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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토 공

 토 공

1. 토공의 용어

1) 축 제(뚝쌓기) : 제방, 도로, 철도 등과 같이 상당히 긴 노선성토.

2) 준 설(dredging) : 수저의 토사를 파내는 수중굴착.

3) 매 립 : 굴착한 곳을 되메우거나 어느 기준보다 낮은 지반을 기준면까지 쌓아올리는 것,

저지대에 상당한 면적으로 성토하는 작업, 육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중을 메우는 작업.

4) 비탈구배(경사구배, slope) : 연직 1에 대한 수평길이의 비.

5) 비탈머리 : 비탈의 상단으로 흙깍기 비탈머리, 흙쌓기 비탈머리.

6) 비탈기슭 : 비탈의 하단으로 흙깍기 비탈기슭, 흙쌓기 비탈기슭.

7) 뚝마루(천단) : 축제 정단.

2. 토공의 안정

자연상태의 흙을 쌓아올렸을 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붕괴가 계속되어 최종적으로

안정된 사면을 이루게 된다. 이 사면과 수평면과의 각도를 흙의 안식각이라 하고 이 구배

를 자연구배, 자연경사라 한다.

 시공계획

1. 시공기면(formation level[FL])

절․성토량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시공기면을 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❶ 절토량이 성토량과 같게 되도록 배분한다.

 ❷ 토공기계의 사용시 가까운 곳에 토취장과 토사장을 두어 운반거리를 가능한 짧게 한다.

 ❸ 암석굴착은 공비에 영향이 크므로 암석굴착량이 작도록 한다.

 ❹ 연약지반, 산사태,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은 가능한 피한다.

2. 토량의 변화

흙은 본바닥일 때, 굴착 운반할 때, 다짐할 때에 따라 단위중량이 서로 다르다. 이 각각

의 상태에 따른 체적 비를 L, C로 표시하며, 이들 L, C의 값을 토량변화율이라 한다.

L= 느슨한토량(m 3)
본바닥토량(m 3)

C= 다진후의토량(m 3)
본바닥토량(m 3)

느슨한토량= L
C ×다짐토량 C= 본바닥흙의건조밀도다짐후의건조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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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량곡선에 의한 토량배분

1) 토적곡선(유토곡선, mass curve)을 작성하는 목적

 ❶ 토량분배 ❷ 평균 운반거리의 산출

 ❸ 운반거리에 의한 토공기계의 선정 ❹ 시공방법의 산출

2) 토적곡선의 성질

 ❶ 곡선의 하향구간은 성토구간이며 상향구간은 절토구간이다.

 ❷ 곡선의 극대점은 절토에서 성토로의 변이점이며, 극소점은 성토에서 절토로의 변이점이다.

 ❸ 평형선을 그어 곡선과 교차시키면 인접하는 교차점 사이의 토량은 절토, 성토량이 서로 같다.

 ❹ 평형선에서 곡선의 최대점 및 최소점까지의 높이는 절토에서 성토로 운반할 운반토량을 나타낸다.

 ❺ 토량곡선이 평형선 윗측에 있을 때 절취토는 그림의 좌측→우측으로 운반되고, 반대로 

아래에 있을 때 절취토는 그림의 우측→좌측으로 운반된다.

 ❻ 토적곡선이 기선의 위에서 끝날 때의 토량은 사토량이고, 기선의 아래에서 끝날 때의 

토량은 부족토량이다.

4. 토취장의 선정조건

 ❶ 토질이 양호할 것.

 ❷ 토량이 충분할 것.

 ❸ 싣기가 편리한 지형일 것.

 ❹ 성토장소를 향하여 하향구배 1/50～1/100 정도를 유지할 것.

 ❺ 운반로가 양호하고 장애물이 적을 것.

 토공량 계산

1. 횡단면도를 사용하는 방법

 (1) 양단면적 평균법  (2) 각주공식

V=
A 1+A 2

2 ․l V= l
6 (A 1+4Am+A 2)

2. 각주법

 (1) 4각주법  (2) 3각주법

V= ab
4 (Σh 1+2Σh 2+3Σh 3+4Σh 4) V= ab

2
1
3 (Σh 1+2Σh 2+3Σh 3+…+8Σ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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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고선법

V= 2h
6
(A 1+A n+4ΣA짝수+2ΣA홀수)

4. 심프슨 공식

 (1) Simpson 제1법칙  (2) Simpson 제2법칙

 A= 2h
6 (y0+yn+4Σy짝수+2Σy홀수) A= 3h

8 (y0+yn+3Σy나머지+2Σy3배수)

 성토공

1. 물다짐 공법

계류(溪流), 하해(河海), 호소(湖沼)에서 pump로 송니관 내에 물을 압입한 후 큰 수두를

가진 물을 nozzle로 분출시켜 물에 함유된 절취토사를 송니관(送泥管)으로 흙댐이 있는

곳까지 운송하여 성토하는 공법으로 흙댐 중앙에 세립자가 침전되어 굳게 다져지기 때문

에 완전한 중심강토가 된다.

2. 편절․편성토 경계부

❶ 절․성토부의 지지력 불균일 ⇒ 절․성토 경계부에 구배 1:4 정도의 완화구간을 폭 3m 

정도 설치, 다짐철저, 벌개철근

❷ 용수, 침투수에 의한 성토부의 연화 ⇒ 맹암거 설치

❸ 경사지반 성토부의 sliding ⇒ bench cut(층따기) 설치

 구조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

 ❶ 돌, con'c 블록 쌓기공 ❷ 돌, con'c 블록 붙이기공

 ❸ con'c 격자블록공 ❹ anchor공

 ❺ soil nailing 공법

■ wire frame 공법

비탈면 전체에 철망을 펴놓은 후 종횡 일정한 간격으로 와이어 로프를 포설하여 격자

모양을 형성시켜 서로 교차한 부분에 앵커 볼트를 타입하여 본바닥에 고정시켜놓고 각

와이어 로프에는 코일을 감아서 모르터 뿜어붙이기 또는 콘트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해

이 코일과 와이어 로프를 매설함으로써 비탈틀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❶ 급경사지, 높은 비탈면에도 시공이 용이하다.

 ❷ 본바닥의 어떤 형상, 지질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❸ 공기단축이 가능, 안전,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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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폴리스틸렌(EPS) 공법

경량성토공법의 일종으로 석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styrene Monomer(액체)의 종합체로

서 얻어지는 polystyrene(고체)과 여기에 첨가하는 발포제를 주요 원료로 하여 이를 블록화

하여 성토체에 활용하거나 구조물의 뒷채움부에 이용하여 특히, 연약지반상의 측방유동문제

및 교대 배면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사면붕괴의 대책공법

1. 안전율 감소방지공법

 ❶ 표층안전공     ❷ 식생공     ❸ 블록공     ❹ 배수공

2. 안전율 증가공법

 ❶ 절토공 ❷ 압성토공 ❸ 옹벽공 및 돌쌓기공

 ❹ 말뚝공 ❺ 앵커공 ❻ soil nailing공

 성토의 파괴형태 및 원인

❶ 쐐기파괴

․사면이 급경사인 경우

․점성토의 성토인 경우

․사질토이지만 성토고가 대단히 높은 경우

❷ 평행파괴

․성토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

․사질토의 성토로서 다짐이 불량한 경우

․사질토로써 성토고가 비교적 낮은 경우

❸ 원형파괴

․성토재료가 특히 불량한 경우

․연약지반위에 저성토가 다짐이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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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건설기계

 건설기계

◇ 건설기계 선정시 고려해야 할 토질조건

1. trafficability(트래피커빌리티)

- 시공기계의 주행의 난이도를 말한다.

- cone 지수(qc)로 나타낸다.

2. ripperbility(리퍼빌리티)

- ripper에 의하여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탄성파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기계경비

◇ 기계손료

 ❶ 상각비                  상각비= 구입가격-잔존가격내용연수
 ❷ 정기정비비

 ❸ 현장수리비

 ❹ 기계관리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작업능력의 산정

1. dozer계 굴착기

(1) bulldozer

1) bulldozer 작업능력

Q= 60․q․f․E
Cm

[m 3/h] -본바닥토량

q=q0․ρ[m
3 ] -이것이 흐트러진 토량이므로 위에서 f= 1

L 을 사용한다.

Cm=
l
v1

+ l
v2

+tg[ min ] -v1,v2 는 m/min

(․경험식 Cm=0.037l+0.25)

■ 불도저의 접지압

접지압= 전장비중량단면적 - 단면적=캐터필러의 중심거리×캐터필러의폭×2(무한궤도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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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pper(유압식)의 작업능력

Q=
60․A n․l․f․E

Cm
[m 3/h] -본바닥 토량

l=1회 작업거리[m] , A n=1회 리핑 단면적[㎡] -본바닥 토량

A n이 본바닥 토량이므로 위에서 f= 1을 사용한다.

3) bulldozer와 ripper의 합성작업능력

Q=
Q 1×Q 2

Q 1+Q 2
[m 3/h]

■ 병렬식 압토(parallel)공법 : 병렬작업

dozer 2대 이상을 나란하게 하여 작업하는 방법으로 지형의 변화가 적고 넓은 작업장

에서 이 방법을 행하면 효과적이다.

단거리(70m 이내) 토공운반에 적합하다.

(2) grader(그레이더)

1) grader 작업능력

Q= 60․l․L․D․f․E
Cm

[m 3/h] -본바닥토량

l=blade의 유효길이[m], L=1회 편도작업거리[m], D=굴착깊이 또는 흙고르기 두께[m]

grader의 작업에 따라 토량환산계수를 결정한다.(ex.표토제거작업 f=1, 노상그레이딩 f= 1
L )

Cm=0.06 ( L
v1

+ L
v2 )+2t[ min ]

v1,v2 = 전진,후진속도[km/h], t=기어변속시간[min]

2) 작업소요시간= 작업거리×통과횟수평균작업속도×작업효율
통과횟수는 절상시켜 절대적으로 정수로 한다.

(3) scraper(스크레이퍼)

1) scraper 작업능력

Q= 60․q․f․E
Cm

[m 3/h] -본바닥토량

q=q0․K[m
3]

․사토시간= 적재량(m 3)
사토속도×사토두께×사토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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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ovel계 굴착기

(1) shovel계 작업능력

Q= 3600․q․k․f․E
Cm

[m 3/h] -본바닥토량

q․k가 흐트러진 토량이므로 위에서 f= 1
L 을 사용한다.

Cm=ml+t1+t2 [ sec ]

(2) 굴착기계의 종류

❶ power shovel

❷ back hoe

- 도랑파기, 배수로 굴착, 관로굴착, 구조물의 터파기, 준설작업

❸ drag line

-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굴착, 수로,하상,넓은 면적과 대용적의 건축 기초의 굴착,

하천의 모래, 자갈 채집에 사용.

❹ clam-shell - 지상 또는 수중에서 소범위의 굴착에 사용

❺ crane

■ skimmer-scoup

- 회전대의 선단에 붙은 bucket를 rope의 힘으로 전후로 작동하여 지표를 얕게 깎는 기계이다.

