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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토부 교대 수평변위 대책방안 연구
Study on the Horizontal Deformation Control of the
Abutment on High Landfill
The Gujam 1st Bridge located at the 1st package of the Sangju-Andong Expressway is
designed as a PSC e-Beam type structure with the total length of 160m(4@40) and filling
height of 19.6m and abutment height of 8m. Normally, in order to reduce the horizontal
deformation of abutment on high landfill areas, the upper part of it shall be applied with
pre-loading and kept free for more than three months. However, due to the delay of soil
supply following the civil complaint, pre-loading could not be applied in the abutment
concerned. Accordingly, the appropriateness of the bridge bearing, elastic joints, and the
inter-distance of the bottom deck was reviewed based on the forecasted data for elastic
deformation of abutment and ground creep displacement the installation gap of the bridge
bearing has been changed to 70mm from the initial 20mm.
Meanwhile, the design size is verified to be optimal in terms of the inter-distance of upper
slabs, idle interval of upper structures against earthquake, and expression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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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므로서 물류지원체계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

1. 서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본 고속도로의
현재 건설 중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사기간은 2010.12~2016.12(총 72개월)이며, 과

은 중부내륙고속도로(남북 4축)와 중앙고속도로(남

업규모로는 설계속도 100km/hr의 4차선으로 총

북 5축)를 연결하고 낙후된 경북 동북부 지역인 의

연장은 107.56km(설계 17개 공구, 시공 19개 공

성·청송·영덕 등의 지역 교류 활성화 및 관광자원

구), 교량 115개소, 터널 38개소, 분기점 2개소, 나

과 산업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수도권과 대구·포

들목 7개소, 휴게소 3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항·경남권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 고속국도를 직접

[그림 1] 상주-영덕 고속도로 계획노선도

상주-안동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은 경상북도

저감을 위해 교대 시공 전 노체상단에 프리로딩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서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까

선 시행 후 3개월 이상 방치하여야 하나 인접한 상

지 연장은 총 56.8km이며, 구잠1교가 위치한 1공

주~영천 민자고속도로 현장에서 민원에 의한 공사

구는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서 상주시 낙

지연으로 토사 반입이 어려워져 예정공정상 프리로

동면 낙동리까지 연장 1.6km구간으로서 조기착공

딩 시행 및 방치가 불가함에 따라 성토체 자체 크리

구간이며, 출입시설 2개소(상주분기점, 동상주 나들

프에 따른 수평변위량을 추정하고 공용 후 교량 유

목), 교량 8개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구잠1교

지관리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

는 연장 160m(4@40)의 PSC e-Beam 교량이

을 제시하였다.

며, 성토고 19.6m, 교대높이 8m인 고성토부에 계
획되어 있는 교량으로서 고성토부 교대 발생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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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잠1교 제원 및 지반 특성

로 말뚝기초를 선정하였다. 또한 교대 전면 앞성토
는 Stem 하부 1.77m에서 시작되며, 앞성토 폭은

구잠1교는 연장 160m(4@40)의 PSC e-Beam

0.75m, 전면 경사는 1:1.8로 계획되어 있다.

교량으로 교대 A1은 성토고 19.6m, 교대높이 8m

지반구성은 토사(전답토, 퇴적토, 풍화토) 및 풍화

인 고성토부에 계획되어 있으며 하부기초는 강관파

암, 연암이 분포하며, 토사는 전답토, 퇴적토, 풍화

일(직경 508mm, 12t, L=15.9m)로 되어 있다. 지

토의 순으로 GL(-) 0.0~3.5m심도로서 주 구성성

반조건은 토사 2.0m, 풍화암 1.5m의 층후를 보이

분은 잔자갈 섞인 실트질 모래, 모래 섞인 자갈, 실

고 있으며, 강관말뚝은 연암에 0.5m 근입되어 있

트질 모래이며, N치는 19/30~50/1로 보통조밀에

다. 지지층인 연암은 원지반 G.L(-) 2.6~3.6m의

서 매우조밀한 상태이다. 풍화암은 기반암인 화강암

얕은 심도에 분포하나 교대구간에 고성토 구간이므

의 풍화암으로 GL(-) 2.8~10.0m심토에 분포하

구잠1교

[그림 2] 상주~안동간 고속국도 1공구 구잠1교 평면도

[그림 3] 상주~안동간 고속국도 1공구 구잠1교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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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점측은 0.0~0.7m 두께로 얕게 분포하고 종

