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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정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512 일원 준 공 일 1989년

종 류 도로교량 종 별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20.0m(2경간), B : 6.0m 설계하중 DB - 13.5 노선명 농도308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표면열화, 전반적인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균열, 백태, 누수오염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백태균열, 표면침식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 파손 보수 후 유지관리

교면포장 ․콘크리트 포장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콘크리트 난간 표면열화, 파손, 철근노출 보수 후 유지관리

․연석 표면열화 보수 후 유지관리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보수 후 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교각 균열, 백태, 누수오염 등 개별부재에서 조

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봉정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봉정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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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계1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385-2 준 공 일 1990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27.0m(3경간), B : 5.0m 설계하중 확인불가 노선명 농도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표면열화 및 재료분리 보수 후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표면열화 및 표면침식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표면열화 및 표면침식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콘크리트 포장마모, 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연석 표면열화 보수 후 유지관리

․콘크리트 난간 파손, 철근노출 보수 후 유지관리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보수 후 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재료분리, 교대/교각 표면침식 등 개별

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동계1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동계1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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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평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매월리 495-5 준 공 일 1985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32.0m(4경간), B : 5.0m 설계하중 DB-9.0 노선명 농도 207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표면열화 및 재료분리 보수 후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표면열화 및 표면침식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표면열화 및 표면침식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콘크리트 포장마모, 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연석 표면열화 보수 후 유지관리

․콘크리트 난간 파손, 철근노출 보수 후 유지관리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보수 후 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재료분리, 교대/교각 표면침식 등 개별

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동계1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동계1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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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양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384-2 준 공 일 1971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24.0m(3경간), B : 3.5m 설계하중 DB-9.0 노선명 농도 205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측면부 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표면열화 및 표면침식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표면열화, 일부구간 파손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콘크리트 포장 표면마모 지속적인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보수 후 유지관리

배수시설 ․없음 -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각 파손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조양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양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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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달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67 준 공 일 1991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22.0m(2경간), B : 5.84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군도 7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파손, 철근노출 보수 후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균열, 백태균열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균열, 백태균열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마모, 골채노출 보수 후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난간 부식, 변형, 연석 표면열화 보수 후 유지관리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각 파손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고달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고달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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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룡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159-1 준 공 일 1997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60.0m(3경간), B : 7.5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군도 12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균열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균열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플레이트 녹발생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 골재노출, 유간 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파손, 변형, 방호벽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교각 균열, 신축이음 유간토사퇴적, 후타재 골

재노출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

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구룡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구룡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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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강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송강리 97-2 준 공 일 2001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52.0m(4경간), B : 9.0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군도 6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균열, 파손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수직균열, 누수오염(차수기능저하)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플레이트 녹발생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 재료분리, 파손, 유간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균열, 마모, 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찍힘, 방호벽 박리, 철근노출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균열, 파손, 교대/교각 수직균열, 누수오

염, 유간토사퇴적, 후타재 재료분리 파손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송강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송강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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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염곡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송강리 97-2 준 공 일 1994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21.0m(2경간), B : 9.6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군도 3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백태균열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균열, 소성변형, 신축부 포장파손 보수 후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난간 지주대 녹발생, 연석 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면포장 균열, 소성변형, 신축부 포장파손, 교대 백

태균열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

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염곡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염곡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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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곡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147 준 공 일 1990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PSCI Girder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440.0m(15경간), B : 8.5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구 국도 17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PSCI Beam ․거더 하면 보수확인 지속적인 유지관리

바닥판 하면 ․표면박리, 보수재 박리, 들뜸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표면보수 확인, 일부구간 누수오염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코핑부 단면 보수 및 보강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플레이트 녹발생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고무재 밀림, 후타재 마모 및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아스콘 포장, 소성변형 및 균열, 들뜸, 포트홀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보도부 포장균열,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배수관 부식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켄틸레버부 하면 표면박리, 보수재 박리, 들듬, 교면

