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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교량설계 개요

1.1 왜 고저탑 사장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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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량대교의 특장점은?

국내 최대경간 고저탑 강합성 사장교 검증된 교량 가설공법 적용 내진, 내풍, 내구성 및 선박충돌 안전성 확보

∙국내 최대경간장(265m) 고저탑 사장교  상징성 우수

∙접속교 및 유심부 교각 배제  경관성, 선박 운항성 우수

∙중앙경간 (해상부) : 데릭크레인 + 바지선 이용

∙바지선 접근불가구간 : 데릭크레인 + 이동식 대차 이용

∙지진, 풍하중, 선박충돌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해상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교 량 현 황

교량 형식 ∙2면 고저탑 강합성 사장교

교량 연장 ∙92.5+265.0+152.5=510m

교량 폭원 ∙14.5m (2차로, 보도, 자전거도로)

주탑 형식 ∙역Y형(PY1:100.8m, PY2:130.0m)

기 초 형 식 ∙현장타설말뚝 + PC House

해상사장교에 적합한 강합성거더

∙고정하중 감소로 주탑 규모 최소화 및 지진력 감소

∙보강거더에 다양한 색채적용으로 경관성 우수

∙조위차가 큰 해상교량에 적합하며 시공사례 다수(86%)

테마가 있는 주탑 디자인

∙사량도 봉수대의 호국의 횃불과 한려해상의 빛을 형상화

∙곡선미가 수려한 높은 주탑(130m)으로 상징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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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교량의 계획성

2.1 교량계획 수립의 적정성

2.1.1 현지여건 분석 및 위치 선정

주변현황 분석

운항 선박 조사 양식장 분포 전력선, 통신선 통과 시점부 급사면 형성

검토결과 ∙운항선박, 지형 등 지역여건을 분석  교량위치, 소요항로폭 및 교각위치 선정시 반영

∙지장물(전력선, 통신선, 양식장 등)과 중요지형 분석  시공방법 및 교량 시･종점 선정시 반영

수심 및 지층 현황

수심 및 지층 현황

 

구분 수심 기반암 출현

A1 - 0.7m~1.6m

PY1 13.8m 10.8m~12.2m

PY2 7.6m 11.9~12.0m

A2 - 7.6~8.0m

검토결과 ∙교대부 : 기반암 출현심도가 낮으며 급경사지 형성  직접기초 계획

∙주탑부 : 수심이 깊고 기반암 출현심도가 깊게 형성  현장타설말뚝기초 계획

자연환경 분석

조위 현황 조사 기상 현황 조사 지진 이력 조사 태풍 이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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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본계획 분석 및 기본설계 반영 사항

기본계획 문제점 분석

 유심부 교각위치  교량 형식 상징성 부족

∙교각이 유심부에 설치되어 선박통항시 위험

   유심부 교각설치를 배제한 경간계획 수립

∙라이즈비가 작은 평이한 형상의 아치교

   상징성 및 관문성이 뛰어난 교량형식 계획

 보도 기능 미흡  급경사지 교각 위치

∙교통 약자 및 자전거 이용 위험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법(2008년)의 보도폭 반영

∙급경사지 교각설치로 시공성 불량 및 환경훼손

   급경사지 교각설치 배제를 위한 경간 계획

검토결과 ∙보도기능 향상과 적정 경간장 확보로 기능성, 시공성 및 환경훼손 최소화 계획 수립

∙통영의 랜드마크적 상징성과 경관성이 우수한 교량 계획 수립

기본설계 반영사항

발주기관 요구사항 (입찰안내서) 관련기관 요구사항

∙특수교량 등급, 연장 및 중앙경간장은 기본계획 이상 계획

∙주요구조물은 100년이상 내구성 유지

∙환경성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도장형식 선정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및 경관조명 설계 반영

∙사량도의 상징성과 지역이미지 고려한 교량 형식

∙관련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확보 계획

∙통영시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관 150㎜ - 1공
∙KT 통영지사

   통신관 100㎜ - 2공
∙한국전력 경남본부

   전력관 175㎜ - 2공

  경관설계, 야간조명, 교량경간장, 교량형식 계획 및 설계 반영 ∙설계하중 및 공간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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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교량시설한계 확보 및 교각위치 적합성

대상선박

주 1) 크루즈보트 중 최대치 선박에 대한 제원 적용

구   분 톤급(ton) 선장(m) 선폭(m) 마스트높이(m) 비   고

사 량 호 189 40.37 9.0 17.0 항로폭 검토

사 량 2 호 183 43.80 8.4 18.0

방 제 선 150 38.50 9.0 19.75

크루즈보트1) 29.8 18.0 5.4 20.0 다리밑공간 검토

시설한계 검토

기 본 계 획 기 본 설 계

다리밑 공간 검토 항로폭 검토

구   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대 상 선 박
방제선

(150톤급)
사량호

(189톤급)

설 계 기 준 UNCTAD PIANC and IAPH

필요항로폭
7×선폭+30

= 93.0m
14.2×선폭

= 127.8m

적용항로폭 100.0m 130.0m

검토결과 ∙다리밑 공간 23.0m 이상 33m 확보

∙소요항로폭 130.0m 이상 240m 확보

주탑위치 검토

검토결과 ∙기본계획 주경간장 이상 확보(입찰안내서)를 통한 안전성 증대

∙유심부 구조물 설치 배제 가능한 최대 경간장의 교량 계획

최대경간장

265m 적용

구   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대 상 선 박 방제선(150톤급) 크루즈보트

마스트높이 18.0m 20.0m

선 박 트 림 - 0.06m

파 고 영 향 - 0.36m

교 량 처 짐 - 0.55m

여 유 고 2.0m 2.0m

필요형하고 20.0m 22.9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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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교량연장 및 경간장 구성의 적합성

교량형식 비교안 검토 (1차 도출)

기본방향 ∙유심부 교각(주탑) 배제가 가능한 장경간 교량형식 계획

∙기본계획 이상의 교량규모 계획(중앙경간장 160m 이상, 특수교량연장 330m 이상)
∙지역 관문역할의 상징성이 뛰어난 랜드마크 교량 계획

구   분 교 량 형 상 특   징

중 로

아 치 교

(기본계획)

∙교각이 유심부에 위치하여 

통항선박의 충돌위험 높음

∙아치라이즈비가 작아 경관적 

부조화를 이루며, 상부 규모 

과대로 폐쇄감 유발

∙경간 대비 사용강재량 과다로 

공사비 고가

V 각 

P S C 
박 스 

거 더 교

∙유심부 교각 배제되나, 경간장이 

짧아 항로폭 최소확보 및 개방감 

부족

∙V각 교각설치 및 변단면 거더로 

하부 미관은 우수하나, 전체적인 

상징성 부족

∙케이블 교량에 비해 공사비 저렴

엑스트라 

도즈드교

∙PSC Box 거더형식으로 아치교와 

유사등급의 소규모 형식

∙주탑이 낮아 상징성 부족 및 

형고가 높아 중압감 발생

∙장경간 적용시 복합구조 적용 

으로 경관성, 시공성 불리

2 주 탑 

사 장 교

∙유심부 주탑배제와 항로폭 확보 

가능한 최적경간장 구성 가능

∙높은 주탑으로 상징성이 

우수하고, 주변지형 흐름과 

조화된 차별화된 형식 

∙케이블 균등배치로 케이블량 및 

주탑규모 최소화로 경제성 우수

1 주 탑 

비 대 칭 

사 장 교

∙기본계획 주경간장(160m)이상 

적용시 주탑이 유심부 위치

∙주탑규모가 과대하여 상징성 

양호하나 주변경관과 부조화

∙장경간 확보시 케이블량 및 

주탑규모 과대로 비경제적

검토결과 ∙유심부 교각 설치 배제 및 선박운항안전 확보 가능한 경간장 구성 가능

∙주변 지형과의 조화와 랜드마크적 상징성 우수

2주탑 사장교 

형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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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형식 비교안 검토 (2차 도출)