(얕은 굴착)

■ trencher

- 수도나 하수파이프 등의 매설을 위해 연속적 버킷이 장치된 도랑 파는 기계

3. dump truck

(1) dump truck 작업능력

Q=
60․qt․f․E t

Cmt
[m 3/h] -본바닥토량

qt=
T
γ t
․L[m 3] -이것이 흐트러진 토량이므로 f= 1

L 을 사용한다.

Et의 표준치는 0.9

적재횟수(정수) : n=
qt
qk

1회 적재하는데 걸리는 시간 : Cmt=
Cmsn
60E s

[ min ]

Cmt=
Cmsn
60E s

+(T 1+T 2:운반, 돌아가는 시간)+(t1+t2+t3:사토시간, 적재가 개시될 때까지 시간, 온갖

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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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uck의 여유대수

N=1+
T 1

T 2

T1:왕복과 사토에 요하는 시간

T2:원위치에 도착한 후부터 싣기를 완료하고 출발할 때까지의 시간

(3) 우마차 작업능력

Q=N․q[1일운반량:m 3,kg]

N= 1일작업시간
L×2
V +t

L=수평운반거리, 고갯길 환산거리= α․L

4. roller계

(1) roller계 작업능력

Q= 1000․V․W․H․f․E
N [m 3/h] -다짐토량

A= 1000․V․W․E
N [m 2/h] -다짐토량

V[km/h], W:유효다짐폭[m], H:끝손질두께,다짐두께(전압두께)[m], N:소요다짐횟수(전압횟수)

(2) 충격식 다짐기계(래머 등) 작업능력

Q= A․N․H․f․E
P [m 3/h] -다짐토량

A:유효다짐면적 [m 2 ] , N:시간당 다짐횟수[회/h], P:되풀이 다짐횟수

※ roller계에서는 H가 끝손질두께일 경우는 흐트러진 상태의 두께이므로 f=C/L ,

다짐두께일 경우는 f= 1

(3) 다짐기계의 종류

․macadam roller - 쇄석기층의 다짐, 초기전압

․tire roller - 중간전압

․tandem roller - 마무리전압

■ tamping roller - 함수비가 큰 점토에 적합

 ❶ sheeps foot roller ❷ grid roller

 ❸ tapper foot roller ❹ turn foot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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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m pull

․rim pull = 회전저항×총중량±경사저항×총중량×경사(%) -(내려가면 -, 올라가면 +)

․rim pull = 견인계수×구동륜하중
․상향경사지에서의 rim pull = 평지에서의 rim pull + 총중량×경사

◆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의 작업량

Q=V․W․t․d․E [t/h]

V:평균작업속도(m/h) W:아스팔트페이버의 폭 t:포설 마무리 두께 d:다져진 후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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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약지반 개량공법

 점토지반 개량공법

1. 치환공법의 종류

 ❶ 굴착치환 ❷ 폭파치환 ❸ 강제치환

2. 동치환공법

크레인으로 (베일러와 케이싱해머 등을 사용하여) 무거운 추를 낙하시켜 연약지반상에

미리 포설하여 놓은 쇄석 또는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타격하여 지반으로 관입시켜 대직

경의 쇄석기둥을 지중에 형성하는 공법이다.

 ❶ 점성토

 ❷ 연약층의 심도가 얕은 경우

3. pre-loading공법(사전압밀공법)

구조물을 축조하기 전에 미리 재하하여 하중에 의한 압밀을 미리 끝나게 하는 공법이다.

 ❶ 압밀침하 촉진

 ❷ 시공 후의 잔류침하 감소

 ❸ 공극비를 감소시켜 전단강도 증진

4. vertical drain 공법

두께 10～15m로서 N치가 0에 가까운 실트질의 연약지반상에 높이 5m의 성토를 행하

였을 때 가장 적당한 공법

(1) sand drain 공법

연약점토층이 두꺼운 경우 연약한 점토층에 주상의 사주(모래기둥, sand pile)를 다수

박아서 점토층의 배수거리를 짧게 하여 압밀을 촉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공법이다.

1) sand drain의 설치

 ❶ 압축공기식 케이싱법

 ❷ water jet식 케이싱법

 ❸ earth auger식 케이싱법

뿌리를 뽑아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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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d drain의 배열

 정3각형 배열 : d e=1.05d

 정4각형 배열 : d e=1.13d

d e:drain의 영향원 지름, d: drain의 간격

3) 수평, 연직방향 투수를 고려한 전체적인 평균압밀도

U=1-(1-Uh)․(1-Uv)

(2) paper drain 공법

․자연함수비가 액성한계 이상인 초연약 점토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적당

․장기간 사용하면 열화하여 배수효과가 감소

1) sand drain 공법에 비해 paper drain 공법의 장점

 ❶ 굴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공속도가 빠르다.

 ❷ 배수효과가 양호하다.

 ❸ 타입시 교란이 없다.

- sand drain타입시 지반이 교란되므로 sand drain 설계 시 수평방향배수와 연직방향

배수시의 압밀 계수에 같은 값을 취한다.

 ❹ drain 단면이 깊이에 대하여 일정하다.

 ❺ 공사비가 싸다.

2) paper drain의 구비조건

 ❶ 주위 지반보다 투수성이 클 것

 ❷ 습윤강도가 클 것

 ❸ 투수성에 변화가 없을 것

3) paper drain의 설계

D=α․ 2A+2B
π

α:형상계수(=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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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ck drain 공법

sand drain의 결점인 절단, 잘록함을 보완하기 위해 개량형인 합성섬유로 된 포대에

모래를 채워 만든 포대형 sand drain 공법이 개발되었다.

장    점 단    점

 ❶ drain이 절단되는 일이 없이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❷ 타설후 포대형 drain이 지면에서 

50～100cm정도 위로 나오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고 시공관리가 용이하다.

 ❸ 지름 12cm의 작은 sand drain을 

시공하므로 사용 모래의 양이 적어 

경제적이다.

 ❹ 4본을 동시에 시공할 수 있으므로 

시공기간이 단축된다.

 ❶ 동절기 공사시 초기 항타가 어렵다.

 ❷ 동절기 공사시 모래의 품질관리가 어렵다.

5. sand mat 공법

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를 부설하여 연약지반 표층부를 개량하는 공법

■ sand mat의 역할

 ❶ 연약지반 상부의 배수층 형성 : 압밀촉진 효과

 ❷ 성토 내 지하배수층 형성 : 지하수위 저하 효과

 ❸ 시공기계의 주행성(trafficability) 확보

6. 전기침투공법

7. 침투압(MAIS) 공법

함수비가 큰 점토층에 반투막 중공원통을 삽입하여 그 속에 농도가 큰 용액을 넣어 점

토분의 수분을 빨아내는 공법이다.

sand drain 공법은 상재하중에 의해 점토층을 눌러서 높아진 간극수압을 배출시켜 압밀

시키는 데 반해 침투압공법은 상재하중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을 빨아내어 간극수압을 작

게하고, 유효 상재하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압밀되게 한다는 점이 서로 상이하다.

공기가 촉박할 때(치환공법이나 말뚝타입이 아닌..)

8. 생석회말뚝 공법

■ 생석회 말뚝의 효과

 ❶ 탈수효과 ❷ 건조효과 ❸ 팽창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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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질토지반 개량공법

1. 다짐말뚝공법

2. 다짐모래말뚝공법(compozer공법)

연약지반 중에 진동 또는 충격하중을 사용하여 모래를 압입하고, 직경이 큰 압축된 모

래기둥을 조성하여 지반을 안정시키는 공법으로,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널리 활용되고, 점

성토에도 적용이 가능한 공법

3. 바이브로 플로테이션(vibro flotation)

수평방향으로 진동하는 봉상의 바이브로 플로트(vibro flot)로 사수와 진동을 동시에 일

으켜서 생긴 빈틈에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느슨한 모래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이다.

 ❶ 수평방향의 진동이므로 지반을 균일하게 다질 수 있다.

 ❷ 깊은 곳의 다짐을 지표면에서 할 수 있다.(깊이 20～30m)

 ❸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❹ 공기가 빠르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❺ 상부구조물이 진동하는 경우 특히 효과가 있다.

4. 폭파다짐공법

5. 전기충격공법

6. 약액주입공법

1) 목적

 ❶ 지수 ❷ 투수계수 감소

 ❸ 압축률 감소 ❹ 지반강도 증가

2) 우레탄계

 ❶ 물과 접촉하는 순간에 급속히 고결한다.

 ❷ 유속이 빠른 지하수의 차수효과가 대단히 좋다.

 ❸ 독성이 있다.



[토목기사실기정리노트 - crazycch]

- 14 -

7. 동압밀공법(동다짐공법)

․10～200t의 중추를 10～40m 높이에서 낙하시켜 지표면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or 진동

에너지)로서 지반의 심층부까지 다지는 공법이다.

․해안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등 광범위한 토질에 적용된다.

 ❶ 지반 내 장애물이 있어도 가능하다.

 ❷ 전면적에 고르게, 확실한 개량이 가능하다.

 ❸ 심층부까지도 개량이 가능하다.

■ 개량심도와 타격에너지

D=Cα WH

D:개량심도 C:토질계수 α:낙하방법계수(0.3～0.7[평균치 0.5]) W:추의 무게 H:낙하고

 일시적 지반 개량공법

1. well point 공법

․well point라는 흡수관을 지하공사 시공지역의 주위에 관입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dry work를 하기 위한 강제배수공법이다.

․실트질 모래지반까지도 강제배수가 가능하다.

■ 설계법

․well point의 간격 : 1～2m

․배수가능 심도는 6m이며, 6m 이상일 때에는 2단 또는 2단 이상(다단)으로 설치한다.

2. deep well 공법(깊은 우물 공법)

strainer를 부착한 casing(우물관)을 삽입하여 지하수를 펌프로 양수하므로서 지하수위

를 저하시키는 중력식 배수공법이다.

 ❶ 용수량이 매우 많아 well point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❷ 투수계수가 큰 사질토층의 지하수위 저하시

 ❸ heaving이나 boiling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수계수가 클 때 : deep well 공법

     투수계수가 작은 세립토부터 실트질 모래일 때 : well point 공법

     투수계수가 매우 작은 점토 : 전기침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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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압공법(진공압밀공법)

재하중으로서 성토 대신 대기압으로 연약점토층을 탈수에 의해 압밀을 촉진시키는 공법

 ❶ 대기압을 이용하므로 재하중이 필요 없다.

 ❷ 압밀완료 후 철거시간과 cost가 필요 없다.

 ❸ 공기가 짧다.

 ❹ vertical drain 공법과 병용하면 깊은 심도까지 압밀효과가 확실하다.