치된 교대뿐만 아니라 일반 토사지반에서도 발생하

점측은 6.5m 두께로 두껍게 나타나고 있다. 연암은

고 있으며, 변위 발생량은 30~70mm 범위에 있는

최소 GL(-) 1.2~10.0m 이하에서 분포하며, 암종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은 화강암으로 TCR=92~99%, RQD=23~47%

수평변위의 주요 발생 원인은 성토체의 침하 및

의 약간풍화~중간풍화 상태이고, 보통 균열~매우

수평변형, 연약지반의 측방유동, 포장 팽창, 신축이

심한 균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음장치의 세팅 불량 등이 있으며, 교대 수평변위가

본 구간은 토사층이 얇고 풍화암 및 연암의 출연
심도가 얕은 구간이다.

발생된 61개의 교량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류해 보
면 시공 중 교대변위(50%), 시공오차(15%), 연약지
반 측방유동(12%), 고성토구간 성토체 활동(10%),
뒷채움 침하(8%), 알칼리 골재반응(5%) 순인 것으

3. 고성토부 교대 수평 변위 특성

로 확인되었다.
현 설계기준에서 수평변위를 산정할 때 탄성해석

3.1 개 요

법인 변위법을 활용하는데 이 방법은 수평변위값을
매우 작게 평가하며, 성토높이, 교대높이, 말뚝길이

고성토구간에 시공되는 교대는 지속적인 수평변
위 발생으로 인해 신축이음장치의 파손, 교량받침의

변화 결과에 따라 수평변위가 최대 200%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손, 흉벽 균열, 교대배면 지반의 침하 등이 발생하

또한 시간 의존성(Creep) 시험결과 풍화토에서

고 있다. 이러한 교대의 수평변위는 연약지반에 설

도 크리프 현상이 발생하여 크리프 변형에 따른 수

[표 1] 노체상단 프리로딩 시행에 따른 시공순서

프리로딩을 미시행시

① 기초저면까지 성토
③ 교대 구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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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로딩을 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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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로딩을 미시행시

④ 노상면까지 시공
⑥ 거더 및 바닥판 시공

⑦ 배면부 뒷채움 시공
⑧ 앞성토 및 보호블럭 시공
⑨ 접속슬래브 타설 및 포장

⑤ 교량 받침 설치

⑩ 신축이음장치

평변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리로딩을 시행시

③ 교대시공을 위한 터파기
④ 말뚝 및 교대 구체 시공

⑤ 뒷채움 및 앞성토, 보호블럭
⑥ 받침, 거더 및 바닥판 시공
⑦ 접속슬래브 타설 및 포장

⑧ 신축이음장치

시공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프리로딩이 불가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성토높이 및 교대높이 증가

상황이다. 따라서 프리로딩이 어려울 경우 성토체의

에 따라 수평변이 발생 빈도 및 발생량이 증가하므

리프 변형량을 예측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교대 수

로 이러한 수평변위에 대한 억제방법으로서 교대 노

평이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제시

체 상단까지 성토한 후 프리로딩을 3개월 이상 실시

해야 한다.

하도록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성토부 교대 수평변위
최소화 방안, 2014. 9,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그러나 구잠 1교 A1의 경우 상주~영천 민자고속

3.2 영향인자에 따른 수평변위 해석결과
(도로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 인용)

도로 현장에서 반입되는 토사로 노체 상단까지 성토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지 민원으로 절취 작업

도로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한요소해

이 지연되고 있어 성토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교량

석(ABAQUS)을 통해 수평변위 유발 영향인자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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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높이, 교대높이, 말뚝 길이, 앞성토 크기의 조건에

이 8m로서 위의 해석조건 내에 포함되며, 지반조건

서 Case별로 해석결과가 제시되었다.

은 지지층 상단 지층두께가 3.5m로서 작고 연암층

구잠1교 A1 성토고는 19.6m, 말뚝길이 16m, 앞
성토 조건은 거더 하부 1.77m, 폭 0.75m, 교대 높

이 지지되어 있어 해석결과보다 수평변위가 감소할
것이다.