기본방향 ∙해상공간의 개방감 확대 및 친환경적 가설공법 적용

∙관문적 상징성과 지역관광명소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 극대화

형    식 종 단 면 도

고 저 탑

강 합 성

사 장 교

(기본설계) 교 량 제 원 L= 92.5+265+152.5 = 510m (교각 2개소), 국내 최대경간장 고저탑 사장교

주변경관과 조화 시점측 낮고 종점측 높은 주변 Skyline과 조화되어 경관연속성 우수

상 징 성 2개의 높고 낮은 주탑으로 랜드마크적 상징성 탁월

구 조 적  특 징 강합성 형식으로 상부자중이 작아 케이블 간격 넓고 기초규모 최소화 가능

시 공 성 표준 세그먼트 길이(15.4m)가 커서 공기단축 가능

3 주 탑

콘크리트

사 장 교
교 량 제 원 L= 82.5+2@180+82.5 = 525m (교각 3개소), 엑스트라도즈드교급의 소형 사장교

주변경관과 조화 3주탑과 많은 케이블 배치로 폐쇄감 유발하여 경관성 불량

상 징 성 엑스트라도즈드교급의 짧은 경간장과 3개의 낮고 동일한 주탑으로 상징성 부족

구 조 적  특 징 콘크리트 보강거더 상부자중 과다로 케이블 간격 좁고 기초규모 과대

시 공 성 표준 세그먼트 길이(7m)가 짧아 교량가설 공기 과다

2 주 탑

콘크리트

사 장 교

+
접 속 교 교 량 제 원 L= (95+220+95)+2@50 = 510m (교각 4개소)

주변경관과 조화 교각개수(4개소)과다 및 사장교와 접속교 연결부분 불연속 단면으로 미관 불량

상 징 성 비교적 낮은 평이한 주탑으로 랜드마크적 상징성 연출 부족

구 조 적  특 징 콘크리트 보강거더로 상부자중 과다, 케이블간격 좁고 기초규모 과대

시 공 성 복합공종으로 시공성 불량, 종점부 급경사지대로서 접속교 시공 어려움

검토결과 ∙주변 Skyline과 조화되는 높고 낮은 주탑으로 랜드마크성 우수

∙교각수 최소화 및 장경간화로 선박운항 안전성 및 쾌적한 항로 제공

∙단일공종 시공성 향상 및 공기 단축 가능

고저탑 강합성

사장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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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교량의 상부형식 계획의 적정성

케이블 배치

구   분 2면 케이블 1면 케이블

사   고 

대 처 성

및

내   풍

안 정 성 ∙사고시 반대편 차선 이용, 회차 가능

∙차량화재 발생시 케이블이 이격되어 안전

∙풍하중에 대해 보강거더와 케이블이 동시에 

저항하므로 내풍 안정성 우수

∙사고시 회차 불가 및 긴급대응 불리

∙차량화재시 케이블이 근접되어 위험

∙풍하중에 대해 보강거더만 저항하므로 

내풍 안정성 불리

검토결과 ∙사고에 대한 대처성이 우수하며, 케이블과 이격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풍하중에 대한 

내풍안정성이 우수한 2면 케이블 선정 (편도 1차선 1면 케이블 적용 국내사례 전무)

보강거더 형식

구   분 강합성 거더 콘크리트 Edge거더

개 요 도

구조검토

계 획 성
∙고정하중 감소로 케이블 및 정착구 규모 최소화 

∙사례 : 서해대교, 삼천포대교, 청풍대교, 북항대교 등

∙고정하중 과다로 부재단면력 및 케이블량 증가

∙사례 : 제2돌산대교, 칠산대교, 교동연육교

경 관 성

∙다양한 색채활용으로 경관성 우수

∙케이블간격 증가로 개방감 확대

∙주탑규모가 작아 슬랜더한 이미지

∙콘크리트의 탁한 색채적용으로 경관성 불량

∙좁은 케이블간격에 의해 개방감 불량

∙주탑규모 과다로 둔탁한 이미지

시 공 성

∙PC 바닥판 사용으로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 최소화 및 가설시 형상관리 용이

∙강재거더와 PC바닥판 적용으로 공기단축

∙현장타설로 인한 시공중 크리프와 건조수축 

영향과다로 가설시 형상관리 불리

∙분할 세그먼트가 많고 양생기간이 길어 공기증가

안 전 성 ∙상부 경량화에 따른 지진력감소로 하부규모 축소∙상부 중량화에 따른 지진력 증가로 하부규모 증대

국내적용

사례분석

검토결과 ∙강재거더와 PC 바닥판 적용으로 해상시공성 우수, 공기단축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 최소화로 형상관리 및 품질확보 유리

강합성 거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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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교량의 하부형식 계획의 적정성

주탑 형상

구   분 역Y형 주탑 H형 주탑 A형 주탑

개 요 도

특   징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 표출

∙기초규모 축소 가능

∙평이한 구조로 경관성 저하

∙기초규모가 비교적 큼

∙고전적이며 안정적인 이미지 표출

∙기초규모 과대

국내사장교 주탑 사례조사

주탑사례분석 ∙국내 주탑사례 19개소 조사

  

A형 H형 역Y형

6개소 6개소 7개소

   3가지 형상 모두 고른 분포

∙높이 60m이상  역Y형 다수

∙횃불을 형상화한 주탑으로 지역 

상징성 표현

검토결과 ∙역Y형의 횃불을 형상화한 주탑 적용으로 독창적인 교량 경관미 창출

주탑 기초형식

구   분 현장타설말뚝 기초 우물통 기초 우물통+현장타설말뚝 기초

개 요 도

특   징
∙기반암심도가 깊은 경우에 유리

∙희생강관 사용으로 해양오염 최소화

∙기반암심도가 얕은 경우에 유리

∙발파 및 굴착으로 해상오염

∙기반암 심도가 깊은 경우에 유리

∙복합공정으로 시공성 복잡

검토결과 ∙해상조건에서 시공성이 우수하고 희생강관 사용으로 정밀시공 향상 및 해상오염 최소화

∙기반암 심도가 깊은 지반분포의 본교량에 적용성이 우수한 현장타설말뚝 기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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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 계획의 적정성

