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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질 및 기초 설계개요

제1 장 토질 및 기초 설계개요

1.1 ｢잘된 설계｣,｢효율적인 설계｣로 본 설계 추진방향

기본개념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 품질, 성능 및 안전기준을 만족하면서 시공비가 낮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환경 친화적이면서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해 

기술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한 설계

구    분 평 가 항 목 설계 추진방향

계 획 성
∙사전조사에 대한 계획, 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여부

∙구조물기초, 비탈면 등 설계적정성 여부

충분한 지반조사로 

수심 및 지형조건에 적합한 교량기초 계획

시 공 성 ∙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공법선정의 적정성 여부
Floating Dock, 기계화된 수중발파 등

최신기술을 도입한 기초시공

유 지 관 리
∙경제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시설물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

유지관리가 최소화되는 

콘크리트 우물통기초

안 정 성
∙부등침하 및 압밀 등 장기변형 검증을 위한 

3D지반해석의 안정성 여부

다양한 해석 및 3D지반해석으로

교량기초 안정성 확보

1.2 선정 교량기초의 현황 및 특징

대수심 노출암에 안전한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 지형분석을 통한 최적 기초위치

MIDAS-GTS

∙상시, 지진시 상세검토를 통한 기초 안정성 확인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양호

환경을 고려한 수중발파 계획 신개념 기초 시공법 적용 단층파쇄대 영향 완전 배제

MIDAS-GTS

∙양식장 피해 없는 시공계획 수립 ∙Floating Dock 이용 해상공사 최소화 ∙q=0.11MPa ＜ 6.0MPa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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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토질 및 기초의 계획성

2.1 지반조사 항목 및 수량

2.1.1 조사계획 ▶토질조사보고서 1~10쪽 참조

조사수행흐름 중점검토사항

조사계획 수립 단계별 조사 수행 설계적용

∙입찰안내서 분석

∙기본계획 분석

∙조사수행기준 수립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예비조사 상세조사

추가보완조사

∙다양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실시

∙지반특성 및 통계분석

설계지반정수 산정

∙지질위험구간 특성 분석

구조물계획에 반영

구  분 중점검토사항

교 량

구 간

∙단층파쇄대 분포특성 파악

∙풍화암 및 기반암 특성 분석

토 공

구 간

∙비탈면검토를 위한 지층특성 분석

∙공학적특성 분석 및 유용성 검토

조사수행 기준 및 적용

구    분 입찰안내서 설계적용 시추조사 심도

교 량 구 간
∙교대 및 교각마다 1개소 ∙교대 및 주탑마다 1개소 이상

∙풍화암/연암/경암 하부 7/3/1m 확인 ∙주탑부 25m이상, 교대 10m 기반암 확인

토 공 구 간
∙구간별 1~2개소, 계획고하 2.0m ∙구간별 1~2개소, 계획고하 2.0m 이상

∙연약지반시 100m 간격, 지지층 확인 ∙100m 간격, 지지층(풍화암) 이상 확인

2.1.2 조사항목 및 수량 ▶토질조사보고서 8~9쪽 참조

구    분 단위 수량 구    분 단위 수량

시 추 조 사
교 량 ( 해 상 / 육 상 ) 공 7/21

현 장 시 험

공 내 재 하 시 험 회 19

토 공 / 물 양 장 공 9/2 시 추 공 전 단 시 험 회 9

물 리 탐 사

및  검 층

해상반사법탄성파탐사 km 13.0 시 추 공 시 험 발 파 회 1

전 기 비 저 항 탐 사 km 1.7 토 질  및  수 질 분 석 회 2

굴 절 법 탄 성 파 탐 사 km 1.8

토 질 시 험

∙기본물성시험 30회, 직접전단시험 6회,

다짐시험 6회, CBR 시험 6회,

토사 공진주시험 2회, 진동삼축시험 2회

G P R 탐 사 단면 2

시 추 공 영 상 촬 영 공 4

S - P S / 밀 도 검 층 공 2/2

암 석 시 험

∙기본물성시험 46회, 삼축/인장시험 5회, 

절리면전단시험 4회, 점하중강도시험 173회, 

이방성시험 2회, Swelling/Slaking 시험 2회, 

JRC 레이저 분석 2회, Creep 시험 2회, 암석 

공진주시험 2회, 암 유용성시험 4회

현 장 시 험

시험굴조사/핸드오거보링 공 6/2

현장투수/암반수압시험 회 10/10

지 표 투 수 시 험 회 2

SPT 에너지 효율측정 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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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반조사 결과 분석 및 설계 적용