포장 소성변형 및 균열, 들뜸 포트홀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

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금곡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금곡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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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봉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12-1 준 공 일 2000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34.0m(3경간), B : 10.0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군도 12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일부구간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일부구간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유간토사퇴적, 후타재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일부 변형, 방호벽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교각 수직균열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유봉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유봉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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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화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53-11 준 공 일 1996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72.0m(5경간), B : 14.4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군도 2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미세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누수오염(차수기능 저하)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본체 녹발생, 후타재 파손, 유간토사퇴적

- 차수기능저하
교체 후 유지관리

교면포장 ․포장열화, 균열, 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변형, 방호벽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 누수오염, 신축이음 본체녹발생, 후타재 파손,

유간토사퇴적, 차수기능저하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

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이화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화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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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강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126-3 준 공 일 2017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Preflex Beam 안전등급 A

시설물 규모 L :105.0m(3경간), B : 9.0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군도 13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Preflex Beam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배수시설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은 2017년 준공되어, 현재 교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

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합강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합강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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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묘천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832-10 준 공 일 2004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60.0m(4경간), B : 11.8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농도 101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미세균열, 보수확인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수직균열, 호안블럭구간 침식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미세 수직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유간토사퇴적, 후타재균열,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균열,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교각 수직균열, 호안블럭구간 침식, 수직균열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

지관리가 요망된다.

2) 묘천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묘천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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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월봉3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179-20 준 공 일 1999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20.0m(2경간), B : 4.05m 설계하중 DB-13.5 노선명 농도 102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표면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표면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균열,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일부구간 변형,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포장균열, 마모, 연석표면열화, 난간변형 등 개별부

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

망된다.

2) 월봉3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월봉3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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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효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875-4 준 공 일 1986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20.0m(2경간), B : 9.5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농도 120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누수오염, 미세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 표면열화, 누수오염, 박리, 백태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표면열화, 누수오염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확인불가, 차수기능저하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 마모, 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박리 및 철근노출,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균열, 누수오염, 교대/교각 백태균열, 누

수오염, 박리, 콘크리트 난간 박리 및 철근노출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

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원효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원효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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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월봉2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181-1 준 공 일 1997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 20.0m(2경간), B : 9.0m 설계하중 DB-13.5 노선명 농도 306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미세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수직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수직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플레이트 녹발생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고무재 마모, 후타재 마모, 단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균열,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일부구간 변형,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균열, 교대/교각 수직균열, 신축이음 고

무재 마모, 후타재마모, 단차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

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월봉2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월봉2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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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재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23-15 준 공 일 2004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36.0m(3경간), B : 6.0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농도 306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미세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고무재 마모, 후타재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파손 및 균열,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균열, 신축이음 고무재 마모, 후타재균

열, 연석파손 및 균열, 표면열화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

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대재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재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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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월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4-8 준 공 일 1997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40.0m(4경간), B : 10.0m 설계하중 DB-13.5 노선명 농도 306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누수오염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단차, 차수기능저하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표면열화, 교명주 파

손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길이 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균열, 교대/교각 누수오염, 신축이음 단

차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신월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월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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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평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52-18 준 공 일 1986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 60.0m(6경간), B : 6.8m 설계하중 DB-13.5(추정) 노선명 농도 308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누수오염, 배수구 주변박리 보수 후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누수오염, 박리 및 파손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코핑부 표면열화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단차, 차수기능저하 보수 후 유지관리

교면포장 ․콘크리트 포장 파손, 포트홀, 노면불량 보수 후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난간 파손, 철근노출, 연석 재료분리 보수 후 유지관리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보수 후 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박리, 교대/교각 박리 및 파손, 누수오

염, 신축이음 단치, 콘크리트 포장파손, 포트홀 노면불량, 콘크리트 난간 파손, 철근노출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

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대평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대평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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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오목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250-2 준 공 일 2001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30.0m(3경간), B : 5.0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농도 312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누수오염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일부구간 재료분리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플레이트 녹발생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고무재 찢김, 후타재 균열, 단차 보수 후 유지관리

교면포장 ․콘크리트 포장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일부구간 파손, 포스트 이격,

연석 표면열화
보수 후 유지관리

배수시설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 누수오염, 교각 재료분리, 신축이음 본체 고무

재 찢김, 후타재 균열, 단차, 난간 일부구간 파손, 포스트 이격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