2.2.1 설계기준 수립

도로교설계기준(2008.1) 케이블강교량 설계지침(2006.10) PTI Recommendations 기타규정

∙보강거더, PC바닥판 설계

∙주탑, 교대, 기초설계

∙사용성, 내진, 내구성 설계

∙케이블 허용응력 설계

∙교체 및 파단 검토

∙케이블 피로 검토

∙정적 풍하중 산정

∙내풍안정성 검토

∙케이블 진동 검토

∙제작･가설오차 검토

∙케이블 온도차 검토

∙상향 풍하중 검토

설 계

기 준

∙도로구분 : 지방지역 국지도로(군도12호선)

∙교량등급 : 1등급

∙설계속도 : 50㎞/h

∙차 선 폭 : 3.0m(2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폭 : 2.0m(보도와 자전거도로 분리)

2.2.2 교량구조계획 개요

 보강거더(강합성거더)  케이블 간격  케이블 형식 (MS)  부반력 제어

∙자중감소 및 내풍안정성 확보

∙효율적인 변단면 가로보 적용

∙거더 및 케이블 응력 최소화

∙가설시 구조안전성 확보

∙재긴장 용이, 시공간편

∙부분교체로 유지관리 용이

∙이동량을 고려한 

Tie-Down 방식 적용

 케이블 정착방식  주탑 정착부 보강  주탑 가로보 보강  윈드슈 적용

∙분리정착 방식으로 유지 

관리 용이

∙상세해석을 통한 강봉 보강 

계획으로 안전성 확보

∙발생인장력 제어를 위한 

강연선 배치

∙풍하중에 대한 수평력 

제어

☞ 구조 및 수리계산서 71~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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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상부 세부구조 계획

내풍안정성 확보를 위한 변장비 검토

∙사례조사를 통해 사장교의 

한계변장비1) 45적용

∙국내실적을 감안해 적용가능 

한계변장비1) 30으로 선정

주1) 한계변장비 : 케이블 교량의 

횡방향 세장성으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

검토결과 ∙변장비가 18.3(L/B = 265/14.5)으로 기존 사장교 실적조사에 의해 선정된 한계변장비 30보다 

작은 값이므로 충분한 내풍안정성 확보

케이블간격 검토

구   분 14.4m 배치시 15.2m 배치시 16.0m 배치시

시 공

완 료 시

모멘트도

검   토

검토결과 ∙케이블 간격 15.0~15.4m 배치시 거더 응력과 케이블중량 최소화 가능

∙케이블 간격 증가에 따라 해상공기단축 및 교량개방감 향상

∙부재 단면력과 케이블 총중량, 시공성 측면에서 유리한 케이블간격 15.4m로 선정

보강거더 케이블 정착부 형식 선정

구   분 거세트판 형식 브라켓 형식

개 요 도

특   징

∙구조계가 단순하고 제작 및 시공성 양호

∙정착구가 상부에 설치되어 유지관리 양호

∙주거더와 케이블 정착구 사이에 편심이 없어 

주거더 복부판의 면외거동 방지

∙브라켓 연결부의 제작 및 시공성 불량

∙정착구가 하면에 위치하여 유지관리 불리

∙주거더 복부판과의 편심에 의해 추가응력이 

발생하므로 피로측면에서 불리

검토결과 ∙구조계가 단순하여 제작 및 시공성 우수

∙정착구가 상부에 설치되어 유지관리가 양호한 거세트판 형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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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거더 바닥판 형식 선정

구   분 PC 바닥판 현장타설 바닥판

사례사진

∙제작장에서 타설후 

60일 이상 양생

   크리프와 건조수축 

최소화

∙현장작업 최소화로 

품질관리 양호

∙공기단축 가능

∙현장에서 거푸집 및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

   크리프, 건조수축에 

의한 유해균열 방지 

등 관리철저 필요

∙공기 증가

검토결과 ∙제작장 일괄제작으로 품질관리가 양호하며 적용사례 다수

∙강합성 보강거더 가설의 빠른 공정속도를 맞추는데 적합한 PC 바닥판 선정

부착물 설치 계획

시설물 상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설 치

규 격

150㎜
(1공)

100㎜
(2공)

175㎜
(2공)

관 련

기 관

상하수도

사업소

KT
통영지사

한국전력

경남본부

적 용 ∙Tray 설치 및 설계하중 반영

2.2.4 케이블형식 선정

구   분 MS(Multi Strand) 케이블 PWS(Parallel Wire Strand) 케이블

개 요 도

특 징

∙소선단위 긴장으로 재긴장 용이

∙최소 필요긴장공간 2.75m이상으로 주탑규모 최소화

∙유지보수시 소선만 교체 가능

∙케이블 전체 긴장으로 재긴장시 시공난이

∙필요긴장공간 4.0m이상이므로 주탑규모 과대

∙유지보수시 케이블 전체 교체

검토결과 ∙재긴장 용이하고 긴장시 필요 작업공간이 작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MS 케이블 선정

2.2.5 측경간 부반력 제어방식 선정

구   분 Tie-Down 케이블 방식 Counter Weight 방식 Link Shoe

개 요 도

특   징

∙부반력제어 확실

∙보편적으로 사례 다수

∙이동량을 고려한 길이 결정

∙가로보 사이에 Counter Weight 설치 

∙자중 증가에 의한 부재의 안전성 

확보대책 필요

∙상부부재와 연결, 부반력에 저항

∙한쪽 방향 변위만 허용

∙정반력시 좌굴검토 필요

검토결과 ∙부반력제어가 확실하고, 다수의 시공사례에서 검증된 방식인 Tie-Down 케이블 방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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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주탑재질, 정착방식 및 보강방안

구   분 콘크리트 주탑 정착방식 : 분리정착 정착부 보강 : PT-Bar 설치

단 면 도

특   징
∙강성주탑으로 탑정부 변위량 미소

∙이동식거푸집 사용 시공성 양호 

∙정착부 강봉이나 강재 보강 필요

∙긴장작업을 위한 공간 필요

∙주탑 단면내 인장응력 발생 억제

∙케이블효율 고려 강봉수 최소화

2.2.7 세굴방지공 설치 검토

설치위치 횡단면도 국부세굴 수치모형실험

검토결과 ∙장기간의 조류 및 파랑에 의한 국부세굴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세굴방지공 규모 선정

∙세굴심 검토에 따른 세굴방지공 설치로 교량안전성 확보

2.2.8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구   분 포트받침 윈 드 슈 구   분 핑 거 형

사례사진 사례사진

특   징

∙받침높이가 낮고 가벼워 

시공 용이

∙상부 고정하중이 작은 

교량의 내진받침에 적합

∙지진시 수평력 분담효과 

양호

∙전 방향의 처짐각 수용

∙윈드슈 적용성 양호

특   징

∙방음효과 및 주행성 우수

∙방수기능 및 내구성 우수

∙신축유간에 비해 공사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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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대시설 계획

 이동식 점검차  충돌방지공  교면배수 및 초기우수처리

∙보강거더, 가로보, 바닥판 점검을 

위한 이동식 점검차 설치

∙선박 충돌로부터 교량 및 선박 보호

∙고무 펜더형 적용

∙초기 우수 처리후 직배수관을 통해 

해상으로 방류

 가로등/교명주  방호울타리 및 보도  전망대 테라스

∙해상누광을 최소화한 가로등 설치

∙주탑과 어우러진 교명주 설치

∙충돌시험 검증된 SB-2등급 연성방호책

∙디자인 난간 적용

∙교량상에 전망대 테라스 2개소 설치

∙관광객등의 휴게 및 전망공간 제공

 교면포장 (PSMA)  교면방수 (고무계도막식)  초내후성 중방식 도장 (불소수지계)

