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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oad construction From Gyegok to Shinduk, korea was ordered for the alternative design by 

Jeollabuk-do, 2008.

The propose of study is to introduce the planning process for a optimal eco-friendly design and 

construction of bridge cross over and parallel to rivers.

요  약

본 논고는 2008년 라북도에서 발주된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 포장공사 안설계  하천 병행  

횡단교량의 친환경 건설계획을 한 최  교량형식  시공공법 선정의 설계과정을 소개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1. 서 론

  2008년 라북도에서 발주된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 포장공사 안설계는 기존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의 선형불량에 따른 교통 지 정체 해소, 지역 내 산업  개발 진을 한 사업으로 본 

논고에서는 지방2 하천(삼천)을 병행  횡단하는 덕2교의 교량계획 과정과 설계에 한 반

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황분석

  덕2교의 선형조건은 평면선형 R=685m  종단선형 

S=5.28%이며, 가설구간은 자연경 이 수려한 농경지와 

청정하천인 지방 2 하천(삼천)을 사각28˚, 18˚로 2회 

횡단한다.

  한 오 산 산림훼손 최소화  고교각(H=45m)으로 

공사  안 성 확보가 요한 황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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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교량가설 치 황도



그림2. FCM공법 개요도 

 3. 교량형식 비교

표1. 교량형식 비교

  원안설계는 ST. BOX거더교 용으로 

강재도장에 의한 수질오염 발생  상부

구조의 단순함으로 미 이 불량하여 

안설계에서는 수질 보호구역인 삼천 생

태계 보호를 한 친환경 교량형식인 

PSC Box거더교 용  삼천의 부드러

운 물결흐름을 형상화한 곡선처리로 조

화미를 강조 하 다.

구     분 종  단  면  도

원  안

(ST. BOX)

  안
(PSC BOX)

  

4. 교량가설공법

  주요 통과구간인 삼천은 지방2  하천이며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청정하천으로 수질보호를 해 

동바리 는 가벤트 설치가 필요한 FSM공법을 배제 

하 으며 교고가 높은 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   효율성이 우수한 FCM공법을 용하 다.

5. 주요검토사항

  2경간 연속 PSC BOX거더교(2@110.0=220.0m)는 시공단계별 응력변화와 크리   건조수축에 

의한 장기거동을 고려한 단계별 해석으로 안 성을 확보 하 으며(그림3. 참조) 시공  돌풍에 의한 

상향풍속하  작용시 안 성  완공 후 강풍에 의한 차량주행 안 성 평가를 통해 사용성을 확보 

하 다.(그림4. 참조)

운영중

그림3. 단계별 응력검토 그림4. 강풍에 의한 차량주행 안 성 평가

6. 결론

  본 논고에서 설명한 계곡∼신덕사업의 덕2교는 교량가설 여건상 최 의 교량형식은 종단  평

면선형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으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PSC BOX 거더교  FCM공법 용

이 최 이라는 단에는 변함이 없다. 비록 낙선되어 시공으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향후 본 과업과 

유사한 황에서의 교량계획  설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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