2.2.1 교량구간 성과분석 ▶토질조사보고서 41~45쪽 참조

지층분포특성

시점부 교대부 주탑부 종점부 교대부

∙토사층 1.7~3.0m 두께로 분포

∙기반암 GL.(-)1.7m에서 출현

∙토사층(모래질자갈) 0.3~1.2m 두께로 분포

∙기반암 0.3~0.4m(PY1), 0.4~1.2m(PY2)에서 출현

∙토사층 0.8~1.5m두께로 분포

∙단층파쇄대 F2 확인

단층파쇄대특성

단층파쇄대 분포현황 단층파쇄대 분석 교대위치 선정

∙사업노선과 총 3개의 단층파쇄대(F1, F2, F3) 교차 ∙파쇄대 폭 1.0~2.5m ∙상세분석 8m 이격

강도 및 변형특성

일축압축강도 삼축압축강도 공내재하시험 Creep 시험

∙연  암：qu=90MPa

기초안정성 검토시 반영

∙점착력：c=17.4MPa

∙내부마찰각：=49.9ﾟ
∙경  암：E=10,000MPa

지층별 변형계수 산정

∙Creep rate：1.56×10-5/hr

장기안정성 검토

수리특성 동적특성 환경영향분석

투수 및 수압시험 밀도검층/S-PS 검층 공진주시험 토질 및 수질분석

∙풍화토：3.5×10-4cm/sec

∙연  암：1.1×10-5cm/sec

∙연암 Vs：1,200~1,700m/s

내진설계 기초자료활용

∙전단변형율：0.001%

∙감쇠비(D)：1.9%

∙염분농도：0.018%

염해방지대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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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토공구간 성과분석 ▶토질조사보고서 46~48쪽 참조

지층분포특성

깎기 1구간 깎기 2구간 깎기 3구간 쌓기 1구간

∙토사층이 두껍게 분포

토공량 유용계획 수립

∙토사 및 발파암으로 구성

굴착공법 선정시 활용

∙단층파쇄대가 고각으로 교차

안정성검토시 활용

∙실트질모래(SM)로 구성

쌓기부 토공계획 수립

공학적특성 유용성 평가

강도특성 불연속면특성 내구성특성 쌓기재특성

WELLCAD

∙풍화토 c=24kPa, =30ﾟ
안정성검토시 활용

∙주절리방향：11/228

북동방향 저각절리 발달

∙Slaking지수：62.7~99.3%

보호공법검토시 반영

∙CBR：15.8~25.1%

노체재료로 적합

2.2.3 설계지반정수 산정 ▶토질조사보고서 49~60쪽 참조

연속체 해석을 위한 설계지반정수

산정흐름 연속체 설계지반정수

구 분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ﾟ)
변형계수

(MPa)

포아

송비

투수계수

(cm/sec)

매 립 층 18 5 28 30 0.34 5.04×10-4

붕  적  층 18 5 30 20 0.34 2.65×10-4

풍 화 토 19 24 29 45 0.33 5.14×10-4

풍 화 암 20 30 32 150 0.30 7.24×10-5

연암
화강암 23 500 35 1,900 0.26

1.07×10-5

응회암 23 550 36 2,000 0.25

경암
화강암 24 1,700 41 10,000 0.23

1.72×10-6

응회암 26 1,850 43 11,000 0.22

불연속체 해석을 위한 설계지반정수 내진해석을 위한 설계지반정수

구    분
Dip/

Dip Direction
JRC

JCS

(MPa)

점착력

(kPa)

