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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량이란 하천, 호소, 해협또는 다른 교통로나구축물위를

차량이나보행자가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만든고가구조물

이다. 일반적으로교량은통행대상에따라차도교와보도교로

구분되며, 차도교는차량이통행하는도로교와열차가통행하는

철도교를포함한다. 차도교는차량과열차등의통행을위해대

형구조물위주로설계되어교량의경관보다는안전성을우선으

로한다. 이와는다르게보도교는보행자의안전과함께장소성

및주변과의조화등경관을우선으로하며, 최근들어경관설계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도교의경

관설계에대한설계지침등관련규정이부족한실정이다. 이연

구는보도교의경관설계를위한기초현황파악을위하여, 국내

에시공된보도교의기초자료조사를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하

여국내보도교시공업체의시공실적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보도교와관련학술논문및 Google을이용한인터넷

검색을통해국내보도교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분석

을 실시하였다.

Ⅱ. 보도교 현황 분석

보도교기초현황분석을위해구축한데이터베이스는 S사, K

사, D사, SR사, P사등 5개업체의시공실적, 국가및지방자치

단체홈페이지, 보도교관련학술논문등을통해조사된총 134

개로서, 이들교량을대상으로경관설계의중요변수들인형식,

위치, 경간 길이 및 경간수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형식별 분류

교량의 형식은 차도교와 보도교 모두 동일하므로 일반적인

교량형식인단순거더교, 아치교, 현수교, 사장교를대상으로구

분하였다. 이와함께 최근지방자치단체에서관광객유치를위

해 설치하고 있는 출렁다리를 현수교에 포함하였다. 보도교의

형식별분류결과를 Figure 1에정리하였다. 교량형식별로분류

한 Figure 1을살펴보면총 134개의교량중일반거더교가 16%,

출렁다리를 포함한 현수교는 40%, 사장교는 13%였으며, 보행

자 거더의 위치에 따라 상로, 중로, 하로로 구분되는 아치교의

경우, 상로아치교 7%, 중로 아치교 11%, 하로 아치교 13%등

총 31%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보도교 형식별 분류

2. 지역별 분포

다음으로보도교의지역별분포현황을알아보기위해수도

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를

Figure 2에정리하였다. 이그림에의하면, 보도교는수도권 21%,

강원권 8%, 충정권 7%, 전라권 19%, 경상권 43%및제주특별

자치도에 2%의 비율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 보도교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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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별 분포

세번째로경관설계의중요한요소인장소성과관련하여보

도교의설치 장소별분포 현황을 도심지, 하천, 산악, 해안으로

구분하여분석한결과를 Figure 3에정리하였다. 이그림을살펴

보면 보도교는 도심지 내 27%, 하천지역 40%, 산악지역 23%

및 해안에 10%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 보도교의 설치 장소별 분류

4. 경간 길이별 분류

네 번째로 장소성과 함께 교량의 경관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경간길이에대해서 10~50m, 50~100m, 100~150m, 150~

200m, 200~300m, 300~402m등 50m 또는 100m단위로분류

하여분석한결과를 Figure 4에정리하였다. 이그림을살펴보면,

국내에설치된보도교의 70%가 100m이내의길이로경간장이

구성됨을알수있다. 그리고 나머지 100~150m는 10%, 150~

200m는 9%, 200~300m는 10%, 300~402m는 2%로 분포하고

있다.

Figure 4. 보도교의 경간 길이별 분류

5. 경간 수별 분류

마지막으로보도교의경간수에따른분석결과를 Figure 5에

정리하였다. 이그림을살펴보면, 국내보도교의약 73%가거더

또는바닥판을지지하기위하여내부에별도의기둥으로지지하

지 않는 1경간 단순교량으로 구성되며, 2경간은 10%. 3경간은

10%, 4경간, 5경간및 6경간이각 2%, 7경간은 1%로분포되었다.

Figure 5. 경간 수별 분류

Ⅲ. 결론

보도교의 경관설계를 위한 기초현황 조사를 위하여 국내에

시공된 134개의 보도교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이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형식은 출렁다리를 포함한 현수교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중요한 하천에

설치되는보도교가 40%이며, 교량의경관설계에중요한역할을

하는 경간 길이는 100m 이내 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도교의경관설계에있어서하천에설치되는경간장 100m이

내의현수교를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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