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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토질 및 기초의 설계개요

1.1 주변현황을 고려한 설계반영사항

1.2 설계 중점 검토사항

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주탑기초 형식 선정

기 본 계 획 기 본 설 계

∙우물통(현장타설식)기초 + C.T 가물막이 ∙희생강관+RCD+PC House  품질향상, 해상오염 방지

주변경관을 고려한 비탈면 계획 민가 영향을 고려한 발파설계

∙관광도로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 보호공법 적용 ∙민가 이격거리를 고려한 영역별 발파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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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질 및 기초의 계획성

2.1 조사계획, 항목, 내용 및 수량의 적정성

2.1.1 조사계획의 적정성 2.1.2 조사항목, 내용 및 수량의 적정성

계획단계 예비조사 상세/보완조사 설계활용

기존자료분석

조사기준수립

조사계획수립

광역지질조사

예비시추/탐사

상세조사계획

상세지층분석

구간별 시험

추가확인조사

조사성과활용

설계정수산정

중점고려사항

구  분 중점착안사항 조상항목 선정

교  량

구  간

∙지층분포특성 및 이상대 

파악

∙선구조분석, 반사법 탄성파 탐사, 
굴절법 탄성파 탐사 및 전기비저항 탐사

∙주탑부 기초지반 특성분석 ∙정밀시추조사, S-PS검층, 밀도검층

토  공

구  간

∙비탈면검토 위한 지층특성 

파악

∙시추공영상촬영, 공내전단시험, 지표 

투수시험

∙발파영향 검토 및 공법선정∙시추공시험발파

조사수행기준 및 과업적용

입찰안내서/국도설계 업무 매뉴얼 조 사 계 획

시추

조사

∙구조물 별 1개소 이상(NX Size)
∙풍화암 7m, 연암 3m, 경암 1m 확인

∙주탑의 응력영향 범위까지 조사

∙구조물 별 1개소 이상의 시추조사

∙직접기초 계획고하 0.5B 확인 

∙말뚝기초 계획고하 3D 확인

물리 

탐사

∙기반암 심도가 급변하는 경우 

탄성파 탐사

∙육상 굴절법탄성파탐사

∙해상 반사법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2.1.3 주요 조사항목 및 설계적용 계획

안전한 교량기초 설계를 위한 차별화된 지반특성파악 기초설계를 위한 지지층 공학적 특성파악 강우특성을 고려한 비탈면조사 계획 불연속면 특성분석 환경영향 분석

크리깅 분석을 통한 암반분류 각종 실내시험 S-PS 검층 통영지역 강우강도 특성 강우침투해석 수행 BIPS /BHTV 시추공시험발파

∙지지력 검토시 반영 ∙내진성능 평가시 활용 ∙포화심도 검토시 활용 ∙지표침투 고려 침투해석 수행 ∙불연속체 분석자료로 활용 ∙발파영향 검토

∙말뚝기초 하중전이특성 파악∙내진안정성 확보 ∙강우강도 반영 안정성 검토  장기안정을 고려한 대책수립 ∙절리특성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 ∙환경을 고려한 발파공법 선정

조 사 항 목 수 량

광역

조사

선구조분석/고지형도 분석 1식

상세지표지질조사 1식

현장

조사

육상 시추조사 9공

해상 시추조사 5공

시험굴 조사 3공

물리

탐사

굴절법탄성파/전기비저항탐사 0.53/0.55㎞

해상 반사법탄성파탐사 1.65㎞

표면파탐사(MASW) 1단면

다중빔음향측심 1식

현장

시험

투수/수압/지표투수시험 4/4/1회

공내재하시험/공내전단시험 12/3회

SPT에너지효율 1회

공내영상촬영/초음파주사검층 2/2공

S-PS/밀도검층 2/2공

시추공시험발파 1회

실내

시험

기본물성(토사/암석) 1식

일축/삼축압축시험 10/2회

절리면전단/Creep/이방성 2/1/2회

다짐/CBR시험 4/2회

암석공진주시험/진동삼축 2/1회

XRD/모드분석 3/3회

암유용성시험/토양화학분석 1/1회

☞ 토질조사보고서 2,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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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질조사보고서 2,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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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질조사 시험결과 분석 및 설계 적용성