∙소성변형 및 박리저항성우수

∙저온균열 및 유지관리 우수

∙진동 및 신축에 대한 유연성 우수

∙내수, 내열, 내약품성 우수

∙재도장 주기가 길어 유지관리 유리

∙내열성, 내식성 우수

 피뢰침/항공장애등  등 부 표  항로표시등 및 표지판

∙낙뢰로부터 교량 보호

∙야간 및 기상 악화시 항공기 비행 

안전표시등 10개소 설치

∙공사중 항행선박의 안전유도

∙작업구역의 접근위험 및 출입금지를 

알림

∙교량하부 가항수역 표시

∙항로표시등 6개소, 표지판 6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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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량의 경관성

3.1 교량 경관설계의 적정성

경관현황 및 특성분석 교량 관문성 분석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랜드마크 교량선정 ∙사선적인 지형 및 관문적 지형에 부합되는 사장교 선정

교량 선형 분석

구   분 진출입시 조망 내부에서 조망 

기본계획
∙평면적이고 단조로운 

교량측면 조망

∙아치리브･케이블의 중첩, 
시각적 차폐감 조성

기본설계
∙입체적, 다이나믹한 

교량경관 조망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정감있는 교량경관 조망

비 교 안
∙무미건조하고 단편적인 

교량경관 조망

∙주탑･케이블의 중첩, 
시각적 차폐감 조성

조망권분석을 통한 교량형식 선정

시점장 시점고 시거리
수평

시각

시선

입사각

앙각

/부각

A시점 6m 636m 22ﾟ 32ﾟ 2ﾟ
B시점 3m 714m 38ﾟ 87ﾟ 2ﾟ
C시점 2m 828m 38ﾟ 82ﾟ 2ﾟ
D시점 303m 2,420m 9ﾟ 47ﾟ -6ﾟ

검토결과 ∙주변 능선 흐름과 조화되고, 자연스런 경관 연속성을 확보하는 고저탑 사장교 형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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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량 경관설계

∙사량도･한려해상 국립공원 전망을 고려한 전망대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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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량의 시공성

4.1 가설계획 기본방향 및 가설지역 현황분석

가설지역 현황도

검토결과 ∙한려해상국립공원내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 공법 및 시공안전성 검증된 공법 선정 필요

기상 및 해양현황 자재수급여건

기상현황 해양현황

∙최대풍속 : 18.2m/sec
∙순간최대풍속

  : 40.7m/sec(매미)
∙평균온도 : 14.8℃
∙연평균강수량 : 1,567㎜
∙안개일수 : 18일
∙작업일수 : 1,295일

∙최대유속 : 0.37m/sec
∙최대수심 : 17.8m
∙AHHWL : EL(+)1.766m

 

구  분 운반거리 개소

레 미 콘 20㎞이내 5

아 스 콘 20㎞이내 2

석 산

(조골재 )
20㎞이내 1

해상골재

(세골재 )
20㎞이내 2

사 토 장 사량도내 1

가설계획

공   종 착 안 사 항 적 용 방 안

보강거더
∙측경간 : 바지선 진입 불가

∙중앙경간 : 해상가설 여건 양호

∙회전식 데릭크레인, 이동식 대차이용 소블럭 가설

∙해상바지선, 데릭크레인 이용 소블럭 가설

주 탑
∙고주탑 및 변단면 가설에 유리한 공법 채택

∙가설시 경사도 유지방안

∙이동식 거푸집 및 강재 거푸집 적용

∙주탑부 중간에 형상유지 스트럿 설치

케 이 블 ∙자재 조달이 용이하며 범용적인 공법채택 ∙MS 케이블 적용

주탑기초
∙기반암 심도가 깊은 위치에 유리한 공법 채택

∙해상 Footing 시공에 유리한 공법 채택

∙친환경적인 희생강관 사용 현장타설말뚝 적용

∙제작장에서 PC House 제작, 운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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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량 상부구조의 시공 적정성

4.2.1 보강거더 시공 적정성

세그먼트 분할 및 가설장비 용량 산정

∙데릭크레인 용량산정 : PC 바닥판(3.58m×3.055m×0.25m, 6.85톤)  95톤 데릭크레인

∙해상크레인 용량산정 : 주두부 대블럭(30.15m×14.5m×2.05m, 350톤)  1,200톤 해상크레인

∙측경간 이동식대차 사용 : 해상가설벤트 배제로 친환경적 가설 가능

Key-Seg 가설 순서

1단계 : 시점 교대부 2단계 : 종점 교대부 3단계 : 중앙부

주두부 시공 및 데릭크레인 설치

주두부 시공 데릭크레인 설치 및 Lau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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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바닥판 시공성 검토

PC 바닥판 설치 PC 바닥판 제작 및 설치방법

∙제작장에서 타설후 재령 60일 이상 양생 

 크리프와 건조수축 최소화

∙3단으로 야적하여 야적장에 저장 

 바닥판 변형 발생 주의

∙고무판(20㎜)을 보강거더에 고정후 바닥판 고정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PC 바닥판과 현장타설부 균열 방지를 

위해 3일간 습윤양생

4.2.2 케이블 시공 적정성

케이블 순차긴장의 적정성

 거더인양 및 접합  케이블 1차긴장  슬래브 인양 및 가설  케이블 2차긴장

∙2차에 걸쳐 순차긴장으로 가설시 최대응력(184.2MPa 81.7MPa) 및 최대변위(243.6㎜ 145.0㎜) 감소 가능

케이블 시공성 검토

1단계 : HDPE Duct 및 주강선 인양 2단계 : 주강선 설치 및 긴장

∙HDPE Duct 끝에 인양을 위한 Steel Collar 장착

∙탑정크레인 후크를 Steel Collar에 연결하여 인양

∙첫번째 강선을 주탑내 긴장정착구로 삽입후 정착

∙첫번째 강선 긴장후 HDPE Duct 지지

3단계 : 일반강선 설치 및 개별 긴장 4단계 : 케이블 가설완료후 긴장력 조정

∙모든 강선이 평행하게 배치되면 긴장장비로 강선을 

한 가닥씩 긴장하면서 연속적으로 긴장 수행

∙주탑정착구에 잭을 이용한 최종긴장력 도입

∙정착구 부식보호를 위해 Cap을 씌우고 왁스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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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량 하부구조의 시공 적정성

