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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토질 및 기초분야토질 및 기초분야토질 및 기초분야토질 및 기초분야

지반조사 수행 현황지반조사 수행 현황지반조사 수행 현황지반조사 수행 현황4.14.14.14.1

각 구간별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적용각 구간별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적용각 구간별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적용각 구간별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적용4.24.24.24.2

구조물구간 배수갑문 및 교량 기초지반 특성 분석구조물구간 배수갑문 및 교량 기초지반 특성 분석구조물구간 배수갑문 및 교량 기초지반 특성 분석구조물구간 배수갑문 및 교량 기초지반 특성 분석4.2.1 ( , )4.2.1 ( , )4.2.1 ( , )4.2.1 ( , )강도 변형 동적 특성강도 변형 동적 특성강도 변형 동적 특성강도 변형 동적 특성,,,,⋅⋅⋅⋅ 확인 시추조사확인 시추조사확인 시추조사확인 시추조사 지질이상대 확인지질이상대 확인지질이상대 확인지질이상대 확인
∙E 1,633~13,201 MPa： ∙동전단계수(Gd) 81~1,536Mpa： 배수갑문과 교량사이 이상대 확인 기초 영향 없음,∙

제방 및 취부배수로 교통우회도로 구간 연약지반제방 및 취부배수로 교통우회도로 구간 연약지반제방 및 취부배수로 교통우회도로 구간 연약지반제방 및 취부배수로 교통우회도로 구간 연약지반4.2.2 , ( )4.2.2 , ( )4.2.2 , ( )4.2.2 , ( )연약 점성토 층 분포연약 점성토 층 분포연약 점성토 층 분포연약 점성토 층 분포( )( )( )( ) 단위중량단위중량단위중량단위중량((((γγγγt,),),),) 비배수전단강도비배수전단강도비배수전단강도비배수전단강도 압축지수압축지수압축지수압축지수
∙ 정도 두께 분포2.0~15.2m 16.85~17.99 kN/m∙ 3 ∙C (N 6) 16~28 kPa≤ ： 보정 Cc' 0.26~0.89∙ ：

가체절구간 및 환경 영향 분석 수리특성 염해분석 지하수유동가체절구간 및 환경 영향 분석 수리특성 염해분석 지하수유동가체절구간 및 환경 영향 분석 수리특성 염해분석 지하수유동가체절구간 및 환경 영향 분석 수리특성 염해분석 지하수유동4.2.3 ( , , )4.2.3 ( , , )4.2.3 ( , , )4.2.3 ( , , )강도 특성강도 특성강도 특성강도 특성 수리특성 양수유향유속수리특성 양수유향유속수리특성 양수유향유속수리특성 양수유향유속( , , )( , , )( , , )( , , ) 염해분석 염분농도염해분석 염분농도염해분석 염분농도염해분석 염분농도( )( )( )( ) 지하수유동 오염원확산분석지하수유동 오염원확산분석지하수유동 오염원확산분석지하수유동 오염원확산분석⋅⋅⋅⋅
c 20.6~30.8 kPa∙ ： ∙k 1.13×10： -4~7.126×10-5 ∙호측： 해측2~16, ：25~34‰ ∙시공전 후영향은미미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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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기초계획구조물 기초계획구조물 기초계획구조물 기초계획4.34.34.34.3 기초형식 및 시공법 선정기초형식 및 시공법 선정기초형식 및 시공법 선정기초형식 및 시공법 선정 세굴방지 및 차수 대책세굴방지 및 차수 대책세굴방지 및 차수 대책세굴방지 및 차수 대책현장타설말뚝현장타설말뚝현장타설말뚝현장타설말뚝(All Casing(All Casing(All Casing(All Casing＋＋＋＋ 공법공법공법공법RCD )RCD )RCD )RCD ) 말뚝말뚝말뚝말뚝PHC (SDA+T4)PHC (SDA+T4)PHC (SDA+T4)PHC (SDA+T4)
하중 크며 지층변화 심한 언주구간∙ ➜연암지지 올케이싱으로공벽유지( ) 수직 및 수평하중 작은물받이공 및∙ 정수지 구간은 말뚝 적용PHC 쉬트파일 풍화암이상 계획∙ ➜세굴안정성 및 차수 확실

지반 및 수리특성 고려한 가체절 계획지반 및 수리특성 고려한 가체절 계획지반 및 수리특성 고려한 가체절 계획지반 및 수리특성 고려한 가체절 계획4.44.44.44.4 가체절 형식 선정가체절 형식 선정가체절 형식 선정가체절 형식 선정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적용공법적용공법적용공법적용공법 설계내용설계내용설계내용설계내용가체절가체절가체절가체절공 법공 법공 법공 법 토제 강널말뚝+∙ 안정성 우수 보수보강유리,∙피복석으로 세굴방지∙가체절가체절가체절가체절계획고계획고계획고계획고 EL(+)5.90m∙ 설계고조위 EL.(+)3.252m∙ 도파고 여유고+ 2.28m+기초지반기초지반기초지반기초지반보 강보 강보 강보 강 보강GCP∙ (�±�2,000) 활동 및 침하로 안전성 확보∙차수대책차수대책차수대책차수대책 강널말뚝∙ 풍화암 근입1m∙ ➜침하방지
연약지반 고려한 취부배수로 계획연약지반 고려한 취부배수로 계획연약지반 고려한 취부배수로 계획연약지반 고려한 취부배수로 계획4.54.54.54.5 취배수로 보강 계획취배수로 보강 계획취배수로 보강 계획취배수로 보강 계획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적용공법적용공법적용공법적용공법 설계내용설계내용설계내용설계내용활동방지활동방지활동방지활동방지 GCP(∙ �±�700) 연역지반 굴착으로 제방형성∙ ➜치환으로 활동 침하 방지압밀촉진압밀촉진압밀촉진압밀촉진공 법공 법공 법공 법 프리로딩∙ 공법PBD＋ ∙전구간프리로딩 일부구간, PBD공법 병행 공기 준수➜잔류 침하량 10cm비탈면비탈면비탈면비탈면보호대책보호대책보호대책보호대책 사석돌붙임∙ 압사석공법＋ 배수갑문 운영시 유속 고려∙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 용이∙∙압사석➜기초지반 안전성우수
도로구간 연약지반 처리계획도로구간 연약지반 처리계획도로구간 연약지반 처리계획도로구간 연약지반 처리계획4.64.64.64.6

교통우회도로교통우회도로교통우회도로교통우회도로4.6.14.6.14.6.14.6.1 본선 도로본선 도로본선 도로본선 도로4.6.24.6.24.6.24.6.2연약지반 개량연약지반 개량연약지반 개량연약지반 개량 굴착인접구간굴착인접구간굴착인접구간굴착인접구간 연약지반 개량연약지반 개량연약지반 개량연약지반 개량 교대 안정성 검토교대 안정성 검토교대 안정성 검토교대 안정성 검토
단계쌓기 PBD∙ ＋∙굴착치환➜노상 확보1.5m ∙굴착부 인접부 보강SCP➜강도증대로안정성확보 ∙활동방지 SCP, PET MAT：압밀촉진 공법PBD∙ ： 보강SCP 1.3m×1.3m∙ ➜δh 0.45mm<20mm(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