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오목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오목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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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산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751-69 준 공 일 2003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60.0m(4경간), B : 8.8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농도 101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호안시설파손, 누수오염

(신축이음 차수기능저하)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받침콘크리트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유간토사퇴적, 후타재균열, 차수기능저하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 누수오염, 호안시설 파손 받침콘크리트 균열

신축이음 유간토사퇴적, 후타재균열, 차수기능저하 연석 표면열화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

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미산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미산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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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죽산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533-5 준 공 일 1997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31.5m(3경간), B : 7.5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농도 201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일부구간 파손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과리

교각 ․표면침식, 재료분리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이격발생, 후타재 망상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길이 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파손 교각 표면침식, 재료분리 신축이음

이격발생, 후타재 망상균열 연석 표면열화 배수관 길이 부족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

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죽산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죽산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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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반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143-9 준 공 일 2001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42.0m(3경간), B : 7.5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농도 204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누수오염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단차, 유간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방호벽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파손 교각 표면침식, 재료분리 신축이음

이격발생, 후타재 망상균열 연석 표면열화 배수관 길이 부족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

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연반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연반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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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당월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당월리 771-20 준 공 일 2001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42.0m(3경간), B : 7.4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농도 204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누수오염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 재료분리, 단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방호벽 균열, 박리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 누수오염 신축이음 후타재 재료분리, 단차 방

호벽 균열, 박리, 표면열화 배수구 막힘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당월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당월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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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평리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90-41 준 공 일 1990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28.0m(3경간), B : 6.4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농도 201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미세균열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 마모, 유간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표면마모, 토사퇴적, 체수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미세균열 신축이음 후타재마모, 유간토

사퇴적 교면포장 표면마모, 토사퇴적, 체수 연석 표면열화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

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평리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평리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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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용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638-8 준 공 일 2004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34.9m(3경간), B : 6.5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농도 201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면포장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백태균열,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연석 백태균열, 표면열화 배수구 막힘 등 개별부재

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

망된다.

2) 대용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용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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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화양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화양리 141-1 준 공 일 1991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22.0m(2경간), B : 6.0m 설계하중 DB-13.5 노선명 농도 303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백태, 백태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백태, 백태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철근노출, 연석 표면열화 보수 후 유지관리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배수 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 및 교각 백태, 백태균열 교면포장 마모 콘크리

트 난간 철근노출, 파손 연석 표면열화 배수구 막힘 및 배수길이 부족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

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화양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화양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콘크리트 난간의 전반적인 상태 불량 및 높이 부족으로 인한 교체가 필요

하나 그 외 부재는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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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귀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684 준 공 일 1996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87.0m(6경간), B : 10.5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농도 101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균열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누수오염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누수오염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플레이트 녹발생, 받침콘크리트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균열, 유간 고무재 찢김 및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소성변형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변형,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배수 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 및 교각 백태, 백태균열 교면포장 마모 콘크리

트 난간 철근노출, 파손 연석 표면열화 배수구 막힘 및 배수길이 부족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

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영귀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영귀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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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용두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346-2 준 공 일 1999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86.0m(6경간), B : 9.0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농도 103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수직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백태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균열, 유간토사퇴적, 단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국부적인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 하면 균열 교대 수직균열 교각 백태균열 신

축이음 후타재 균열, 유간토사퇴적, 단차 교면포장 아스콘균열연석 표면열화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

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용두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용두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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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흑석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흑석리 112-1 준 공 일 1993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30.0m(3경간), B : 6.6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농도 209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수직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누수흔적,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파손(신축이음부), 체수 보수 후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난간변형, 녹발생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관 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 균열 교각 누수흔적, 표면열화 교면포장 포장

파손(신축이음부), 체수, 포장마모, 신축부 갈라짐 난간 변형, 녹발생, 연석 표면열화, 파손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흑석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흑석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난간 부식 및 높이부족으로 인한 교체가 필요하나 그 외 부재는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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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봉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서봉리 781-1 준 공 일 1988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 34.5m(3경간), B : 10.0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농도 205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캔틸레버부 재료분리, 피복부족, 표면열화 보수 후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하부 호안시설 파손, 유실

