속경간부(L=375m)
FCM(Below Type F/T) : 

주경간부(L=530m)
강재쉘가물막이 :

수중 교각부(P7~P9)

저수심 깊은 

기초에 최적

반복사용 공사비 

절감(수중부)

오탁 등 환경

피해 최소하부 및 벽체 일체타설 품질향상
압출시 베어링 이동공법

공기단축(2~3일/seg)
상판에서 타공정 작업

5.1.8 환경성 5.1.9 유지관리 5.1.10 부대시설

초기우수처리장치 통합유지관리 시스템도입 저소음신축장치

구 분 BOD SS

처리효율(70m3/hr) 82.1% 93.5%
레일형보다 10%저소음

주행성 및 내구성 우수

5.1.11 교량의 경관성

주탑의 형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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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량계획

5.2.1 상부형식선정

각종조사

태풍Olga 순간최대풍속 28 m/sec

가뭄등 이상치 자료보정에의한 수위분석(원안은 미보정)

수심 및 지층구조 분석

비대칭적인 수심(H=24 m : 월평균최고수위기준) 및 수중지

층상태를 고려한 기초형식선정

수상구간 교각수 최소화가 요구됨

옥정호(상수원보호지역) 및 선박실태조사

선박용도 및 운항실태 조사결과 유람선운항 희망 및 장래

유람선 운항 가능성 대비필요

여론조사

교량형식 엑스트라도즈드교 선호(47%)    휴게소 설치
야간조명 및 상징성등 경관미 표출 요구

주변현황분석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구축 필요

자연경관 수려 

인근교량은 주로 콘크리트 교량

입찰안내서 제한사항

주경간장을 구성하는 구간(480 m)의 모든 

경간이 최소 120 m이상

교량구간은 일체선형으로 변경 가능

가급적 연속구조로 하여 주행승차감 향상 

및  조형미를 고려

유지관리비용등 경제성 고려

운암대교 상부형식 1차 선정

구분 단 면 도 특징 및 VE/LCC평가

원

안

PSC 빔 + PSC박스거더교 독창성 결여,교형미 부족

상 하행 분리구조로 시공성 불량

기초위치가 지반조건에 부적절

상대 LCC : 1.06

가치점수 : 70.6점
주경간장  비율 1:0.69 > 0.618  주경간분할 부조화

대

안

2주탑 독립 1면식 엑스트라도즈드교 독창적 교형으로 경관미 탁월

주변지형과 조화로운 형태미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

수상부 교각3기로 시공성 매우 우수

상대 LCC : 1.00

가치점수 : 96.0점주경간장 비율  1:0.613 0.618  주경간 황금분할비율

비

교

1

안

2주탑 1면식 콘크리트사장교 액센트한 교형미는 좋으나 주변지
형과 부조화로운 경관미
활하중 응력변동율이 높아 진동에 
의한 케이블 내구수명저하 및 유지
관리비 고가
올림픽대교 건설이후로 콘크리트 
사장교 건설실적이 없음

주경간장 비율  1:0.541  주경간 분할 다소 부조화
상대 LCC : 1.32

가치점수 : 51.8점

비

교

2

안

3경간 닐센 강아치교 시야가 산만하고 주변경관과 부조화

강재의 재도장, 부식등 수질오염원

인 제공 및 도장등 유지관리비용 

과다

상대 LCC : 1.35

가치점수 : 48.4점
주경간장 비율 1:0.530  주경간분할 부조화

1차선정
비교1안

1차비교안
선정결과

사장교는 시각적 중압감 및 배후산세와 부조화, 아치교는 시야가 산만  지역 상징

성 및 조형미가 탁월하고 VE/LCC 에서 우수한 대안으로 선정

☞ 설계보고서 p.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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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대교 상부형식 2차 선정

