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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종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이를 공학

적으로 해명하는 학문 분야인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은 공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고가 발

생했을 경우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1,2)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 있

어서 일반적인 공학적 관점이 사고가 발생하는 메

커니즘을 설명하고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 반면 

법공학은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명하는 목적 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

는 법공학 조사관들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

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법적 규제에 대한 규격 및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

하고 안정된 사회를 실현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점점 고도한 기술사회로 접어

들고 국내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인해 공학과 법

이 함께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법공학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3~6)

 본 연구에서는 

법공학에서 다루는 내용 중 기존 교량에 추가된 

확장 교량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추락으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플레이트 거더교(Plate 

Key Words: Forensic Engineering(법공학), Plate Girder(플레이트거더), Structure Analysis(구조해석), Negative 

Reaction(부반력), Overturning(전도) 

초록: 최근에는 법공학 분야에 구조해석 및 구조-유동 연성해석을 이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

용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명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플레이트 거더교 사고는 교각과 교대 사이의 기존 교각에 

대하여 확장 교각을 신설하던 중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도 추락되어 발생되었다. 

본 사고는 설계와 다른 시공 작업과 설계 시 고려되지 않은 추가 하중 등으로 인해 확장 교량에 부반력

이 발생하여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와 붕괴된 사고로 MIDAS 구조 해석을 통해 설계와 실제 시공 시 작

업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비교 평가하여 정확한 공학적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as a means of resolving the issue of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or a disaster, a wide 

variety of simulation techniques, such as structural and structure-fluid interaction analysis, have been used in the field of 

forensic engineering. The plate girder bridge discussed in this paper was being constructed between a pier and an 

abutment to expand an existing bridge, but an accident whereby the bridge overturned occurred at the end of the concrete 

laying process for a protective wall. This accident was caused by additional loads not being considered at the time of the 

design as well as the actual construction being different from the design. The additional loads ultimately generated a 

negative support force.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cause of the accident by comparing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original design with that of the additional, non-conforming construction using MIDAS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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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der Bridge)의 설계 및 시공 구조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

는 사고는 기존 강교를 확장하여 교대와 교각 사

이에 설치된 중 플레이트 거더교 확장 교량이 방

화벽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도되

어 지상에 추락한 사고로 설계와 다른 시공 작업

과 설계 시 고려되지 않은 추가 하중 등으로 인해 

확장 교량에 부반력(Negative Reaction)이 발생하여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와 붕괴사고로 이어졌다. 이

와 같은 교량 붕괴사고는 발생시 대형 참사를 일

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

공학적인 측면에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고조사

와 원인 규명을 통해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함으

로써 유사 및 동종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MIDAS 구조해석을 이용하여 설계 

및 실제 시공에 따른 확장 교량의 구조 해석을 수

행, 분석함으로써 교량이 붕괴된 정확한 원인과 

구조 안정성 평가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사고개요 및 분석 

2.1 사고개요 

사고 현장은 Fig. 1 에서 보듯 강교 설치 공사 

현장으로 대교 남단에서 터널로 진입하는 진입로 

확장공사 중 길이 약 47 m 강교의 방호벽 콘크리

트 타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

이 이동함과 동시에 강교와 콘크리트 타설기가 약 

10.9 m 지면에 함께 전도, 추락 되었다. 붕괴된 플레

이트 거더교는 직선길이 46.120 m, 반지름 442,827 m, 

폭 2.965 m, 횡구배 3 %, 종구배 5 % 의 제원을 가

지고 기존 강교를 확장하여 교대와 교각사이에 설

치된 대교 남단 접속도로 강교로 교대에는 1000 

kN 고정단 교량받침과 2000 kN 일방향 교량받침

으로, 교각은 1000 kN 일방향 교량받침과 2000 kN 

양방향 교량받침에 의해 지지되는 형태이며 상세 

설계 도면을 Fig. 2 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보듯 

사고 강교는 설치 교대 및 교각에서 수직 하방 방

호벽 타설 진행 방향 좌측으로 강교 본체가 360

도 전복 되어 상부 슬래브가 지면에 맞닿게 추락

한 상태로 본체 강교 파손 없이 추락 강교 중간부

위에서 전도 모멘트로 인한 비틀림 변형 형태가 

관찰된다. 강교 하부에는 동바리가 강교 전 구간 

설치되어 있으며, 교각 주변 전복된 강교상부에는 

콘크리트 타설 잔해가 비산되어 있고, 설치 동바

리는 충격에 의해 변형된 상태이다. Fig. 4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강교 좌측에는 방호벽 타설시 사용

된 콘크리트 타설기가 360 도 전복되어 타설기를 

 
(a) Top view of the accident scene from abutment to pier 

 
(b) Top view of the accident scene from pier to abutment 

Fig. 1 The scene of collapsed plate girder bridge 

 