 기타 공법

1. JSP 공법(Jumbo Special Pile)

․최근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굴착시 고압으로 가압되어진 경화제를 air jet와 함께 특수 노

즐로부터 분사시켜 지반의 토립자를 교반하여 경화제와 혼합시켜 지반보강과 차수벽 공사

에 이용하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지반내에 cement paste를 고압으로 분사시켜 시멘트 고결체를 형성하여 지반보강 및 차

수공법으로 지하 토류구조물 공사에 이용되는 공법)

2. SGR 공법(Space Grouting Rocket system)

․이중관 rod에 rocket(특수 선단장치)를 결합한 후 순결에 가까운 gel 상태의 약액 또는 약액과 시

멘트 혼합액(초미립 시멘트 혼합액)을 연약지반에 grouting하여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법

․지하철 연약 구간에 사용

3. 토목섬유(geosynthetics)

흙을 보강하는 데 사용되는 투수성 섬유를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

1) 토목섬유의 기능

 ❶ 배수기능 ❷ 여과기능

 ❸ 보강기능 ❹ 분리기능

2) 토목섬유의 종류 및 특징

 ❶ geotextile - 토목섬유의 주를 이룬다.

 ❷ geomembrane - 차수기능

 ❸ geogrid - 보강기능

 ❹ geocomposite

3) geotextile의 제조방법

 ❶ 평직 ❷ 능직

 ❸ 니들펀칭 ❹ 스판본드 니들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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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화제를 사용한 안정처리공법

1) 목적

 ❶ 흙의 개량 ❷ 급속 시공

 ❸ 흙의 강도와 내구성 개량

2) 지반안정액의 종류

 ❶ 석회 ❷ fly ash

 ❸ 시멘트 ❹ 아스팔트

5. 압성토 공법(surcharge 공법)

․성토의 활동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측방에 성토하여 성토의 중량을 이용하여 활동에 대

한 저항모멘트를 크게 하여 안정을 유지시키는 공법

․축제가 침하하여 그의 측방이 융기할 때 실행하여 균형을 잡는 방법

․압밀촉진에는 큰 효과가 없으나 필요하면 이 공법에 sand drain 공법을 병용한다.

◆ 팽창성 흙

물을 흡수하면 상당히 팽창하고 수분을 잃으면 수축하는 소성점토가 많이 있는데 이

런 소성점토 위에 세워진 기초는 팽창으로 인하여 큰 상향력을 받게 된다.

- 팽창성 흙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

 ❶ 다짐공법 ❷ 침수법

 ❸ 차수벽 설치 ❹ 흙의 안정처리

◆ 붕괴성 흙

포화 후 큰 부피변화를 일으키는 불포화토로써 준안정토라고도 한다.

- 대책공법

 ❶ 살수하며 롤러로 다진다.

 ❷ 기초 터파기에 규산나트륨, 염화칼슘용액을 채워 화학적으로 흙을 안정시킨다.

 ❸ vibro flotation, ponding 공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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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질 및 기초공

 기본사항

0. 기본공식

 

(e= Vv

Vs
) e= n

1-n (n= Vv

V ) n= e
1+e ×100(%)

γ d=
G sγw
1+e γ t=

1+w
1+e G sγw γ sat=

G s+e
1+e γw γ'=

G s-1
1+e γw

w=
Ww

Ws
×100(%) γ d=

γ t
1+w G sw=Se(죠지워싱턴)

Pa=
1
2 γ

h 2Ka Pp=
1
2 γ

h 2Kp Ka= tan 2(45- φ
2 )

Kp= tan 2(45+ φ
2 )

qu(일축압축강도)=2c

◆ 유선망에 의한 유량산정

Q=kH
Nf

Nd

1. 다짐도 판정법

 ❶ 건조밀도로 판정

다짐도Cd=
현장에서의γ d실험실에서의γ dmax ×100(%)

 ❷ 포화도 또는 공기 공극률로 판정

 ❸ 강도로 판정

 ❹ 상대밀도로 판정

 ❺ 변형량으로 판정

■ proof rolling 법

․dump truck이나 대형 tire roller를 주행시켜 성토면의 휨변형량을 관찰하는 방법

․고성토 구간이나 연약지반과 같이 침하나 변형이 중시되는 구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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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상화 현상(liquefaction)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토지반에 진동, 지진 등의 충격하중이 작용하면 체적이 수축함에 따라 과잉

공극수압이 발생하여(간극수압상승) 유효응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σ=σ'+u에서u↑⇒σ↓) 전

단강도가 작아지는 현상을 액상화현상이라 한다.

․대책공법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과 다짐모래 말뚝공법이 있다.

3. 응력경로

1) Kf선(수정파괴포락선)과 φ선(파괴포락선)과의 상관관계

 sinφ=tanα

 a=ccosφ

O

c
a

σ3=σ3' O'

ψ
α

F(φ선)
F'(Kf선)

σ,σ‘, or p, p'

( σd)f

σ1=σ1'

τor q, q'

2) 응력비와 응력경로의 기울기와의 관계

q
K<1

p

-

q

K=1

K>1

β

K= 1-tanβ
1+tanβ

4. 동결심도를 구하는 방법

❶ 일 평균기온으로 구하는 방법

Z=C F [cm]

수정동결지수F=동결지수±0.9×동결기간× 표고차
100 [℃․day]

동결지수(F)=영하온도 ×지속일수

❷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 동결심도계에 의한 방법

❸ 열전도율로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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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의 안정 (Fs>1.5)

1. 유한사면의 안정해석

(1) 원형파괴면을 갖는 유한사면의 안정해석

1) 질량법

F s=
c urL a

We

◆ 인장균열

Z c=
2c
γ

tan (45+ φ
2 )

y=(중심에서균열윗지점까지의거리)+ 2
3 Z c

Pu=
1
2 γwh

2= 1
2 γwZ

2
c

F s=
τrL a

We+Puy

2) 절편법

 Fellenius 방법( φ=0 해석법)

절편의 양 연직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0이라고 가정하여 해석하는 방법

 Bishop 방법(c- φ 해석법)

절편의 양 연직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수평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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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파괴면을 가진 유한사면의 해석(Culmann의 도해법)

1) 한계고

Hc=
4c
r [ sinβ․cosφ

1-cos(β-φ) ]

2) 안전율

❶ W= 1
2
․H․BC․1․γ= 1

2 γ
H2[ sin(β-θ)

sinβ․sinθ ][t]-(t/m가아니다)

❷ Na=Wcosθ ❸ T a=Wsinθ

❹ T r=
1
F s

(AC․c+Na tanφ)

❺ T a=T r

◆ 안전율에 따르는 설계 사면높이

F c=F s=
c
c d

Fφ=F s=
tanφ
tanφ d

H=
4c d
r [ sinβ․cosφ d

1-cos(β-φ d)
]

2. 무한사면의 안정해석

  (1) 지하수위가 파괴면 아래에 있을 경우

  F s=
c

γ tZcos isin i
+ tanφ

tan i

  (2) 지하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할 경우

  F s=
c

γ satZcos isin i
+ γ'
γ sat
․ tanφ

ta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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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 활동면의 사면안정 해석

(1) Fs=
cL+Wtanφ+Pp

Pa

(2) F s=
cL+[Wcosθ+PAsin(βA-θ)-PPsin(βP-θ)] tanφ

PAcos(βA-θ)-PPcos(βp-θ)+Wsinθ

 흙막이공

◆ 띠장(wale) : 토류판 또는 널말뚝에서 버팀 반력을 전달하는 수평보(연속수평부재)

1. 흙막이 공법의 종류

(1)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토류벽체의 지지방법)

 ❶ 자립식 공법

 ❷ 버팀대식(strut) 공법

 ❸ tie back anchor 공법

 ❹ tie-rod anchor 공법

(2) 흙막이벽에 의한 분류(흙막이벽의 종류)

 ❶ 엄지말뚝(H-pile) 공법

 ❷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공법

 ❸ 강관널말뚝 공법

 ❹ 지하연속벽 공법(벽식 지하연속벽, 주열식 지하연속벽)

2. 흙막이 공법의 특징

(1) 엄지말뚝(H-pile) 공법

 장   점  단   점

 ❶ 엄지말뚝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❷ 공사비가 저렴하다.

 ❸ 시공속도가 빠르다.

 ❶ 개수성이다.

 ❷ 양질의 지반에 사용된다.

(2) 강널말뚝(sheel sheet pile) 공법

■ 널말뚝의 시공형태

❶ 캔틸레버식 널말뚝

❷ 앵커된 널말뚝

-소요근입깊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면적과 중량을 감소시킨다.

-근입깊이에 의한 구분 : 자유단 지지법, 고정단 지지법

토질조건에 따라

비교적 깊은기초굴착 및 흙막이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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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관널말뚝 공법

장   점 단   점

 ❶ 차수성이 좋다.

 ❷ 지반조건, 수심조건이 매우 나쁜 

기초에 주로 적용된다.

 ❶ 강관의 재사용이 곤란하다.

(4) slurry wall 공법 - 시가지 공사에 적합

장    점 단    점

 ❶ 소음, 진동이 작다

 ❷ 벽체의 강성(EI)이 크다.

 ❸ 차수성이 크다.

 ❹ 흙막이벽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❺ 주변지반의 영향이 작다.

 ❻ 영구 구조물로 이용이 가능하다.

 ❶ 공사비가 고가이다.

 ❷ 굴착 중 공벽의 붕괴가 우려된다.

 ❸ bentonite 이수처리가 곤란하다.

 ❹ smooth wall을 만들기 어렵다.

◇ 시공순서

철근망 설치

철근망 조립안정액 투입

interlocking pepe 인발con'c 타설tremie pipe 설치

굴착guide wall 설치 interlocking pipe 설치slime 제거

(5) SCW(Soil Cement Wall) 공법

오거(auger) 로드에 케이싱을 설치하여 굴착하고 물․시멘트비가 100% 넘는 시멘트

용액을 주입하여 현장토사와 교반 혼합하여 지수벽을 만들어 주변침하를 막는 공법으로

최근 도심지 굴착시 인접건물의 피해(침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법

(6) earth anchor 공법

흙막이벽 등의 배면에 원통형으로 천공하여 인장재를 삽입한 후 grouting을 하여 주

변지반을 지지하는 공법

1) 어스 앵커의 구조

 ❶ 앵커체 ❷ 인장부 ❸ 앵커두부

2) 어스 앵커의 분류

 ❶ 마찰형 지지방식

 ❷ 지압형 지지방식

 ❸ 복합형 지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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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앵커의 설계

 사질토 : Pu=πdlσ(=γh)Ktanφ

 점성토 : Pu=πdlC a(=
2
3 c)

(7) top down(역타공법)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지하 영구구조물 자체를 지표면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역순으로

시공하여 강성이 큰 지하층의 slab와 beam을 흙막이 지보공으로 이용하면서 지상층과

의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흙막이 지보공법

 ❶ 주변 건물과 근접시공이 가능하며 벽체의 깊이에 제한이 없다.

 ❷ 토질조건과 지하수위에 관계없이 안전시공이 가능하다.

 ❸ 지상층과 지하층의 동시 시공으로 공기가 단축된다.

