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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천1교 종점부 상부거더 형식변경을 통한 VE 사례

1. 머리말

글 안재회 ＼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2공구)현장 차장 ＼ 전화 055-351-4081 ＼ E-mail anjh1004@ssyenc.com

글 조성배 ＼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2공구)현장 차장 ＼ 전화 055-351-4081 ＼ E-mail air516@ssyenc.com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2공구)는 1992년 국토

교통부에서 수립한 전국 간선 도로망 계획(7X9)의 동서 8축과 9축

의 간격(70km)이 동서간선도로망 평균간격(30~40km)보다 넓어 

이를 보완하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145.3km의 1차 발주구간인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45.2km에 해당되며, 그중 3.58km의 신설 

도로개설 현장이다.

본 고에서는 당초설계가 현장의 시공여건 고려 시 안전 및 경제성

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최적화 하는 시공VE 사례 중 

하나로 단장천1교 종점부 상부거더 형식변경(EX거더 → S.T BOX

거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2-1. 공사개요

표 1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2공구) 공사개요

공사명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2공구)

계약방식 최저가입찰, 장기계속공사

공사위치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단장리

공사기간 2014.03.10 ~ 2020.12.31

공사금액 119,027백만원(당사분 71,465백만원, VAT포함)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공사개요

•연   장 : 3.58km(4차로 23.4m)
•토공부 : 483m(깎기 336천㎥, 쌓기 127천㎥)
•교량부 : 단장천1교(L=1,108m)
• 터널부 : 2개소/1,989m(산외2터널, 산외3터널)

단장천1교 상부거더 형식은 BR1(EX거더 300m), BR2, 3(S.T BOX

거더 689m), BR4(EX거더 120m)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거더 가

설공법은 모두 크레인 가설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종점부 BR4 

EX거더 구간(3경간)은 비탈면이 급경사지(35̊ 이상)로써 크레인 장

비진입 및 작업공간 확보가 곤란한 지형이며, 크레인 가설의 안정

성 문제 및 진입로 개설 시 가시설 및 진입도로 추가등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거더 가설공법의 적정성에 대

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토목 ▶▶ VE 사례 Ⅰ

2. 공사개요

3. VE 수행배경

[그림 1] 단장천1교 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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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원설계 문제점 검토

원설계 가설공법 및 공사용 진입도로 조건으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가설장비의 제원 감안 시 원설계 공사용 진입도로는 부지협

소 및 종단경사완화가 필요해 시공이 불가하다고 검토되었다.

표 2  가설장비 제원

구분
크롤러
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규격 550ton 500ton

전폭(m) 9.90 9.60

전장(m) 11.49 18.14

회전반경(m) 8.30 6.60

등반각(%)
0~12%
(7~9%)

0~12%
(7~9%)

작업범위(m) 20m 20m

표 3  공사용 진입도로 검토

구분 원설계 필요사항

장비운영시
진입로

폭원부족

진입도로 B=4.0m
작업부지 B=12.3m

진입도로 B=10m
작업부지 B=100m

- 크레인진입/안착 시 10m 필요
- 장비조립 위한 부지연장 100m 필요

진입도로
종단경사
완화필요

종단경사
최대 19.99%

장비진입 가능
종단경사 12% 이내

- 종단경사로 인한 장비진입 불가
- 트레일러 운반 시 오르막경우 경사 5% 이내 유지 필요

진입도로
횡단검토

- 진입도로#5 하부 무한사면 형성
- 진입도로#5 경사면과 3공구 진입도로 저촉

4-1. 원설계 가설공법

원설계는 [그림 2]와 같이 크레인(550ton) 3대 동시 투입하여 비탈

면 등반 후 접근하는 가설공법으로 되어있다.

4-2. 원설계 공사용 진입도로

 

4. 원설계 및 문제점 검토

[그림 3] 공사용 진입도로 평면도

[그림 4] 공사용 진입도로 단면도 및 제원

[그림 2] 가설순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용 진입도로#4
B=4.0m, L=377m

공사용 진입도로#5
B=4.0m, L=233m

3공구 공사용진입도로
B=9.0m, L=320m

원설계

원설계

진입도로#4

진입도로#5
3공구 진입도로

지반선

(B=11.2m)

(B=12.3m)
(B=9.0m)

P18
A2P17

P16

P16

P16

1

1

1

2

2

2

3

3

P17

P17

P17

P18

P18

P18

A2

A2

A2

공사용 진입도로 제원
 
- 진입도로 : 2개소(#4, #5)
- 연     장 : L=610.0m
- 폭     원 : B=4.0m
- 포     장 : 콘크리트 포장(T=20cm)
- 종단경사 : #4 – 1.58% ~ 19.99%
                #5 – 6.35% ~ 19.99%

빔 이동 및 거치

빔 거치

임시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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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BIM을 이용한 가설방법 변경 검토

원설계 공사용 진입도로의 사용이 불가하여, 가설크레인의 진입도

로 등반 없이 P15-P16 사이의 크레인 작업부지 조성 후 가설하는 

방법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검토하

였다.

가설 크레인이 절토사면 등반없이 하부에서 부지를 조성하여 국내 

가용 가능한 최대크레인(750ton, 1,250ton)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인양중량 초과로 가설 불가로 검토되었다.

