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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개
Civil Engineering
토목

토목사업본부
브루나이 Sungai 교량 현장

안병욱 부장
김시철 차장

브루나이 특수교량의 시작,
Sungai Kebun Bridge

2. 주요 현황

대교, 화명대교, 낙동강대교 등 많은 콘크
리트 사장교가 시공되었으며, 현재도 시공

1) 주요 제원

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사장교

본 사업의 전체 공사내용 중 주요 구조물

는 설계시 크리프 및 건조수축, 가설시 균

은 [그림 2]와 같다. 주교량은 1주탑 콘크

열, 선형관리 및 가설장비 고려 등 계획 및

본 사업은 브루나이 수도인 Bandar Seri

리트 사장교로써 총연장 622m, 주경간장

시공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

Begawan 지역을 흐르는 Sungai Bru-

300m이며, 그 외 PSC Slab 형식의 접속

감한 교량으로, 시공 중 형상관리가 교량

토목사업본부는 2013년 브루나이 최초

nei(브루나이강)의 Kampung Sungai Ke-

교 및 램프교 4개소 315m와 입체 교차를

시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사장교인 Sungai Kebun Bridge를 수

bun 지역과 Jalan Residency를 연결하는

위한 Box Tunnel 1개소가 계획되어 있다.

또한 Sungai Kebun Bridge는 경관적인

주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공사기간은 36

사장교를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

구조물 외 주교량 양측에 접속도로 2개소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2주탑

개월, 총공사비는 138.9million B$ 이며,

특히, 소외된 브루나이 남부지역의 발전을

와 IC가 시공될 예정이다.

사장교와 형식을 달리한 독창적인 1주탑

Design & Build 방식으로 발주되었다.(표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그림 1 참조)

1 참조)

토목사업본부는 그 동안 국내 최초의 고속

1. 사업 개요

도로 사장교인 서해대교, 세계 4번째 규모
사업명

Bridge Link Across Sungai Brunei

발주처

Public Works Department, Ministry of
Development(MOD)

공사비

B$ 138.9million

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여 왔다. 금번

공사기간

36 months(2013.7.09~2016.06.25)

소개할 브루나이의 Sungai Kebun Bridge

사업방식

Design & Build

[표 1] 사업 개요

의 이순신대교 등 국내외 기념비적인 특수
교량의 공사를 통해 국내 교량기술에 있어

는 대림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최초의 사
장교 공사로써, 1주탑 콘크리트 사장교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주경간을 보유하여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과업 대상 현황

2) 주교량 형식

사장교를 적용하였으며, 사장교와 FCM교

본 사업의 주교량인 1주탑 콘크리트 사장

량을 적용한 복합형식으로 계획하여 충분

교는 주요 부재인 주탑과 보강형을 콘크

한 경간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성을 도

리트를 적용한 형식으로써, 중소지간의 경

모하고자 하였다.

간장에서 강상형이나 강합성 사장교에 비

본 장에서는 Sungai Kebun Bridge에 적용

해 탁월한 경제성을 보이며, 유지관리면

된 주요 부재들의 설계에 대하여 소개하고

에서도 유리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세

자 한다.

계 최장의 콘크리트 사장교는 노르웨이의
Skansundet(주경간 530m)이며, 국내에서
[그림 1] 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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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북선대교를 기점으로 세풍대교, 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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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형

토목
케이블

주탑

기초

형식

내부 강재 지지형 PSC Box Girder

폭원/형고

26.1m/3.9m ( =40MPa)

가설공법

Balanced Cantilever Method(주경간), FSM(측경간)

배치/형식

1면 Semi-Fan 형식/Parallel Multi Strand Cable

단면구성

7 Wire Strand( 15.7mm,

길이

63~242 m, 60본(총중량 623 ton)

형식/높이

역A형 콘크리트 주탑(H=157m)

적용재료

현장타설 콘크리트( =40MPa) + 강재 정착구

가설공법

Auto Climbing Form

형식

현장타설말뚝(D=1.3~1.5m, L=19~75m)

적용재료

콘크리트( =35MPa) + 강재 케이싱

가설공법

강재 케이싱 + BG Machine을 이용한 굴착 + 가교(Pylon)

TECHNICAL REPORT

=1,860MPa, 31~68 Strands, D=160~250mm)

pu

[표 2] Sungai Kebun Bridge 구조 제원

90,000(접속교)

622,000 (CABLE STAYED BRIDGE)