마찰각

(ﾟ) 구    분
Vs

(m/sec)
동포아송비

HFD-1
J1 82/186 6.08 57.1

70 33
매 립 층 230 0.46

J2 65/056 5.58 65.2 붕  적  층 290 0.47

HFD-2
J1 80/148 10.80 39.6

45 36
풍 화 토 390 0.45

J2 75/035 9.50 43.1 풍 화 암 800 0.40

HFD-3
J1 56/047 9.50 71.3

65 30
연암(화강/응회암) 1,300/1,400 0.36/0.36

J2 75/324 8.15 89.9 경암(화강/응회암) 2,000/2,200 0.33/0.32

D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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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량기초 형식 선정

2.3.1 검토개요 ▶토질조사보고서 61~64쪽 참조

기본방향
∙최적 기초형식 및 가설위치 선정을 위한 가설현황 분석(지형 및 지반, 수심조건, 주변어업권현황 분석)

∙적정 기초 가설위치를 고려한 교량형식 및 경간계획 분석으로 최적 교량기초 위치선정

현황분석

기반암 노출 대수심 조건 지진하중 지배 교량 교대부 단층대 인접

EDGE TECH DISCOVER

SURFER RM 2004

∙시점측 급경사 노출암

RQD 75%이상의 경암

∙주경간부 수심 매우 깊음 

수심：26.4~35.9m

∙콘크리트교량, 기초돌출형식

지진시 영향이 지배적

∙급경사지 교대 위치

단층파쇄대 8m 이격

교량형식 및 경간계획에 따른 적정기초위치 선정

구    분 안：500m 콘크리트 사장교 안：600m Hybrid 사장교 안：750m 현수교

교 량 계 획

장 ․ 단 점

∙경암지지 강체기초로 가장 안전하며 

교량기초의 유지관리 최소화 가능

∙평탄한 해저지형에 기초가 위치하여 

암굴착량 저감

∙암굴착시 수중작업 최소화 필요

∙수중발파영향 저감대책 필요

∙돌출형태의 현장타설말뚝은 지진시

큰 관성력으로 인해 규모 과대

∙노출암 급경사 지형에 기초가 위치

하여 정위치 시공이 어려움

∙현장타설말뚝 시공시 저면처리 곤란

∙수중발파영향 저감대책 필요

∙급경사지 기초 위치로 계단식 직접

기초 적용가능

∙조발도내 기반암의 내구성지수 불량

으로 주탑기초 장기안전성 미확보

∙기초 시공시 정밀발파 요구

∙해상가물막이 설치로 환경피해 발생

경 제 성
∙기초공사비 

∙전체공사비 

1.0

1.0

∙기초공사비 

∙전체공사비 

0.9

1.14

∙기초(앵커리지포함) 

∙전체공사비 

1.15

1.38

검토결과 ∙합리적인 교량계획이 가능하고, 평탄한 해저지형으로 암굴착량이 최소인 500m 콘크리트 사장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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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초형식 예비선정 ▶토질조사보고서 65쪽 참조

기본방향
∙국내･외 대수심 장대교량 기초의 시공사례 분석을 통한 시공가능 기초형식 예비선정

∙선정교량의 가설위치에 따른 기초형식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 적정규모 산정

장대교량 주탑기초 사례분석

기초 시공 사례

거가대교 목포대교 New Tacoma Narrow Br. 인천대교

∙사장교(L=475m)

∙거치식 콘크리트 우물통

∙지지층 심도：3.3m

∙사장교(L=500m)

∙거치식 강재 우물통

∙지지층 심도：3.5m

∙현수교(L=853m)

∙침설식 콘크리트 우물통

∙지지층 심도：19.5m

∙사장교(L=800m)

∙현장타설말뚝(Φ3.0m)

∙지지층 심도：45m

수심 및 기반암 심도에 따른 기초형식 분석

대심도 기초 시공 및 설계사례 분석결과

∙수심 깊고 지지층 심도가 얕은 경우

거치식 우물통 적용사례 다수

∙수심 깊고 지지층 심도가 깊은 경우 

말뚝기초(돌출식) 적용사례 다수

∙굴착심도 10m 이내, 수심 30m 이상인 경우 거치식 우물통 적용사례 다수 기초형식 예비선정시 활용

검토결과
∙장대교량기초 사례분석결과, 굴착심도 10m 이내인 경우 거치식 우물통 기초 적용사례 다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기초형식으로 우물통기초와 현장타설말뚝기초 선정