 
Fig. 2 Blueprint of the accident bridge 

 

지지하던 무한궤도 리거 중 1 개소 외 나머지 리

거와 타설기에 장착된 타설용 장치 등은 모두 파

손된 상태로 사고 당시 타설기 내 고정 및 타설 

장치 등의 위치 및 작동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

다. 지면에 맞닿아 전복된 강교의 상부 슬래브 측

면에서 Fig 5와 같이 사고 당시 타설된 폭 45 cm, 

높이 68 cm 의 콘크리트 차량 방호벽에서 표면 콘

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드러나 있고,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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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설치 반대편 강교 끝단 175 cm 지점에서 일렬

의 타설기 무한궤도 운행 흔적이 관찰되며, 방호

벽 측면에서 작업을 위한 까치발이 60 cm 간격으

로 78 개 정도 설치된 상태가 관찰된다. 교대 및 

교각 상부 강교 거치를 위한 교량 받침은 설계 상 

대비 교대 교량받침의 경우는 중심부가 3 cm, 교

각 교량받침의 경우는 중심부가 5 cm-7 cm 정도 

벗어나 시공된 상태이며, 강교가 전도된 방향의 

교량받침 모서리에서 전도방향으로 콘크리트 파손 

상태가 관찰된다. 교대 및 교각 상부 강교 거치를 

위한 교량 받침은 총 4가지 타입별로 제원을 달리

하며, 교대 및 교각 교량받침에 대응되는 강교의  

 

 
Fig. 3 Configuration of twist deformation 

 

 
Fig. 4 Condition of overturning concrete placing 

 
Fig. 5 Condition of damaged protective wall and caterpillar 

marks 

교량받침과 함께 측량 시 교대 교량받침의 높이는 

40 cm, 교각 교량받침의 높이는 40.8 cm로 구배를 

고려하여 수평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

존 교량 상부에서 타설기 전·후방 무한궤도 정차 

및 회전 흔적이 관찰되고 거리 측정결과 350 cm 

로, 전복된 타설기의 전방 무한궤도간 거리 약 

250 cm 와 전·후방 무한궤도간 거리 약 350 cm 

와 비교시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3. 구조 안정성 평가 

3.1 재하 하중 및 경계조건 분석 

사고 교량에 재하되는 하중 조건은 크게 강재 

거더 중량, 상부 슬래브 중량, 방호벽 중량, 타설

기 중량, 작업발판 및 낙하물 방지공 중량, 포크레

인 중량으로 구성되며 작용점은 강재, 상부 슬래

브, 까치발 중량은 단위 m 당 분포하중이 작용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방호벽, 타설기, 포크레인 

중량은 사고 조사 당시 흔적 관찰로 인해 판단된 

위치를 근거로 Fig. 6 과 같이 집중 하중 형태로 

사고 교량 상부에 부여하였다. Table 1 에 각각의 

재하 하중에 따른 설계 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상 

의 내용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우선 강형 거더

를 구성하는 강재 재료의 총 하중은 약 68.90 ton

이고, 상부 슬래브의 경우 설계 내용상의 콘크리

트 부피는 53.921 m
3 이나 실제 시공 상에서는 부 

 

Table 1 Comparison design value with work value 

Division 
Load (ton) 

Design[Symbol] Work[Symbol] 

Steel box 68.90 [a] 68.90 [a] 

Upper slab 134 [b] 120 [b’] 

Protective 

wall 
27.60 [c] 34.25 [c’] 

Concrete 

lacing 
- 16.74 [d] 

Bracket - 0.88 [e] 

Excavator - 13.60 [f] 

 

 
Fig. 6 Value and point of load distribution over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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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alysis model for MIDAS solution 
 

 

Fig. 8 Result of reaction force value for [a+b] 

 

피 48 m
3으로, 철근콘크리트 재료 단위 질량당 2.5 

ton/m
3
 를 고려할 때 상부 슬래브의 총 중량은 설

계 상 약 134 ton 이고, 실제 시공 상 약 120 ton 

으로 약 14 ton 정도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방호벽 시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양은 설계 내