성토고

교대높이

8m
15m
25m

말뚝길이

앞성토조건

12m
8m

35m

19m
29m

Stem상부
1.5m
폭 1.0m

39m

[그림 4] 유한요소해석 대표단면

이러한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성토고별 탄성변위

프리로딩 방치기간을 3개월 이상 고려했을 때 크

량과 크리프 변위량을 산정한 결과를 아래 [표 2]와

리프로 인한 수평변위는 탄소성 해석에 의한 수평변

같이 정리하였으며, 노체상단까지 프리로딩한 경우

위 정도 발생하며, 프리로딩 방치기간을 6개월 이상

와 프리로딩을 미시행할 경우 수평변위의 비율을 제

증가시킬 경우 크리프 변위량은 탄소성해석 결과의

시하였다.

50%정도로 저감된다.

[표 2] 노체상단 프리로딩 시행에 따른 시공순서

성토고

탄성해석
변위량(㎜)
(①)

8m

Creep 변위량 (수치해석, ABAQUS)
프리로딩 없음*

3개월 프리로딩**

6개월 프리로딩**

변위량(㎜)
(②)

비
(②/①)

변위량(㎜)
(③)

비
(③/①)

변위량(㎜)
(④)

비
(④/①)

2.34

9.25

3.95

0.33

0.14

0.14

0.059

15m

6.60

43.56

6.60

6.39

0.97

3.10

0.47

25m

10.54

81.11

7.69

14.13

1.34

6.88

0.65

35m

11.15

136.73

12.26

23.27

2.09

11.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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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탄성해석변위량

고가 19.6m임을 감안할 때 수평변위량은 8.6mm
정도이다. 단, 교대높이는 8m로서 해석조건과 동일

1) 성토고에 따른 변위

하나 말뚝길이가 길게 가정되어 구잠1교 A1 말뚝길

성토고에 따른 유한요소 해석결과 성토고가 증가

이가 15m임을 감안할 때 수평변위는 다소 저감될

할수록 탄성변위량이 증가하며, 구잠1교 A1의 성토

수 있다.

성토고(구잠 1교 A1 : 19.6m)

해석 변수
수평변위(mm)

8m

15m

25m

35m

2.4

6.6

10.5

11.2

① 교대높이는 8m이며, 수평변위는 교대 상단 및
하단 양측 중 큰 수치를 나타냄

③ 앞성토 조건은 Stem 상부에서부터 1.5m, 폭
1m

② 말뚝길이는 풍화암 2m 근입에 필요한 길이

[그림 5] 성토높이 15m

[그림 6] 성토높이 25m

2) 말뚝길이에 따른 변위

므로 구잠 1교 A1의 경우(성토고 19.6m) 수평변위

말뚝길이에 따른 유한요소 해석결과 말뚝길이가

량은 다소 증가하게 된다.

증가할수록 탄성변위량이 증가하며, 말뚝길이 15m
일 때 변위량은 4.5mm이나 성토고가 15m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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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길이(구잠 1교 A1 : 15.9m)

해석 변수
수평변위(mm)

10m

15m

17m

19m

3.7

4.5

6.3

6.3

① 성토고는 15m 기준

③ 말뚝길이는 풍화암 2m 근입에 필요한 길이

② 교대높이는 8m이며, 수평변위는 교대 상단

④ 앞성토 조건은 Stem 상부에서부터 1.5m, 폭

및 하단 양측 중 큰 수치를 나타냄

1m

[그림 7] 말뚝 길이 15m

[그림 8] 말뚝 길이 19m

3) 앞성토 조건에 따른 변위

록 수평변위는 감소한다. 구잠1교 A1의 앞성토 위치

앞성토 시점이 거더 하부로 내려갈수록 수평변위

는 거더 하부에서 1.77m이며, 앞성토 폭은 0.75m

는 증가하며, 동일 지점에서 앞성토 폭이 증가할 수

이다[그림 9], [그림 10].
앞성토 조건

해석 변수
수평변위(mm)

거더하부에서의 위치(폭 1m)
1.5m

2.0m

0m

1.0m

6.3

7.8

7.9

6.3

① 성토고는 15m
② 교대높이는 8m이며, 수평변위는 교대 상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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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거더 하부 1.5m, 폭 1m

[그림 10] 거더 하부 1.5m, 폭 0m

3.2.2 크리프 해석변위량

늘어나며, 3개월까지 발생한 크리프 변위가 1년 발
생한 크리프변위의 80% 이상, 6개월까지 발생한

1) 성토고에 따른 변위

변위는 90% 이상을 차지한다[그림 11], [그림 12].