기초형식 예비검토

구    분 우물통 기초 현장타설 말뚝기초

규 모 검 토

결 과

최적규모산정(전도) 안전성 검토결과 말뚝규모 지지층 근입심도

PCACOL

검 토 내 용 

분 석

∙지진시 전도기준으로 규모결정 Φ27m, 1기 

∙벽체두께 1.0m, 격벽 0.8m 단면 계획 수립

∙수중콘크리트 타설로 확실한 저면지지 가능

∙돌출과다, 지진시 수평력 큼 Φ3.0m, 28본

∙철근 Φ51mm, 3단배치 단면계획 수립

∙단말뚝 거동 방지위해 기반암 5D 근입

검토결과 ∙해상기초 예비형식으로 우물통기초(Φ27m)와 현장타설말뚝기초(Φ3.0m, 28본) 선정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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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화양대교 기초형식 선정 ▶토질조사보고서 66~67쪽 참조

기본방향
∙수심 및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최적 기초형식 비교분석

∙기초시공사례 분석을 통해 선정한 예비 기초형식의 적용성을 상세 검토하여 최종 기초형식 선정

주탑기초 형식선정

구    분
우물통 기초

현장타설말뚝 기초
콘크리트 우물통 강재 우물통

개 념 도

경 제 성 개략공사비：1.00 ○ 개략공사비：1.20 △ 개략공사비：1.47 ×

안 정 성

및

시 공 성 ∙육상제작, 거치로 해상작업 최소

∙원지반 굴착, Half Cylinder Plate 

절단을 위한 수중작업 필요

∙해상에서 벽체콘크리트 타설

∙원지반 굴착을 위한 수중작업

∙대용량 Floating Crane 필요

∙노출암으로 희생강관 설치 곤란

∙희생강관 거치를 위한 수중발파, 

대심도 경암천공으로 시공성 불량

시 공 사 례 ∙거가대교, 제2돌산대교 등 ∙적금대교, 목포대교 등 ∙인천대교, 마창대교 등

적 용 성

∙저면폐합으로 부력활용 가능

∙안정성 및 경제성 우수

∙해상작업 최소화로 시공성 양호

∙강재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벽체 해상타설로 시공성 저하

∙우물통 시공위한 물양장 규모 증가

∙대수심, 노출암으로 말뚝규모 과다

∙기반암 노출로 시공성 불량

∙대수심, 노출암 조건 시공사례 없음

교대기초 형식선정

현 황 분 석 경암지지 직접기초 선정

∙기반암 심도：0.8~1.7m 내외

∙qu=27~157MPa

∙교대기초 저면 작용하중

V=68MN, H=9MN

2.3.4 장수교 기초형식 선정 ▶토질조사보고서 67쪽 참조

지층분석을 통한 기초형식선정 깊은기초 말뚝재료 선정

∙지지층 출현심도：A1=12m, A2=11m 깊은기초 선정

강관말뚝(Φ508mm) PHC말뚝(Φ500mm)

∙합성형 라멘교 기초로 수평저항이 우수한 강관말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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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탈면 계획

2.4.1 검토개요 ▶토질조사보고서 83쪽 참조

기본방향
∙구간별 상세현황 분석 및 안정성 검토를 통한 쌓기 및 깎기 비탈면 계획 수립

∙표준기울기 적용시 안정성 미확보 구간 보강계획 수립 및 암질상태를 고려한 암비탈면 기울기 선정

중점 고려사항

쌓기1구간 깎기1구간 깎기3구간

∙쌓기 비탈면 국도 77호선 침범

보강토 옹벽 설치계획 수립

∙토사깎기 구간으로 건기, 우기 안전성 

검토를 통한 기울기 결정

∙단층대 2개소 통과, 내구성 불량 

단층대 처리, 기울기 완화 

2.4.2 구간별 상세검토를 통한 기준 선정 ▶토질조사보고서 84~92쪽 참조

쌓기비탈면 보강토 옹벽 형식 선정

표준기울기(1：1.5~1.8)+보강토 옹벽 블럭식 옹벽 판넬식 옹벽

∙쌓기하중 고려：Fs=1.52＞1.5 O.K ∙경관 및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블럭식 보강토 옹벽 설치