30,000

87,000

[그림 4] 시공개요도

300,000

160,000

45,000

2) 기초
LUMAPAS

KOTA BATU

S=-3.500%

S=3.500%

주교량이 시공되는 Sungai Brunei은 국내
에서는 보기 힘든 Soft Clay와 Hard Clay

NAVIGATION CLEARANCE
200M X 15M

층의 지반이 깊게 분포되어 있어 설계시
A1

P2

P4

P5

PY

P6

A2

최장 75m의 현장타설 말뚝기초로 계획하
였으나, 주탑의 경우 현장에서 양방향 재

100

하실험을 수행하여 64m로 줄일 수 있었
다. 말뚝의 직경은 현지에서 운용할 수 있

2,700

3,350

2,000

10,000

2,000

3,350

2,700

26,100

2,700

3,350

2,000

10,000

2,000

3,350

2,700

26,100

(a) 가교 시공

(b) BG 장비를 이용한 굴착

(c) 철근망 삽입

(d) 트레미관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는 장비의 제한으로 인하여 최대 1.5m를
적용하였다. 주탑 말뚝 시공을 위해서 가
교가 시공되었으며, 굴착을 위하여 2기의

[그림 3] 교량 종평 및 표준 횡단면도

BG 장비가 동원되었다. 굴착시 공벽유지

3. 설계 및 시공

를 위하여 Polymer가 사용되었으며, 평균
2일/1공의 공기가 소요되었다.

1) 사장교 시공 개요

총 36개 말뚝 중 2개소에 재하실험을 위

주교량인 사장교의 개략적인 시공순서는

구간에서는 주탑이 일정 구간 진행이 되면

한 잭이 설치되어 양방향 재하실험을 수

다음과 같다.

주두부를 시공한 후 BCM(Balanced Can-

행하였다. 실험 결과 설계 하중의 최대

주탑 및 교각의 기초인 Pile을 시공한 후

til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여 세그먼트와

250%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

Pile Cap을 시공하여 주탑 및 교각 본체를

케이블을 시공하게 된다.

말뚝의 파손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하중 재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교각 구체가 완성

하를 제한하였다.

된 후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
을 적용하여 PSC Box를 시공하고, 사장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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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탑 기초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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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탑은 Main케이블을 지지하는 높이

파이프 쿨링과 프리쿨링을 계획하였다.

PC House가 적용되었다. 현지 인양장비

157m의 역Y형으로 1면 케이블을 지지하

주탑 레그는 고주탑의 시공성을 위하여 일

의 제한으로 인하여 총 18개의 세그먼트

는 구조이다. 주탑 단면은 제안설계 당시

반적인 주탑에 많이 적용되는 ACS Form

로 분할하였으며, 세그먼트의 최대 중량은

에는 원형을 적용하였으나, 최종 실시설

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주케이블의 정착

40톤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인양시 중량

계 단계에서는 시공성과 단면의 효율성을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강재 정착박스를

을 줄이기 위하여 바닥판의 경우 2회 분할

고려하여 일부 구간 직선을 도입한 형태

주탑단면 내부에 적용하였으며, 별도의 강

타설로 계획하여 제작장에서 일부 구간을

(Semi Round)로 개선하였다. 또한 경관적

연선 혹은 강봉의 보강을 생략함으로써 시

150mm 타설하고, 최종 위치에 거치 후 나

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슬람의 상징인 돔을

공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주탑 가로보는

머지 150mm을 타설하였다.

주탑 정부에 계획하여 상징성을 더하였다.

파일캡 상단에 가설벤트 및 거푸집을 설치

인양을 위하여 각 세그먼트당 6개소에 앵

47.0 x 18.0 x 4.4m규모의 주탑 파일캡

하여 현장타설로 계획하였으며, 레그 시공

커헤드를 매입하였고, Lifting Beam을 이용

은, 얇은 PC House의 바닥판 두께를 고

시 내측으로 기울어지는 변위 및 하중을

하여 인양 및 거치하였다. 거치 전 잠수부

려하여 1단은 800mm, 2단과 3단은 각각

제어하고자 스트럿을 적용하였다.

를 동원하여 강재 케이싱에 PC House 거

1,800mm 씩 총 3단계 타설을 계획하였으

치용 브라켓을 설치하였으며, 거치 후 부

며, 현재 1,2단이 타설되었고, 3단 타설 예

5) 보강형

반력 브라켓을 추가로 설치하여 부반력에

정이다.(2014년 10월 29일 현재) Mass 콘

교량 위의 차량 등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

저항하도록 하였다.

크리트인 파일캡의 수화열 저감을 위하여

는 보강형은 강성 확보를 위하여 1-Cell

18,923

주탑 말뚝 시공 후 파일 캡 시공을 위하여

4,350

토목

57,764

2단과 3단 콘크리트 타설시 총 3,300m의

138,077

4) 주탑

64,963

3) PC House

4,400 11,000

Civi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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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L : 0.930m
L.W.L : -1.470m