2.2.1 교량구간 성과분석

상세 지층분포 특성

A1 PY1 PY2 A2

기반암 공학적 특성분석

강도특성 변형특성 이방특성 Creep 시험

∙경암(교량구간) 74.5MPa ∙기반암 E=2,120~5,510MPa ∙1.04~1.06으로 등방성 ∙크리프 영향 없음

불연속면 특성분석 동적 특성분석

불연속면 특성 절리면강도 특성 내진해석 위한 Vs 측정 감쇠비

∙주절리 방향 37/106 ∙점착력은30.0~54.0KPa ∙경암 전단파 2,110m/s ∙감쇠비는 1.113~2.590%

검토결과 ∙기초위치 및 지지층 위치 산정시 단층파쇄대 및 지지층 심도 고려

∙상세지층분석 및 현장시험, 실내시험을 통해 지지층의 공학적 특성 파악  설계 반영

☞ 토질조사보고서 12~14, 16~17, 19~28,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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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토공구간 성과분석

깎기구간 상세 지층 분석 불연속면 특성분석

깎기 1구간 깎기 2구간 시추공영상촬영 절리분포특성

∙굴착공법 선정 및 토공량 산정, 안정 검토시 활용 ∙주절리 방향 20/161 ∙피셔상수(k) : 46.8

지층상태 및 특성분석 토공재료의 유용성 평가

지표투수특성 풍화대 강도특성 쌓기재 본선암 유용성

∙강우시 지표 침투율 및 지층물성의 대표값 선정 ∙노체만족, 노상재 선별사용, 깎기구간 본선암 유용가능 

검토결과 ∙깎기구간 상세 지층분석, 지표 투수성, 풍화대 강도특성 등을 반영하여 굴착, 토공량 산정, 안정성 

검토시 활용

∙토공재료 유용성 평가결과 노체재료 기준만족, 노상재료 선별적 사용 필요

2.2.3 설계지반정수 산정

토사 및 풍화대, 기반암 설계지반정수

구    분

연속체 설계지반정수
투수계수

(㎝/sec)

동적특성

단위중량

(kN/㎥)
점착력

(kPa)
마찰각

(ﾟ)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Vs

(m/sec)
Gd

(MPa)
Ed

(MPa)
Kd

(MPa)

해  성

퇴적토

모래 16.0 0.0 28.0 6.0 0.35 3.40×10-4 190 59 171 569

자갈 18.0 0.0 30.0 22.0 0.35 4.80×10-3 230 97 280 770

붕적토 자갈 19.0 10.0 32.0 24.0 0.35 5.40×10-3 240 112 321 884

풍화토
N＜30 18.5 16.0 32.0 34.0 0.33

4.50×10-4 380 280 795 1,640
N≥30 19.0 23.0 33.0 54.0 0.32

풍화암 20.0 30.0 34.0 180.0 0.30 8.00×10-5 630 810 2,250 3,390

연  암 24.0 400.0 35.0 1,800 0.29 3.40×10-5 1,370 4,600 12,300 12,400

경  암 25.0 2,600.0 40.0 8,300 0.25 8.10×10-6 2,110 11,400 30,000 27,700

불연속체 설계지반정수

구    분 JRC
JCS

(MPa)
Kn

(MPa/㎜)
Ks

(MPa/㎜)
구    분 JRC

JCS
(MPa)

Kn

(MPa/㎜)
Ks

(MPa/㎜)

HFD-1
J1 5 76.0 11.36 0.14

HFD-3
J1 5 33.2 4.96 0.40

J2 6 120.1 33.71 0.17 J2 4 52. 7.59 0.41

HFD-2
J1 6 34.8 5.46 0.21

HFD-4
J1 5 42.6 4.05 0.19

J2 7 81.5 13.76 0.18 J2 - - - -

☞ 토질조사보고서 17~21, 23~24, 27~28, 32~33쪽

☞ 토질조사보고서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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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량기초 형식의 적정성

교량 기초지반 현황

지  반 

조  건

∙해상구간 수심은 7.7~14.0m로 

연속적 해상작업 시공계획 필요 

∙주탑부 상부 토사층 깊게 분포 

(두께 10.5~12.4m)

∙기반암은 1.1~12.4m에서 출현

기반암 

특  성

∙암 종 : 응회암, 안산암

∙강 도 : 38~135MPa(평균 81MPa)