 ❹ 저소음, 저진동

◆ 사질토와 점성토의 토류벽에 대한 peck의 토압분포도

 모래  연약～중간 점토  견고한 점토

3. 흙막이공의 안정

(1) 토압에 대한 안정

(2) heaving 현상

연약한 점토지반 굴착시 흙막이벽 전․후의 흙의 중량 차이 때문에 굴착저면이 부풀

어오르는 현상

1) 안정성 검사

파괴면을 원호로 가정하고 흙기둥의 폭 B 1은 연약토층의 두께 R과 같다고 가정

한다. 이때, B 1은 0.707B를 초과하지 않는다.

Md=(γ 1H+q)R․ R
2

Mr=c 1HR+c 2RπR

F s=
Mr

Md
(보통1.2)

2) 방지대책

 ❶ 흙막이의 근입깊이를 깊게 한다.

 ❷ 표토를 제거하여 하중을 적게 한다.

 ❸ 굴착면에 하중을 가한다.

 ❹ 지반개량을 한다.

 ❺ earth anchor 설치

 ❻ 전면굴착보다 부분굴착을 한다.

top down

지상층,토질조건 지하층,지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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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굴착깊이 산정

σ'=0일 때 heaving이 발생하므로 σ'=σ-u=0에서 추정

(3) quick sand(분사현상), boiling 현상, piping 현상

1) quick sand : 모래지반에서 지하수위 아래를 굴착할 때 흙막이벽 배면의 수위가

전면보다 높을 경우 그 수위차로 인하여 상향침투가 발생하는데 이

상향침투에 의해 모래가 물과 함께 분출되는 현상을 분사현상(quick

sand)이라 한다.

2) boiling : 상향침투수압이 조금 더 커지면 모래가 지하수와 함께 물이 끓는 상태처

럼 분출하는 현상을 boiling 현상이라 한다.

3) piping : boiling 현상의 발생으로 지반 내의 미립토사가 유실되어 모래지반은 더욱

다공질 상태가 되어 투수계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지반 내에 pipe

모양의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piping 현상이라 한다.

4) 안전성 검사 - 동수경사법

              F s=
i c
i =

G s-1
1+e
h
L

(여기서,L=h+2D)

5) 방지대책

 ❶ 흙막이의 근입깊이를 깊게 한다.

 ❷ 지하수위 저하

 ❸ 굴착저면을 고결시킨다.(grouting, 약액주입)

 흙막이공의 계측관리(정보화 시공)

◆ 계측기의 종류

 ❶ 토압계 ❷ 간극수압계 ❸ 지하수위계

 ❹ 변형률계 ❺ 지중경사계 ❻ 건물경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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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사 (정보화 시공)

1. 지반조사의 종류

(1) 원위치시험

1) sounding

 표준관입시험(SPT)
중공의 split spoon sampler를 boring rod 끝에 붙여서 63.5kg의 해머로 낙하고 75cm

에서 때려 sampler를 흙 속에 30cm 관입시킬 때의 타격횟수 N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N치의 수정 -절사가 아닌 반올림을 한다.(9.4→9, 8.6→9)

❶ rod 길이에 대한 수정

심도가 깊어지면 rod의 변형에 의한 타격에너지의 손실과 마찰 때문에 해머

의 효율이 저하되어 N치가 크게 나오므로 rod 길이가 15m보다 큰 경우에 대

하여 수정한다.

N1=N' (1- x
200 )

❷ 토질에 의한 수정

포화된 미세한 실트질 모래지반에서 N치가 15이상으로 조밀한 경우에는 샘

플러의 관입시 부의 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유효응력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보다

N치가 크게 나타나므로 N치가 15이상인 경우에 토질에 대하여 수정을 한다.

N2=15+ 1
2 (N1-15)(N1>15일때 수정)

❸ 상재압에 의한 수정

모래지반의 지표면 부근에서 N치가 작게 나오므로 수정한다.

■ Dunham 공식

[입도양호] 모래 : Cu>6 (자갈 Cu>4), Cg=1～3

․토립자가 모가나고 입도가 양호 : φ= 12N+25〫

․토립자가 모가나고 입도가 균등(특정크기), 토립자가 둥글고 입도가 양호 :

φ= 12N+20〫

․토립자가 둥글고 입도가 균등 : φ= 12N+15〫

 면적비
A r >10%이면 sampler 삽입시 잉여토가 혼입되기 때문에 교란된 시료가 된다.

A r=
D2

w-D2
e

D2
e

×100(%)

 베인 시험(vane test)

연약한 점토지반의 전단저항(점착력)을 지반 내에서 직접 측정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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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zo cone 관입시험
․현장의 지반조사에 널리 사용되는 정적 콘관입시험(CPT)에다가 간극수압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트랜스듀서(transducer)를 부착한 것을 piezo cone이라 한다.

․측정하는 저항치

 ❶ 선단 cone 저항( q c)

 ❷ 마찰저항( f s)

 ❸ 간극수압( u )

2) 현장재하시험

 공내 수평재하시험 - 횡방향 강도와 변형을 알기 위한 시험

PMT(pressure meter test) , DMT(dilato meter test)

3) 지하수에 관한 시험

 팩커시험(packer test, lugeon test)
보링공을 이용하여 단부에 패커를 설치한 후 그 속에 일정압의 압력수를 주입하

여 단위시간당의 주수량을 측정함으로써 투수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원래 암석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흙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Lugeon 치

주입압이 10 kgf/cm 2로 1m당 주입량이 1 l/min일 때를 1Lugeon이라 한다.

1Lugeon=1 l/min/m/10 kgf/cm 2

(2) 물리탐사

❶ 탄성파탐사법(지진탐사법)

암석과 같은 탄성체에 급격한 충격을 가하면 그 충격은 일종의 굴절파 또는 반사

파가 되어 주위의 매질에 전파되어 지하지질 구조와 특히 대수층의 역할을 하는 암

석 내의 파쇄대나 단층과 같은 구조를 탐사하는 조사방법

■ P파의 속도

V= E
γ
g

․ (1-μ)
(1-2μ)(1+μ)

❷ 전기탐사법(전기비저항 탐사법)

❸ 음파탐사법

❹ 방사능탐사법

❺ 자기탐사법

❻ 중력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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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샘플러의 종류

 ❶ thin wall tube sampler  ❷ split spoon sampler

 ❸ foil sampler  ❹ denison sampler

(4) 암석 시료채취

1) 케이싱과 코어 배럴 규정

NX > BX > AX > EX (NBAE 노브라에..)

2) 회수율과 암질지수

❶ 회수율= 회수된암석의길이암석코어의이로상의길이 ×100(%)

❷ RQD= 10cm이상으로회수된암석조각들의길이의합암석코어의이런상의길이 ×100(%)

[RQD와 현장 암질과의 관계]

RQD(%) 암 질

0～25 매우 불량

25～50 불량

50～75 보통

75～90 양호

90～100 우수

 암 반

1. 암반분류법

(1) RMR(Rock Mass Rating) 분류법 - RMR의 구성요소[암질변수]

 ❶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❷ RQD

 ❸ 불연속면의 간격

 ❹ 불연속면의 상태

 ❺ 지하수의 상태

(2) Q(rock mass Quality) 분류법

Q= RQD
Jn

․
Jr
Ja
․

Jw
SRF

Jn :절리군의 수에 관련된 변수, Jr :절리면의 거칠기에 관련된 변수

Ja :절리면의 변질에 관련된 변수, Jw:지하수에 관련된 변수

RQD:암질지수, SRF:응력저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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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성계수를 구하는 방법

 ❶ jacking test(암반의 평판재하시험)

 ❷ 공내 재하시험

 ❸ 동적 반복재하시험

 얕은 기초 (직접기초)

1. 기초의 분류

․깊은기초 :
D f

B > 3～4, 말뚝기초, pier기초, 케이슨기초

․PSC 말뚝의 시공방법

타입공법(타격공법,진동공법)

매입공법(압입공법, water jet공법, 중굴공법, pre-boring공법, SIP공법)

․기계굴착 : benoto 공법, earth drill 공법, RCD 공법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 CIP, MIP, PIP

2. 기초의 구비조건

 ❶최소한의 근입깊이를 가질 것

 ❷ 안전하게 하중을 지지할 것 

 ❸ 침하가 허용치를 넘지 않을 것

 ❹ 시공이 가능하고 경제적일 것

3. 얕은 기초의 근잎깊이 결정시 고려사항

 ❶ 체적변화를 일으키는 깊이

 ❷ 동결깊이  ❸ 지하수위

4. 기초의 지지력(bearing capacity) - 기초의 안전율 “3”

(1) Terzaghi의 수정지지력

1) 극한지지력

qu= αcNc+βBγ 1Nγ+D fγ 2Nq

정사각형기초 원형기초 연속기초 직사각형기초

α 1.3 1.3 1.0 1.0+0.3B/L

β 0.4 0.3 0.5 0.5-0.1B/L

주된 두 가지

기초바닥 아래의 흙

기초바닥 위의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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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위의 영향

 0≤D 1≤D f인 경우(지하수위가 기초의 근입깊이 부분에 있을 때)

γ 1= γ'

D fγ 2=D 1 γ+D 2γ'

 0≤d≤B인 경우(지하수위가 기초 저면 밑에 있을 때)

γ 1=γ'+
d
B (γ-γ')

γ 2=γ

 d>B인 경우는 지하수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없다.

즉, γ 1=γ

3) 순극한 지지력

기초 주위면에 있는 흙의 압력을 제외한 것으로 기초면 아래에 있는 흙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단위면적당의 극한지지력

qu(net)=qu-γ 2D f

4) 순허용지지력

qa(net)=
qu
F s

=
qu-γ 2q

F s

◆ 완전보상기초와 부분보상기초

 완전보상기초
흙에 작용하는 순압력이 전혀 생기지 않는 기초

q= Q
A -γ․D f=0 ∴D f=

Q
A․γ

 부분보상기초
q>0인 기초

q= Q
A -γ․D f ∴F s=

qu
q =

qu
Q
A -γ․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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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심하중을 받을 때의 극한지지력

편심하중을 받는 footing의 극한지지력은 하중작용점에 대칭인 부분만이 유효하고

나머지는 계산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Meyerhof의 유효면적법으로 구할 수 있다.