깎기비탈면

깎기1구간

50년빈도 일 최대 강우량에 의한 침투해석(2010년) 표준기울기 적용시 안정성 검토(STA.0+280)

SEEP/W PLAXIS SLOPE/W

∙침투해석시 최대강수일 기점 

1개월간의 강우강도 적용

∙원지반 불포화토 특성 반영 

최대강우시 원지반 포화

∙건기 Fs=1.77＞1.5 O.K    ∙우기 Fs=1.04＜1.2 N.G 

우기시 비탈면 안정성 확보방안 필요

TALREN

F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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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안정성 확보 방안 검토단면(STA.0+280) 검토결과

비탈면 보강 공법 비탈면 기울기 완화 TALREN

우기：Fs=1.28＞1.2 O.K

∙기울기 완화시 환경훼손 과다 비탈면 보강 적용 ∙STA.0+260~340 구간 소일네일링 2.0×2.0m 보강

깎기3구간

암비탈면 기울기 1：0.5 적용시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SWEDGE 검토

DIPS ROCPLANE

SWEDGE

∙평사투영해석결과, 일부 평면 및 쐐기파괴 발생 가능 상세검토 수행

∙한계평형 해석결과, 평면 및 쐐기파괴 발생가능성 없음

암질 및 풍화민감도 분석을 

통한 기울기 변경

∙암질불량, 풍화에 약함

기울기 1：0.7 완화 

비탈면 기울기 및 소단기준 선정결과

구    분 쌓기구간 깎기1구간 깎기2구간 깎기3구간

선 정 결 과

결 과 분 석 ∙표준기울기를 기본으로, 깎기1구간은 소일네일링, 깎기3구간은 암질을 고려하여 기울기 1：0.7 완화

2.5 지반처리 계획

2.5.1 우물통기초 발파 계획 ▶토질조사보고서 70쪽 참조

현황분석 시험발파를 통한 진동추정식 산정 지형조건을 고려한 발파계획 수립

∙양식장, 공정마을 인접 ∙자승근：V95=381(D/W1/2)-1.81 ∙심발위치 조정한 다단발파계획 수립

2.5.2 비탈면 처리계획 ▶토질조사보고서 93쪽 참조

∙쌓기1구간 대규모 쌓기비탈면 경관확보 필요

∙깎기1, 3구간 토사 및 암반비탈면 생태계 보존

토사 비탈면 암 비탈면

∙초기 및 영구녹화, 자연천이에 의한 생태계 보존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성 우수

거적덮기+씨드스프레이

두꺼운 식생 기반재 

취부공법



- 123 -

제5편 토질 및 기초설계

제3 장 토질 및 기초의 시공성

3.1 교량기초의 시공 계획

기본방향
∙해상기초 현장 여건(수심, 유속, 파고), 해저면 지반특성을 고려 공기 및 시공성 향상방안 수립

∙친환경적이고 공정이 단순하여 공사기간이 짧고 경제적으로 우수한 시공계획 수립

3.1.1 시공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토질조사보고서 68쪽 참조

해상 및 지반조건

수심 및 해상조건 분석 지반특성 분석

SWAN EFDC PY1 PY2

∙PY1파고：1.6m/4.3sec(풍파) ∙최강유속：88.2~119.2cm/sec ∙PY1：매우 양호한 경암 ∙PY2：양호한 경암(상부일부 제외)

구간별 주요 고려사항

구    분 기초형식 주요착안사항 및 시공계획시 고려사항

화양대교 PY1, PY2 우물통기초
∙수심이 깊은(35.9m) 노출암 지역 유사 시공사례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어장 및 양식장 분포 민원최소화 시공방안 수립