구분 단 면 도 특징 및 VE/LCC평가

대

안

2주탑 독립 1면식 엑스트라도즈드교 (전 교량 연속) 측경간 120m, 2주탑, 중간교각등 

균형있는 구조미

주경간부 비율이 피보나치 황금분할

2주탑 계획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상대 LCC : 0.89

가치점수 : 98.8 주경간장 비율  1:0.613 0.618  주경간부 황금분할 비율

비

교

1

안

4주탑 독립 1면식 엑스트라도즈드교 (접속경간부와 분리구조)
주경간 비율이 높아 균형성 결여

불합리한 주경간교의 경간분할 계획

호수자연과 부조화 및 4(死)주탑으로 

심리적 거부감

상대 LCC : 0.96

가치점수 : 71.7주경간장 비율  1:0.730 > 0.618  주경간 비율 좋지 않음

비

교

2

안

5주탑 1면식 엑스트라도즈드교 
주경간 비율이 매우높아 균형성 결여

불합리한 주경간교의 경간분할 계획

경간구성이 복잡하고 조형미 결여

상대 LCC : 0.98

가치점수 : 68.8
주경간장 비율  1:0.780 > 0.618  주경간 비율 매우 좋지 않음

비

교

3

안

전 경간 엑스트라도즈드교

전구간에 주탑배치로 단순한 구도

국내 유사형태가 있어 독창성 결여

공사비 비중이 아주 높음

상대 LCC : 1.00

가치점수 : 67.4전구간 엑스트라도즈드교 경간분할 구도

최종선정

대    안

최종대안
선정결과

비교 1안 : 주경간부 경간분할비율 부조화, 주행성 및 유지관리 시공성 불량

비교 2안 : 탑 형상이 혼란스러움

비교 3안 : 주변과 부조화 및 독창성 결여

주변경관 및 스카이라인과의 조화성, 독창성, 지역상징성이 탁월한 대안을 최종

안으로 선정

소교량 형식 선정

마암육교
(강박스거더교)

새터 IC교
(V각형RC라멘교)

새터교
(파형강판교)

디자인모티브

새터 IC교 새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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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하부형식선정

운암대교 주탑 형식검토

주요 착안사항

상징성 및 경관성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과 본 과업노선의 관문성,독창성 및 

조형미가 부각되는 형식

구조효율성 및 
구조적 안전성

축력지배구조인 주탑의 구조특성에 부합되고, 엑스트라도즈드교

구조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형식

유 지 관 리 공용중 주탑 유지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조형식

기  능  성 교각 가설위치의 현황에 적합한 기능을 보유한 단면형태 계획

검토항목 및 선정형식

검토항목 재  료 형  상 높  이 케이블정착형식
주    요
평가기준

구조특성 및 시공성 상징성 및 경관성 구조효율성 및 안정성 구조안전성 및 유지관리

선정형식 콘크리트 1본식 (왜가리형) 28 m (L/H=5.35) Saddle정착방식

주탑면수선정

구 분 1면 케이블 형식 2면 케이블 형식

형 상

특 징
세련되고 현대적이며,강한 이미지 표출
하부구조 조형성 및 기초공사비 경제성 우수

안정감 및 관문적 성격은 양호하나 조형미는 미흡
하부형식 경관성 미흡 및 기초공사비 비중 과다 

사 례 Kisokawa교, Ibisawa교 등 다수 Odawara교, Tsukuhara교 등 다수

주탑형식선정

구 분 대 안 비교 1 안 비교 2 안

형 식 1면식(왜가리형) 1면식(촛대형) 1면식(돌칼형)

단
면
형
상

특 징
상징성 이미지가 돗보임

교각 및 주탑 형상이 독특  

주탑과 교각의 조화로움 결여

주탑 및 교각형상 단순

주탑,거더 및 교각의 부조화

주탑 및 교각형상 단순

검토결과
지역을 상징하는 왜가리 이미지의 상부주탑 및 주거더,케이블,교각과의 조형적 균형미,간결한 

구조미를 겸비한 대안 선정

접속경간부 교각형식선정

구 분 선 정 안 비 교 안 선정사유 동일 형상미 사례

주교량 교각과의
  동일형상으로 조  
  화로운 형상
수직의 상승미 및

  구조적 안정감

단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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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조형미

