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형 주탑 3차원 보도 수교의 설계

The design of V shape with 3 dimensional suspension foot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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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두가 수교는 2010년 8월 집 호우로 인해 유실된 교량을 복구하기 한 과업으로서 향후 재발방지를 

해 앙 경간장을 증가시켜 통수단면 을 추가확보하고, 교량 여유고를 상향시켜 수해에 비한 견고한 

교량으로 계획하 다. 한 보행자의 통행을 한 보도육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앙경간 125m의 V형 주탑 3차원 보도 수교로 설계하 다. 

보강거더는 H-Beam을 이용하여 자재 수   취 이 용이하며 강재 바닥 을 용하여 보다 경량화된 

보강거더를 용함으로써 주 이블의 장력 감소에도 기여하도록 하 으며, 행어정착을 한 별도의 정착거

더를 채택한 π형식을 채택하여 풍동실험을 통해 내풍 안정성을 확인하 다. 주 이블  행어는 미 , 구

조  안정성, 유지 리성  가설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PE를 피복한 PWS 이블을 선정하 다. 

경 을 고려한 V형 주탑을 이용한 3차원 이블을 채택하여 지역의 상징물을 표 하 으며 기 의 규

모를 최소화 하 다. 한 H형  A형 주탑과의 비교를 통해 V형 주탑 교량의 특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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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두가 수교는 라남도 곡성군 송정리와 두가리를 연결하는 보도교로서, 곡성군을 표하는 상징성과 기

념성 등이 창의 으로 표 된 교량으로 설계하 다. 곡성 의 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교량으로써 객

의 편의와 지역의 상징물로서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보행 수교로서의 구조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향 등 여러 제반여건  제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 하 다.

그림 1 두가 수교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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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량 계획

기존 두가 수교는 앙경간장 90.3m, 총연장 168.3m, 교량상단고 44.55m로서 2010년 집 호우시 계획홍

수 (44.65m)보다 높은 홍수가 발생(홍수흔 선 46.15m)하여 교량이 유실되었다.(그림2)

신설되는 두가 수교는 곡성군 125개리를 상징하는 125m의 앙경간장과 설계조건에 부합하는 총연장 

200m를 용 하 다. 홍수흔 선보다 1.5m이상 교량 여유교를 확보하기 해 앙의 형하고를 결정하 고, 

이에 따라 통수단면 은 2,397m
2
으로서 기존교량에 비해 1.54배 증가시켜 수해에 한 안정성을 확보하 다. 

그림2 유실교량 사진  기존, 신설 두가 수교의 비교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V형 주탑을 용, 국내 최 의 V형 주탑 3차원 수교 형식을 선정

하 으며, 앙경간을 국내 최 인 125m로 확보하여 곡성군의 Land-Mark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에 반 하 다. 한 객들의 원활한 보행을 해 순 폭원을 3.0m로 선정하 으며, 데크의 재료는 보행자

의 편안한 보행을 해 탄성고무 포장재료로 하 다. 

3. 교량 설계

3.1. 보강거더 계획

주거더와 바닥 을 모두 강재로 용 하여 제작하 으며, 행어정착부에 별도의 거더로 일체화한 π형 보강

거더를 채택하여 강성을 증가시켰다. 주거더는 300×300×10×15, 행어정착거더는 200×200×8×12의 H-beam을 

사용하 으며, 보강거더 체 강 은 8.5kN/m로서 이블  앵커리지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주거더 

 정착 거더에 발생하는 응력이 모두 허용응력 이내로 용되었으며, 보강거더의 발생처짐 한 438.8mm로 

허용처짐 보다 게 발생하 다. 

2차원 부분모형 풍동실험을 통하여 러터 발  풍속  와류진동 발생 풍속을 검토하 으며, 실험 결과 

정감쇠(수직 0.4%, 비틈 0.37%) 모든 각에서 어떠한 유해진동도 발생하지 않았고, 러터 발 풍속은 

46m/s이상으로서 보강형 설계풍속 38.6m/s이상의 충분한 내풍 안정성을 확보하 다. 공기력 계수 측정실험

결과 각 0도의 공기력은 항력계수 0.3172, 양력계수 -0.1719, 피칭모멘트 계수 0.0013으로 나타났다.(그림3)

한 보행자 하 에 의한 두가 수교의 수직  수평방향 진동사용성을 Eurocode를 기 으로 평가하 다.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 보도교의 통행량을 4등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으며, 그 결과를 보면 수직 고유진동