 1) 기초의 유효크기

 유효폭 : B'=B-2e b

 유효길이 : L'=L-2e l

 2) qu'=
Pu

B'L'

 3) F s=
Pu

P

(3) Skempton의 극한지지력 - φ=0인 포화점토

qu=cNc+γD f

(4) Meyerhof의 극한지지력

표준관입시험 및 콘관입시험을 이용하여 두꺼운 모래층에 축조된 기초에 적합

qu=3NB (1+ D f

B )[ t/m 2]

(5) 재하시험에 의한 허용지지력 결정법

 장기 허용지지력

qa=qt+
1
3 γD fNq

 단기 허용지지력

qa=2qt+
1
3 γD fNq

 q t= min ( qy
2 ,

qu
3 )

(6) 재하시험에 의한 극한지지력, 침하량 결정법

qu (기초 )=qu (재하판 ) qu (기초 )=qu (재하판 )․
B (기초 )

B (재하판 )

S (기초 )=S (재하판)․
B (기초)

B (재하판)
S (기초 )=S (재하판 )․[ 2B (기초 )

B (기초 )+B (재하판 )
] 2

원래의 폭과 길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중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지력

침하량

점토지반 모래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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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의 압밀침하 - 정규압밀점토의 경우

S c=
C c

1+e o
Hlog

Po+ΔP
Po

C c=0.009(wl-10)

◆ 압밀시험에 의한 압밀도 추정

a v=
e o-e 1
σ 1-σ o

→ m v=
a v

1+e o
→ C v=

k
m vγw

→ tv=
T vH

2

C v

◆ 압축지수 C c대신에 팽창지수 C e만을 사용할 수 있는 OCR의 한계

OCR≥ P+ΔP
P

◆ Housel의 침하에 의하여 얕은 기초의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

․평판 1의 전하중 Q 1=A 1․m+P1․n

․평판 2의 전하중 Q 2=A 2․m+P2․n (A, P는 면적과 둘레길이)

⇒ 연립방정식으로 m, n 값을 결정한다.

․기초의 설계 : Q=A․m + P․n에서 Q, m, n을 알고 있으므로 기초의 폭을 결정한다.

◆ Prakash의 방법에 의한 기초의 침하각도

θ=sin -1  

 


S 1-S 2

B
2
-e

 

 



◆ 축차응력에 의한 내부마찰각 추정

σ 1=Δσ+σ 3 , φ=sin -1( σ 1-σ 3σ 1+σ 3
)

6. 접지압

(1) e≤ B
6 일 때  -인장응력 발생하지 않는다 (2) e > B

6 일 때  -인장응력 발생

q max,q min =
Q
BL (1± 6e

B ) q max =
4Q

3L(B-2e)

qmin qmax q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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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에서의 개개 말뚝에 가해지는 하중

Pn=
P
n ±

My․x
Σx2

±
Mx․y
Σy2

(x(y)=center에서 x(y)축으로 떨어진 거리)

 말뚝 기초

1. 현장타설 con'c말뚝(제자리 con'c 말뚝)

(1) benoto 공법(all casing 공법)

․casing tube를 왕복 요동시키면서 경질의 지반까지 압입시킨 후 내부를 해머 그래브로

굴착한 후 공내에 철근망을 넣고 con'c를 타설하면서 casing tube를 인발시켜 현장타

설 con'c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다.

․경사말뚝 시공이 유일하게 가능하다.

단     점

 ❶ 굵은 자갈, 호박돌이 섞인 지층에서는 케이싱 압입이 어렵다.

 ❷ 기계가 대형이고 무거워 넓은 작업장이 필요하며, 기동성이 둔하다.

 ❸ 케이싱 인발시 철근망 부상 우려가 있다.

◇ 시공순서

tremie관 삽입

con'c 타설

굴착 및 casing tube 삽입 철근망 넣기

casing tuve 인발

양수

말뚝머리 처리

casing tube 세우기

(2) earth drill 공법

절삭날(cutting edge)이나 절삭톱니(cutting teeth)가 부착된 나선형 오거를 회전하여

구멍을 굴착하는 공법이다. 켈리(Kelly)라고 불리는 정사각형 축에 부착된 오거를 흙 속

에 관입하고 회전하며, 날개(flight)에 흙이 채워지면 오거를 지표면 위로 끌어올린다.

장     점

 ❶ 기계장치가 간단하여 기동성이 좋다

 ❷ 저소음, 저진동

 ❸ 다른 현장타설말뚝에 비해 시공속도가 빠르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3) 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RCD ; 역순환공법)

․서독에서 개발된 공법으로 특수 bit의 회전으로 토사를 굴착한 후 공벽을 정수압으로 보

호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con'c를 타설하여 현장타설 con'c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다.

․굴착된 토사를 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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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P(Packed In Place) pile

연속날개가 달린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중공의 auger shaft 선단에서

pre-packed mortar를 3～7 kg/cm 2의 압력으로 사출하면서 auger를 올려 mortar 말뚝을 만

드는 공법으로 auger를 뽑아낸 후 철근망이나 형강을 삽입하여 현장타설말뚝을 완성한다.

 ❶ 지지말뚝으로 이용된다.

 ❷ 연속적으로 시공하여 주열식 흙막이 지수벽으로 이용한다.

 ❸ auger만으로 굴착하므로 소음, 진동이 없다.

 ❹ 장치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다.

2. 기성말뚝기초 시공법

(1) 압입공법

말뚝에 정적 압입력을 가해 말뚝을 압입하는 공법이다.

 ❶ 소음, 진동이 없다.

 ❷ 두부 손상이 없다.

 ❸ 주위지반의 교란이 없다.

(2) pre-boring 공법

․auger 등으로(회전식버킷, 회전식비트) 지반을 천공한 후 기성말뚝을 공내에 매입하는 공법이다.

․천공시 공벽유지는 bentonite로 한다.

(3) SIP(Soil Cement Injected Precast pile) 공법

auger로 cement paste를 주입하면서 굴착한 후 cement paste를 주입하면서 auger를

인발하여 기성말둑을 삽입하는 공법이다.

 ❶ 저소음, 저진동

 ❷ 여러 종류의 지반에 사용이 가능하다.

 ❸ 풍화암까지 시공이 가능하다.

3. RC pile 항타시 말뚝 두부 파손 원인

 ❶ 편타

 ❷ hammer 무게의 과다

 ❸ 타격에너지의 과다

PIP

I→지지말뚝

P가 연속→연속시공

⇒간단,레간자

SIP

sleep : 저소음,저진동

P : 풍화암

S.I.P..여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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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뚝기초의 지지력

(1) 축방향 압축력에 대한 허용지지력

1)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Terzaghi 공식
 극한지지력

Ru=R p+R f=qpA p+f sA s=(cN*
c+q'N*

q)A p+(αc)ul

 허용지지력
R a=

R u

F s
(F s=3)

 Meyerhof 공식
 극한지지력

R u=R p+R f=40NA p+
1
5
NsA s

Ns=
N1h 1+N2h 2

h 1+h 2
(절사하지 않는다)

 허용지지력
R a=

R u

F s
(F s=3)

2) 동역학적 지지력 공식

 Engineering News 공식 - 안전율 “6”

 drop hammer
R u=

WhH
S+2.54 W:[t], S:[cm]

 단동식 steam hammer

R u=
WhH

S+0.254 W:[t], S:[cm]

 Sander 공식 - 안전율 “8”

R a=
WHH
8S W:[kg], S:[cm]

3) 정재하시험

4) 동재하시험(항타분석기(PDA)를 이용하는 방법)

 ❶ 항타 즉시 말뚝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다.

 ❷ 항타 즉시 해머의 효율 및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❸ 시험시간이 짧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선단지지력 마찰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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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력에 대한 허용지지력

δ=
2βH
KD (H:[kg])[cm]

5. 단항과 군항

(1) 판정기준

D=1.5 r l

 D>d : 군항
 D<d : 단항 ( d:말뚝 중심간격 )

(2) 군항의 허용지지력

 Converse-Labarre 공식
φ=tan -1 D

S ( D:말뚝지름[m], S:말뚝간격[m]-좁은 간격 값을 취한다. )

E=1- φ
90 [ m(n-1)+n(m-1)

mn ]
 R ag=ENR a

◆ 말뚝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말뚝지름의 2.5배 이상이며, 푸팅측면과 말뚝 중심의 간격

은 최소한 말뚝지름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5d이상 1.5d이상

◆

d

완전 교란되는 범위 : 0.5d

포화점토에서 간극수압이 상승하는 범위 : 6d

교란에 의해 현저한 압축이 생기는 범위 : 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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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주면 마찰력

연약한 점토층을 관통하여 지지층에 도달한 지지말뚝의 경우에 성토를 하든지, 지하수

위가 저하될 때 연약층의 침하에 의하여 말뚝 주면 침하량이 말뚝의 침하량보다 상대적으

로 클 때 말뚝을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주면마찰력을 부마찰력이라 한다.

(1) 부주면마찰력

 R nf=fnA s

 연약한 점토시 f n=
1
2
qu

사질토에서 fn=Ko(=1- sinφ)σ'vtanδ (δ:흙-말뚝의 마찰각)

σ'v는 15d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거의 일정한 것으로 본다.

(2) 발생원인

 ❶ 지반 중에 연약한 점토층의 압밀침하

 ❷ 연약한 점토층 위의 성토(사질토) 사중

 ❸ 지하수위 저하

(3) 부마찰력을 줄이는 공법

 ❶ 표면적이 작은 말뚝을 사용하는 방법

 ❷ 말뚝지름보다 크게 pre-boring하여 부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❸ 말뚝지름보다 약간 큰 casing을 박아서 부마찰력을 차단하는 방법

 ❹ 말뚝표면에 역청재를 칠하여 부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케이슨 기초

깊은 기초 중 지지력과 수평저항력이 가장 큰 기초이다.

1. 시공방법에 의한 분류

 ❶ open caisson(우물통, 정통) 기초

 ❷ 공기 케이슨(pneumatic caisson) 기초

 ❸ 박스 케이슨(box caisson)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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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n caisson 기초(우물통 기초, 정통(well) 기초)

1로드(높이 2～3m 정도)씩 구분, 제작하여 연결하면서 침하시킨다.

장    점 단    점

 ❶ 침하깊이에 제한이 없다.

 ❷ 공사비가 저렴하다.

 ❸ 기계설비가 비교적 간단하다.

 ❹ 무진동으로 할 수 있어서 시가지 공사에도 

적합하다.

 ❶ 기초지반 토질의 확인, 지지력 측정이 곤란하다.

 ❷ 굴착시 보일링과 히빙이 일어날 수 있다.

 ❸ 중심이 높아져서 케이슨이 경사질 우려가 있다.

 ❹ 굴착 중 장애물이 있거나 수중굴착일 경우에

는 굴착에 시일이 걸려 공기가 길어진다.

(1) caisson의 제자리 놓기(거치공) - 수중거치

❶ 축도법 : 수심에 따라 흙가마니, 널말뚝 등으로 물을 막고 내부를 토사로 채운 후

육상거치와 같이 케이슨을 놓고 침하시키는 방법이다.

❷ 비계식(발판식)

❸ 예항식(부동식)

(2) 굴착공의 종류

 ❶ 인력굴착  ❷ 기계굴착  ❸ 수중굴착

(3) 케이슨의 침하

1) 침하조건

W>F+Q+B
W:케이슨의 수직하중(자중+재하중), F:총 주면마찰력

Q:케이슨 선단부의 지지력, B:부력

2) 침하공법

 ❶ 재하중식  ❷ jet 공법

 ❸ 물하중식 침하공법  ❹ 발파에 의한 공법

 ❺ 케이슨 내 수위저하공법

3. 공기 케이슨(pneumatic caisson) 기초

단     점

❶ 소음, 진동이 커서 도시에서는 부적당하다.

❷ 굴착깊이에 제한이 있다.(수면하 35～40m)

❸ 케이슨병이 발생한다

❹ 노무자의 모집이 곤란하고 노무비가 비싸다.