운암대교 경관 디자인

주변경관과의 조화

경관성 상징성

관문성 개방성

분석
사항

병풍처럼 펼쳐진 산세의 스카이 라인과 조화되는 교량 계획

임실의 관문으로 경관 포인트 형성이 요구되는 교량 계획

유람선 및 어선의 운항을 고려한 개방감 있는 교량 계획

군도 5호선과 교차되는 육상부의 개방감있는 교량 계획

형식 선정 요소

검토결과
형식 선정 요소로 도입된 경관성, 관문성, 상징성, 개방성이 교량 형식에 형상 재원으로 도입하여 

아름다운 교량 형식 선정

디자인 컨셉 이미지 디자인

임실의 군조인 왜가리

환영을 의미하는 왜가리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둥지의 모습을 형상화

경간장 비례

동적 대칭비율
(Dynamic Symmetry)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비례 

구조의 경간 구성

시각적 안정감 주는 5의 비례

60:135=1:2.25 5
황금 분할 : 안정감 있고 균형있는 아름다움 (1 : 0.618)

A:B = B:(A+B) = 1:0.613 0.618으로 황금분할과 일치하는 주경간장 비례

야간경관(계절별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 연출)

계절별 연출

 봄  : Green 색상- (Blue)

여름 : B lu e  색상-(Green)

가을 : Yellow 색상-(Orange)

겨울 : Orange 색상-(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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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량가설공법

5.3.1 주교량 가설공법

FCM공법 Segment 분할계획 Below Type F/T 주두부 브라켓

1 Seg는 4.0 m

5.3.2 접속교량 가설공법

ILM공법 원곡선부(64m) 처리방안 압출방법 브레이킹 새들

주형은 직선으로 계획하여 런칭 Lift & Pushing방법 수평하중 제어

5.3.3 주탑 가설공법

,MM

STEP 1 :

하단부

주탑시공

STEP 2 :

새들프레임 및 

정착구 거치

STEP 3 :

새들프레임부 

및 탑정부 시공

강재거푸집

5.3.4 교각 및 기초 가설공법

교각 가설공법 : 가설높이 40.0m이내로 자유로운 형상제작이 가능, 공사비 저렴한 강재거푸집 적용

강재쉘가물막이 시공순서

강재쉘 제작후 진수
거치부 지반 정지
강재쉘 운반

강재쉘 침설 거치
강재쉘 침하
부력방지용 앵커설치

강재쉘 내부 콘크리
트 타설 및 배수
재활용 강재쉘 해체

하상정리, 시공완료

구조검토(전체응력 분포) 콘크리트 타설방안 부력 Anchor 검토

A2 지점

파이프에 연결하여 수상압송 타설

5.3.5 물양장, 작업장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작 업 장 물 양 장(경사물양장) 수질오염방지시설(닻가지형)

☞ 설계보고서 p.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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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대시설 설계

차 량 방 호  울 타 리 교   량   받   침 신 축 이 음 장 치

강재방호책 콘크리트+난간 기초분리장치 POT 받침(마암육교) 복합 Finger 형식 Rail+Rubber 형식

충격흡수능력 우수

충돌시험을 통해 검증

차량이탈방지

야간 대응불빛 차단

지진력 감쇠효과로 수

평지진력 감소

수직하중, 신축량, 회

전변위 수용능력 우수

주행성 및 평탄성 

우수

차량주행성 및 내구성

우수

피 뢰 침

주탑 및 사재케이블 보호

중 앙 분 리 대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 교 면 배 수 우수처리시설

운암대교 새터 IC교
교면방수

 - 고무아스팔트계
   (신기술364호)

교면포장
 - 개질 아스팔트
   SBS-PSMA

원활한 배수기능 및 
교량 외적미 유지

초기우수 정화기능 
탁월(70 m3/hr)