수는 험범  밖에 존재하므로 진동사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스펙트럼법

으로 산정한 수평 방향 최  가속도를 보면, 보행자가 매우 집된 경우 (TC4)에도 허용기 (Class-3)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보행하 에 의한 두가보도 수교의 진동가속도는 Eurocode의 허용기

을 만족하므로 진동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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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거더 단면> <풍동실험 단면> < 러터 발 풍속> <공기력 계수>

그림 3 보강거더 단면  풍동실험 결과

3.2. 주 이블  행어 계획

주 이블  행어는 외 이 미려하고 도장  별도의 유지 리가 불필요한 PE피복 PWS 이블로 설계하

다. 이를 통해 여러가닥의 이블을 가설해야 하는 기존 교량의 단 을 보완하고, 이블 제작  수입업

체의 경쟁을 통해 구매시 경쟁력을 확보하 다.(표1) 행어 가설시에는 주 이블의 HDPE피복을 제작 공장에

서 제거한 후 밴드를 체결하고 Sealing하여 마감하도록 하 다. 행어소켓정착구는 Double Outside-Rotation 

Ears Socket형식으로 3차원 수교에서 발생되는 횡방향 꺽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꺽임 완화장치가 하단

부 소켓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이다. 

표 1 주 이블  행어

주 이블 형상 주 이블 단면 행어 이블 단면

79

∙보도 수교용

  PWS Cable

∙5xΦ127

∙ 단하  4414kN

∙안 률 2.5 

∙보도 수교용

  PWS Cable

∙5xΦ13

∙ 단하  426kN

∙안 률 : 2.5

3.3. 주탑 계획

두가 수교의 교량형식은 상공모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기존 교량과 같은 형식의 수교로 계획되도록 

규정되어 기존교량과 동일한 수교 형식을 채택하 다. 하지만, 기존교량과 비슷한 형상(H형 주탑)으로는 

곡성군의 자원으로서의 상징성을 표 하기에 부족하고, 국내에 용된 부분의 3차원형태의 수교는 

A형 주탑으로 계획되어 보행자의 개방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형식이다. 본 설계는 신개념의 V형 주탑 3

차원 수교를 계획하여 보행자의 시야 개방감은 물론 구조 으로도 안정한 교량계획을 수립하 다. (그림4)

<두가 수교 주탑> <V형 3차원 수교> <A형 3차원 수교> <H형 2차원 수교>

그림 4 주탑형상  이블 배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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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형 주탑 3차원 이블 수교와 비교하기 해 A형 주탑 3차원 이블 수교와 H형 주탑 2차원 이

블 수교를 모델링 하여 교량의 결과 특성치를 비교 분석하 다. (표2)

표 2 주탑형상에 따른 보강형 처짐  고유치 비교

주탑형상
보강형 처짐(mm) 고유진동수(Hz)

풍하 시 수평처짐 활하 시 연직처짐 연직 칭(fV) 비틀림(fT) fT / fV

V형 주탑 135.78 438.83 0.641 1.489 2.323

A형 주탑 135.33 437.79 0.642 1.490 2.321

H형 주탑 135.81 436.86 0.643 1.492 2.320

두가 수교는 앙경간장 125m, 이블 지지간격 5.4m로서 변장비가 23.1이다. 표2에서 보듯이 두가 수교

와 같은 변장비가 긴 교량에서는 주탑형상  이블의 배치에 따른 교량의 처짐이나 고유치의 값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차원 이블을 배치하여 비틀림 진동수나 진동사용성 효과를 도입함에 있어서 

변장비가 긴 교량보다는 짧은 교량에서 그 효과가 있겠지만, 이 경우 이블의 과도한 꺽임에 의한 2차응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 한 검토를 통해 주탑  이블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3.4. 앵커리지  근경사로 계획

지반조사 결과를 기 로 하여 시 측 앵커리지는 력식 앵커리지를 용하 고, 종 측 앵커리지는 군도7

호선을 횡단하는 Box형 교량과 일체로 계획하여 지지면 을 증가시키고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속경사로

를 설치하여 공간활용성을 극 화 하 다. 이에 따라 Photo zone등의 문화공간을 창출하 으며, 비상시 차량

통행공간을 확보하여 보도교의 역할 이외에 교량의 추가 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5)

<앵커리지 조감도> <Box일체형 앵커리지> < 근경사로>

그림5 앵커리지  근경사로

4. 맺음말

국내 최장 보강거더 보도 수교인 두가 수교는 국내 최 로 V형주탑 3차원 이블을 용하 고, 신기술 

고기능성 π형 보강거더를 채택하여 주변경 과 조화되는 교량미를 확보함은 물론 구조 인 안정성  효율

성과 경제성을 함께 도모한 신개념 보도 수교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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