❺ 공사비가 비싸다.



[토목기사실기정리노트 - crazycch]

- 38 -

(1) 공기 케이슨을 사용하는 경우

 ❶ 인접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기존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할 경우

 ❷ 기존 구조물에 인접하여 깊이가 더 깊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해야 할 경우

 ❸ 기초 암반이 경사졌거나 불규칙할 경우

(2) 공기 케이슨의 침하

W>U+F+Q+B

U:작업공기에 의한 양압력 - open caisson과의 차이점

4. box ca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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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암석 발파공

 천 공(drilling)

1. 운동방식에 의한 분류

 타격식(충격식) ; 브레이커 , 픽헤머 , 픽스틸

 회전식

2. 천공의 능률

Vt=α(C 1․C 2)V[cm/min](α=0.65)

 발파이론

1. 기본사항

(1) 자유면

암석이 외계(공기와 물)와 접하는 표면

(2) 최소저항선(W)

장전되는 폭약의 형상에 관계없이 장약의 중심에서 자유면까지의 최단거리

(3) 누두공

폭파에 의해 자유면 방향에 생긴 원추형의 공

(4) 누두반경(R)

누두공의 반지름

(5) 누두지수

n= R
W

n=1 : 표준장약

n>1 : 과장약

n<1 : 약장약

(6) 임계심도

분화구가 최대의 체적을 표시할 때의 심도

N=EL
1
3 [m][L: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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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파의 기본식(Hauser 공식)

(1) L=CW3[kg][W:m]

※ 비산의 문제가 발생 시 수정식을 사용할 경우 : L=CW3f(w)

(2) 1자유면의 경우 발파계수(C)

C=d․e․f(w)․g

d : 전색계수( 완전전색 : d=1 )

e : 폭약계수(다이너마이트 No.1(NG 60%)를 기준(e=1)으로 다른 폭약과의

폭파효력을 비교하는 계수

f(w) : 약량 수정계수

g : 암석의 저항력 계수(폭파에 저항하는 계수)

※ 천공공수(N)는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지 않는다.

ex) 5.99공→6공(×) , 5.21공→5공(×)

◆ 직교하는 2자유면의 암석 발파

W(최소저항선)= 0.46d
C a

[cm]

D(천공길이)=W+ 12d
2 [cm]

L(장약량)=9.42d 3g[g] -g는 폭약비중

 폭약과 화공품

1. 폭파약

(1) 흑색화약 : 직접폭약 직접 점화, 충격, 열에 의해 폭파된다.

(2) 폭약 : 간접폭약으로 뇌관의 폭발에 의해 폭파된다.

1) 카알릿(Carlit)

․과염소산 암모니아를 주로 한 무기염류 분말상의 폭약이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발화점이 높고, 충격에 둔감하므로 취급상 위험이 적다.

․폭발력은 다아너마이트보다 우수하며, 흑색화약의 4배 정도이다.

2) ANFO 폭약(초유폭약)

․저렴하고 취급, 보관이 용이하다.

․내습성이 불량하므로 용수가 없는 갱외용에 사용한다.

3) 슬러리 폭약(함수폭약)

․초안, TNT, 물을 미음상으로 혼합한 것이다.

․내수성이 대단히 좋다.

․ANFO 폭약보다 강력하다.

․ANFO 폭약의 사용이 힘든 경암이나 용수개소에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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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공품

 DS 전기뇌관 : 지연시간이 0.1초 이상

 MS 전기뇌관 : 지연시간이 0.01초 이상

 폭파에 의한 암반굴착

1. 심빼기(심발, cut out blasting) 발파

․발파시 첫번의 발파에 의하여 자유면을 증대시켜 다음 발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

으로 발파 중 가장 중요한 발파이다.

․발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자유면이 많아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터널 또

는 원지반의 굴착면에 심빼기 발파를 하여 순차로 깎아 넓히기를 한다.

2. 벤치 컷(bench cut) 발파

(1) 특징

․암반굴착 또는 채석을 위한 대량의 암석을 굴착하기 위해(다량 채석에 적합) 굴착량당

의 사용 폭약이 적어도 되는 경제적인 발파공법이다.

․암반굴착시 경사면을 계단상으로 굴착 또는 파쇄해 내려가는 공법이다.

․천공깊이 h=H+(0.1～0.3)W -평균치로 한다.

(2) 장약량 계산

L=CW2H=CWSH[kg] -H:벤치높이(m) , S:천공간격(m)

3. 폭파조절공법의 종류

❶ 라인 드릴링 공법

목적하는 파단선을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천공하고 이 공(孔)은 장전하지 않은 채

무장약공으로 발파하여, 인접공에 대한 발파에너지의 영향으로 공열에 의해 형성된

마감면까지 파괴시키는 제어발파 공법

❷ 쿠션 블라스팅 공법

❸ 프리 스프릿팅 공법

․다른 공법과는 반대로 처음 주변공을 폭파하여 파괴단면을 만든 후 나머지 전면(前

面)의 주발파를 하는 공법이다. 과발파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된다.

․굴착선에 따라 예비파괴 단면을 만들어서 주발파에 의한 진동, 파괴영향을 적게하여

여굴을 방지한다.

❹ 스므스 블라스팅 공법

주변공(스므스 블라스팅공)과 주발파를 동시에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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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폭파( 조각발파, 암질발파 )

(1) 폭파에서 생긴 암석덩어리가 셔블 등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전석) 조각을

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이 조각을 내기 위한 폭파(운반이 용이하도록 재차폭파)를

2차 폭파라 한다.

(2) 방법

❶ 블록 보링법

암석덩어리의 중심부에서 연직천공한 후 장약하는 방법

❷ 스네이크 보링법

암석덩어리의 아래측에 장약하는 방법으로 암석덩어리의 대부분이 지하에 묻혀있

는 경우, 천공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된다.

❸ 머드 캡핑(mud caping)법 또는 복토법

바위덩어리의 지름이 작은 곳에 장약한 후 그 위를 굳은 점토로 덮어놓는 방법

L=CD 2[g](D:암석의최소지름[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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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콘크리트공

 용어의 정리

1)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나 모르터에서 물이 상승하는 현상

2)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질기 여하에 따르는 작업의 난이의 정도 및 재료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3) 피니셔빌리티(finishability)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잔골재의 입도, 반죽질기

등에 따르는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

■ 플라이 애시 시멘트(fly-ash cement)

화력발전소에서 배연되는 ash(회분)를 집진기로 모은 구상의 fly-ash(실리카 알루미

나+여러 산화물과 알칼리)를 clinker에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❶ 장기 강도가 크다. ❷ 수화작용이 늦다.

 ❸ workability가 커진다. ❹ 수밀성, 내구성이 크다.

 ❺ bleeding 감소 ❻ 값이 싸다.

■ 초속경시멘트

․응결, 경화시간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시멘트로 초조강시멘트보다 강도발현이 빠르

고 제트 시멘트(jet cement)라 불린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도로 보수공사 등), 한중공사(동절기 공사), shotcrete, grouting재에

사용된다.

2. 풍화된 시멘트의 성질

 ❶ 강도의 발현이 저하된다. ❷ 응결이 지연된다.

 ❸ 비중이 작아진다. ❹ 강열감량이 증가한다.

3. 시멘트의 저장면적

A=0.4 N
n [m 2]

N:총 포대수 , n:쌓아올린 포대수(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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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화재료

1. 혼화재료의 분류

(1) 혼화재 :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con'c 배합설계시 고려하는 것

(2) 혼화제 :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con'c 배합설계시 무시하는 것

2. 혼화제

(1) AE제

 ❶ workability 증대, 단위수량 감소

 ❷ bleeding 및 골재분리 감소

 ❸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 증가, 수밀성 증가

 ❹ 알칼리 골재반응 감소

(2) 촉진제

장   점 단   점

 ❶ 조기강도 증가

 ❷ 수화열 증가

 ❸ slump 감소

 ❹ 마모저항 증가

 ❶ 철근이 부식된다.

 ❷ 균열 증가

 ❸ 내구성 감소

■ 종류

 ❶ 염화칼슘(대표적인 촉진제)        ❷ 규산나트륨        ❸ 규산칼슘

(3) 감수제

 ❶ workability 증대, 단위수량 감소

 ❷ bleeding 및 골재분리 감소

 ❸ 압축강도 증가, 수밀성 증가

(4) 수축저감제

건조시에 발생하는 수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혼화제로서 모르터, 콘크리트의

균열 감소나 방지, 충진성의 향상, 박리방지 등을 주목적으로 사용한다.

 골 재

 잔골재 : 5mm(No.4) 체를 다 통과하는 골재

 굵은 골재 : 5mm(No.4) 체를 다 남는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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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열화원인

(1) 화학적 작용

❶ 염해

❷ 중성화

공기 중의 탄산가스에 의해 콘크리트 중의 수산화 칼슘(강알칼리)이 서서히 탄산

칼슘(약알칼리)으로 되어 콘크리트가 중성화됨에 따라 물과 공기가 침투하여 철근

이 부식하여 체적이 팽창하여 균열이 발생한다.(콘크리트의 알칼리성 상실)

❸ 알칼리 골재반응

(2) 물리적 작용

❶ 동해

❷ 손식

2. 콘크리트 시험

 공사개시 전 공 사 중

 ❶ slump 시험

 ❷ con'c 압축강도시험

 ❸ 골재의 체가름시험

 ❶ slump 시험

 ❷ con'c 압축강도시험

 ❸ 공기량 시험

 ❹ con'c 단위용적중량시험

공 사 후

 ❶ con'c 비파괴시험

 ❷ 구조물의 con'c에서 절취한 core에 대하여 실시하는 압축강도시험

 ❸ 구조물의 재하시험

3. workability(시공연도)

(1) workability의 증진대책

 ❶ 물․시멘트 비를 크게 한다.

 ❷ 단위수량을 크게 한다.

 ❸ 혼화재료(AE제, 감수제 등)를 사용한다.

 ❹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사용한다.

 ❺ 입형이 좋은 골재를 사용한다.

 ❻ 비빔을 충분히 한다.

(2) workability 측정법

 ❶ 슬럼프 시험(slump test)  ❷ 흐름시험(flow test)

 ❸ 리몰딩(remolding test)  ❹ 비비(vee-bee) 반죽질기 시험

 ❺ 일리발렌 시험(iribarr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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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배합설계

(1)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재

최대치수

(mm)

스럼프범위

(cm)

물․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단위량(kg/m3)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G

(2) 콘크리트 배합설계

1) σ r= α․σ ck

σ r : 배합강도 , α : 증가계수 , σ ck : 설계기준강도( σ 28)

σ 28=-210+215․C/W

2) S/a의 보정(%)과 W의 보정(kg)

-보통 입도의 모래(조립률 2.80정도), 물․시멘트비 55%정도, 슬럼프 약 8cm에 대한 보정

3) 시방배합의 산출 및 조정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물․시멘트비 [kg]

 단위골재량절대체적=1- ( 단위수량
1000 + 단위시멘트량시멘트비중×1000 + 공기량

100 )[m 3]

 단위잔골재량절대체적=단위골재량절대체적×잔골재율( m 3)

 단위잔골재량=단위잔골재량절대체적×잔골재비중×1000( kg)
 단위굵은골재량절대체적=단위골재량절대체적-단위잔골재량절대체적( m 3)

 단위굵은골재량=단위굵은골재량절대체적×굵은골재비중×1000( kg)

◆ 현장배합

 골재량의 수정

‥잔골재량을 x, 굵은골재량을 y로 놓고 이론상, No.4번체의 잔류, 통과량에 맞게

연립방정식을 푼다.

