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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14호선 함양-창녕 1공구   
현장기술 소개 

01. 머리말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공구는 전국간

선 도로망 계획(7×9)의 동서1축과 2축의 간격(70km)이 동서

간선도로망 평균간격(30~40km)보다 넓어 이를 보완하는 고

속도로를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지역 개발촉

진,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영호남을 연결하는 관광

자원 개발, 지역간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당 현장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에서 안의면 황곡리 

일원에 연장 5km구간으로 공사금액은 1,593억원이다. 공사구

간은 토공 1.6km, 교량 1.2km(2개소), 터널 2.2km(2개소), 북

함양분기점으로 나누어지며, 기존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접

속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2018년 2월 종합심사낙찰제로 수주

한 공사이다.

본고에서는 현장에 적용된 주요공법의 특장점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법 변경 사례를 소개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그림 1] 노선도

[그림 2] 북함양분기점

02. 공사개요

[표 1] 공사개요

공사명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공구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사업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안의면 황곡리

시공사 쌍용건설 외 2개사

공사금액 159,382,822,000원

공사기간 2018.02.23 ~ 2024.12.31

공사내용

토공사(깎기 140만m3, 쌓기85만 m3, 사토55만m3)
배수공(암거 10개소/311M 외)
교량공(지곡교 1,075M, 내백교 135M, 기타 6개소 513M)
터널공(수동터널 1,939M, 지곡터널 279M)

03. 현장에 적용된 주요공법

3.1 Slip Form공법

지곡교 교각의 경우 높이가 약 31m~85m정도의 고교각으로 

형성되어 고소 작업시 비계설치, 철근조립, 거푸집조립ᆞ해체 

등이 어려워 안전성 확보 및 1LOT 작업속도를 감안한 효율적

인 시공을 위하여 고교각시공법 중에서 Slip Form공법이 설계

에 반영되었다.

[표 2] Slip Form현황

개요
거푸집의 탈착 없이 콘크리트 타설후 초기 구조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강도에 이르면 거푸집 전체를 상향이동 
타설하는 공법(24시간 연속작업)

장점
24시간 연속작업으로 양생기간 불필요
시공 joint없이 시공가능
건조수축에 의한 큰 균열 없음

단점
연속시공으로 강우시 품질관리 취약
근무조건 불량

시공속도 4~5m/일(30cm/회)

 

[그림 3] Slip Form 구성

[그림 4] Slip Form 시공순서

헌치부 시공 Slip Form 설치

Jack up(상승) Jack up(완료)

Slip form 해체 시공완료

3.2 FCM 공법

FCM(Free Cantilever Methord)공법은 동바리(지보공) 없이 

교각 위에서 양쪽의 교축방향을 향하여 한 블록씩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이 부분을 지지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한 블록씩 이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지간 중앙에서 

폐합시켜 양쪽 캔틸레버가 연결되도록 하는 공법이다.

상기 가설공법이 적용된 지곡교는 남강(지방하천), 국도3호

선, 군도7호선 및 농경지를 횡단하는 고교각 교량으로 교각설

치로 인한 남강 유수영향 최소화와 국도3호선 동시횡단을 고

려하여 최대 경간장 160m의 FCM가설공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5] 지곡교 종단면도

[그림 6] 지곡교 전경사진

[표 3] 지곡교 현황

상부구조형식 PSC BOX Girder교

지지형식 P1,P7:연속보형식, P2~P6:라멘형식

경간구성 L=90+150+4@160+125+70 = 1,075m

폭 B = 22.8m

평면선형 직선교량

종단경사 S = (-)1.870%

가설공법 FCM + FSM

설계하중 DB-24, DL-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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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CM 시공순서

1. 주두부 가시설 설치 2. 주두부 시공

3. F/T 설치 4. 철근 및 텐던 배치

5. 콘크리트 타설 6. 강선 삽입, 인장 및 Grouting

7. Key-segment 시공 8. F/T 해체

04.  설계변경(대단면터널 →  근접병설터널) 사례

4.1 개요

지곡터널 원안설계는 터널연장이 짧고(L=267m) 암반등급(Ⅰ

~Ⅲ 68%)이 양호하여 용지편입 및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방향 4차로 대단면 터널로 설계되었다.

대단면터널 굴착시 소단면에 비해 낙반우려가 크고, 대단면

터널의 분할발파에 따른 발파횟수 과다로 인근마을(이격거리 

약 80m)에서 발파소음, 진동 민원제기가 예견되어 대단면터

널의 대체공법으로 개발된 근접병설터널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였다.