화양대교 A1, A2 직접기초 ∙급경사지로 기반암 출현심도 얕음 상세 발파계획 수립

장 수 교  A 1 ,  A 2 말뚝기초 ∙교량인근 마을 분포 민원해소를 위한 기초시공법 선정

3.1.2 장대교량 대수심 기초 시공사례 ▶토질조사보고서 68쪽 참조

거가대교 거금연도교 New Tacoma Narrow Br. 세토대교

작업수심 35m

∙저면 슬래브 폐합형 거치식 

콘크리트 우물통

∙현장타설말뚝+우물통 

결합형 복합기초

∙Half Cylinder Plate 폐합형 

침설식 강재우물통

∙기반암 거치식 강재우물통

∙SEP상부에서 기반암 발파

분석결과
∙국내외 30m이상 수심, 노출암 조건의 기초형식으로 우물통기초가 대다수임

∙고가의 강재 대신 경제성 및 해상공사 최소화가 가능한 콘크리트 우물통기초 적용 

작업수심 36m 작업수심 37m 작업수심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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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화양대교 기초 시공법 선정 ▶토질조사보고서 69~70, 72쪽 참조

화양대교 주탑기초(우물통 기초)

우물통기초 제작 방안

구    분 Floating Dock 이용 육상 및 해상작업장 이용

개 요 도

적 용 성

∙F/D내에서 우물통 제작, 운반으로 시공이 간단함

∙해상발파 최소화로 환경피해, 민원발생 방지

∙강재우물통 없이 시공이 가능하여 경제적임

∙환경훼손이 적고 경제성 측면에서 양호하여 

시공안으로 선정

∙육상에서 강재우물통 일부 제작 후 해상작업장 거치 

∙해상작업장 조성을 위한 추가 수중발파 필요

∙강재우물통 및 대규모 암 발파로 공사비 다소 고가

∙Floating Dock 사용일정에 따라 해상작업장 이용안을 

대안으로 제안

우물통기초 저면 폐합 방안

구    분 Half Cylinder Plate 콘크리트 슬래브

개 요 도

적 용 성

∙Half Cylinder Plate 절단 후 

수중콘크리트 타설로 저면지지 확실

∙New Tacoma Narrow Br.

∙우물통 저면과 굴착면 사이에 확실한

저면지지 위한 그라우팅 필요

∙거가대교, Oresund Br.

적용사례

New Tacoma Narrow Br.

우물통기초 굴착저면 처리방안

구    분 기초 PAD 사석 마운드

개 요 도

적 용 성
∙기초 거치시 편기 없어 정밀시공 가능

∙거가대교, Oresund Br.

∙거치시 유속에 의한 기초사석 유실

∙목포대교, 적금대교 등 

적용사례

거가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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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통기초 시공순서도(Floating Dock + Floating Crane)

F/D내 우물통 시공 기초 거치구간 암발파 우물통 이동 및 거치 수중콘크리트 타설

화양대교 교대기초

현황 및 지층현황 자연터파기 공법 민원해소 암 발파계획 수립

∙교량단부 거더높이 5.0m

∙화양대교 교대 A1

기반암 GL.(-)1.7m

교대높이：9.5m

∙화양대교 교대 A2

기반암 GL.(-)0.8m

교대높이：9.5m ∙경암구간 자연터파기 후 교대시공 ∙정밀진동 제어발파 양식장 기준소음 만족

3.1.4 장수교 기초 시공법 선정 ▶토질조사보고서 71쪽 참조

현황 및 지층특성 소음 및 진동 영향검토 매입말뚝 시공법 선정

SDA공법 SIP공법

∙지지층：GL.(-)11~12m

∙공정마을 인접(14m 이격)

∙영향권내 민가 위치함

매입말뚝공법 적용

∙A2 상부 N치 10이하 SIP적용시 공벽붕괴 우려

∙공벽유지 및 소음･진동 최소화하는 SDA공법 적용

3.1.5 구간별 기초 시공계획 ▶토질조사보고서 68~72쪽 참조

구    분 기초형식 시공법 비고

화 양

대 교

PY1, PY2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 Floating Dock+Floating Crane 해상작업장 대안제시

A 1 ,  A 2 직접기초 정밀진동제어발파 자연터파기 민원 해소

장 수 교 강관말뚝기초 매입말뚝공법(SDA)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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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탈면 시공 계획