4.3.1 주탑 시공성 검토

콘크리트 타설계획 가로보 시공계획 공사중 형상관리계획

∙재료강도

  - 콘크리트 :
주탑부 fck = 40MPa
기초부 fck = 35MPa

  - 철근 : fy=400MPa

∙타설방법

  - 타설높이를 고려한 

펌프카 타설과 버켓 

타설 혼용

∙이동식 거푸집 적용

∙콘크리트 타설량

  - 1Lot(4m) : 35~50㎥

∙강재거푸집 적용

∙가설트러스를 이용하여 

가로보 시공

∙역 Y형 주탑시공

   Laser와 GPS시스템 

사용

시공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3.2 현장타설말뚝 시공성 검토

시공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그자켓 설치

∙희생강관 압입

∙토사 및 풍화암층 H/G 굴착

∙기반암층 RCD 굴착

∙철근망 근입

∙수중콘크리트 타설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PC House 운반 및 설치

시공 상세계획

현장타설말뚝 시공 상세계획 PC House 시공 상세계획

∙말뚝 작업대 설치  희생강관 설치  말뚝 내부 굴착 

및 천공  철근망 근입  콘크리트 타설 및 말뚝 두부정리

∙육상 제작장에서 PC House 제작  희생강관에 

브라켓 설치  PC House 운반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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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량 가설공법의 적정성

4.4.1 상부 가설공법 검토

데릭크레인 개요

편심형 회전식 데릭크레인 데릭크레인 제원

∙이동식 대차 작업공간 4.0m확보로 시공성 우수

∙보강거더 및 가로보 설치, 케이블인양, PC 바닥판 가설

∙회전식 데릭크레인 총중량 : 95톤/대
∙인양중량(작업반경) : 18톤(18.5m), 5톤(22.0m)

데릭크레인 운용계획

1
단

계

∙보강거더 및 가로보 설치후 데릭크레인 

무게중심과 슬래브 중심 일치(편심하중제거)
∙케이블 긴장후 PC 바닥판 가설

2
단

계

∙Rail 설치

∙데릭크레인 전방 이동

∙케이블 위치 가로보에 데릭크레인 러그 체결

4.4.2 주탑 가설공법 검토

구   분 이동식 거푸집 슬 립 폼

시공사진

시공방법
∙거푸집과 발판이 일체로 가설된 Form을 이용하여 

자동이동 상승해가는 공법

∙거푸집을 탈착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연속타설하여 

활동 상승해가는 공법

특 징

∙고소작업 안전성 확보 우수

∙철근조립 및 설치시 작업공간 확보 용이

∙기상변화에 대한 대응성 양호

∙공기 단축 및 고소작업 용이

∙연속적인 콘크리트 공급 필요

∙많은 기구 및 기계류 필요로 공사비 고가

4.4.3 가설시 내풍안정성 검토

구  분
변   위 (㎜) 응   력 (MPa)

연직 수평 합성 허용 판정

설 치 전 24 70 136 210 O.K

설 치 후 19 68 132 210 O.K

검토결과 ∙내풍안정화 케이블 설치로 최소 21% 
이상의 연직변위 제어를 통한 가설시 

확실한 안정성 확보

내풍안정화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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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대시설 시공의 적정성

4.5.1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 시공의 적정성

교량받침

 시공전 프리셋팅  시공전 블록아웃부 청소  미세조정  몰탈타설

∙시공전 가조립을 

실시하여 이상유무 확인

∙블록아웃부 깨끗이 

청소하여 시공면 확인

∙물수평기로 정밀도 확인, 
미세조정 볼트로 높이조정

∙타설시 측면의 누수 

방지

신축이음

 아스콘 커팅  레벨링 및 고정  무수축콘크리트타설  습윤양생

∙신축이음부 끝단 날개 

부분 간섭 확인

∙물수평기 이용 조인트 

레벨 확인후 고정

∙타설시 공극발생 방지 

위해 진동기 이용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 관리

4.5.2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 시공의 적정성

교면방수 시공 교면포장 시공

시공개요 방수 품질확보 1단계 : 포설 및 다짐 2단계 마무리 작업

∙공법선정 : 도막식 방수

∙우수한 접착력과 방수성 

유지

∙염분침투방지효과 우수

∙방수상세부 고품질 확보

∙방수 시공품질 검측방안
∙신축이음부와 방수재 

틈새부는 실링재로 처리

∙이음부(Joint부)부터 전압

∙저점에서 고점으로 전압

∙완성 후 평탄성 요철부가 

3㎜이하가 유지되도록 시공

4.5.3 제작장 및 물양장 계획

평면 및 단면계획 규모산정

∙규모 : 70m×60m(4,200㎡)

∙직립식 및 경사식 물양장 병용 채택

   접안 및 이안과 신속한 승하선 가능

∙마루높이 : EL.(+)2.304m (접안확보수심 : 3.0m이상 확보)

   작업가능시간 : 10시간

하부시공시(1,400㎡)

∙자재야적, 철근망 조립장 : 400㎡

∙PC House 제작장(PY1) : 350㎡
∙PC House 제작장(PY2) : 450㎡

∙철근가공장 : 200㎡

상부시공시(1,700㎡)

∙PC 바닥판 제작장 : 800㎡

∙자재야적장 : 450㎡
∙보강거더 주두부 제작장 : 250㎡

∙철근가공장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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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교량의 유지관리

5.1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5.1.1 Life Cycle 단계별 유지관리 계획

계획 및 설계단계 : 유지관리 최소화를 위한 시설설계

시공단계 : 정보화 시공으로 품질확보 공용단계 : 예방차원의 유지관리 운영계획

시공단계 취약부 집중 계측 상시계측 유지관리(이관)

5.1.2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이동식 점검차 케이블 정착부 주탑내부 점검로 유지관리 번호판

∙보강더거 및 가로보 점검 ∙정착구 상부 설치로 점검용이 ∙점검원 안전 및 동선확보 ∙시설물 부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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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5.2.1 시공중 계측 및 운영계획

주탑시공 및 케이블 가설단계 Key-Seg 접합단계

∙불균형 모멘트에 의한 주탑경사 측정

∙케이블 가설단계별 케이블 변동장력 측정

∙케이블에 도입된 장력 및 시공중 변동장력 측정

∙주탑경사, 캠버량 등 교량 형상관리

계측 시스템 운영 계획 계측결과 활용 방안

∙현장-사무실간 계측데이터 전송 및 분석 ∙형상 조정량 반영 후 확인 계측

5.2.2 초기치 계측 및 계측관리 기준치 설정

정적재하시 동적재하시 관리 기준치 설정

∙재하차량에 의한 정적응답 측정

   보강거더 최대응력

   보강거더 최대수직변위

∙주행차량에 의한 동적응답 측정

   보강거더 가속도, 수직변위

   케이블 가속도

∙공용수명에 따른 계측자료의 추세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관리기준 주기적 재설정

   중점점검부재 점검시 활용

   주행자 안전성 고려에 활용

∙내하력평가를 위한 자료 취득

  (응력/처짐에 대한 응답비)
∙구조물 고유진동수 분석

∙주행속도에 따른 충격계수 등 파악

5.2.3 공용중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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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용중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5.3.1 안전점검에 의한 안전성 평가방안

구 분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기 본

업 무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교량손상 요인 제거

∙손상상태 근접확인, 
야장기록 및 사진촬영

∙전 대상부재 정밀조사 수행

  (시설물 내하력 감소 확인)
∙정밀점검+ 재하시험

∙사용성, 안전성 평가

주 기 수시 1회/6개월 1회/2년 1회/5년

점 검

방 법

∙유지관리자 육안점검

  (유지관리사무소 관할)
∙중요부재 근접 육안점검

∙점검시설 이용

∙비파괴장비 이용

∙정밀 외관조사 실시

∙차량재하시험 실시

∙진단 전문장비 활용

점검동선 및 시설 접근계획

5.3.2 주요부재별 점검 항목 및 보수계획

주요 부재별 점검항목 

보강거더 주   탑 케이블 정착구 신축이음

∙지간 각부위 균열, 부식 ∙내외부 균열, 형상변위 ∙응력집중부 균열, 부식 ∙본체 변형, 후타재 파손

손상유형 및 보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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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교량의 안전성

