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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현수교는 케이블을 주탑 및 앵커리지 위에 설치하여 모든 하중을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지지하는 교량으로 토목구조물 중 가장 난이

도가 높고 아름다운 형상의 구조물이다. 덩굴을 나무에 매달아 강

이나 계곡을 건너던 원시시대부터 산업혁명을 거쳐 철강산업의 발

전으로 현재의 현수교 형태를 갖추기까지 현수교 교량 기술은 나날

이 진보해 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선진 토목기술이 집약된 현수교의 일반사항 및 주요 

부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수교 가설시 가설공법에 대하여 소개하

고자 한다.

현대 현수교는 크게 태동기, 발전기, 확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2-1. 태동기

일반적으로 1960년 이전까지를 현수교의 태동기라 하는데 주로 미

국이 주도하였으며, 1931년에 세계 최초로 주경간장 1,000m 이상의 

현수교인 George washington교(미국, 주경간장 1,067m)가 건설되

었다([그림 1] 참조). 

또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교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수교

인 Golden gate교(미국, 1937년, 주경간장 1,280m)가 있으며, 이 교

량은 토목 역사의 위대한 유산 중 하나라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2-2. 발전기

현수교의 발전기는 1960~1990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유럽이 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1964년에 유럽 최초로 주경간장 1,000m가 

넘는 현수교인 Forth road교가 준공되었으며, 1973년 터키 이스탄불

에 주경간장 1,074m인 Bosphorus교가 준공됨에 따라 유럽과 아시

아 대륙을 최초로 연결하게 되었다. 발전기의 대표적인 교량으로는 

1981년에 영국에서 준공된 주경간장이 1,410m에 달하는 Humber교

가 있으며, 세계 최초로 주경간장 1,000m가 넘는 현수교에 콘크리

2. 현수교의 발전과정

[그림 1] George Washington교

[그림 2] Golden Gate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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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주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3]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에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주경간

장 404m)가 준공되었으며, 우리나라 장대교량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해대교는 유선형 강박스 보강거더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최초로 적용된 사례이다([그림 4] 참조).

 

2-3. 확장기

1990년 이후를 현수교의 확장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덴마크, 

일본, 중국 등이 세계 현수교 시장을 선도하였다. 대표적인 교량으

로는 1998년에 일본에서 건설된 현존하는 세계 최대 현수교인 주경

간장 1,991m의 Akashi kaikyo교가 있으며, 같은 해 덴마크에서 주경

간장 1,624m로 당시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Great belt east교

가 준공되었다. 현재는 2009년 중국에 건설된 주경간장 1,650m의 

Xihoumen교가 세계 2위의 현수교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세계 4위 규모인 주경간장 1,545m의 이순신

대교가 준공되었으며, 준공 당시 세계 최고 높이의 콘크리트 주탑

(H=270m)으로 시공된 것이 특징이다.

이순신대교는 100% 국내 기술력에 의해 건설된 현수교로서, 기존

의 해외기술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6번째로 현수교 

기술 자립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확장기 이후 최근 해외 현수교 건설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미

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수교 건설시장이 형성되어 

왔지만, 지금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 동남아 등으로 시장

이 이동 중에 있다. 현재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등에 건설 인프라 사

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현수교 등 장대교량 발

주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은 현재 공용중인 현수교를 주

경간장 순으로 정리한 표이다.

표 1  공용중인 현수교 현황

교량명
주경간장

(m)
국가

준공
년도

Akashi-kaikyo bridge 1,991 일본 1998

Xihoumen bridge 1,650 중국 2009

Great belt bridge 1,624 덴마크 1998

Osman gazi bridge 1,550 터키 2016

Yi sun-sin bridge 1,545 한국 2012

Runyang bridge 1,490 중국 2005

Fourth nanjing 
yangtze bridge

1,418 중국 2012

Humber bridge 1,410 영국 1981

Jiangyin bridge 1,385 중국 1997

Tsing ma bridge 1,377 홍콩 1997

현수교의 구성요소는 주케이블과 차량이 이동하는 보강거더, 보강

거더와 주케이블을 연결하는 행어, 그리고 주케이블의 하중을 지지

[그림 3] Humber교

[그림 6] 이순신대교

[그림 4] 남해대교

[그림 5] Akashi Kaikyo교

3. 현수교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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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강거더

일반적으로 교량에서 거더는 하중을 지지해주는 주부재이지만 현

수교의 경우에는 주부재인 케이블에 하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

부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케이블 교량의 유연한 구조에서 차량하

중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강성을 지닌 상판구조가 필요한데, 이

러한 이유로 거더가 아닌 보강거더라고 부른다. 