성토고가 증가함에 따라 크리프 수평변형은 크게

해석 변수
3개월 후 수평변위(mm)

성토고(구잠 1교 A1 : 19.6m)
8m

15m

25m

35m

8.9

37

82

113

① 교대높이는 8m이며, 수평변위는 교대 상단 및
하단 양측 중 큰 수치를 나타냄

2) 말뚝길이에 따른 변위
말뚝길이가 길어질수록 크리프에 의한 수평변위

② 말뚝길이는 풍화암 2m 근입에 필요한 길이

량은 감소한다[그림 13], [그림 14].

③ 앞성토조건은Stem상부에서부터1.5m, 폭1m

해석 변수
3개월 후 수평변위(mm)

말뚝 길이(구잠 1교 A1 : 15.9m)
10m

15m

17m

19m

47

43

4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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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성토고 15m

[그림 12] 성토고 25m

① 성토고는 15m

③ 말뚝길이는 풍화암 2m 근입에 필요한 길이

② 교대높이는 8m이며, 수평변위는 교대 상단 및

④ 앞성토 조건은 Stem 상부에서부터 1.5m, 폭

하단 양측중 큰 수치를 나타냄

[그림 13] 말뚝 길이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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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성토 조건에 따른 변위

평변위는 감소한다. 구잠1교 A1의 앞성토 위치는

앞성토 시점이 거더 하부로 갈수록 수평변위는 증

거더 하부에서 1.77m이며, 앞성토 폭은 0.75m이

가하며, 동일 시점에서 앞성토 폭이 증가할수록 수

다.
앞성토 조건

해석 변수
수평변위(mm)

거더 하부(폭 1m)

폭(거더 하부 1.5m)

1.5m

2.0m

0m

1.0m

44

49

50

44

① 성토고는 15m
② 교대높이는 8m이며, 수평변위는 교대 상단 및

[그림 15] 거더 하부 1.5m, 폭 1m

4. 교대 수평변위 대책

하단 양측 중 큰 수치를 나타냄
③ 말뚝길이는 풍화암 2m 근입에 필요한 길이

[그림 16] 거더 하부 1.5m, 폭 0m

신축이음장치 및 바닥판과 흉벽에 대한 여유유간의
크기를 키워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4.1 개요

있다. 구잠1교의 경우 공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시
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탄성변위와 크리프변위

교대 수평변위에 대한 대책으로는 말뚝기초의 개

를 포함한 수평변위 발생을 추정한 후 이를 여유유

수를 늘려 수평변위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거나

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정하다. 이러한 크리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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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연구성과 및 기준이 전무하므로 도로교통연구

량, 지반조건 및 성토높이에 따라 크리프 계수를 잠

원에서 수행한 수치해석과 현장 실측치를 근거로 교

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3] 검토조건별 크리프 계수 산정

교량/지반/성토고 조건

크리프 변위

크리프 계수

단경간 교량

단20mm

-

연약 지반

성토고

추가적인 연구 필요

10~15m

탄성변위×7

7

15~25m

탄성변위×8

8

25m이상

탄성변위×12

12

또한 교대수평변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설계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7] 교대 수평변위 최소화를 위한 교대의 설계흐름

284 | 설계·감리사례

21-273~292-고성토부다시

1904.1.2 23:12

페이지285

G7 JPC-ATALK 300DPI 60LPI

○○○

평변위량을 산정하였으며, 사용하중과 계수하중 조

4.2 구잠1교 A1 교대 수평변위 예측

건에서의 수평변위는 다음과 같다.
구잠1교 교대 A1의 탄성해석법(변위법)을 통해 수
[표 4] 구잠1교 하중조합별 탄성변위량 해석 결과

하중 조합

사용하중

계수하중

수평변위(mm)

수직변위(mm)

수평변위(mm)

수직변위(mm)