∙TCR=100%, RQD=75%이상

교량 기초 계획시 주요 고려사항

육상구간 기초형식 주탑부 하중조건 해상 시공조건 가두리 양식장 인접

∙기반암 조기출현에 따른 

직접기초 우선 계획

   굴착시 절리특성 고려

∙케이블 인장력에 의한 

대규모 하중  대구경 

현장타설말뚝 계획

∙수심 3.0m 확보에 따른 

연속적 기초시공 계획

   바지선+지그자켓 이용

∙해양오염 최소화 공법

   희생강관+현장타설말뚝, 

오탁방지막 설치

주탑 기초형식 선정(PY1, PY2)

구   분 현장타설말뚝+PC House 우물통 기초 우물통+현장타설말뚝

개 요 도

안 정 성 ∙대구경말뚝 적용으로 안정성 확실∙대규모 하중 작용시 안정성 탁월∙탄성기초로 지진영향에 유리

시 공 성
∙희생강관 이용, 해상시공성 우수

∙PC House 적용으로 가물막이 불필요

∙시공시 대규모 해상크레인 필요

∙우물통 거치시 편기 우려

∙복합 공종, 시공 관리가 어려움

∙시공기간이 길고, 공사비 증대

환 경 성 ∙해상바지 이용으로 환경피해 최소∙암발파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우물통 설치시 해상오염 발생

VE /LCC

검토결과 ∙해상조건, 지지층 출현심도를 고려 시공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적용성이 우수한 현장타설말뚝 적용

∙PC House적용으로 해상작업 제한조건 극복  안전성, 시공성 확보 및 해상 환경오염 방지

☞ 토질조사보고서 57~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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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기초형식 선정(A1, A2)

구   분 직접기초 말뚝기초(강관) 말뚝기초(PHC)

개 요 도

적 용 성

∙지지층 심도 얕은 경우 유리 

∙환경영향 없음

∙공종 단순, 지지층 확인 가능

∙Tie-down 고려시 암반 굴착 과다

∙시공법에 따라 저소음･저진동

∙연직 및 수평지지력 특성 우수

∙시공법에 따라 저소음, 저진동 

∙재료부식이 없어 내구성 높음

∙수평저항력 작음

검토결과 ∙지지층은 경암으로 지표하 1.1~8.0m에 분포하며 Tie-down 케이블 설치를 고려한 교대높이 선정

∙기반암 출현심도가 얕고 터파기시 장애물이 없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직접기초 적용

2.4 지반 처리계획의 적정성

비탈면 처리계획의 적정성

현장조건 분석

지 형

및

지반조건

∙시점부 기반암 노출, 종점부 풍화대 발달

∙급경사지 토공구간 분포

∙기반암은 안산암질 응회암, 안산암

∙수직절리 발달

∙암질상태 전반적으로 양호

  (RQD=80% 이상, qu=40~93MPa)

환경조건∙사량도 지역 친환경 관광지역 육성

문 제 점

검    토

∙하도지역 풍화대 발달에 따른 안정성 검토

∙수직절리 발달에 따른 낙석 우려

∙부지확보를 위한 토공처리

대책방안

수    립

∙장기적 안정성 확보  Nail 보강

∙낙석 우려구간  낙석방지책 설치

∙부지확보 토공부  보강토옹벽 설치

Nail 보강 친환경 보호공법 낙석방지책 보강토 옹벽

물양장 및 작업장 처리계획의 적정성

지 반 특 성

∙상부 퇴적토 2.8~3.7m두께 분포(SM, N=4~15)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 필요

∙물양장 기초지반 사석치환으로 안정성 확보

☞ 토질조사보고서 7~88,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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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토질 및 기초의 시공성

3.1 교량기초 시공의 적정성

해상구간 육상구간

∙Barge+지그자켓 ∙직접기초+자연터파기

구   분 해상구간(PY1, PY2) 육상구간(A1, A2)