16,540

16,540

[그림 7] 주탑 계획도 및 Pile Cap 시공

으며, 시공의 용이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
47,500
30

4,470

30

5,470

30

6,470

30

6,470

30

6,470

30

5,470

30

4,470

30

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 때 1 Segment

3,735 250

의 길이를 7m로 계획함으로써 시공중 발
250

C
L OF PC HOUSE

TYPE - C

TYPE - D

TYPE - D

TYPE - D

TYPE - C

TYPE - B

TYPE - A

되는 2회 분할 타설을 1회로 줄일 수 있었

TYPE - B

TYPE - C

TYPE - D

TYPE - D

TYPE - D

TYPE - C

TYPE - B

TYPE - A

8,985

30

CONSTRUCTION JOINT

TYPE - A

한하고, 통상 콘크리트 메인 거더에 적용

8,985

TYPE - B

생하는 큰 부모멘트를 적정 범위에서 제

18,500

TYPE - A

다. 보강형 시공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시공된다. 케이블이 시공되지 않는 일반

CONSTRUCTION JOINT

250

구간에서는 FCM 공법과 측경간의 FSM을
(a) PC House 계획도

적용하여 시공을 한다. 주케이블이 적용되
는 사장교 구간에서는 주탑부에서 가시설
을 이용하여 주두부를 시공한 후 F/T를 거
치하고 이후 BCM 공법으로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시공하게 된다.

(b) PC House 인양

(c) 거치

[그림 6] PC House 계획도 및 시공

94

9,000

(a) 주탑 계획도

type의 콘크리트 박스형 거더를 적용하였

250 3,735

9,000

95

[그림 8] 보강형 상세도

(b) 파일캡 1단 철근 조립 및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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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케이블

으로 인하여 완성계 구조물의 응력은 가설

±100mm를 한계치로 목표를 수립하였다.

토목

보강형에 작용되는 하중을 직접 지지하

중의 응력이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를 위해

주탑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

는 주 케이블은 소규모 장비를 사용하고,

가설장비 설계, 공정 및 방법, 보강형 및 시

한 변위와 케이블이 시공되면서 가해지는

설치시 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Par-

공하중의 산정, 케이블의 긴장 계획, 지점조

압축력 때문에 탄성수축이 발생한다. 따라

allel Multi-Strand Cable Type을 적용하

건의 변경 등과 같은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서 보강형의 수직변위와 더불어 주탑의 종

였다. 스트랜드는 인장강도 1,860MPa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단계 해석을 수행하여

방향, 수직방향 변위 또한 정밀한 관리가 이

야 한다.

루어져야 한다.

15.7mm 7연선을 적용하였으며, 풍하중
등에 의한 진동을 고려하여 Double Helical

시공단계 해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단계

Fillet 을 적용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케이

별로 관리선형(=역캠버+단계별 처짐)과 긴

5. 결론

블에는 Damper 설치를 계획하였다.

장계획에 따른 장력 및 정착점의 좌표, 케이

Sungai Kebun Bridge는 토목사업본부가 서

블 설치를 위한 가이드 파이프의 각도(최종

해대교, 삼천포대교, 소록대교, 이순신대교

장력에서의 각도+보강형 각도) 등에 대한

등의 실적을 통해 집적한 교량에 대한 기술

데이터를 작성하여 시공시 관리의 기준치로

력을 바탕으로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특

활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정착점 좌표는 ISO

수교 현장이다. 특히나 최근 중국 업체 혹

Tension 및 케이블 재긴장 및 보정작업에

은 국내 업체간의 저가 경쟁으로 인하여 시

있어서 필요한 무응력장의 산정, 케이블 각

장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설계 및 기

도 및 상태 판정 등에 적용된다. 정밀한 값

술력을 인정받아 수주를 함으로써 더욱 뜻

의 산정을 위해 변위, 절점으로부터 편심과

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비록 36개월이라는

회전각을 이용하여 3차원 좌표변환을 통해

짧은 공사기간이긴 하지만 다년간 여러 사

산정하게 된다.

장교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시공을 할 수

[그림 9] 주케이블 상세도

사장교 구간의 주케이블은 일반적인 Multi
Strand형식과 동일한 시공과정을 거친다,

[그림 10] 주케이블 시공순서

2) 측량 관리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케이블 긴장 전후, 타설 전후, F/T 셋팅 등의

Sungai Kebun Bridge를 성공적으로 완공함

공정시에 시공전 작성된 Erection Manual

으로써 Brunei에서 한국과 대림산업의 교량

에 제시되어 있는 이론적인 Level에 대한 오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차를 관리하게 된다. 보강형의 시공오차는

기울이고자 한다.

즉 Master Strand라고 불리는 첫번째 스트
랜드를 시공한 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스트

4. 형상관리

랜드를 가설하게 된다. 긴장은 작업이 용
이한 보강형측에서 수행하게 된다.

1) 시공단계 해석 및 관리기준 산정
짧은 시공기간(36개월)으로 인하여 Sungai
Kebun Bridge는 보강형과 주탑이 동시에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런 경우
보강형과 주탑의 선형을 관리하는 형상관
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콘크리트 사장교는 가설시와 완성 후 구
조계가 다르고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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