6.1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기본방향 ∙도로교 설계기준 해설(2008)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지간장 200m이상의 장대특수교량임을 

감안하여 케이블 강교량 설계지침(2006)등 국내･외 제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주요설계하중

하중종류 적 용 내 용 적용기준

고 정 하 중
∙1차 고정하중 : 콘크리트, 강재의 단위중량 적용(보강거더, 주탑, 케이블)
∙2차 고정하중 : 교면포장, 차량방호책, 기타첨가물 등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활 하 중

및 충 격

∙차량하중 : DB-24, DL-24
∙충격계수 : i=15/(40+L)≤0.3 (L:영향선 해석에 의한 유효재하길이)
∙보도하중 : 2.264kPa (사장교보강거더), 5.0kPa (바닥판)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케이블강교량 

설계지침

크리프/건조수축 ∙시공단계별 콘크리트 재령을 고려하여 해석 및 설계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온 도 하 중

∙구조물 온도변화 : 강재 -10℃~+50℃, 콘크리트 +5℃~35℃
∙가동받침 이동량 산정시 : 온도승강 -10℃~+40℃
∙케이블과 주탑, 보강거더와의 온도차 8℃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케이블강교량 

설계지침

풍 하 중

∙기본풍속 : V10 = 40m/sec (남해안지역)
∙설계기준풍속 : Vd = 1.925 (Z/ZG)α･ V10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 : Pd = 5×10-7×ρ×Vd
2×Cd×G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지 진 하 중
∙내진1등급 ∙지진구역 : 0.11(경상남도)
∙위험도계수 : 1.4(재현주기 1,000년) ∙지반계수 : 1.2(지반종류Ⅱ)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케이블 허용응력 및 피로기준

구   분 적 용 내 용 적용기준

허용응력 ∙상시 : 0.45fpu ∙시공시 : 0.56fpu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PTI

케이블

피로검토

∙적용하중 : 피로하중 (DB-24)을 차선당 1차로 재하

∙반복횟수 200만회 (트럭하중조합), 50만회(차선하중조합)
∙허용피로응력범위 : 133MPa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 PTI

케이블

교체 및 파단

∙케이블 교체시 : 0.56fpu (25%할증)
∙케이블 파단시 : 0.675fpu (50%할증)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

사용재료 사용 프로그램

구   분 종     류 프로그램 적     용

콘크리트

∙fck = 40MPa : 주탑, 바닥판

∙fck = 35MPa : 기초

∙fck = 30MPa : 교대

∙fck = 27MPa : 접속슬래브

RM2006

∙초기치해석

∙시공단계별 상세해석

∙완성계 구조해석

∙각종 Parametric Study

철 근
∙SD40 : fck = 27MPa 이상

∙SD30 : fck = 27MPa 미만
SAP2000

∙고유치해석

∙응답스펙트럼 해석

강 재 ∙SM520 MIDAS ∙상세 FEM해석 ∙CFD 해석

PS강연선
∙SWPC 7B (15.2㎜) : 주탑가로보

∙허용응력 : 정착직후 0.7×fpu, 손실후 : 0.8×fpy
PCACOL ∙주탑 단면 설계(P-M 상관도)

케 이 블 ∙15.7㎜ - 15~37가닥 ∙허용응력 fa = 0.45fpu RCMANIA ∙철근 콘크리트 단면 설계

강 봉
∙50 : 주탑케이블 정착부

∙fpy=950MPa, fpu=1,200MPa
SASSI ∙SSI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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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6.2.1 상부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착안 사항

구조해석 흐름

초기치해석∙3차원 Frame해석

가설단계해석∙시공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

전체계해석∙3차원 Frame해석

내 진 해 석
∙Push-Over해석, SSI해석, 
응답스펙트럼해석 수행

주 탑 해 석∙주탑좌굴해석, P-Δ해석 수행

시공완료시 최적의 변위와 단면력을 고려한 초기치 해석

시공완료시 케이블 장력 시공완료시 구조물 변위 및 휨모멘트

초기형상을 기준으로 한 가설단계 역방향 해석

역방향 해석 순서 가설단계 케이블 도입장력

가설단계의 안전성을 고려한 순방향 해석

케이블 장력도입 해석 단계 가설시 케이블 최대장력 및 보강거더 응력

보강거더 설계

강재거더 최대 응력도 강재거더 연직 최대 변위도

☞ 구조 및 수리계산서 9~12, 18, 22, 30,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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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 설계

강도설계법 검토 최대 압축응력 검토 Splitting 검토

구  분
검  토

단면력

Splitting
Force

Asreq Asused

단  부 2,685kN 977kN 6,108㎟ 6,968㎟
중앙부 2,329kN 848kN 5,298㎟ 6,968㎟

케이블 설계

공용중 케이블 긴장력 케이블 피로응력

케이블 교체 및 파단시 인장응력 Tie-Down 케이블 (19×15.7-4EA)

∙케이블 긴장력

  Max(고정하중+2×활하중, 1.5×사용하중)

  부반력 : 6,316kN
   긴장력 : 1,600kN×4EA

∙응력검토(초과하중 및 교체 조합)

  케이블 응력 : 1,122≤0.65fpu=1,395MPa
  휨응력 고려 : 1,122≤0.75fpu=1,855MPa 

검토결과 ∙공용중 케이블 긴장력 4,162kN ＜ 4,645kN, 피로응력 89.6MPa ＜ 133.0MPa이고, 케이블교체 

및 파단시에도 발생긴장력이 허용치 이내이므로 구조적 안전성 확보함

6.2.2 하부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

설계방향 ∙P-⊿ 해석을 적용하여 장주영향을 고려한 기둥설계

설계제원
∙콘크리트 : fck=40MPa
∙철    근 : fy=400MPa

검토단면

 

P-Δ 미적용시 P-Δ 적용시

∙모멘트 확대계수 δ= Max(1.011, 1.023) = 1.023

주탑기둥 설계(P-Δ 효과 고려)

검토위치 주철근량 극한강도(kN･m) 안전율

하 단
H41×244EA+H32×96EA

철근비 : 3.78%
Mu=254,187
Mn=286,046

1.125

가 로 보
H29×163EA

철근비 : 1.29%
Mu=55,351
Mn=143,114

2.586

상 단
H29×254EA

철근비 : 1.28%
Mu=65,734
Mn=205,223

3.122  

P-M 상관도

☞ 구조 및 수리계산서 160~162, 183~194, 203~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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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부 검토

주탑 정착부 보강거더 정착부

Tie-Down 정착부 (가로부) 윈드슈 받침부

PC House

검토배경 PC House 인양･거치 모델링(PY1) 해석결과(PY1)