용 상에는 방호벽 단면적 0.2346 m
2과 방호벽 길이

47 m 적용 시 전체 부피는 11.03 m
3이나, 실제 시

공된 콘크리트 부피는 13.7 m
3 으로, 철근콘크리트 

재료 단위 질량당 2.5 ton/m
3
 고려 시 방호벽의 총 

중량은 설계 상 27.60 ton이고, 실제 시공 상 34.25 

ton 으로 6.65 ton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

고 당시 사용된 타설기는 미국 국적의 GOMACO 

사에서 제조한 모델명 ‘GT-6300’의 네 개의 무

한궤도(Four-track)를  지닌  타입으로  총중량은 

16.74 ton, 크기는 8.73 m(L) × 2.67 m(H) × 2.5 

m(W) 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설계 상에는 

고려되지 않은 하중으로 시공 작업에서 사용되었

다. 사고 당시 방호벽 측면부에 설치된 까치발 또

한 설계 상 고려되지 않은 하중으로 47 m의 교량

을 따라 0.6 m 간격으로 총 78 개가 설치되었으며, 

개당 중량은 11.26 kgf/EA 으로 0.88 ton 의 총중량

을  나타낸다 .  포크레인은  모델명  ‘DX 140W 

ACE’로 총중량 13.60 ton, 크기는 7.29 m(L) × 

3.48 m(H) × 2.50 m(W) 의 제원을 지니며, 설계 

상 고려되지 않은 하중으로 사고 당시 타설기의 

뒤편 우측에 위치하여 포크레인의 좌측 전·후륜 

Table 2 Condition of analysis according to case 

Division Condition of analysis 
Calculation 

Symbol 

Case 1 

On the design,  

Steel box + Upper 

slab + Protective wall 

a+b+c 

Case 2 

On the design,  

Protective wall at the 

point of overturn[c*] 

a+b+c* 

Case 3 

On the work,  

Steel box + Upper 

slab + Protective wall 

+ Concrete lacing + 

Bracket 

a+b’+c’+d+e 

Case 4 
On the work, 

Case 3 + Excavator 
a+b’+c’+d+e+f 

 
Table 3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for case 1 

Point 

Bridge 

bearing 

type 
[pt. num.] 

Support reaction force (kN) 

[ a + b ] 
<Fig. 8> 

[ c ] 
<Fig. 9> 

Total 

[a+b+c] 

Pier 

One-way 

[12] 
184.56 -143.6 40.96 

Both-way 

[13] 
888.46 275.91 1,164.36 

Abut. 

Fix 

[15] 
184.50 -143.75 40.75 

One-way 

[16] 
888.56 276.07 1,164.63 

 

이 사고 교량 위에 걸쳐져 있던 상태에서 작업 완

료 후 기존 상판으로 이동한 뒤 약 50 초 후에 사

고가 발생하였다.  

 

3.2 구조 해석 결과 및 고찰 

사고 교량에 대한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토목 구조 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MIDAS 를 이용

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모델은 Fig. 

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조 계산서에서와 동일한 

해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

한 해석 Case 는 총 4 가지 경우로 Table 2 에 나타

낸 바와 같으며, 각 경우에 맞는 재하 하중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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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for case 2 

Point 

Bridge 

bearing 

type 

[pt. num.] 

Support reaction force (kN) 

[ a + b ] 
<Fig. 8> 

[c* ] 
<Fig.10> 

Total 

[a+b+ c*] 

Pier 

One-way 

[12] 
184.56 -184.54 0.02 

Both-way 

[13] 
888.46 354.55 1,243.00 

Abut. 

Fix 

[15] 
184.50 -184.74 -0.24 

One-way 

[16] 
888.56 354.75 1,243.31 

 

 

Fig. 9 Result of reaction force value for [c] 
 

 

Fig. 10 Result of reaction force value for [c*] 

 

계조건 분석 내용을 근거로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사

고 교량의 전복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Case 1 의 경우, 

포장 및 철재 난간을 제외한 시공 당시의 상태인 강형 

Table 5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for case 3 

Point 

Bridge 

bearing 

type 

[pt. num.] 

Support reaction force (kN) 

[ a+ b’] 
<Fig.11> 

[c’+d+e ] 
<Fig.12> 

Total 

[a+b’+c’ 

+d+e] 

Pier 

One-way 

[12] 
171.97 -175.49 -3.52 

Both-way 

[13] 
824.94 415.59 1,240.53 

Abut. 

Fix 

[15] 
171.91 -188.10 -16.20 

One-way 

[16] 
825.03 368.75 1,193.79 

 

 

Fig. 11 Result of reaction force value for [a+ b’] 

 

 

Fig. 12 Result of reaction force value for [c’+d+e] 

 

거더, 상부 슬래브, 방호벽에 대한 설계 상 내용(상부 

슬래브 약 134 ton, 방호벽 약 27.60 ton)을 해석 

조건에 적용하여 구조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조 해석 결과를 Table 3과 Fig. 8, Fig.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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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듯 Case1 의 

경우는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에 따른 내외측 

지지반력의 합력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설계 상 재하 하중과 경계조건만을 

고려한  경우는  전복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Case 2 의 경우는 Case 1 의 해석 

조건에서 교량에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와 전복 

가능성이  있는  시점 (교량  받침에  나타나는 

지지반력의 합력이‘0’이 되는 시점)의 방호벽 

중량을 하기 위해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 과 Fig. 10, Fig. 11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듯 교량 전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방호벽 중량은 trial & error 