표 4  750ton 크레인 가설검토(원설계)

구분 750ton 크레인 가설검토

장비 전폭10.2m, 전장26.3m, 회전반경20.4m

모
델
링

검토
결과

- 크레인 안전중량(72ton) 대비 인양중량(119ton) 초과하여 
   인양불가(165%)
- 크레인 작업부지 성토량 발생(9천㎥)
- 절취사면 하부 이설도로(시도13호선) 간섭과다

표 5  1,250ton 크레인 가설검토(원설계)

구분 1,250ton 크레인 가설검토

장비 전폭11.6m, 전장31.0m, 회전반경24.0m

모
델
링

검토
결과

- 크레인 안전중량(92ton) 대비 인양중량(119ton) 초과하여    
   인양불가(145%)
- 크레인 작업부지 성토량 발생(21천㎥)
- 절취사면 하부 이설도로(시도13호선) 간섭과다

4-5. 공사용 진입도로 변경 검토

기존 공사용 진입도로가 가설조건에 부적합하여 가설조건에 적합

한 공사용 진입도로로 변경(추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추가

진입도로 설치필요 및 공사비 과다, 기타 문제점 등으로 인해 진입

도로 변경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1) 변경(추가) 사항

①  하부공사용 진입도로 #1~#3 외에 상부가설을 위한 진입도로 

#4, #5 추가필요

②  추가진입도로 #4, #5의 단계적 시공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 추

가 필요

2) 문제점

①  진입도로 보완(추가설치/가시설 추가) 및 사면복구 비용으로 공

사비 47억원 증가 

②  산지훼손 면적이 과다(23천㎡)하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필요 

및 유관기관 인허가 불확실

③ 크레인 붐 조립장 추가 확보필요(80m)

④  진입로 경사 12% 확보시 #4번 진입로 200m, #5번 진입로 

165m의 경사로 확보 필요

[그림 5] 변경 공사용 진입도로 평면도 및 단면도

추가필요

변경

P17 P18
A2

(550ton)

크롤러크레인

120.000(EX-거더교)

40.000 40.000

#3

#5

#2

#1

#4

P17 작업용
진입도로

P18 작업용
진입도로

A2 작업용
진입도로

거더거치용 진입도로
25.0m

거더거치용 진입도로

25.0m

15.0m

58.178

15.0m

가시설(토류벽)

가시설(토류벽)
37%

가시설(토류벽)

가시설(토류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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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750ton 크레인 가설검토(Steel Box거더)

구분 750ton 크레인 가설검토

장비 전폭10.2m, 전장26.3m, 회전반경20.4m

모
델
링

검토
결과

- 크레인 안전중량(109ton) 대비 인양중량(105ton)으로 
   인양가능(95%)
- 크레인 작업부지 성토량 발생(9천㎥)
- 절취사면 하부 이설도로(시도13호선) 간섭없음

당 현장은 단장천1교 상부거더 형식변경으로 기존설계대비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손익을 개선하였으며, 시공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향후 예상되는 사면의 하자발생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실현

하였다.

표 8  변경공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도급 실행 손익

당초 3,336 3,358 △22

변경 3,336 3,057 279

증•감 - △301 301

당 현장은 단장천1교 상부거더 형식에 대한 기존설계의 불합리성

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에 최적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하였

다. 일부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였지만, 가시설 및 공사용 

진입도로 등의 공사 중 임시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단가설

명서 등의 설계도서 부재 및 불충분으로 설계변경에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이번 설계변경을 위해 BIM검토 및 발주처 BIM시현 등 토목기술팀

의 적극적인 현장지원으로 원만한 설계변경 추진이 가능하였으며, 

현장에 기술적인 부분의 현안사항 발생 시 꼭 본사 기술부서와 함

께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끝으로 VE의 시작은 현장에서의 작은 관심으로 부터 시작되며 다

각적인 방향에서 현장을 바라보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도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공정과 원

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화이팅을 외쳐본다. 

5-1. 상부거더 대체공법 검토

현설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 EX거더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가

설공법을 고려한 대체공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 6  상부거더 대체공법 검토

구 분 원설계 1안(선택)

상부형식 EX-거더 Steel Box-거더

경간장 3경간 3경간→2경간

도급
공사비

33억원 33억원

특징
- 진입로 확보 추가
   공사비 필요(47억원)

- 공사비 증가없음 
- 진입로 최소화
- 유지관리 유리

구 분 2안 3안

상부형식 PUS-거더
EX-거더

(Launching 가설)

경간장 3경간→2경간 3경간

공사비 36억원(증 3억) 43억원(증 10억)

특징
- 공사비 증가
- 유지관리 불리
- 특허권 있음

- 런칭가설로 추가 공사비 
   과다 
- 진입로 확보필요

검토결과 Steel Box거더로 시공시 경간축소(3경간→2경간, 교각1개

소 삭제)로 추가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크레인(750ton) 1대로 

하부에서 일괄가설 가능으로 공사용 진입도로가 불필요하여, 시공

성 향상 및 사면부 안정성을 감안 시 최적(안)으로 선정하였다.

 

5-2. BIM을 이용한 가설방법 검토

BIM 검토결과 750ton크레인 1대로 비탈면 하부에서 일괄가설 가능

하며, 이설도로의 간섭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6] Steel Box 변경시 단면도

5. 대체 가설공법 검토

6. 적용효과

7. 맺음말

120.000(ST BOX-거더교)

BR3 60.000

거더거치용 진입도로
가시설(토류벽)

가시설(토류벽)

A2 작업용
진입도로

15.0m

15.0m

25.0m

60.000

(750ton)

크롤러크레인

P17 작업용
진입도로

#2

#1

#36.
0
0

P16 P17

A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