현수교에서는 보강거더의 자중을 줄이기 위해 주로 강재로 제작을 

하는데, 이 때 자중을 줄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풍하중에 의

해 발산 진동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단면

형상을 유선형으로 제작하고, 경우에 따라 Single box 및 Twin box

로 제작하여 풍하중에 의한 진동영향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그

림 10] 참조).

 

3-4. 주탑

주탑은 형상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A형과 H형 및 다이아몬드형으

로 나눌 수 있고, 사용재료에 따라 [그림 12]와 같이 콘크리트 주탑 

또는 강재 주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콘크리트 주탑은 시공성, 경제

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공사기간이 길

고 단면변화에 제약이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 강재 주탑은 다

양한 단면형상이 가능하고 공장제작을 통해 품질신뢰도가 양호한 

장점이 있지만, 고가로 인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해주는 주탑 및 앵커리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 참조).

 

3-1. 주케이블

현수교의 주케이블은 [그림 8]과 같이 하나의 와이어가 모여서 스

트랜드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스트랜드가 모여서 케이블 형태

를 구성하게 되는데 와이어 형태로 주케이블을 가설하게 되는 것을 

AS(Air Spinning)공법, 스트랜드 단위로 주케이블을 가설하는 것을 

PPWS(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공법이라고 한다. 주케이

블 가설공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2. 행어 

행어는 주케이블과 보강거더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부재로서 제작 

방식에 따라 PWS 행어와 Rope 행어로 구분할 수 있다. 두 형식의 

차이는 PWS 행어는 수평의 와이어를 묶은 형식이고, Rope 행어는 

와이어를 꼬아서 만든 형식이다([그림 9] 참조).

 

[그림 8] 주케이블 구성

[그림 10] Single Box 및 Twin Box

[그림 11] 주탑 형상에 따른 분류[그림 9] PWS 행어와 Rope 행어

A형 H형 다이아몬드형

[그림 7] 현수교 구성요소

앵커리지

행어

주케이블

보강거더

주탑

PWS 행어

ROPE 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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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타 구성요소

위에 소개된 구성요소 이외에 현수교 가설 시 필수요소로는 새들

(Saddle)이 있다. 새들은 주탑과 앵커리지 부근에서 주케이블이 꺾

임없이 유연한 곡선의 형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작된 구조물이

다. 새들은 케이블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케이블의 연직 반력 또는 

수평 반력을 충분히 전달하는 구조여야 한다. 새들의 설치 위치에 

따라 주탑에 설치하는 새들을 탑정 새들, 앵커리지에 설치하는 새

들을 스플레이 새들이라고 한다([그림 14] 참조).

 

그 외에 현수교 구성요소로는 주케이블과 행어를 연결해주는 케이블 

밴드, 현수교의 종방향 흔들림을 잡아주는 센터락 및 버퍼, 풍하중에 

의한 교량의 횡방향 움직임을 제어해 주는 위드슈 및 링크슈, 그리고 

완공 후 케이블 유지관리용으로 사용되는 핸드로프 등이 있다.