3.2.1 깎기1구간 토사비탈면 보강계획 ▶토질조사보고서 92쪽 참조

무보강시 안정성 비탈면 보강공법 선정

STA.0+280(우기시)

SLOPE/W

∙Fs=1.038＜1.2 N.G

안정성 확보 필요

구    분 압력식 소일네일링 FRP 보강 그라우팅

개 요 도

장 ･ 단 점

∙시공간단, 동적하중 저항성 우수

∙국내 도로공사 적용사례 많음

∙공사비 저렴하여 경제성 양호

∙시멘트밀크+FRP관의 봉합 효과

∙열화에 의한 보강효과 손실 가능

∙공사비 고가로 경제성 불량

3.2.2 암질 불량구간 시공계획 수립 ▶토질조사보고서 93쪽 참조

단층파쇄대 구간 깎기3구간 비탈면 보호계획

F2, F3 교차구간 단층파쇄대 처리방안 내구성 지수 비탈면 보호계획

∙F2:노선과 직교, F3:80゚ 고각

 비탈면 안정에 영향 없음 

∙굴착중 단층파쇄대 발견시

콘크리트 타설 보강

∙내구성 지수：62.7%

풍화에 민감한 암반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

암비탈면 전구간 적용

3.3 지반처리 시공 계획

3.3.1 우물통기초 발파계획 ▶토질조사보고서 96쪽 참조

다중관식 천공기 이용 기계화 시공 수중소음 영향검토 발파진동 저감방안

∙천공오차 적고 잠수부 작업 배제 ∙소음 123.1 ＜ 140dB/μPa O.K ∙2열 에어버블, 조합발파를 통한 저감

3.3.2 물양장 기초 처리계획 ▶토질조사보고서 95쪽 참조

경사식 물양장 F/D 작업 위한 물양장 계획

∙기초사석마운드 활용 ∙접안구간 직립벽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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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토질 및 기초의 유지관리

4.1 교량기초 유지관리 계획

기본방향
∙우물통기초 및 말뚝기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계측계획 수립

∙시공시 교량기초의 안정성 확인, 문제발생시 보완대책 수립을 위한 품질확인 시험계획 수립

4.1.1 교량기초 품질관리 및 계측계획 ▶토질조사보고서 82쪽 참조

화양대교 주탑기초(우물통기초)

Half Cylinder Plate 보수 우물통 침수시 안전성 확보 수화열 검토 수중불분리 콘크리트

DIANA

∙거치전 누수부 사전확인

누수발생시 용접 보수

∙개폐가능 공기밸브 설치

침수시 내부공기 배출

∙분할타설, 고로슬래그 적용

균열지수 1.2이상 확보

∙기초저면 3m구간 타설

수중콘크리트 품질확보

유지관리 계측계획 기타구간

우물통 유지관리 계측 말뚝기초 직접기초

∙하부그라우팅용 관 설치

기초안정성 증진

∙위치확인용 GPS 설치

정위치 시공 확인

∙부착식 경사계 2EA/기

구조물 변위측정
∙기초내부 속채움 5D이상

∙시멘트그라우팅 실시

∙국부적 암질 불량구간 

덴탈콘크리트 처리

4.1.2 교량기초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계획 ▶토질조사보고서 82쪽 참조

기초 기반암 확인조사 발파후 멀티빔 측량 재하시험

SURFER

∙우물통 지지암반의 

지지력, 변형특성 검증

∙PAD 설치전 기초저면 

평탄성 확인

∙말뚝기초의 수평 및 연직

지지력 확인

구    분 횟 수

우물통

기 초

시 추 조 사 2개소

공 내 재 하 4회

강 관

말 뚝

정･수평재하 1회

동 재 하 2회

평 판 재 하 시 험 2회

4.2 비탈면 유지관리 계획 ▶토질조사보고서 94쪽 참조

기본방향 ∙비탈면 설계의 유효성 검증, 시공중･공용중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계획 수립 

계측기 배치계획 깎기비탈면(STA. 0+280) 항    목 개소(수량)

