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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사고저주탑 사장교 사례

[그림 3] 천사대교 전경

고저주탑 사장교 형식이 적용된 국내ㆍ외 사례를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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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형식을 선정하였다.
① 측경간장 길이가 제한적인 경우
② 해안, 저수로에 하부구조물 제한 (친환경적)
③ 지역의 랜드마크 (상징성)
의령낙동대교의 경우에도 ①~③의 모든 조건이 해당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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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령낙동대교 교량 개요

사고저주탑을 적용하였으며, 친환경적이고 상징성이 우수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11공구 중 의령낙

의령낙동대교는 국가하천 낙동강의 치수성, 환경성, 경관성

동대교는 낙동강과 농업진흥구역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그

극대화를 고려하여 주경간장 405m(받침간 거리370m)를 적

림 1] 자연경관 우세지역의 강조형 교량위계에 맞는 교량형식

용하였으며, 주변과 조화롭고 상징적인 경관을 제공하도록 역

으로 국내 최초 경사 고저주탑 사장교를 적용하여 지역의 랜

Y형 경사 고저주탑 콘크리트 사장교를 적용하였다. [그림 2]

3.1 고저주탑 및 경사 주탑의 국내ㆍ외 사례

드마크(Land Mark)가 되도록 계획되었다.

최대 경간장을 1,000m까지 계획할 수 있는 강사장교와 달리

고저주탑이란 연속하는 주탑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

또한, 국가하천 낙동강의 치수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낙동강

콘크리트 사장교의 경우 최대 경간장은 500m 수준이며 의령

며, 국내ㆍ외 고저주탑의 적용사례는 저수로 또는 해안에 하

저수로에, 교량을 지지하는 하부구조물(교각) 시공을 배제하

낙동대교의 경우 고주탑부 중앙경간 길이만 235m로 대칭 사

부구조물 제한(친환경적) 및 측경간장 길이가 제한적인 경우

여 건설 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다.

장교의 470m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사장교이다.

에 적용되었다.

[표 1] 의령낙동대교 사장교 주요 제원

경사주탑이란 주탑이 높이방향으로 경사지게 설치되는 경우

낙동강을 횡단하는 주경간 구간은 동바리(지보공) 없이 주경

것이다.

[그림 5] 월드컵대교 전경

를 말하며, 국내ㆍ외 경사주탑의 적용사례는 랜드마크 및 저

간 중앙부를 향해 이동식 거푸집(Form Traveller)를 이용하여

구분

콘크리트 타설, 내부 강연선 긴장(Post Tension) 및 사장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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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00.6m, B=24.3~25.9m(4차로)

수로 또는 해안에 하부구조물 제한(친환경적)에 따른 비대칭

블 설치 등 4m 세그먼트를 점진적으로 제작/가설하는 FCM

경간

(접속교) 6@50=300m

사장교에 주로 적용되었다.

공법을 적용하였다. 측경간은 강재 동바리를 이용하여 한 경

구성

(사장교) 100+112.5+370+117.5=700m

간씩 상부거더를 일괄 타설 후 내부 강연선을 긴장하는 FSM

상부

(접속교) PSC e-Beam

공법을 적용하였다.

구조

(사장교) PSC 박스거더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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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접속교) 직접기초, 합성말뚝(ø600)
(사장교) 현장타설말뚝(ø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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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ersey Gateway Bridge 전경 / England

해 지역 및 고속국도 제14호선을 대표하는 교량으로 인식될

비고

천사대교

독창적 형태의 고정주탑 		
복합 사장교

Mersey Gateway br.
(England)

강위에 주탑 기초 설치 제한

Ting Kau br.
(Hong-Kong)

육지섬에 주탑 기초 설치 및
측경간장 길이 제한적

월드컵대교

항로고 및 폭 확보 및 지역의
랜드마크

E-Kampen br.
(Netherlands)

지역의 랜드마크

Talavera de la Reina br.
(Spain)

육지에 주탑 기초 설치 및 		
지역의 랜드마크

[그림 6] Talavera de la Reina Bridge/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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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의령낙동대교 계획

[그림 8] 부반력 발생 위치

2차원 부분모형실험 결과를 보면, 설계풍속 내에서 유해 진동

[그림 11] 3차원 플러터 해석

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플러터 발현풍속 역시 한계풍속을 훨

[그림 7] 의령낙동대교 경간 현황

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전북대학교 풍동 전경 및 풍동실험 모형

부반력 저감대책

1) 타이다운 케이블 설치

		