시공조건
∙해상작업 수심 3.0m 확보(상시 해상작업 가능)
   연속적인 기초시공 계획수립

∙기반암 8m이내에 분포(직접기초 적용)
   터파기시 장애요인 없음

현장타설말뚝 굴착공법 선정

구   분 희생강관+RCD 공법 All Casing+RCD공법 Earth Drill 공법

개 요 도

적 용 성

∙토사 및 연･경암 굴착 가능

∙희생강관 적용으로 공벽유지

∙굴착 중 해상수질오염 방지

∙대형장비 적용으로 해상시공 곤란

∙All Casing으로 공벽유지

∙케이싱 인발시 철근망 부상 우려

∙슬라임 처리 불확실

∙굴착시 토사층 공벽붕괴 우려

∙안정액의 관리가 어려움

검토결과 ∙상부 토사층의 공벽붕괴 방지, 말뚝근입의 확실 및 해상오염 방지를 고려, 희생강관+RCD공법 적용

해상구간 현장타설말뚝 시공계획

바지선이동/지그자켓 설치 희생강관 근입 및 굴착 철근망 근입/콘크리트 타설 PC House 인양/거치

시공 중 관리대책

굴착전후 수직도 관리 뒤틀림방지/선단스페이서 선단부 슬라임 처리 철근망 부상 방지대책

∙굴착시 광파 및 수준측량

∙굴착후 최종 수직도 점검

∙운반, 시공 중 변형방지

∙선단변형 최소화

∙RCD공회전에 의한 흡입제거

∙Air 리프팅방식 병용

∙콘크리트 타설시 양압력 

에 의한 부상 방지

☞ 토질조사보고서 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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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반처리 시공의 적정성

3.2.1 비탈면 보강 필요성 검토

한계평형해석 강도감소법 쌓기구간 안전율 깎기구간 안전율

∙건기시, 우기시 안정검토 ∙안정성 검토의 신뢰도 향상 ∙전구간 허용안전율 만족 ∙깎기 2, 3구간 불안정

3.2.2 비탈면 보강공법의 적정성

구   분 Nailing 공법 Rock Bolt 공법 종자분사 파종공법

개 요 도

적 용 성
∙시공간편, 안정성 증대

∙시공사례 다수

∙파쇄암반 활동 방지

∙낙반 및 부석 방지

∙친환경적 녹화공법(자생식물)
∙주변과 생태적, 경관적 조화

적용구간 토사비탈면 암반비탈면 깎기 전구간

검토결과 ∙토사비탈면 : 무한사면 고려, 시공성,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Nailing 공법 적용

∙암반비탈면 : 검토상 안정성은 확보되나, 시공 중 불연속면의 불확실성 고려하여 필요시 Rock Bolt공법 적용

∙비탈면 보호공법 : 자생식물종자 사용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종자분사 파종공법 적용

3.2.3 비탈면 시공성 향상 방안

비탈면 절취시 유의사항 깎기･쌓기 경계부 비탈면 다짐방법 발파 비산피해 대책

∙지표수 유입방지 위해 

산마루측구 설치 후 깎기

∙층따기 설치로 원지반 

밀착 및 배수층 설치

∙바닥면:진동롤러 다짐

∙비탈면:백호+마이트팩 다짐

∙발파순서 조절로 비산 

피해 방지

3.2.4 민원을 고려한 암발파 시공성 검토

깎기구간 영역별 발파공법 선정 발파진동 영향 발파소음 영향

∙0.21㎝/s≤0.3㎝/s (OK) ∙67.9dB(A)≤75dB(A) (OK)

☞ 토질조사보고서 77~85쪽

☞ 토질조사보고서 89~92쪽

☞ 토질조사보고서 86~87쪽

☞ 토질조사보고서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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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질 및 기초의 유지관리

4.1 계측계획 수립 및 적정성

비탈면 점검계획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설

비탈면 점검시설 점 검 방 법 낙석방지 울타리 비탈면 배수시설

일상점검 수 시 원거리

정기

점검

A 1회/년
근거리

(전 반)

B 1회/년
근거리

(세 부)

정밀점검 필요시 이상기후∙점검을 위한 점검로 설치 ∙낙석시 교통사고 예방 ∙강우시 산사태 예방

비탈면 계측계획

비탈면 계측배치 계측기 설치단면 계측기 설치수량

계측기 수량 계측항목

변위핀 8EA 지표면 변위

지중경사계 2EA 지반수평변위

지하수위계 1EA 수위 변동

현장 계측관리 시스템

계측관리 및 효과

∙장기적인 현장계측 관리

∙계측자료 수집 및 결과분석

∙시공 중 계측이력 관리

∙이상징후 발생시 즉각 연락

4.2 교량기초 품질관리 계획

현장타설말뚝 건전도 시험 및 보강그라우팅

검측관 설치 건전도 시험 결함시 보강그라우팅 보강상태 확인 검측관 그라우팅

교량기초 품질관리 계획

양방향 재하시험 동재하 시험 코 어 링 직접기초 저면처리

∙주면 및 선단지지력 측정 ∙지지력 효과 확인 ∙콘크리트 타설 품질확인 ∙고르기 콘크리트 타설

☞ 토질조사보고서 88쪽

☞ 토질조사보고서 7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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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질 및 기초의 안전성