방법에 의해 35 ton 을 적용했을 때 지지반력의 

합력이 0 에 가까워짐을 파악할 수 있다. Case 3 의 

경우,  실제 시공 당시의 상태인 강형거더,  상부 

슬래브, 방호벽이 시공된 상태(상부 슬래브 약 120 ton, 

방호벽 약 34.25 ton)에서 타설기 및 까치발의 

중량(타설기 16.74 ton, 까치발 약 0.88 ton)과 Fig. 6에 

나타낸 동 중량들의 작용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조 해석 결과를 

Table 5 과 Fig. 11, Fig. 12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듯 사고 당시 실제 조건이 반영된 Case 3 

의 경우는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에 따른 내측 

지지반력의 합력은 모두 음(-)의 값, 외측 지지반력의 

합력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실제 

재하 하중과 경계조건에서는 내측에서 외측 방향으로 

전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Case 4 의 

경우, Case 3 의 해석 조건에서 사고 발생 당시 

포크레인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포크레인 

중량 13.60 ton 과 Fig. 6 에 나타낸 동 중량의 작용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조 해석 결과를 Table 6과 Fig. 1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듯 Case 4 의 경우는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에 따른 내외측 지지반력의 합력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포크레인 

중량  고려시  전복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사고 당시 포크레인이 타설기의 뒤편 

우측에 위치하여 포크레인의 좌측 전·후륜이 사고 

강교 위에 걸쳐져 있던 상태에서 작업 완료 후 기존 

상판으로 이동한 후 약 50 초 후에 확장 교량 전복 

사고가 발생하고, Case 3 의 경우에서 본 상태를 

고려한 Case 4의 경우에 대해 구조 해석한 결과, 내측 

지지반력의 합력이 음(-)의 값,  외측 지지반력의 

합력이 양(+)의 값을 나타내다 포크레인이 사고 강교 

위에  위치하면서  ( + ) ( - )의  지지반력의  합력이 
 

Table 6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for case 4 

Point 

Bridge 

bearing 

type 

[pt. num.] 

Support reaction force (kN) 

[ a+ b’] 
<Fig.11> 

[c’+d+e+f] 
<Fig.13> 

Total 

[a+b’+c’ 

+d+e+f] 

Pier 

One-way 

[12] 
171.97 -92.58 79.39 

Both-way 

[13] 
824.94 382.96 1,207.90 

Abut. 

Fix 

[15] 
171.91 -163.05 8.86 

One-way 

[16] 
825.03 361.42 1,186.46 

 

 

Fig. 13 Result of reaction force value for [c’+d+e+f] 

  

모두 양(+)의 값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보아 해석 

결과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진다. Case 1, 2, 

3, 4에 대한 구조 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Case 1, 4 의 경우는 모든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에서 작용하는 지지 반력의 합력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므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판단되어지고 Case 2 의 경우는 교량 전복이 

예상되는 시점의 방호벽 중량이 35 ton 으로 실제 

시공된 방호벽 중량 34.25 ton에 매우 근접함을 알 수 

있으며, Case 3 의 경우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에서 

모두 양(+),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실제 재하 

하중과 경계조건에서 교량 내측에서 외측 방향으로 

전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강교를 확장하여 교대와 교

각 사이에 설치된 중 플레이트 거더교 확장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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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화벽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

도되어 지상에 추락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

해 법공학적 관점에서 MIDAS 구조해석을 이용하

여 설계 및 실제 시공에 따른 구조안정성 영향 평

가를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확장된 사고 플레이트 거더교의 설계상 하

중 및 경계조건과 시공 상 내용을 비교한 결과, 

슬래브 형상 및 재하조건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특히 설계 상 고려되지 않은 타설기, 까치발등이 

추가 작용하여 구조적 불안정을 유발하였다. 

(2) MIDAS 구조 해석 결과, 사고 교량이 전복되

는 시점의 방호벽 중량으로 도출된 값이 35 ton 으

로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방호벽 중량 34.25 ton에

서 약간의 추가 하중이 작용할 시 전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설계 상 내용을 해석 조건으로 적용한 경우

는 지지반력의 합력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

나 추가 하중이 부여된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경

우 지지반력의 합력이 모두 (+)(-)의 값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아 설계와 다른 시공 작업과 설계 시 

고려되지 않은 추가 하중으로 인해 사고 교량이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고 교량 상판에 위치한 포크레인이 작업 

완료 후 기존 상판으로 이동한 뒤 약 50 초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구조해석 결과, 포크레인이 사

고 강교 위에 위치하면서 (+)(-)의 지지반력의 합

력이 모두 양(+)의 값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보아 

해석 결과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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