∙육상제작후 인양하여 

말뚝상단으로 거치

∙검토내용 : 인양시 및 

거치후 콘크리트 타설시에 

대한 검토 수행

6.2.3 비선형 선박충돌 시뮬레이션

검토개요 ∙주탑 및 주탑기초 구조물에 대한 충격하중 산출과 응력분포 양상 파악

∙주탑 교각기초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

해석조건

해석조건 충돌조건 선박유한요소모델 구조물 유한요소모델

선박 제원 : 사량호(189GT) CASE1 : 방충재 와 선박 

정면충돌시충돌 속도 : 1.5 m/sec

충돌 하중 : 2722 kN CASE2 : 선박이 방충재 

사이에 30ﾟ로 충돌시충돌에너지 : 259.7 kN･m
결과분석

충돌형상 구조물 응력검토 선박충돌하중 선박운동 및 흡수에너지

검토결과 ∙방충재에 충돌하였을 경우 충돌에너지 소산 및 충돌하중이 허용범위를 만족함

∙주탑 기초에 직접 충돌한 경우에도 허용 내하력 700kN 이하로 만족함

☞ 구조 및 수리계산서 23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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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내구성, 내진, 내풍, 피로에 대한 적정성

6.3.1 내구성

검토개요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내구지수가 목표 내구년한 동안 환경지수를 초과하도록 설계

∙재료, 구조 등 내구성 관련항목의 정성적 기준 제시

∙외적환경 요인으로부터 설계수명기간을 보장하는 내구년한을 평가하여 구조 안전성 확보

∙일본 토목학회 내구성 설계 지침 적용

정량적 내구성 평가

슬 래 브 주탑기초부 주 탑 부

염소이온 침투해석

해석조건 염화물 농도 분포(주탑부) 철근발청 수명산정

∙내구수명은 철근발청+균열발생 

재령

∙염소이온 확산계수(일본콘크리트)
  - Dp = 0.675(×10-12㎠/sec)

[고로슬래그 40%-슬래브(40MPa)]
  - Dp = 0.667(×10-12㎠/sec)

[고로슬래그 40%-주탑부(40MPa)]

검토결과 ∙모든 단면은 설계 피복두께를 적용할 경우 목표 내구년수 100년 이상을 만족함

6.3.2 수화열 해석

검토개요 ∙분할타설을 고려한 수화열 시공단계해석을 수행하여 온도균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균열지수 1.2를 만족하기 위한 시공단계별 타설방법 및 시기 검토

열전달해석 및 열응력해석결과

주 탑 부 주탑 기초부

온도분포 최대응력분포 온도분포 최대응력분포

구    분 타설높이 배합조건 최고온도(℃) 최대인장응력 균열지수

주 탑 4m 고로슬래그 40%혼합 39.63℃ 2.302MPa 1.2
주탑기초부 1.2m 고로슬래그 40%혼합 31.22℃ 0.882MPa 1.2

검토결과 ∙주탑 및 주탑기초의 수화열 해석결과 온도균열지수 1.2 이상으로 균열발생 제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243~248쪽

☞ 구조 및 수리계산서 22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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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내진안전성

기본방향 ∙다지지점 및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을 고려한 교량의 내진안전성 검토

∙주탑의 PUSHOVER 해석을 통한 연성도 평가 및 내진성능 검토

다지지점 및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교량의 내진해석

설계응답스펙트럼 다지지점 지진입력 작성 SASSI 모델(PY1) 임피던스 함수(PY1)

A. 기존해석법 (응답스펙트럼해석) B. 정밀해석법(SSI)

SAP2000 해석모델

 

구   분
전단력(kN) 휨모멘트(kN･m)

A B B/A A B B/A

PY1
교축 5,216 4,867 0.93 105,534 90,538 0.86

교직 11,996 10,290 0.86 186,708 153,206 0.82

PY2
교축 5,149 3,940 0.77 94,062 70,420 0.75

교직 19,058 13,025 0.68 243,146 157,530 0.65

역량스펙트럼법을 이용한 교각의 내진성능 평가

콘크리트 및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 소요응답스펙트럼

콘크리트 응력-변형률 곡선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 소요응답스펙트럼(지반종류 Ⅱ)

내진성능 평가

PUSHOVER 해석모델 하중-변위 곡선 내진성능 평가

검토결과 ∙사장교에 대한 SSI를 고려한 내진검토 결과, 내진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교각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결과 기능수행 수준 및 붕괴방지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확보함

☞ 구조 및 수리계산서 219~224, 237~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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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내풍안정성

기본방향 ∙CFD 해석을 통한 설계풍하중 산정 ∙제진단면에 대한 풍동실험으로 내풍안정성 검토

∙각 부재의 내풍안정성 검토 ∙차량주행속도에 따른 횡풍위험도 분석

설계풍하중 산정

CFD해석결과

보강형 주  탑

 

풍하중 산정결과

구   분
CFD해석에 의한 결과 풍동실험에

의한 결과보강형 주탑

항력계수 1.273 1.016 1.32

설계기준풍속 56.08m/s 60.11m/s 56.1m/s

풍하중(MPa) 4.7×10-3 4.3×10-3 4.73×10-3

도로교설계기준 3×10-3MPa

검토결과 ∙CFD해석과 풍동실험에 의해 산정된 풍하중은 설계기준보다 큰값이므로, 본 분석의 값을 적용

보강거더 풍동실험

구 분 실험 사진 영각 -2.5도 영각 0도 영각 +2.5도

등 류

실 험

난 류

실 험

검토결과 ∙난류조건에서 진동실험을 수행하여 와류진동 및 플러터에 대한 내풍안정성 확인

∙내풍안정성 및 사용성이 우수한 제진단면을 본 교량 보강거더형상으로 최종 선택

내풍안정성 검토

버펫팅 해석을 통한 내풍안정성 검토 주탑의 내풍안정성 검토

횡방향 최대응답 수직방향 응답

 

구   분
발생풍속

(m/s)
허용풍속

(m/s)
검토결과

발산진동 120.7 75.2 O.K

와류진동 103.2 62.7 O.K

케이블 내풍안정성 검토

구   분 내풍안정성 확보기준 검토결과 결과분석

와류진동 V = fD / 0.2
발생풍속 1~8m/s, 
최대진폭 3.4~7.3

낮은 풍속에서 발생하고

진폭이 허용값보다 작음

풍우진동 mζ/ρD2 ＞ 4~5(표면처리시) mζ/ρD2 = 1.4~2.3 Helical Rib및 케이블댐퍼설치

갤 로 핑 Ucrit=cfD 발생풍속 7~20m/s 갤로핑 발생가능성 희박

검토결과 ∙버펫팅 해석결과 시공기준풍속에서 내풍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주탑의 내풍안정성이 검증됨

∙케이블은 Helical Rib 및 케이블 댐퍼를 설치하여 내풍안정성 확보

☞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9~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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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풍위험도 분석

