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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 bearing device should be examined to determine that they are functioning properly. Small changes in 

other portions of the structure, such as pier or abutment settlement, may be reflected in the bearings. 

Bearings should be checked to see that they can move freely and are clear of all foreign material. Shoes 

should be in proper position relative to the temperature at the time of the inspection. Check anchor bolts 

for any damage and to see that nuts are secure. See that anchor bolt nuts are properly set on the 

expansion bearings to allow normal movement. In this paper, rehabilitation method for damaged 

bearings is proposed and damage example of the skewed bridge is illustrated

1. 서  론

  고속도로 교량 에서 신축이음장치  교량받침은 손상이 가장 빈번한 부재이다. 최근 평균기온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교량받침은 온도신축 작용에 의한 유간부족으로 무수축

몰탈 손, 받침 앵커볼트 단, 교량의 교축직각방향 이동 등의 손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곡선교  스큐를 가진 교량은 상부구조가 횡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스큐가 있는 교량의 경

우에는 유간부족시 교량의 스큐방향으로 수평력이 작용하여 고정단받침  일방향 받침이 손되고 

상부구조가 횡방향으로 리는 손상이 발생된다. 

  유간부족의 원인은 부 한 리셋 , 바닥 과 흉벽의 착, 분  방호벽의 유간 미확보 시공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큐가 있는 교량의 횡방향 이동에 한 원인을 검토하고 교량의 원래 거동을 회복

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2. 교량받침의 손상 황

  이 교량은 경부 고속도로에 공용 인 교량이며, 상부구조형식은 리 스(PF)로 되어있고 연장이 

40m이며, 1993년에 공되어 약 15년정도 공용된 교량이다. 그림 1은 교량의 평면도  종단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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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그림 1 교량 평면도  종단면도

              

            그림 2 일방향 스토퍼 손               그림 3 고정단 하부 받침 이트 손

       

           그림 4 받침 횡방향 이동(8cm)               그림 5 교량 앙부 벌어짐(8cm)

그림 2는 일방향 받침의 스토퍼가 손된 사진이다. 그림 3은 고정단 하부 받침 이트가 손된 사

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정단받침과 일방향 스토퍼가 손되면서 교량이 횡방향

(8cm)으로 이동하 다. 

그림 3과 4는 횡방향으로 이동한 받침과 교량 앙부가 벌어진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량의 상부구조이동으로 받침 상부 이트와 하부 이트가 편기된 것을 볼 수 있다.

3 .  교량받 침 의  손 상원 인  검 토

  교량의 손상원인을 검토하기 하여 교량받침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는 신축이음장치의 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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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받침에 부식이 반 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한 원활한 교면배수를 하여 횡단구배를 2%로 

맞추어 시공하는데 시공시에는 교 를 계단식으로 시공하고 상부 빔과 교좌장치는 수평을 유지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반 으로 상부구조가 편기(경사지게)되어 설치되어 있다. 

  손상된 받침과 교량의 거동을 조사한 결과 교량의 횡방향 이동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① A1측의 분  유간이 없이 토공부와 교량부가 착되어 온도에 의한 신축거동을 할 수 없었다. 

(일반구간은 유간에 여유 있음) 시공 기에는 교량 자체 으로 이러한 신축거동을 수용하 다.

  ② 2000년 부터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교량 자체 으로 수용하던 온도거동이 분 의 유간부족으

로 인해서 교축방향으로 거동하지 못하고 교축직각방향으로 리게 됨(스큐교량임)

  ③ 분 의 착은 온도에 의한 수평하 을 고정단에 역방향으로 작용시켜 고정단 받침도 손되

면서 교량의 A1측과 A2측이 반복 으로 린 것으로 단된다.

  ④ 교축직각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기에는 일방향 스토퍼가 잡고 있었으나 과도한 횡방향 수평하

으로 인해서 스토퍼가 손되면서 교량이 매년 진 으로 횡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단된다.

  받침 상부 이트의 온도에 따라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나이테를 측정한 결과 횡방향으로 체 으

로 6cm 이동하 고 나이테의 간격은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교량이 온도거동이 교축방향으로 작용하여

야 하나 분 의 교량부와 흉벽(토공부)가 착하면서 유간이 부족하게 되자 교량이 스큐방향으로 이

동하면서 그림 6과 같은 나이테가 형성되었다.

                       그림 6 횡방향 받침이동  편기량(나이테)

4 .  결  론

  본 고에서 스큐를 갖는 교량의 받침 손상부를 조사하고 손상원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32 보수보강 구조

(1) 교량의 유지 리시 신축이음장치의 유간 뿐만 아니라 바닥 과 흉벽의 유간 그리고 분   난

간부의 유간도 반드시 조사하여 교량의 신축작용이 원활하게 작용하는지 악해야 하며 신축작용

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견되면 교량의 거동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교량의 공용수명 연장은 유지 리 뿐만 아니라 시공시 품질 리와 시방서의 기 에 맞게 시공되어

야 한다. 본 교량의 경우도 시공시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가 공용 인 교량에 발생

된 문제이다.

(3) 교량의 보강방법은 교량받침 체를 교체해 주어야 하며 린 상부구조는 잭업 후 원 치로 회

복시켜야 한다. 받침은 체가 고정단 역할을 하는 탄성받침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량의 횡방향 이동에 직 인 원인인 분 를 커 하여 유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서울방향의 

교  흉벽과 닿아 있는 빔은 단하여 유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단길이 : 4 cm) 

   따라서, 보수․보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은 내렸다.

 ① 분  커   유간확보

 ② 횡방향으로 이동한 교량 잭업 후 원 치

 ③ 받침교체

 ④ 바닥 과 흉벽, 그리고 빔과 흉벽의 유간확보 후 신축이음장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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