4.2 지곡터널 공법 비교

[표 4] 지곡터널 공법비교

당초 변경

공법개요
대단면터널 형식
(비분리터널)

암반 필라 지지체를 이용한  
병렬터널형식(분리터널)

굴착면적

분할굴착

발파횟수 : 795회 발파횟수 : 459회

굴착공정

단면적 : 230.5㎡
① 상부측벽 선진도갱 →
② 중앙굴착 → 
③ 좌측 하단굴착 → 
④ 우측하단굴착

단면적 : 87.5 × 2 =175㎡
①, ② : 선후행 터널 병행 굴착
(4등급 이하는 상하 분할굴착)

시공성

대단면에 따른 다분할굴착 
및 1막장 조건으로 발파횟
수, 공사기간 증가 및 시공
성 불리

일반병렬터널과 동일방법으로 
본선터널 굴착하므로   
시공성 확보

안정성
종점부 저토피구간
(H=6.7m)발생으로 붕락 
확률이 큼

굴착단면 감소로 저토피구간 
토피고(H=11.1m) 증가로   
안정성 증가

유지관리 대면 통행으로 교통안전  
및 환기에 다소 불리

일방향 통행으로 교통안전  
및 환기원활

4.3 근접병설 터널 공법요약

1) 공법내용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손상 방지를 위한 제어발파 기술 및 보

강기술을 이용한 굴착공법

2) 공법개요도

[그림 8] 공법개요도

3)핵심기술

[그림9] 근접병설터널 핵심기술

4.4 시공순서
[그림10] 근접병설터널 시공순서

1. 선행터널 굴착 2. 선행터널 필라부 보강

3. 후행터널 필라부 차단공설치 4. 후행터널 제어발파

5. 후행터널 필라부 보강 6. 굴착완료

4.5 기대효과

1)  (안정성) 저토피구간 토피고 증가로 인한 붕락사고 예방효과 

및 안정성 향상

2) (민원) 발파횟수 저감에 따른 소음, 진동 민원 최소화 

3) (경제성) 굴착공기 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 

05. 맺음말

본 고에서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공

구 현장소개 및 주요공법에 대하여 개략 설명하였다. 2021년 

3월 현재 지곡교는 30% 공정을 진행하였고, 지곡터널은 설

계변경 후 협력업체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교량인 지곡교 시공을 통한 시공경험 축적과 현장

의 불리한 여건개선을 위해 추진한 근접병설터널 설계변경 사

례를 통하여 유사공사 수행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매출증대와 안전 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현장

직원들과 모든 임직원께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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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CM 시공순서

1. 주두부 가시설 설치 2. 주두부 시공

3. F/T 설치 4. 철근 및 텐던 배치

5. 콘크리트 타설 6. 강선 삽입, 인장 및 Grouting

7. Key-segment 시공 8. F/T 해체

04.  설계변경(대단면터널 →  근접병설터널) 사례

4.1 개요

지곡터널 원안설계는 터널연장이 짧고(L=267m) 암반등급(Ⅰ

~Ⅲ 68%)이 양호하여 용지편입 및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방향 4차로 대단면 터널로 설계되었다.

대단면터널 굴착시 소단면에 비해 낙반우려가 크고, 대단면

터널의 분할발파에 따른 발파횟수 과다로 인근마을(이격거리 

약 80m)에서 발파소음, 진동 민원제기가 예견되어 대단면터

널의 대체공법으로 개발된 근접병설터널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였다.

4.2 지곡터널 공법 비교

[표 4] 지곡터널 공법비교

당초 변경

공법개요
대단면터널 형식
(비분리터널)

암반 필라 지지체를 이용한  
병렬터널형식(분리터널)

굴착면적

분할굴착

발파횟수 : 795회 발파횟수 : 459회

굴착공정

단면적 : 230.5㎡
① 상부측벽 선진도갱 →
② 중앙굴착 → 
③ 좌측 하단굴착 → 
④ 우측하단굴착

단면적 : 87.5 × 2 =175㎡
①, ② : 선후행 터널 병행 굴착
(4등급 이하는 상하 분할굴착)

시공성

대단면에 따른 다분할굴착 
및 1막장 조건으로 발파횟
수, 공사기간 증가 및 시공
성 불리

일반병렬터널과 동일방법으로 
본선터널 굴착하므로   
시공성 확보

안정성
종점부 저토피구간
(H=6.7m)발생으로 붕락 
확률이 큼

굴착단면 감소로 저토피구간 
토피고(H=11.1m) 증가로   
안정성 증가

유지관리 대면 통행으로 교통안전  
및 환기에 다소 불리

일방향 통행으로 교통안전  
및 환기원활

4.3 근접병설 터널 공법요약

1) 공법내용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손상 방지를 위한 제어발파 기술 및 보

강기술을 이용한 굴착공법

2) 공법개요도

[그림 8] 공법개요도

3)핵심기술

[그림9] 근접병설터널 핵심기술

4.4 시공순서
[그림10] 근접병설터널 시공순서

1. 선행터널 굴착 2. 선행터널 필라부 보강

3. 후행터널 필라부 차단공설치 4. 후행터널 제어발파

5. 후행터널 필라부 보강 6. 굴착완료

4.5 기대효과

1)  (안정성) 저토피구간 토피고 증가로 인한 붕락사고 예방효과 

및 안정성 향상

2) (민원) 발파횟수 저감에 따른 소음, 진동 민원 최소화 

3) (경제성) 굴착공기 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 

05. 맺음말

본 고에서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공

구 현장소개 및 주요공법에 대하여 개략 설명하였다. 2021년 

3월 현재 지곡교는 30% 공정을 진행하였고, 지곡터널은 설

계변경 후 협력업체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교량인 지곡교 시공을 통한 시공경험 축적과 현장

의 불리한 여건개선을 위해 추진한 근접병설터널 설계변경 사

례를 통하여 유사공사 수행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매출증대와 안전 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현장

직원들과 모든 임직원께 감사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