기본풍속(10m, 10분) 해석결과 위험지수 산정결과 운행속도 제안

유속분포(m/s) 교량상 풍속 대 형 차 풍속범위 제한속도

0~12m/s 정상운행

12~16m/s 정상운행

16~20m/s 50㎞/h이하

25m/s이상 운행제한

검토결과 ∙소형차는 풍속 20m/s까지 설계속도 이상의 주행속도 확보

∙대형차는 풍속 16m/s 이상시 운행속도 제한  감속운행 유도

6.3.5 피로안전성

케이블의 피로설계

활  하  중 활하중 + 0.5 × 풍하중

검토결과 ∙피로설계결과 활하중과 풍하중 재하시에 설계기준을 만족하므로 피로안전성 확보

보강형의 피로검토

구   분 보 강 형 위치
응력

범주

설계피로응력(MPa) 허용피로응력(MPa)
비고

DB하중 DL하중 DB하중 DL하중

보강거더

A 5.7 9.0 168 260 O.K
C 5.1 8.4 91 147 O.K
E 24.4 40.1 56 91 O.K
B 80.4 127.5 126 203 O.K

케이블 정착부 피로검토

해석개요 ∙보강거더측 케이블 정착구에 발생하는 피로응력을 산정하여 위험부위별 피로평가 실시

수치해석모델 피로하중 최대주응력 위치별 응력분포

거세트-거더 전면용접부 거세트판

구    분 허용재하횟수(회) 한계재하횟수(회)

Hot Spot Stress 피로강도검토(거세트-거더 전면용접부) 3.21×106 2.0×106

Notch Approach 피로강도검토(거세트판) 7.413×107 2.0×106

검토결과 ∙Hot Spot Stress와 Notch Approach 피로강도 검토에서 허용재하 횟수가 한계재하 횟수를 

상회하므로 보강거더측 정착구는 피로에 대해 안전함

☞ 구조 및 수리계산서 173, 249~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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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교량의 경제성

7.1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7.1.1 경제성 분석 지표의 적정성

구 분 개    념 적 용 기 준 적 용 방 안

VE
Value Methodology
Standard, SAVE, 1998
건설VE 매뉴얼 (국토해양부)

가치분석 V = P/C
비교안별 품질모델의 가중치를 고려한 

매트릭스(Matrix) 평가

LCC

NIST, Ehlen/Marshall, 1996.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한국개발연구원 발표 자료 

인용

LCC = Ci + Cm + Cw
  - Ci : 초기투자비   - Cm : 유지관리비

  - Cw : 해체폐기비

분석

절차

7.1.2 주요 시설물 분석 결과

주요 시설물 분석 현황

주요 항목별 분석결과

항   목 성능향상(%) 비용증감(%) 가치향상(%)

교 량

교 량 형 식 △ 16.6 ▼ 3.8 △  21.2

보강 거더 단면 △ 18.7 ▼ 0.9 △   7.4

주 탑  형 식 △ 12.7 ▼ 17.3 △  36.4

도 로

최 적  노 선 △ 65.4 △ 34.6 △   8.2

덕 동 교 차 로 △ 13.5 ▼ 22.0 △  45.5

진촌 교차로 △ 12.7 ▼ 53.5 △ 142.2
 

VE/LCC 평가

교  량 도로분야

21.7% 가치향상 92.4% 가치향상

검토결과 ∙교량형식을 포함한 주요 부재에 대한 VE/LCC 분석 결과 기본계획에 비하여 23.3% 성능향상, 
10.5% 비용절감, 45.6% 가치향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량 상~하도 가설공사 계획 수립

☞ 구조 및 수리계산서 253, 255쪽



제 5 편 교량분야

-72-

7.2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교량계획의 평가

7.2.1 교량형식 선정

교량형식 예비선정(1차선정)

구   분 형    식 성능(P) 비용(C) 가치(V) 검토결과

기본계획 중로아치교 721 10.0 721 

비교 1안 V각 거더교 560 9.4 596 

비교 2안 엑스트라도즈드교 742 9.2 807 

비교 3안 고저탑 사장교 874 9.5 920 

비교 4안 1주탑 비대칭 사장교 959 12.0 799 

교량형식(최종 선정)

구   분 기본설계 (고저탑 강합성 사장교)비교 1안 (3주탑 콘크리트 사장교)비교 2안 (2주탑 사장교+접속교)

개 요 도

및

V E 검 토

생애주기비용 분석 누적 분석 함수 확률적 LCC분석

검토결과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차별화된 형식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설계안 선정 

∙비교 1안 대비 16.6% 기능 향상, 3.8% 비용절감으로 21.2% 가치향상됨  가치혁신형 모델 

7.2.2 보강거더 단면비교

구   분 강합성 거더 콘크리트 Edge거더

V E 검 토

P 884 P 831

C 10.0 C 10.1

V 88.4 V 82.3

검토결과 ∙색채 적용에 의한 경관성 향상 등으로 콘크리트 Edge거더 대비 7.4% 가치향상된 강합성 거더 선정

7.2.3 주탑 형식별 비교

구   분 역 Y형 H형 A형

개 요 도

VE  검토 P=952 C=10.0 V=95.2 P=845 C=12.1 V=69.8 P=850 C=11.5 V=73.9
 

VE 종합 평가

검토결과 ∙시각적 안정감 및 경관성이 우수하며, H형 대비 17.3% 비용 절감 36.4% 가치향상된 역 Y형 선정

☞ 구조 및 수리계산서 256,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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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성

기본방향 ∙최적화된 유지관리비 산정을 통해 유지관리비 절감을 유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의 설계방안 비교를 통해 비용의 절감효과를 확인하여 합리적 판단 유도

7.3.1 비용 산출의 적정성

구   분 적      용 비    고

할 인 율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국토해양부 2007) 제시 5.5%

분석기간 및 분석기법 ∙고속도로 교량의 생애주기비용분석지침안, 입찰안내서 제시 100년 (현재가치 분석법)

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적용 국토해양부 고시

보 수 ･ 보 강 

교 체 비 용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산정에 관한 연구｣
∙2006년 도로업무편람, 2005 도로포장 관리시스템 (BMS)
∙고속도로 교량의 생애주기비용 분석 지침(안)

한국도로공사,
국토연구원

7.3.2 생애주기비용 산출

주요 구조물 생애주기비용 산출

구   분 생애주기비용 산출 누적 생애주기 비용 빈도분포 함수

교 량 형 식

본 선 노 선

본 과업의 유지관리비용 산출

구   분
유지관리비용 (백만원)

총  계
일반관리비 보수･보강 교체비 점검/진단비 사용자비용 기 타

기 본 계 획 136.2 7,452.1 4,070.7 453.7 265.5 138.3 12,516.5

기 본 설 계 132.3 6,823.5 4,126.1 532.7 264.4 137.8 12,016.7

증 감 액 ▼ 3.9 ▼ 628.7 △ 55.4 △ 79.0 ▼ 1.1 ▼ 0.5 ▼ 499.7

항목별 비용 증감액 유지관리비용 발생추이(기본계획) 유지관리비용 발생추이(기본설계)

검토결과 ∙본 과업의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한 결과 기본계획 대비 499.7 백만원의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내구연한 동안의 경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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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교량의 환경성

8.1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교량구조물의 외부 환경과 조화 교량구조물의 내부 환경과 조화

∙주변 능선 흐름과 조화된 교량경관 연출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주행 환경 조성

∙섬경관과 어우러지고 환경훼손 최소화 ∙생태적이고 안정감 있는 황금비례 적용

8.2 교량의 색채계획

기본방향 색채선정

색채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