 표면수량 수정

‥잔골재 표면수량 = x․잔골재표면수량

‥굵은골재 표면수량 = y․굵은골재표면수량

 현장배합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 이론상 단위수량 - (잔골재 표면수량 + 굵은골재 표면수량)

‥잔골재량 = x + 잔골재 표면수량

‥굵은골재량 = y + 굵은골재 표면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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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량, 비비기, 운반, 타설, 양생

(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

콘크리트 포장콘크리트

물 1 1

시멘트 1 1

혼화재 2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

(2) 거듭 비비기와 되비비기

 거듭 비비기

con'c 또는 모르타르가 엉기기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비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또는 재료가 분리한 경우에 다시 비비는 작업

 되비비기
con'c 또는 모르타르가 엉기기 시작하였을 경우에 다시 비비는 작업

◆ 강제식 믹서 : 굳은비비기, 부배합, 경량골재 사용시 적합

(3) con'c 운반시 유의사항

 ❶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한다.

 ❷ 재료의 분리 방지

 ❸ 재료의 손실 방지

 ❹ slump, 공기량 감소 등이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4) 양생(curing)

치기가 끝난 콘크리트가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생기지 않고 충분히 경화할 수 있도

록 일정기간동안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는 작업을 양생이라 한다.

■ 종류

 ❶ 습윤양생

 ❷ 막양생

- 막양생제 : 방수지, plastic sheet, 비닐유제, 아스팔트 유제 등

 ❸ 증기양생

 ❹ 전기양생

◆ 성숙도=온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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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크리트 이음(줄눈,joint)

(1) 시공이음

1) 설치이유

 ❶ 거푸집의 반복사용

 ❷ 콘크리트의 검사 시 동바리공을 축조하지 않아도 됨

 ❸ con'c 내의 온도상승을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함

 ❹ 야간작업 등 무리한 작업을 피하려고

2) 계획 및 설치시 유의사항

 ❶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한다.

 ❷ 전단력이 큰 위치에 부득이 설치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흠을 만들거나 

철근으로 보강한다.(전단보강철근)

 ❸ 구 con'c의 laitance나 나쁜 품질의 con'c를 제거한다.

 ❹ 구 con'c에 충분하게 물을 흡수한다.

(2) 신축이음

❶ con'c 구조물의 온도변화, ❷ 건조수축, ❸ 기초의 부등침하 등에 의하여 생기는 균열

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

1) 신축이음재의 구비조건

 ❶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이 자유로울 것

 ❷ strain에 의한 변위가 자유로울 것

 ❸ 강성 및 내구성이 클 것

 ❹ 방수 및 배수가 완전할 것

2) 신축이음재

- 주입채움재(충진재) : asphalt, asphalt mortar, 합성고무, compound

- 지수판 : 동판, 강판, 염화비닐판, 고무재

3) 신축이음의 간격

- 댐, 옹벽과 같은 큰 구조물 : 10～15m

(3) cold joint

con'c를 계속해서 칠 때 신․구 con'c 사이에 비교적 긴 시간차로 인하여 계획되

지 않은 개소에 생기는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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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크리트의 균열

(1) 경화 전의 균열(초기균열)

- con'c를 거푸집에 타설한 후부터 응결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균열

❶ 소성수축균열

- 굳지 않은 con'c 표면의 증발속도가 bleeding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는 균열

❷ 침하균열

- con'c 타설 후 con'c의 압밀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균열

 ❸ 거푸집 변형에 따른 균열

 ❹ 진동․재하에 따른 균열

(2) 균열의 보수기법

 ❶ 에폭시 주입법 ❷ 봉합법

 ❸ 짜깁기법 ❹ 보강철근 이용방법

 ❺ 그라우팅

8. 거푸집(form)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하중

 ❶ 연직방향 하중 - 사하중, 활하중

 ❷ 횡방향 하중 - 진동, 충격, 지진, 풍압 등

 ❸ 콘크리트 측압

 ❹ 특수하중 - 편심하중 등

(2) 시공시 거푸집 내면에 박리제를 바르는 이유

 ❶ con'c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

 ❷ 거푸집 떼어내기 작업의 용이

 ❸ 목재 거푸집의 경우 수분흡수 방지

(3) 동바리의 설계시 고려사항

 ❶ 연직하중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좌굴에 안정해야한다.

 ❷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해야 한다.

 ❹ 동바리의 기초가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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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 및 동바리의 검사

 ❶ 거푸집의 부풀음 ❷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❸ 이동 ❹ 경사

 ❺ 침하 ❻ 접속부의 느슨해짐

(5)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

부 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기둥, 벽 등의 측벽 50kgf/cm2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140kgf/cm2 이상

9. 특수 거푸집

■ slip form 공법

․거푸집을 일단 조립하면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거푸집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어, 동일 규격의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 작업시 사용되며, 거푸집

을 상향이나 수평으로 콘크리트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시켜 재타설할 수

있고, 사일로, 벽, 교각 타워 등에 이용하면 좋은 강제거푸집 공법이다.

․중요부품 : yoke , form , wale , jack

 특수 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일 때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 포틀랜트 시멘트 사용을 표준으로 함

- 초기동해를 피하기 위해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한다.

T=
S(WaT a+WCTC)+WfT f+WwTw

S(Wa+WC)+Wf+Ww

Wa , T a : 골재의 중량과 온도 Wc , T c : 시멘트의 중량과 온도

Wf , T f : 골재 표면수량과 온도 Ww , Tw : 혼합용수의 중량과 온도

S : 건조재료의 비열(일반적으로 0.2를 사용) T ; 비빌 때의 온도

■ 시공상 특히 주의할 사항

 ❶ 초기 동해 방지

 ❷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 확보

 ❸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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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중콘크리트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일 때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❶ 치기 전 지반과 거푸집 등을 살수하거나 덮개를 하여 습윤상태를 유지

 ❷ 비빈 후 가능한 한 빨리 치며, 비빈 후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5시간 이내

 ❸ 치기할 때의 con'c 온도는 35℃ 이하

 ❹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3. 수중콘크리트

(1) 콘크리트 치기

 ❶ 물막이를 하여 정수 중에서 친다.

 ❷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❸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 상에 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친다.

 ❹ con'c가 경화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한다.

 ❺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음 구획의 con'c를 친다.

(2) 수중콘크리트 타설공법

 ❶ 트레미(tremie) 방법

 ❷ 콘크리트 펌프(con'c pump) 방법

 ❸ 밑열림상자 방법

 ❹ 밑열림포대 방법

4. 프리팩트 콘크리트

처음에는 특정한 입도의 굵은 골재를 거푸집에 채워넣고, 그 공극 속에 특수한 모르터

를 적당한 압력으로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

5. 숏크리트(shotcrete,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1) 배합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❶ shotcrete의 강도

 ❷ 호스의 폐색이 없어야 한다.

 ❸ 골재의 rebound 및 분진이 작을 것.

 ❹ shotcrete의 박리, 박락, 표면의 처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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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의 종류

1) 건식공법

장   점 단   점

 ❶ 물과 재료가 분리 운반되므로 

후송시간에 제약이 없다.

 ❷ 수송거리가 500m까지 가능하다.

 ❶ nozzle에서 물과 재료가 혼합되므로 

품질관리가 어렵다.

 ❷ 분진발생이 많다.

 ❸ rebound(반발)량이 많다.

2) 습식공법

장   점 단   점

 ❶ 전 재료를 mixer에서 혼합하여 

토출시키므로 품질관리가 용이하다.

 ❷ 분진발생이 적다.

 ❸ rebound량이 적다.

 ❹ 시공기간이 단축된다.

 ❶ 수송기간에 제약이 있고 수송거리가 

짧다.

 ❷ 노즐이 막힐 우려가 있고 청소가 

곤란하다.

(3) rebound 량 감소대책

 ❶ 습식 공법 채용

 ❷ nozzle을 시공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❸ 단위시멘트량을 크게 한다.

 ❹ 단위수량을 크게 한다.

 ❺ 잔골재율을 크게 한다.

 ❻ 굵은 골재 최대치수를 작게 한다.

6. AE 콘크리트

 ❶ workability가 좋아진다.

 ❷ 단위수량이 감소한다.

 ❸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 내산성 증가

 ❹ 수축, 균열 감소

 ❺ 수밀성 증대

 ❻ 알칼리 골재반응이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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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S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PSC)

단     점

 ❶ RC에 비해 강성이 작아 변형이 크고 진동하기 쉽다.

 ❷ 내화성이 작다.

 ❸ 재료비가 비싸고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❹ 설계 및 작업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1) post-tension에 의한 prestressing 방법

 ❶ 프레시네 공법 ❷ 디비닥 공법

 ❸ BBRV 공법 ❹ 레온할트 공법

(2) 프리스트레스 손실원인

1) 도입시 일어나는 손실원인

 ❶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❷ PS 강재와 쉬스 사이의 마찰  ❸ 정착장치의 활동

2) 도입 후 손실원인

 ❶ 콘크리트 크리프  ❷ 콘크리트 건조수축

 ❸ PS 강재의 relaxation

8. 섬유보강 콘크리트

금속이나 합성수지를 원료로 한 불연속 단섬유를 con'c 중에 균일하게 분산시켜 인장강

도, 휨강도, 균열에 대한 저항성, 인성, 전단강도 및 내충격성 등을 개선한 콘크리트

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 RMC)

■ 비비기와 운반방법의 조합에 의한 분류

 ❶ 센트럴 믹스트 콘크리트

 ❷ 쉬링크 믹스트 콘크리트

 ❸ 트랜싯 믹스트 콘크리트

10. 해양 콘크리트

■ 철근의 부식방지 대책(해사의 염해대책)

 ❶ 피복두께를 크게 한다.

 ❷ 균열 폭을 적게 한다.

