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론

사전조사

교통분야

토질분야

도로분야

교량분야

환경분야

조경분야

수리ㆍ전기

신 기 술

공사관리

제6장 토질 및 기초분야

순창~운암(4공구) 도로 확장공사

요약보고서
21

제6장 토질 및 기초분야

6.1 토질조사 계획

6.1.1 조사 기본방향

운암대교구간 파쇄대 분석 및 교량 주요구간 지지층 선정을 위한 상세 조사 및 분석
교량구간의 합리적인 기초설계 및 깎기구간 안정성 검토시 필요한 설계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특성분석
경험값에 의존한 원안설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현장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기법으로 설계정수도출

6.1.2 조사현황

6.2 토질조사 성과분석 및 검토결과

6.2.1 운암대교 구간 파쇄대 분석           6.2.2 운암대교 종점부 교대(A2) 상세분석

물리탐사에 의한 분석 시추조사에 의한 분석

 

시추조사+토모그래피 지층현황

설계적용 기초 안정성 검토시 파쇄대 분포영향 고려  설계적용 기초형식, 지지층심도, 안정성 검토시 활용  

6.2.3 교량구간 성과분석 및 설계적용     6.2.4 깎기구간 성과분석 및 설계적용

공내재하시험 S-PS 검층

 

시추공 전단시험 BIPS

설계적용 기초지지력 산정 및 내진설계시 입력자료 제공  설계적용 토사 및 암반비탈면 안정 검토시 활용

☞ 설계보고서 p.147 참조

☞ 설계보고서 p.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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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교량기초 설계

6.3.1 교량기초의 형식

검토 주안점 지반여건 및 지반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환경을 고려한 기초형식 선정 및 설계

운  암  대  교

마암육교 새터 I.C교 새 터 교

구 분 운암대교 마암육교 새터 I.C교 새터교

적 용
구 간 교대 A1

교  각
교대 A2  교대 A1, A2 교대 A1, A2  교대 A1, A2

 P1~P6 주경간부 P7 P9
기 초
형 식 말뚝기초 직접기초 직접기초 직접기초 직접기초 말뚝기초 직접기초

기 초
규 모

508,12t
(14.0 16.5m)

14.0m×12.0m
원형

(직경18.0m)
23.2m×6.0m 9.4m×9.0m

508,12t
(7.0 9.5m)

쌓기부

선 정
사 유

지지층의 
심도가 깊음

지지층이 
6m이내 분포

연 경암이 
3.8 21.5m
하부에 분포

지지층이 
6m이내 분포

지지층이 
굴착면 하부 
6m이내 분포

지지층의 
심도가 깊음

쌓기부에 기초가 
설치되나 

하중규모가 적음

6.3.2 교량기초의 시공성 검토

운암대교 주경간부 가설공법 운암대교 주경간부 굴착방법 운암대교 주경간부 발파공법

강재쉘가물막이 Platform 수상 굴착방식 COPA-Cut 발파공법

반복사용으로 공사비절감
오탁 등 환경피해 최소
지지층 확인이 가능

수상에서 천공
작업효율 및 안전관리상 Platform
수상 굴착방식이 유리

선균열 발파로 파쇄효과가 우수
Platform에서 용이한 발파공법
선균열 작업으로 발파효율이 우수

운암대교 교대부(A2) 발파   직접기초 가설공법         말뚝기초 시공성 검토

운암대교 교대부 발파순서 자연 비탈면 항타시공성 검토(소음,진동)

   : 발파작업 영역
   : 기계굴착 영역

굴착심도가 낮고 주변 구조물의
  영향이 없으므로 자연비탈면 적용

인접민가에 소음영향으로 항타불가
매입말뚝공법(PRD) 적용

☞ 설계보고서 p.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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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초의 안정성 검토

연직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
구     분 P1 P2 P7 P8 P9 A2

지지층의 종류 연암 연암 경암 연암 경암 경암

연직지지력
(tf/m2)

허  용
지지력

평상시 64.5 105 215 105 215 215.0

지진시 - - 322 157.5 322 -

최  대
지반반력

평상시 56.65 55.41 156.75 100.36 150.78 31.1

지진시 - - 155.15 153.21 165.99 -

침하량
(mm)

허용침하량 25 25 25 25 25 25

발생침하량 4.13 4.04 4.11 12.96 3.96 0.895

안정성 안 정 안 정 안 정 안 정 안 정 안 정

파쇄대를 고려한 검토        주경간부 P7 3차원해석     교대 A2 안정성 검토

P8 안정성 검토 P7 안정성 검토 교대 A2 불연속체 안정성 검토

수평변위7.33 mm,연직변위

2.52 mm허용변위이내로 안정

수평변위4.20 mm,연직변위

1.26 mm허용변위이내로 안정

수평변위0.62 mm,연직변위

4.08 mm허용변위이내이므로 안정

검토결과 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량에 대한 안정성 검토결과 수평변위 0.62mm 7.72mm, 연직변위 허용기준
치 이내의 값을 나타내므로 안정함

6.4 비탈면 안정성 검토

침투해석                    비탈면 안정해석             비탈면에 파괴확률 검토

강우를 고려한 지하수위 평사투영/한계평형해석 SLOPE/W에 의한 확률밀도곡선

 

최대강우량 235 mm/Day로 검토
  결과 3일후 전체 포화상태가 됨

전구간 평면,쐐기파괴에 대해 안정 
토사층 Soil Nailing보강(연장 40m) 

깎기 4구간 우기시를 제외하고는 
파괴확률 15% 이내로 안정적임

검토결과 대안구간 주변비탈면 42개소(10  km이내)를 조사한 결과, 모암이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암반 비탈
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부적 낙석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함

6.5 내진 및 기타구조물 검토

내진검토                  보강토옹벽의 안정성검토   비탈면 유지관리

인공지진파 가속도 이력곡선 TARLEN97에 의한 안정성 검토 낙석방지울타리

  

내진을 고려한 안정해석 수행
교량, 비탈면, 보강토 옹벽 안전율 1.42 > 1.3으로 안정 낙석 우려구간은 개폐식 낙석방지

 울타리 적용

검토결과 교량, 비탈면, 보강토옹벽에 대한 내진해석 및 안정성검토 결과 안정함
낙석 우려구간 개폐식 낙석방지 울타리 적용

☞ 설계보고서 p.163 참조

☞ 설계보고서 p.167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