․표면열화, 재료분리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전반적인 부식, 녹발생, 받침콘크리트 파손 보수 후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균열, 재료분리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마모, 균열, 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녹발생

․연석 도장, 보수재 박리
보수 후 유지관리

배수시설 ․배수관 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재료분리, 표면열화 교대 하

부 호안시설파손, 유실, 표면열화, 재료분리 교각 표면열화 받침장치 부식, 녹발생, 받침콘크리트

파손 신축이음 후타재균열, 재료분리 교면포장 마모, 균열 난간 녹발생 연석 도장박리 배수관 길

이부족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

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봉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부재에 손상이 다수 조사되었고 중차량의 통

행량이 많으며, 받침장치 및 기초콘크리트의 파손이 조사된 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통한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서봉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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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창립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277-2 준 공 일 2002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라멘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 30.0m(3경간), B : 7.0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농도 306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미세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없음 -

기타

부재

신축이음 ․없음 -

교면포장 ․포장마모, 균열, 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변형,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관 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미세균열, 콘크리트 균열, 망상균열, 난

간변형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창립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창립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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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정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리 2-5 준 공 일 2002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 64.0m(5경간), B : 7.0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농도 205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미세망상균열, 균열, 켄틸레버부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누수흔적, 수직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미세균열,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받침콘크리트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균열, 마모, 유간토사퇴적, 단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마모, 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균열,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그레이팅 파손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균열, 교대/교각 수직균열, 신축이음 단

차, 후타재균열, 마모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

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현정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정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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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정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가정리 838-1 준 공 일 1993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 90.0m(6경간), B : 6.4m 설계하중 DB-24.0 노선명 농도 205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전반적인 균열, 켄틸레버부 표면열화,

골재노출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코핑부 수직균열, 누수흔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고무받침, 형하고 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포장덧씌움 확인불가, 단차, 유간토사퇴적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균열, 마모, 신축부갈라짐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지주대 녹발생, 연석 균열,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배수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균열, 골재노출, 켄틸레버부 표면열화,

교각 코핑부 수직균열, 받침장치 형하고 부족, 신축이음 단차발생, 강재난간 지주대 녹발생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가정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정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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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평장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평장리 796-1 준 공 일 1996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100.0m(8경간), B : 8.0m 설계하중 DB-18.0 노선명 농도 301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미세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균열, 백태균열, 누수오염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플레이트 녹발생, 교대받침본체 이격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후타재균열, 마모, 유간토사퇴적, 단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균열,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변형 및 파손, 방호벽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배수 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 균열, 백태균열, 누수오염, 받침장치 플레이트

녹발생, 받침본체이격, 후타재 균열, 마모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평장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평장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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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곡1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753-2 준 공 일 1990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라멘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20.0m(3경간), B : 10.6m 설계하중 DB-9 노선명 농도 101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균열, 백태균열, 누수오염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균열, 파손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없음 -

기타

부재

신축이음 ․없음 -

교면포장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난간 및 연석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배수 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균열, 교대/교각 균열, 백태균열, 누수오

염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가곡1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가곡1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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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양2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224-2 준 공 일 1995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T Girder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 40.0m(4경간), B : 6.7m 설계하중 DB-18 노선명 농도 209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RCT Girder ․외측거더 복부 누수오염 지속적인 주의관찰

바닥판 하면 ․국부적인 균열(켄틸레버 구간)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균열 및 누수흔적, 백태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측면부 누수오염 및 재료분리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판받침(추정)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단차발생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콘크리트 포장 포장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 길이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대/교각 균열 및 백태, 누수오염, 재료분리 등 개

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 요망된다.