5.5 유지관리 및 계측

적극적 예방유지관리 도입 초기치 계측

시험 종류 획득 자료 시험위치

무재하 시험 기하형상 주경간

정적재하시험 응력, 변위, 경사각, 축이음량 주경간

동적주행시험 고유진동수, 충격계수 주경간

통합유지관리시스템에 연계가능한 현장시스템 구축

계측항목 계측센서 설치위치

정적
계측

온도 온도계 P8 상판위

주탑 경사 2축 경사계 P8,P9 주탑상부

신축 변위 신축이음계 A2 교대지점

동적
계측

풍향 및 풍속 풍향풍속계 P8 상판위

주형 처짐 처짐계 8경간 중앙

케이블 장력 가속도계 P7,P9 1,5,15,20번 케이블

주형동특성 가속도계 7,8,9 경간, 1/4,1/2 지원

교대출입시설 교각점검시설 내부조명시설

보수용텐던블럭 복부개구부 외부출입시설

세부구조형식선정 유지관리 효율화

새들형식 유지관리 개선

재긴장 가능 정착구

사재파단시 교체 가능

4중방식 케이블 도입

사용재료형식 바닥슬래브 내구성 설계

유지관리가 용이한 콘크

리트 재질 

100년 내구년한 고려

횡방향 PS텐션도입

포장형식선정 교좌장치배치계획

유지관리 최소화

가능한 PSMA 선택

주교량부 다중고정식

  구조형식 교좌장치배제

신축이음장치 공용중처짐관리

교량전구간 연속화를 통

한 신축이음부 최소

저소음 복합형 채택

사장재 정착구 

장력조절용 정착구 채택

☞ 설계보고서 p.135 참조

☞ 설계보고서 p.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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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설계기준수립 및 세부구조계획

5.6.1 설계기준

과업구간내 구조물 설계시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기준 작성

입찰안내서 제시기준을 우선 적용

최대지간장이 150m임을 고려하여 도로교 설계기준(2000년 7월) 및 국내관련설계기준 적용

일부 주요항목은 외국시방기준(일본프리스트레스기술협회, PTI, CEB-FIP, BS등)을 검토하여 적용

5.6.2 세부구조계획

주거더

주두부 연결방법검토 주두부 교각 분리계획

활하중처짐도

교각고비(L/Hp), 받침 및 주두부 축력을 검토, 유지관

리 용이 및 교각고비 사례분석 결과 라멘형식 적용

교각강성을 최적상태로 유지

기초크기를 축소 주경간부 

분리교각 형식적용(P7, P9)

서해대교 시공사례

(Particle Board)

사재 케이블

사재배치(Fan 형식) 사재Cable 간격 검토 조절정착구 사재정착위치 및 갯수검토

평행긴장 및 Web에 Hole

32 m

a=32 m, cable=10ea 사용

사재 수평력 감소에 따라

주탑고 및 사재 중량 감소

미관 및 구조적 효율성 우

수, Jacking 작업 용이

시공중 장력조절을 통한 

형상관리가 가능

응력상태가 고르고 지점부 

단면 효율적

주탑

주탑면수검토(1면) 주탑높이 검토 정착부(새들방식 적용) 주경간과 접속경간 연속화

Multi Tube Type

기초규모축소, 개방성 및 

경관성이 우수

주탑높이대 최대압축응력

비=0.0553

최적주탑 높이 27.7m 

28.0m

구조간단, 일괄가설로 시공

성 우수, 경제적

접속경간부 경간수 최소화,

주행성, 시공성 및 경제성 

우수

☞ 설계보고서 p.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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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

상부구조 설계

설계방향 및 주요설계내용

설 계
기 준
설 정

대상교량의 중요성을 고려 국.내외 설계 기
준반영
안전성, 기능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 설정