Combo1

3.6

2.1

6.3

3.0

Combo2

3.1

2.1

5.5

2.9

Combo3

3.1

2.1

3.1

2.1

Combo4

4.5

3.3

7.5

4.9

Combo5

4.0

3.0

6.6

4.0

Combo6

4.6

3.0

4.6

3.0

Combo1 : 고정하중+활하중+토압+온도하중, Combo2 : 고정하중+토압+온도하중
Combo3 : 고정하중+토압+지진하중+온도하중, Combo4 : 고정하중+활하중+토압+온도하중
Combo5 : 고정하중+토압+온도하중, Combo6 : 고정하중+토압+지진하중+온도하중

구잠1교 교대 A1의 탄성 수평변위량은 7.5mm

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검토 시점에서

로서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성토고 15~25m

구잠1교 A1의 경우 말뚝 시공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사이에 탄소성변위량 사이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성토부 크리프 변형을 기존의

구잠1교의 성토고는 19.6m 정도로서 탄성변위량에

탄성변위와 함께 고려하여 교량 받침, 교량의 여유

서 8배 정도의 크리프 변위량이 예상되므로 크리프

간격, 신축이음장치, 바닥판의 유간의 적정성을 산

변위량은 60mm 정도이다.

정하여야 한다.

4.3 교대 수평변위에 대한 대책방안
4.3.1 개 요

4.3.2 기간별 크리프 및 건조수축 변위

교량 상부 크리프 및 건조수축 진행율은 도로교
설계기준 해설 [표 2.4.2]를 참조할 때 빔 가설 후 3

교대 수평변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개월 경과시 상부 슬래브 신축에 의한 변위량의

는 첫 번째는 말뚝 개수를 늘려 수평변위에 대한 저

40%, 가설 후 6개월 경과시에는 50%가 발생한다.

항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신

즉 가설 후 3개월 : (0.5-0.3)/0.5=40%, 가설 후

축이음장치, 바닥판, 흉벽에 대한 여유 유간을 키워

6개월 : (0.5-0.25)/0.5=50%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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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콘크리트 재령에 따른 크리프 건조수축 저감계수

콘크리트 재령(월)

2~3

6

9

12

크리프 건조수축 저감계수

0.5

0.3

0.25

0.2

e-Beam 가설

가설시

가설 후 3개월

가설 후 6개월

-

성토부 크리프 진행률을 3, 6개월로 구분하여 성

따라서 구잠1교 A1 교량 상부의 크리프 발생량

토고 15m에 해당하는 교대수평변위를 참조할 때,

16mm, 건조수축량 8mm를 감안할 때 e Beam 가

성토 후 3개월 경과 후 85%(37mm/44mm), 성토

설 후 3, 6개월 후의 성토부, 교량 상부 크리프와 건

후 6개월 후에는 91%(40mm/44mm)의 크리프

조수축량은 각각 아래 [표 6]과 같이 발생한다.

변형율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e Beam 가설 후 3, 6개월 후 성토 부 크리프, 교량상부 크리프 및 건조수축량

교량상부 수평변위(mm)

성토부 크리프 변위
(mm)

크리프

건조수축

계

e-Beam 가설 후 3개월

60×85% = 51.0

16×40% = 6.4

8×40% = 3.2

9.6

e-Beam 가설 후 6개월

60×91% = 54.6

16×50% = 8.0

8×50% = 4.0

12.0

구

분

4.3.3 교량받침 검토

의 허용변위량이 67.2mm이므로 안정하나 설치 갭
도 받침의 허용변위량이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

1) 원설계 교량받침 검토

이 적정하다.

교량받침(SRB) 탄성체는 허용 변위가 받침의 발

따라서 70mm의 갭으로 조정할 경우 받침의 발

생변위 보다 크므로 문제가 없지만, 받침에 설치된

생변위 58.6mm보다 커 받침 기능에 문제가 없다.

간격 20mm의 갭은 받침의 발생변위(58.6mm)보

만약 SRB 탄성받침 시공 중 발생변위가 설치갭 이

다 작아 받침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표 7].

