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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반분야 요약

교량 기초안정성4.1

직접기초의 안정성

풍화암지지

기반암 지지

직접기초의 침하검토

검토결과
지지력 검토결과 허용지지력 이내로 안정성 확인,∙
허용침하량 이내로 안정성 확인25mm∙

말뚝기초의 지지력 검토

연직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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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기초의 침하량 검토

침하량 검토

검토결과
말뚝의 연직지지력에 대해 허용지지력 이내로 안정∙
연직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침하량은 허용 침하량 이내로 안정25mm∙

말뚝기초의 수평지지력 및 변위검토

수평지지력 검토

수평변위 검토

검토결과
말뚝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대해 허용수평지지력 이내로 안정∙
말뚝에 작용하는 수평변위는 허용수평변위 이내로 안정15mm∙

교대의 측방이동 검토

교 량 명
월산 교1 풍천교

비 고
A1 A2 A2

측방유동지수 에의한 방법(F) 5.3 4 (OK)≥ 5.3 4 (OK)≥ 3.9 < 4 (NG)

측방유동판정지수 에의한 방법(I) 1.02 1.2 (OK)≤ 0.86 1.2 (OK)≤ 2.22 1.2 (OK)≤

원호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검토 Fs=1.229 Fa=1.5 (NG)＜ Fs=1.829 Fa=1.5 (OK)＞ Fs=1.377 Fa= 1.5 (NG)＜

검토결과 토공접속부와의 부등침하 방지 및 연약지반 처리기간과 교대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부분치환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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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안정성4.2

설계기준

구 분 적 용 설 계 기 준 비 고

설 계 방 법
가시설 구조물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적용∙
강재의 허용응력도는 신규강재의 단기하중에 대한 할증계수 적용(1.5)∙
장기 및 반복 사용시 감소계수 0.9：∙

도로설계요령
한국도로공사( )설계적용 토압 굴착단계에서는 토압 최종 단계 굴착 및 지보완료 후 토압 적용Rankine , Peck∙

설계적용 수위 차수벽체 적용구간 지하수위 지표면 비차수벽체 적용구간 조사된 지하수위: , :∙
허 용 안 전 율 근입깊이 굴착저부안정 히빙 어스앵커 단기: Fs=1.2, ( ) : Fs=1.2, ( ) : Fs=1.5∙
가시설계획

교통처리를 위한 단계별 가시설 계획 기초시공을 위한 가시설 계획

단계 시공1 단계 시공2 교량기초 가시설

∙수직벽 토류판: H-PILE+
∙지보공 어스앵커: +Raker

∙수직벽 토류판: H-PILE+
∙지보공 : Tie-Cable+Dead Block

∙수직벽 토류판 강널말뚝: H-PILE+ ,
∙지보공 어스앵커 버팀대: ,

보호수 구간STA,. 0+080~0+300,

확장구간 배수구조물 청계교,
백전교 옥계 교 풍천교 강널말뚝, 1 , ( )

가시설 안정성 검토(1+840)

배수구조물 구간 단계(1 )

탄소성 해석 응력검토결과 도로침하영향검토

S∙ max : 62.6 kN Mmax : 49.8 kNm․ 허용치 이내로 안정함∙ 인접도로 침하 로 미소8.3mm∙
단계 공법2 (Tie-Cable+Dead Block )

탄소성 해석 응력검토결과 검토Dead Block

S∙ max : 54.9 kN Mmax : 34.4 kN m․ 허용치 이내로 안정함∙ 크기Block =1.5mX1.5mX0.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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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구간(0+080~0+300)

자립식한계높이결정 탄소성 해석 부재응력검토결과

자립높이∙ : 근입심도4m/ :5.0m S∙ max : 60.5 kN Mmax : 43.4 kN m․ 허용치 이내로 안정함∙
교량구간 가시설 백전교( )

탄소성 해석 부재응력검토결과 앵커길이산정

구분 자유장 정착장 앵커길이

단1 8.0m 5.0m 13.0m

단2 7.0m 5.0m 12.0m

단3 5.0m 5.0m 10.0m

단4 4.5m 5.0m 9.5m

S∙ max : 73.0 kN Mmax : 41.2 kN m․ 허용치 이내로 안정함∙ ∙안전율 이상 확보되도록 정착길이산정1.5

검토결과 안정성 검토결과 가시설 부재의 발생응력은 허용치 이내로 안정성 확보됨∙
6

교량기초 내진설계4.3

월산 교 말뚝기초 해석결과1 (A1)

모델링 연직변위 수평변위 시간이력곡선

Pentagon 3D Pentagon 3D

∙δv=12.5mm < δva=25mm OK∴ ∙ δh=11.3mm ＜ δha=15mm OK∴

백전교 직접기초 해석결과(P1, P2)

모델링 연직변위 수평변위 시간이력곡선

Pentagon 2D Pentagon 2D

∙ δv=5.8mm ＜ δva=25mm OK∴ ∙ δh=7.8mm ＜ δha=15mm OK∴

검토결과 교량기초의 내진해석결과 허용치 이내로 지진조건에서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됨∙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