2) 채움 콘크리트 추가
타이다운 케이블 적용 (P7, A2)

의령낙동대교 계획시 최우선 검토사항은 낙동강 저수로에 교
각 설치를 배제하는 친환경 설계이다. 설계 계획시 주요 고려

완성계 및 가설단계 (독립주탑 및 주경간폐합전)를 모사한 3

사항은 비대칭 사장교(측경간 길이 제한)의 측경간 장비검토,

차원 전교모형 실험 결과에서도 유해 진동이 관측되지 않고

주탑경사 각도 및 주경간장의 길이 선정 등을 주로 검토하였다.

충분한 내풍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확보 가능한 종점측 측경간장 100m

[그림 10] 3차원 전교모형 풍동실험

 고저주탑 결정

결론적으로 의령낙동대교는 설계풍속 내에서 유해한 진동이 관측
되지 않았고, 플러터 발생풍속도 한계풍속보다 높으며, 진동 사용성
기준을 만족하므로 충분한 내풍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06. 맺음말

채움 콘크리트 (P6, A2)

본 고에서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11공구

2) 주경간장 370m 확보 및 저수로 교각 배제

공사중 의령낙동대교 소개 및 내풍 안정성에 대하여 개략적으

 경사주탑 결정

로 설명하였다. 2018년 8월 착수한 당 현장의 주요 공종은 터
고저주탑 적용

널 6개소(3.5km), 교량 7개소(1.7km) 이며, 현재 의령낙동대교
하부공사 및 터널 2개소 굴착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율 12%)
설계변경에 제한적인 기술제안공사 여건 속에서도 현장소장
이하 전 직원이 원가절감,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 완성계

준공시까지 무재해를 현장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끝으로 본 기고가 당현장에 적용된 사장교를 이해하는데 조금

경사고저주탑 적용

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내 최초 형식을 사용하는

05. 의령낙동대교 내풍 안정성 검토

만큼 성공적인 공사수행으로 쌍용건설의 위상을 더욱 더 알리

의령낙동대교는 국내 최초 경사 고저주탑 사장교로서 함양∼
울산 고속도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주요한

(b) 독립주탑 실험

(c) 주경간 폐합전

교량에 풍하중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 외에도
그 상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내풍 안정성에 대한 평

다중모드 플러터 해석 결과 또한 한계풍속을 훨씬 넘는 80

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m/s 이상까지 플러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의령낙동대교의 내풍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설계

버페팅 해석 결과를 보면, 설계풍속(34.9 m/s)에서 최대 수

풍속을 도출을 위해서 기상 자료의 확률 분석과 태풍 몬테카

직및 수평 진폭은 각각 0.298 m 및 0.018 m로 나타났으며,

비대칭 사장교에서 주경간의 경간길이가 측경간의 경간길이

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풍환경 분석을 수행하였고, 교량건설

풍속 25 m/s에서 거더의 최대 수직 및 수평 가속도는 각각

보다 큼에 따라, 교량자중 및 공용중 활하중(차량하중)에 의해

현장의 기본풍속(100년 빈도, 고도 10 m)은 26.1 m/s로 추정

0.054m/s2 및 0.039 m/s2로 진동사용성 허용 기준(0.5 m/s2)

측경간에서 부반력이 발생한다.

하였다.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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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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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의령낙동대교 계획

[그림 8] 부반력 발생 위치

2차원 부분모형실험 결과를 보면, 설계풍속 내에서 유해 진동

[그림 11] 3차원 플러터 해석

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플러터 발현풍속 역시 한계풍속을 훨

[그림 7] 의령낙동대교 경간 현황

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전북대학교 풍동 전경 및 풍동실험 모형

부반력 저감대책

1) 타이다운 케이블 설치

		

2) 채움 콘크리트 추가
타이다운 케이블 적용 (P7,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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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차원 전교모형 풍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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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6개소(3.5km), 교량 7개소(1.7km) 이며, 현재 의령낙동대교
하부공사 및 터널 2개소 굴착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율 12%)
설계변경에 제한적인 기술제안공사 여건 속에서도 현장소장
이하 전 직원이 원가절감,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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