상인 경우 받침 상판 교체 및 부분적 수리를 통한 설
치 갭의 증가가 필요하며, 받침의 발생변위가 허용

2) 교량받침 조정 검토

변위 이상인 경우는 받침 전체 교체 또는 Jack up

받침의 발생변위는 최대 58.6mm이나 교량받침

후 받침 변위를 조정하여야 한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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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e Beam 가설 후 기간별 발생변위량

구

신장량
(mm)

분

결과

상부슬래브 신축에 의한 받침 변위

16.0

성토부 크리프에 의한 받침 변위

51.0

상부슬래브 크리프에 의한 받침 변위

- 6.4

상부슬래브 건조수축에 의한 받침 변위

- 3.2

계

57.4

상부슬래브 신축에 의한 받침 변위

16.0

성토부 크리프에 의한 받침 변위

54.6

상부슬래브 크리프에 의한 받침 변위

- 8.0

상부슬래브 건조수축에 의한 받침 변위

- 4.0

계

58.6

상부슬래브 신축에 의한 받침 변위

16.0

성토부 크리프에 의한 받침 변위

60.0

상부슬래브 크리프에 의한 받침 변위

-16.0

상부슬래브 건조수축에 의한 받침 변위

- 8.0

계

52.0

탄성체 변위 검토

받침 탄성체의 허용 변위

67.2

OK

받침 갭 검토

받침에 설치 된 갭 간격

20.0

NG

e-Beam
가설
3개월 후

발생
변위

e-Beam
가설
6개월 후

크리프
완료시

변경 전

변경 후

설치 갭 : 20mm

설치 갭 : 70mm

-

[그림 18] 교량받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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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상부슬래브 유간 검토

와 성토부 크리프 발생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상부
슬래브의 설계유간은 44mm의 여유가 있다.

상부 슬래브 신장량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량과
여유량을 고려하여 26.6mm이나 슬래브 설계유간

따라서 상부슬래브 유간이 상부슬래브 신장량 보
다 크므로 적정하다.

80mm로서 상부 슬래브 크리프변위, 건조수축 변위

구

상부슬래브 신장량

e-Beam
가설
3개월 후

상부
슬래브
유간

e-Beam
가설
6개월 후

크리프
완료시

신장량
(mm)

분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량

16.0

크리프에 의한 수축량

-

건조수축에 의한 수축량

-

여유량

10.6

계

26.6

상부슬래브 설계 유간

80.0

성토부 크리프 변위

-51.0

상부슬래브 크리프 변위

6.4

상브슬래브 건조수축 변위

3.2

계

38.6

상부슬래브 설계 유간

80.0

성토부 크리프 변위

-54.6

상부슬래브 크리프 변위

8.0

상브슬래브 건조수축 변위

4.0

계

37.4

상부슬래브 설계 유간

80.0

성토부 크리프 변위

-60.0

상부슬래브 크리프 변위

16.0

상브슬래브 건조수축 변위

8.0

계

44.0

결과

OK

4.3.5 지진시 상부구조 여유간격 검토

프 완료 후 상부 구조의 여유간격은 87.4~94.0

지진시와 온도변화에 따른 변위량을 고려한 필요

mm로서 설계 유간은 적정하다.

여유간격은 72.7mm이나 e-Beam 가설 및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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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Beam
가설
3개월 후

상부
구조
간격

e-Beam
가설
6개월 후

크리프
완료시

필요 여유 간격

신장량
(mm)

분
상부슬래브 설계 유간

80.0

슬래브 돌출 길이

50.0

성토부 크리프 변위

-51.0

상부슬래브 크리프 변위

6.4

상부슬래브 건조수축 변위

3.2

계

88.6

상부슬래브 설계 유간

80.0

슬래브 돌출 길이

50.0

성토부 크리프 변위

-54.6

상부슬래브 크리프 변위

8.0

상부슬래브 건조수축 변위

4.0

계

87.4

상부슬래브 설계 유간

80.0

슬래브 돌출 길이

50.0

성토부 크리프 변위

-60.0

상부슬래브 크리프 변위

16.0

상부슬래브 건조수축 변위

8.0

계

94.0

지진시 변위

59.9

온도변화에 의한 변위

12.8

계

72.7

4.3.6 신축이음 장치 검토

결과

OK

Beam 가설 3개월 후부터는 신축량이 설계신축이
음장치 규격(NO.80)보다 작으므로 설계신축이음

크리프변형 진행률 초기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

장치 규격은 적정하다. 따라서 신축이음장치를 설치

하는 경우는 신축량(91.6mm)이 설계신축이음장치

시기를 고려하여 신축이음장치 규격을 검토하는 것

규격(NO.80)보다 크므로 신축이음장치 규격을

이 요구된다.