4-1. 주탑 가설

강재 주탑의 경우 F/C 및 타워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분할 

제작되어 운반된 주탑을 조립하여 설치한다. 최근에는 콘크리트 

재료의 성능 및 시공 방법의 발달로 장대 현수교에 콘크리트 주탑

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표 2>에 콘크리트 주탑 가설공법 중 

Auto-climbing form과 Slip form 공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표 2  주탑 가설공법

구분 Auto-climbing form Slip form

적용
사례

공법
개요

• 거푸집과 발판이 일체로 
가설된 Form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상승해가는 공법

• 거푸집을 탈착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연속 타설하며 
상승해가는 공법

3-5. 앵커리지

앵커리지는 형식에 따라 [그림 13]과 같이 중력식, 지중정착식, 터널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력식 앵커리지는 내부를 굴착한 후에 콘

크리트를 채워서 그 무게로 지지하는 형식의 앵커리지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력식의 경우 케이블 장력에 비

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점차 장대화 되어가는 현수교 시장에서 경제

성 및 시공성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연사면의 굴착으로 

인한 환경영향성 측면에서 설계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중정착식 앵커리지와 터널식 앵커리지는 이러한 중력식 앵커리

지의 대안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 실적이 미

미하다.

지중정착식 앵커리지의 경우 이순신대교 시점측에 처음 도입된 방

식으로 암반지반에 천공을 통하여 프리스트레싱 텐던을 설치하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정착하는 형식으로 경제성 향상 및 시공 

시 환경 보존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터널식 앵커리지는 울산대

교 시공 시 처음 도입된 방식으로 견고한 지반을 굴착하여 강재프

레임을 지중에 매립하고 케이블을 강재프레임에 연결하여 앵커블

럭 콘크리트의 마찰저항으로 케이블 하중에 저항하는 방식이다. 

[그림 14] 새들의 종류

[그림 12] 주탑 사용재료에 따른 분류

[그림 13] 앵커리지 형상에 따른 분류

콘크리트 주탑

중력식 앵커리지

탑정 새들

지중정착식 앵커리지

스플레이 새들

터널식 앵커리지

강재 주탑

4. 가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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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닝휠의 왕복주행에 따라 와이어는 공급 릴로부터 인출되는데, 

스피닝휠 출발지점의 스트랜드슈와 스피닝휠 사이의 와이어는 한

번 인출된 후에는 제자리에 놓이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데드 와

이어(Dead wire)라 부르고, 와이어 공급 릴과 스피닝휠 사이의 와이

어는 스피닝휠 주행속도의 2배 속도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라이

브 와이어(Live wire)라고 구분한다.

스피닝휠의 왕복에 의하여 와이어는 평행하게 놓이면서 양측 앵커

리지의 스트랜드슈를 지지점으로 하여 루프형태의 스트랜드로 형

성된다. 이 때,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스피닝휠이 나아가는 방

향에서는 데드 와이어가 가선되고, 돌아오는 방향에서는 라이브 와

이어가 가선되어, 스피닝휠의 1회 왕복에 2개의 와이어가 가선되며 

1개의 루프가 형성된다. 실제 케이블 가선 현장에서는 작업속도 및 

작업효율 증대를 위하여, [그림 18]과 같이 1개의 스피닝휠에 2개 또

는 4개의 와이어를 걸어서, 스피닝휠 1회 왕복에 4개 또는 8개의 와

이어를 가선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특징

• 연직도 확보 및 수정이 가능함
• 지속적인 콘크리트 공급이 필요 

없음
• Lot 별 양생기간이 필요하여 

상대적으로 공기가 김

• 연직도 확보 및 수정이 곤란함
• 지속적인 콘크리트 공급이 

필요함
• 주•야간 연속작업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공기가 짧음

4-2. 케이블 가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블 가설공법은 AS(Air 

Spinning)공법과 PPWS(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공법으로 

구분된다.

[그림 15]는 AS공법에 대한 개요도이고, [그림 16]은 PPWS공법에 

대한 개요도이다.

 

AS공법은 릴(Reel)에 감긴 와이어(직경 5mm정도의 피아노선으로 

제작)를 현장에서 스피닝휠(Spinning wheel)이라 부르는 활차에 걸

어, 스피닝휠이 교량 양측의 앵커리지 사이를 왕복함에 따라 와이

어를 가선하면서 스트랜드(Strand)를 형성하는 가설공법이다. 이 

때 앵커리지에서는 스피닝휠이 도착할 때마다 작업원이 와이어를 

스피닝휠로부터 꺼내고, 와이어를 반회전시켜 스트랜드슈(Strand 

shoe)라 불리는 정착부재에 걸어 정착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스피닝휠의 왕복에 의하여 와이어를 가선하고, 스트랜드를 구성하

는 AS공법의 기본원리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5] AS공법 개요도

[그림 16] PPWS공법 개요도

[그림 17] AS공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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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강거더 가설

보강거더는 가설 위치에 따라 직하 인양 공법과 Swing공법으로 구

분된다. 가설 시 적용되는 장비는 인양윈치(Lifting device)와 스트

랜드 잭(Gantry crane) 및 해상기중기선(Floating crane) 등이 있다.    