구  조 
적정성 
해  석

초기치 해석
가설단계해석
완성계해석

내진해석
내풍해석
상세해석

설 계
하 중
결 정

운암대교의 거동특성을 반영한 설계하중
완성계해석, 가설단계 해석을 위한 주요설
계 하중 결정

상 부
상 세
설 계

케이블 장력검토 및 적용 본수 결정
케이블 정착구  FEM해석
케이블 피로응력, 교체 및 파단검토

시공단계별 응력검토

구분 최대응력
(㎏/㎠)

허용응력
(㎏/㎠) 판 정

상
연

인장 - - O.K

압축 151.0 187.0 O.K

하
연

인장 6.3 36.8 O.K

압축 162.0 184.0 O.K

상ㆍ하연 응 력 분 포

시
공
중
완
성
계

다중 검증방식을 통한 구조계 검증(해외자문사인 OVE ARUB의 특수전용프로그램 비교검증)

구 분
휨 모멘트 (tonf.m)

RM7.57 GSA PHSTRA

가설단계 24494.3 23,827 25,269

완성단계 68907.4 70,900 70,246

RM7.57(본과업적용)

검토결과 구조해석치 비교 결과 최대모멘트 및 응력 차는 5% 미만이며, 구조적으로 안전함(OVE ARUP사 의견)

설계특화(구조계산 및 단면설계)

케이블 릴락세이션검토 케이블 비선형 검토

상연
응력

도입장력의 연직성분

 등가트러스 177.729

 현수선 174.712

하연
응력

 편  차 1.7%

  편차 1.7 2%

주형 및 사재 안전

새들슬립검토 케이블 교체 및 파단

슬립
미고
려시

구   분 교 체 시 파 단 시

해석가정 횡방향 1쌍교체 횡방향 2쌍 파단

하중조합 DEAD+LIVE DEAD+LIVE(만재하)

허용응력 14250( / ) 15162( / )
슬립
고려시

최

대

력

상세기술 검토

주탑새들 정착부 사재정착구 교각코핑부 수화열(주두부)

☞ 설계보고서 p.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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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내진, 내풍 및 내구성 설계

5.8.1 내진설계기준 및 해석방법

설계기준 수립

항   목 적  용  내  용 면 진 시 스 템 적 용

내진등급  내진1등급(재현주기 : 1000년) 기초분리장치 적용(I.L.M구간)

지역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 0.11)

위험도계수  I=1.4 (재현주기 : 1000년)

지반계수  S=1.2

가속도계수  A=0.11×1.4 = 0.154g 적용효과 : 다수의 받침에 균등하게 수평력이 분산 되도록 설계

인공지진파 시간이력 해석 모드형상 변위이력곡선

5.8.2 내풍설계

설계풍속 산정 C.F.D 해석 시공중 Buffeting 해석

구  분 기본풍속 설계풍속

재 현
주 기

도 로 교
설계기준 30m/sec 30m/sec

임    실
기상관측 16.7m/sec 30m/sec

시공중 내풍 안정성 검토

검토대상 : 가설시 주탑양측 폐합직전의 가설단계
검토목적 : 난류에 대한 Buffeting 해석을 통해

가설시 내풍 안정성 검토
Buffeting 해석에 필요한 공기력계수 및 공기력 
계수의 기울기는 CFD해석결과 이용

해석결과 : 시공중 최대연직변위 3.6 cm(안전함)
Tie-down Anchor 설치
풍우진동방지시설 설치(고무댐퍼, Helical Fillet)

5.8.3 내구성 설계

설계목표 및 방향      내구성 설계요약

m

n

케이블 방식 정착구 방식

4중방식 2중방식

Galvanized strand
Bonded filler
HDPE 코팅
HDPE Tube

설계목표

내구 년한 확보, LCC최소화

 -안전성,시공성 유지관리 및 손상조기발견

구조물 중요도를 고려하여 목표내구년한

100년으로 선정

내 구 성
설계결과
요    약

구  분 상부구조 E/D 교각 교  대

목표내구년수 100 100 100

환경지수 105 105 105

내구지수 193 192.6 174
내구한계기간(년) 458 448 301

☞ 설계보고서 p.128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