NO.100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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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신장량
(mm)

수축량
(mm)

온도변화q

16.0

-16.0

크리프, 건조수축

36.0

여유량

15.4

-8.2

계

67.4

-24.2

구

e-Beam
가설 시

온도변화

16.0

-5.4

-[(60-51)-{(16-6.4)+(8-3.2)}]=5.4
기본신축량×20%+5

8.2

-9.3

계

24.2

-30.7

온도변화

54.9
16.0

크리프, 건조수축
e-Beam
가설
6개월 후

67.4+24.2=91.6

여유량

신축량

24.2+30.7=54.9

-16.0

-16.0

-6.6

-[(60-54.6)-{(16-8)+(8-4)}]=-6.6
기본신축량×20%+5

여유량

8.2

-9.5

계

24.2

-32.1

신축량
온도변화

기본신축량×20%+5

-16.0

크리프, 건조수축
e-Beam
가설
3개월 후

고

60-(16+8)=-36.0

91.6

신축량

비

24.2+32.1=56.3

56.3
16.0

-16.0

여유량

8.2

-8.2

계

24.2

-24.2

크리프, 건조수축
크리프
완료시

신축량

48.4

4.3.7 향후 수평변위 관리 계획

기본신축량×20%+5

24.2+24.2=48.4

점을 아래 교대 좌우지점으로 선정하여 좌표(X, Y,
Z방향) 및 수평변위량을 측정하고 있다.

2016년 9월 현재 구잠1교는 상부 슬래브 시공을

No.1

완료하고 교면포장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대 수평변
위의 관측 시기는 교대구체 시공완료, 뒤채움 절반
및 완료 후, 거더 거치 후, 신축이음 설치, 준공검사
시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측
정결과 상부구조의 신장량,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
등이 예상치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다. 측량 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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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잠1교 A1 전경]

5. 결론

[교대 탄성 받침 전경]

따른 수평이동에 대한 대책으로 교량 받침, 교
량의 여유간격, 신축이음장치, 바닥판의 유간의

1)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 건설공사 1공구
에서 구잠1교는 연장 160m(4@40)의 PSC
e-Beam 교량으로서 성토고 19.6m, 교대높
이 8m인 고성토부에 계획되어 있다.
2)“성토부 교대 수평변위 최소화 방안, 2014. 9,
설계처”
에 따르면 고성토부 교대의 수평변위에

적정성을 산정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대책 선정
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가정사항 전제로 한다.
- PSC e-Beam은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2~3
개월에 가설.
- PSC e-Beam 가설과 교대 뒷채움은 같은 시
기에 시공.

대한 억제방법으로서 교대 노체 상단까지 성토

- PSC e-Beam 가설시 온도는 15℃.

한후 프리로딩을 3개월 이상 실시하도록 제시

5) 교량 받침에 설치된 갭을 70mm로 증가시키면

하고 있으나 구잠1교 A1의 경우 상주~영천 민

받침은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계산되었으

자고속도로 현장에서 현지 민원으로 절취 작업

나 시공시 받침의 실제 발생변위가 상부 및 교

이 지연되고 있어 성토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프

대의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허용변위 이상이

리로딩이 불가한 상황이다.

발생할 경우는 상부 잭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3)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수치해석과 현장

6) 상부 슬래브 유간은 적정하며, 현장 시공시 슬

실측치를 근거로 교량, 지반조건 및 성토높이에

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잔여 크리프과 건조수축

따라 크리프 계수를 선정한 결과, 구잠1교 교대

을 고려하여 슬래브 유간 검토가 필요하다.

A1의 탄성 수평변위량은 7.5mm이고 성토고

7) PSC e-Beam과 교대 파라펫과의 간격은 지

는 19.6m로서 탄성변위량에서 8배 정도의 크

진시 변위를 충분이 수용하며, e-Beam 가설

리프 변위량이 예상되므로 크리프 변위량은

3개월 후부터는 설계신축이음장치의 규격은 적

60mm 정도이다.

정하나 크리프 진행률에 따라 신축이음장치의

4) 따라서 고성토부 교대 시공 후 크리프 발생에

필요 규격이 변하므로 신축이음 설치 전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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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와 건조수축 등을 고려하여 규격 재검토
가 요구된다.

3. 고속국도 제 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 고성토
부 교대변위 저감방안, 2012. 9, 상주~안동 건설사
업단
4.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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