<표 4>는 보강거더 가설공법에 대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4  보강거더 가설공법

구분 직하 인양 공법 Swing공법

개요도

공법
• 바지로 운반된 보강거더를 

직하인양하여 가설
• 직하인양 후 행어를 이용하여 

가설지점으로 이동

장•단점
• 공기가 빠르고 신속하여 

품질관리 용이
• 일시적인 항로 점유가 필요

• Swing 가설 시 공정이 느리며 
세심한 주의 필요

• 바지 진입이 어려운 구간 적용 
용이

적용 • 교량 중앙부 일반구간 • 저수심 및 육상부 구간

현재 국내외 장대교량 현황은 국내의 경우 서남해안 개발 사업을 

통한 연육교, 연도교 위주의 발주가 예상되고, 해외의 경우는 중국 

및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공 및 계획이 진

행되는 등 그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수교는 앞서 소개한 대로 선진 토목기술이 집약된 구조물로서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가설공법 또한 현수교의 구조적/

시공적 특성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고를 통하여 기본적인 현수교의 구성 및 가설공법에 대한 이해

와 더불어 특수교의 설계 및 시공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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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S공법은 스트랜드 릴을 앵커리지측에 준비한 언릴러에 정착

하고 공장에서 제작된 스트랜드의 정착부를 홀링로프의 PPWS 캐

리어에 연결하여 인출한다. 인출속도는 30~40m/분으로 4~8m/

초의 속도로 인출되는 AS공법에 비해 지극히 낮지만, 1번의 인출로 

다수의 와이어가 인출되고, 캣워크 위에 나란히 위치한 롤러 위에 

착지시키면서 인출되기 때문에 가선 시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공정상으로는 AS공법보다 유리한 공법이라 할 수 있다.

PPWS공법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트

랜드를 구성하는 와이어의 본수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의 PPWS 스

트랜드는 127본의 정육각형 구성이 주로 사용되지만, PPWS가 처음 

적용되었던 미국의 Newport교에서는 61본의 정육각형 구성이 사용

되었고, 일본의 관문교(1973년)에서 91본으로 늘어났으며, 인노시마

대교(1983년) 이후 127본 구성이 확립되었다. 또한, 현수교의 장대화

와 함께 PPWS공법도 발전하여 현존하는 세계 최장대 현수교인 아

카시대교에서는 4,000m를 넘는 PPWS 스트랜드를 제작, 수송 및 

인출할 수 있었다. <표 3>에는 앞에서 설명한 AS공법과 PPWS공법

의 장•단점을 정리하였다.

표 3  AS공법과 PPWS공법의 장•단점

구분 AS공법 PPWS공법

장점

• 제작 및 운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스트랜드당 소선수가 많아 
정착부가 상대적으로 작음

• 케이블 가선 직전까지는 길이 
등 조정 가능

• 미리 제작된 스트랜드 
단위가설로 현장 작업공정이 
감소되어 가설공기가 짧음

• 가설 중 바람에 의한 
가선오차가 적음

• 스트랜드의 품질이 우수

단점

• 소선단위 가설로 현장의 
작업공정이 과다하여 
가설공기가 김

• 소선 가설시 바람에 의한 
가선오차가 큼

• 스트랜드의 제작 및 운반비용이 
고가

• 스트랜드당 소선수가 적어 
정착부가 상대적으로 큼

시공
사례

• Brooklyn교(미국) 
• Great belt east교(덴마크)
• 영종대교(대한민국)
• 이순신대교(대한민국)

• Newport교(미국)
• Akashi kaikyo교(일본)
• 소록대교(대한민국)
• 울산대교(대한민국)

[그림 18] 4개의 와이어를 동시에 인출하는 스피닝휠

5.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