5.1 흙깎기 및 흙쌓기 비탈면의 안전성

흙깎기 비탈면 안전성 흙쌓기 비탈면 안전성

토사비탈면(보강) 암반비탈면 한계평형해석 세굴안전성

∙Fs=1.317≥1.2 (OK) ∙수평변위 2.52㎜발생 ∙Fs=1.745≥1.3 (OK) ∙Vc = 0.11㎝/s≤0.2㎝/s (OK)

기타구조물 안전성

깎기, 쌓기 경계부 보강토 옹벽 물양장 한계평형해석 물양장 침하 안정검토

∙부등침하 0.44㎝ ≤ 10㎝ (OK)∙Fs = 1.793≥1.5 (OK) ∙Fs = 1.432≥1.3 (OK) ∙δv = 0.84㎝≤10㎝ (OK)

5.2 교량기초 및 지반처리 안전성

5.2.1 직접기초 안전성 검토

지지력 검토 침하량 검토 불연속면 특성을 고려한 안정성

∙qmax = 0.5MPa≤1.6MPa ∙δv = 0.6~0.7㎜≤25㎜ (OK) ∙평면 및 전도파괴 안정 ∙δv = 5.5㎜≤25㎜(OK)

5.2.2 말뚝기초 안전성 검토

축하중 전이 특성분석 기초지지력 및 변위 검토

축하중 전이 하중단계별 축하중 전이 연직방향 지내력 검토 수평방향 지내력 검토

∙토사층에서 주면마찰력 거의 발휘되지 않음

   암반소켓 지지말뚝 설계방법 적용

∙연직하중 25~28MN≤허용지지력(41.2MN)  안정

∙수평변위 1.8~6.4㎜≤허용변위(25㎜)  안정

☞ 토질조사보고서 82~85, 92, 94쪽

☞ 토질조사보고서 70, 72쪽

☞ 토질조사보고서 6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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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주요구간 상세 안정성 검토

주탑기초(PY2) 안정성 군말뚝 수평변위 검토

∙δv = 10.2㎜≤25㎜(OK) ∙δh = 8.2㎜≤25㎜(OK) ∙지표면 수평변위 : 6.44㎜≤25㎜ (OK)

교대기초(A2) 안정성 부등침하 안정성 검토

∙Fs = 2.142≥1.5 (OK) ∙수평변위 = 7.28㎜ 발생 ∙부등침하 : 7.8㎜, 각변위 : 0.000069≤0.003 (OK)

검토결과 ∙교량기초 상세 안정성 검토결과 연직 및 수평지내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5.3 교량 및 비탈면 내진 안전성

내진설계기준 지진응답해석 및 액상화 검토

내진설계기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2008) 등

재 현  주  기 ∙붕괴방지수준 1,000년

지진구역계수 ∙0.11(1구역, 경상남도)

위 험 도 계 수 ∙1.40(붕괴방지수준, 내진 1등급)

설계지진가속도 ∙0.11×1.40=0.154g
 

지진응답해석 액상화 평가

∙amax = 0.209~0.253g 적용∙Fs = 1.7~4.0 ≥1.5 (안정)

교량기초 내진 안전성 검토

시간이력변위 최대 수평변위도 등가정적해석 3차원 동적해석

∙t=7.3초에서 최대변위 44.5㎜ 발생 ∙δh = 7.27㎜≤37.5㎜ (안정)∙δhmax = 0.43㎜≤37.5㎜ (안정)

흙깎기비탈면 내진 안전성 흙쌓기비탈면 내진 안전성

등가정적해석 동적해석 등가정적해석 동적해석

∙Fs = 1.116 ≥ 1.1 (안정) ∙δhmax = 7.39㎜ 발생 ∙Fs = 1.478 ≥ 1.1 (안정) ∙δhmax = 2.04㎜ 발생

☞ 토질조사보고서 71~73쪽

☞ 토질조사보고서 95~10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