지중경사계 3(3)

지하수위계 3(3)

광 타 겟 2(2)



- 128 -

제5장 토질 및 기초의 안정성

제5 장 토질 및 기초의 안정성

5.1 교량기초의 안정성

5.1.1 검토개요 ▶토질조사보고서 73쪽 참조

기본방향
∙지반특성 및 상부하중 조건을 고려한 교량기초의 연직 및 수평방향 안정성 검토

∙기초안정성 검토 기준에 의한 교량기초 안정성 검토 후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신뢰성 검증

5.1.2 화양대교 교량기초 안정성 ▶토질조사보고서 73~78쪽 참조

교량기초 안정성

검토항목 및 기준 A1 PY1 PY2 A2 판정 안정성 검토결과

지 지 력

(MPa)

상  시 6.0 0.20 2.07 1.81 0.19 O.K

지진시 9.0 0.21 3.23 2.62 0.20 O.K

전 도

( m )

상  시 주탑：3.5, 교대：2.3 0.42 3.16 2.88 0.45 O.K

지진시 주탑：7.0, 교대：4.6 0.60 6.91 5.76 0.63 O.K

활  동
상  시 Fs≥1.5 4.54 12.75 12.17 4.26 O.K

지진시 Fs≥1.2 4.82 3.46 3.95 4.57 O.K ∙지지력 및 전도 안정성 확보

특수해석을 통한 안정성 검증

연속체 해석을 통한 안정성 검증 단층파쇄대를 고려한 안정성 검토(A2)

MIDAS-GTS MIDAS-GTS

연속체해석

MIDAS-GTS

불연속체해석

∙q=1.91MPa＜6.0MPa O.K ∙δv=5.14mm＜25mm O.K ∙δh=0.4mm＜50mm O.K ∙절리면전단변위 6mm로 미소

기타 안정성 검증

Creep 효과를 고려한 장기 안정성 검토(PY1) 3차원 부등침하 검토 교대 터파기 안정성(A1)

FLAC FLAC MIDAS-GTS DIPS

∙탄성침하 2.9mm, 소성침하 8.2mm ＜ 25mm O.K ∙부등침하 2.3mm로 미소 ∙J2 전도 시공중 락볼트 보강

U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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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장수교 교량기초 안정성 ▶토질조사보고서 79~81쪽 참조

검토단면 지지력 및 침하안정성 Group 효과를 고려한 검토 수치해석을 통한 검증

GROUP

∙지지력 및 침하에 안전 ∙δh=7.5mm＜15mm O.K ∙활동：Fs=1.75＞1.5 O.K

5.2 비탈면 안정성 ▶토질조사보고서 83~92쪽 참조

비탈면 현황 쌓기비탈면 안정성

한계평형해석(쌓기1구간) 강도감소법(쌓기2구간)

Fs=1.52 PLAXIS

∙Fs=1.52＞1.5 O.K(건기) ∙Fs=1.39＞1.2 O.K(우기)

깎기비탈면 안정성

깎기1구간(토사비탈면) 깎기2구간(암비탈면) 깎기3구간(암비탈면)

TALREN

Fs=1.28 DIPS ROCPLANE UDEC

∙Fs=1.28＞1.2 O.K(우기) ∙파괴 가능성 없음 ∙Fs=1.30＞1.2 O.K(우기) ∙절리면 전단변위 2.6mm로 미소

5.3 기타구조물 안정성 ▶토질조사보고서 97쪽 참조

기타구조물 설치현황 보강토옹벽 화양물양장

TALREN

Fs=1.62
SLOPE/W

∙Fs=1.62＞1.5 O.K(건기) ∙Fs=1.785＞1.3 O.K

5.4 내진 안정성 ▶토질조사보고서 98~100쪽 참조

지진응답해석(비탈면) 전체계 해석을 통한 화양대교 안정성 비탈면(STA.0+280)

SAP2000

TALREN

Fs=1.64

∙유사정적해석시 적용 ∙전체계 해석시 입력값에 적용 ∙SSI 내진검토로 안정성 확인 ∙Fs=1.64＞1.1 O.K

PLAXIS

TAL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