2) 조양2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양2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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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구) 무창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942-5 준 공 일 1989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 100.0m(10경간), B : 5.5m 설계하중 DB-13.5 노선명 농도 302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바닥판 하면 ․국부적인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표면열화, 누수오염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코핑부 누수오염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판받침(추정) 확인불가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차수기능저하, 후타재 재료분리 교체 후 유지관리

교면포장 ․콘크리트 포장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지주대 녹발생, 연석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상태양호 지속적인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신축이음 차수기능 저하, 후타재 재료분리 등 개별

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구)무창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구)무창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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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목사동2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177-6 준 공 일 1999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PFGirder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191.9m(6경간), B : 10.0m 설계하중 DB-24 노선명 군도 4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PFGirder ․복부균열 보수 후 유지관리

바닥판 하면 ․균열, 백태균열 보수 후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수직균열, 누수오염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타

부재

신축이음 ․유간토사퇴적, 후타재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포장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마모 및 재료분리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균열, 백태균열, 교대 수직균열, 누수오

염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목사동2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목사동2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 63 -

40. 옥과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147-3 준 공 일 1984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PSCI　Girder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100.5m(5경간), B : 10.5m 설계하중 DB-18 노선명 구 국도13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PSCI Girder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바닥판 하면 ․도장박리 지속적인 주의관찰

하부

구조

교대 ․국부적인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각 ․국부적인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받침장치 녹발생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고무재 찢김, 후타재 열화, 단차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면포장 ․콘크리트 포장 포장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표면박리, 파손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신축이음 고무재 찢김, 후타재 열화, 단차 등 개별부

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

망된다.

2) 옥과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옥과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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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쳥계동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산 45-1 준 공 일 2002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RC Slab +
PSCI

안전등급 C

시설물 규모 L : 166.0m(7경간), B :12.0～21.0m 설계하중 DB-24 노선명 지방도 840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PSCI Girder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각 ․기둥부 미세 망상균열, 체수확인 보수 후 유지관리

교량받침 ․상부플레이트 녹발생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본체 고무재이격 및 손상, 차수기능 저하 교체 후 유지관리

교면포장 ․포장열화, 배수불량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난간 상태양호, 연석 균열, 표면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그레이팅 파손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교각 체수확인, 기둥부 미세 망상균열, 신축이음 고

무재 이격 및 손상, 후타재 균열, 재료분리, 차수기능저하, 교면포장 배수불량, 소성변형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청계동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나, 현재 교

면포장 배수불량, 신축이음 차수기능의 저하로 인한 교량 하부에 체수 및 체수흔적 등이 확인된 상태이며, 정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량의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청계동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교면포장 소성변형, 배수불량, 신축이음 차수기능 저하로 인한 교량하부

체수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관찰 및 보수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 65 -

42. 쳥계동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945-67 준 공 일 1983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PSCI Girder 안전등급 B

시설물 규모 L : 88.0m(4경간), B : 22.0m 설계하중 DB-24 노선명 구 국도27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PSCI Girder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바닥판 하면 ․백태균열 보수 후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흉벽 백태균열, 보수재 박리 보수 후 유지관리

교각 ․균열 지속적인 주의관찰

교량받침 ․고무재 윤활제 부족 지속적인 주의관찰

기타

부재

신축이음 ․유간토사퇴적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면포장 ․포장 마모 지속적인 주의관찰

난간 및 연석 ․콘크리트 난간 국부적인 파손, 연석 열화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배수구 막힘 지속적인 주의관찰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의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주요결함 및 손상부 즉 바닥판하면 백태균열, 교대/교각 균열, 백태균열 등

개별부재에서 조사된 일부 결함 또는 열화손상 개소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

리가 요망된다.

2) (구)주산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구)주산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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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율천교 결과표

가. 일반사항

용 역 명 2018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시설물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945-67 준 공 일 2015년

종 류 도로교량 형 식 합성라멘교 안전등급 A

시설물 규모 L : 58.0m(3경간), B : 7.5～11.0m 설계하중 DB-24 노선명 리도 201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해당사항 없음

점검주요

결과

상부

구조

Girder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부

구조

교대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각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량받침 ․없음 -

기타

부재

신축이음 ․없음 -

교면포장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난간 및 연석 ․난간 파손, 연석 상태양호 지속적인 주의관찰

배수시설 ․상태양호 지속적인 유지관리

주요 보수 -

다.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대상교량은 2015년 준공되어, 현재 교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의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지속적

인 유지관리가 요망된다.

2) 율천교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긴급한 사용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율천교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결과 주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책임기술자 : 전 영 근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