 ❸ 철근의 피복

 ❹ con'c 표면의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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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터널공

 터널의 편압으로 이상지압을 받는 경우 대책공법

 ❶ 압성토

 ❷ 보호절취

 ❸ 갱구 부근에서의 복공콘크리트 시공

 터널굴착방법

■ 도갱을 굴착하는 경우

(1) 저설도갱 선진링 공법

-도갱을 선진시켜 용수의 확인을 한 다음 ring상으로 굴착, 동바리공, 복공을 행하는 공법

(2) 측벽도갱 선진링 공법

-작업능률은 낮으나 지질이 불량하여 큰 지압이나 대용수가 예상될 때 적합한 공법

양측 벽에 따라 도갱굴착, 측벽 콘크리트치기, 나머지 구간 굴착 순으로 시공

(3) 링컷 공법

-상부 반단면을 일시에 굴착하면 막장이 붕괴할 우려가 있을 때 우선 링상으로 부분굴착을

하여 여기에 강아치 동바리공을 세워 지지시키고 그 후에 굴진하는 굴착방법

(4) 선진도갱공법(pilot drift method)

-본 터널과 다소 떨어진 곳에 도갱을 병렬시켜 먼저 굴착한 후 본 터널과의 연락갱도를

만들어 본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

-장대한 터널공사, 하저 터널공사에 채용

 ❶ 버럭반출 ❷ 재료운반

 ❸ 환기 ❹ 배수

 터널 공법

1. 쉴드 공법(shield tunneling)

쉴드라하는 강제의 원통을 땅 속에 압입하여 막장의 토사를 밀면서 앞부분을 전진하고

shield 내부를 굴착한 다음 shield 후방에 활꼴거푸집(segment)으로 아치를 조립하여 이것

을 1차 복공(lining)하며 터널을 구축하는 공법이다.

본래는 하천, 바다밑 등의 연약지반이나 대수층 지반의 터널공법으로 개발된 것이나 지

상에서 모든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도시터널 시공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암반을 제외한 모든 지반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연약지반에서 대단히 유리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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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매공법

․터널 일부를 케이슨 모양으로 육상에서 제작하여 이것을 물에 띄워 침설장소까지 예선하

여 소정의 위치에 침하시켜 기설부분과 연결한 후 되메우기 한 다음 속의 물을 빼서 터

널을 구축하는 공법이다.

․수저 또는 지하수면 하에 터널을 시공하기 위한 공법이다.

장     점

 ❶ 단면 형상이 비교적 자유롭고 큰 단면으로 할 수 있다.

 ❷ 매우 깊은 수심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❸ 육상에서 제작하므로 신뢰성이 높은 터널 본체를 만들 수 있다.

3. TBM(Tunnel Boring Machine)

․비발파로 터널을 굴착하는 것으로 굴착기를 이용 암석을 파쇄하면서 굴진하는 공법

․발파공법에 비하여 효과적이며 여굴이 없고 지산(地山)을 손상하지 않으므로 지보공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전단면 굴착과 급속시공이 가능한 굴진기를 이용하는 이 공법이다.

■ load header

부분 단면 굴착기계 - 자유로이 움직이는 붐 끝에 고속 회전하는 절삭기가 부착되

어 있어 여러 형상의 단면을 절삭할 수 있는 기계

장     점

 ❶ 여굴이 적다.

 ❷ 지보공이 절약된다.

 ❸ 노무비가 절약된다.

 ❹ 공기 오염도가 적다.

4. NATM 공법

(1) 1차 지보재

 ❶ rock bolt ❷ shotcrete

 ❸ wire mesh ❹ steel rib

(2) 시공관리상 반드시 실시해야 할 항목

 ❶ 갱내 관찰조사

 ❷ 내공변위 측정 (내공변위 측정기, 지중변위 측정기)

 ❸ 천단침하 측정 (천단침하 측정기)

 ❹ rock bolt 인발시험 (록볼트 인발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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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ing의 con'c 타설순서에 따른 분류

 바른치기 공법(normal lining)

측벽 con'c를 먼저 치고 arch con'c를 치는 공법

 역치기 공법(inverted lining)

․arch con'c를 친 후에 측벽 con'c를 치는 공법

․지질이 불량한 곳에 적합

5. 매서공법(messer method)

 ❶ 무소음, 무진동

 ❷ 여굴이 적고 복공량이 많다.

 ❸ 막장 단면의 급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❹ 안전하고 숙련공이 필요 없다.

 암반보강공법

1. 록 볼트(rock bolt) ㅂ
이완된 암반 표면을 깊은 곳에 있는 경암까지 볼트를 고정시켜 암반의 탈락을 방지하

고 터널 주변에 본바닥의 아치를 형성시켜 안정을 기하는 공법이다.

암 비탈면의 암반의 층리(bedding plane), 절리(joint), 엽리(foaliation) 등이 암 탈락

(rock fall), 전도(topple), 활동(slide)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암비탈면 고강공.

(1) 효과  3ㅂ+내압효과

 ❶ 봉합효과(ㅂ) ❷ 보의 형성효과(ㅂㅗ)

 ❸ 보강효과(ㅂㅗ) ❹ 내압효과

(2) 록볼트 정착형식

 ❶ 선단정착형 ❷ 전면접착형 ❸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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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터널

장   점 단   점

 ❶ 구조상 안전하다.

 ❷ 누수시 보수가 용이하다.

 ❸ 시공비가 적게 든다.

 ❶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

 ❷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환경변화가 발생한다.

 공사중 터널의 환기 中 기계식 환기의 종류

 ❶ 배기식 ❷ 송기식 ❸ 흡인식

보수가 용이하지만
돈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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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옹벽공, 암거 배수공, 교량공

 옹벽공

1. 옹벽의 안정조건

(1) 전도에 대한 안정 F s=
W․x+Pv․B

PH․y
≥2.0

(2) 활동에 대한 안정 F s=
(W+Pv) tanδ+CB+Pp

PH
≥1.5

(3) 지지력에 대한 안정

q max =
V
B (1+ 6e

B )= W+Pv

B ․(1+ 6e
B )

q min =
V
B (1- 6e

B )= W+Pv

B ․(1- 6e
B )

F s=
qa

q max
≥1

2. 시공시 유의사항

(1) 뒷채움재의 토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❶ 내부마찰각이 큰 재료를 사용

 ❷ 점착력이 있는 재료를 사용

 ❸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공법을 채택

 ❹ 배수처리 철저

(2) 도로 구조물의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정

최대 크기 100mm

#4 체 통과량 25～100%

#200 체 통과량 0～15%

PI(%) 10 이하

수침 CBR(%) 10 이상

3. 보강토공법

흙은 입자 상호간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아 다른 재료와는 달리 외력과 자중에 의

하여 쉽게 파괴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흙과 성질이 다른 재료를 매입하여 흙의 성

질을 개량하고 토류옹벽에 주로 사용되는 최신 공법

(1) 구성요소

 ❶ 전면판(skin plate)

 ❷ 보강띠(strip bar)

 ❸ 뒤채움 재(back 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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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장     점

 ❶ 용지 폭이 작게 소요된다.

 ❷ 시공이 빠르다.

 ❸ 높은 옹벽축조가 가능하다.

 ❹ 건설공해가 적다.

(3) 보강띠 설계법

 ❶ Rankine 법

 ❷ Coulomb 응력법

 ❸ Coulomb 모멘트법

 암거 배수공

1. 암거의 배치

 ❶ 자연유하식

 ❷ 머리빗식

시공하는 지역이 한 방향으로 완만한 습지대인 경우에 적합

 ❸ 오늬무늬식

양쪽에서 중앙을 향해 완만하게 경사되어 중앙이 오목하게 된 지역에 적합

 ❹ 차단식

2. 암거의 설계

(1) 도량형 매설관에 작용하는 토압(Marston 공식)

Wc=C dγ tB
2[t/m]

(2) 암거의 구배와 유속(Giesler 공식)

V=20 Dh
L [m/ sec ]

D:관의직경[m] , L:암거길이[m] , h:관 길이 L에 대한 낙차[m]

3. 암거의 시공

■ front jacking method

․수직구멍을 뚫은 다음 견인용 철선으로 암거나 원관 등을 jack으로 직접 잡아당겨

부설하는 공법

․작은 구멍을 먼저 뚫어 PS 강선을 관통시킨다.

․전방에 설치된 견인 jack으로 암거나 관을 견인하면서 이어나간다.

․관 속의 토사를 굴착한다.

․철도, 수로, 도로 횡단 등 개착공법(open cut method)이 곤란한 경우에 쉽게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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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공

1. 교대공

(1) 교대 각 부의 명칭

A-교좌 , B-배벽 , C-구체 , D-교대기초

E-날개벽( 교대배면토 유실방지, 외관상 )

(2) 평면형상에 의한 분류

2. PSC교 가설공법

■ FCM공법에 있어서 구조형식의 분류

❶ 라멘형식

FCM 구조형식 중 상하부가 일체여서 교각에 별도의 교좌장치가 필요 없고 상부

시공 중에 발생하는 불균형 모멘트에 대비한 별도의 가설물 공사가 필요 없는 형식

❷ 연속보식ㄴ

FCM 거더교 구조형식 중 교각과 상부거더(girder)가 분리되어 교좌장치(shoe)가 필요

하고 중앙부위가 강결되어 크리프(creep)에 의한 처짐이 적고 주행감이 양호한 형식

PSC교 가설공법의 분류

구분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

현장타설공법 프리캐스트공법

종류

캔틸레버공법

(FCM ; Full

Cantilever Method)

이동동바리공법

(MSS ; Movable

Scaffolding System)

압출공법

(ILM ; Incremental

Launching Method)

프리캐스트세그먼트

공법(PSM ; Precast

prestressed

Segment Method))

시공법

이동작업차를

이용하여 교각을

중심으로 좌우로

1segment씩 con'c를

타설한 후

prestress를

도입하여

일체화시킨다.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한 이동식

동바리를 이용하여

한 경간씩 한번에

시공해 나간다.

교대 후방의

제작장에서

1segment씩 제작

양생한 후 전방에

미리 가설된 PSC

빔에 연결시켜

전방으로 압출한다.

precast된 con'c

segment를

제작장에서

제작하여 각

segment를

일체화시켜 나간다.

국내시공실적 원효대교 노량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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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포장공

 asphalt 포장과 con'c 포장의 비교

1. 구조적 특성

asphalt 포장 con'c 포장

 ■ 보조기층

❶ con'c slab를 균등히 지지하는 역할

❷ 배수, 동상 방지 역할

2. 장․단점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주행성이 좋다. 주행성이 나쁘다.

시공성이 좋다. 소음, 진동이 있다.

양생기간이 짧아 즉시 교통개방 가능 양생기간이 길다.

보수작업이 용이하다. 보수작업이 어렵다.

◆ 상부 노상의 시공에 있어서 재료의 성질

최대 크기 100mm

#4 체 통과량 25～100%

#200 체 통과량 0～25%

PI(%) 10 이하

수침 CBR(%) 10 이상

요것만 빼고 구조체 뒷채움재의 시방기준과 동일



[토목기사실기정리노트 - crazycch]

- 62 -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분류

1. 컷트 백 아스팔트(cut-back asphalt)

연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적당한 휘발성 용재를 가하여 점도를 저하시켜 유동성을

양호하게 한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상온에서 반고체 상태이므로, 골재와 혼합하거나 살포시 가열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용재를 섞어 연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용재

의 종류에 따라 급속경화형(RC), 중속경화형(MC), 완속경화형(SC) 3가지로 분류한다.

2. 고무 아스팔트

골재와 잘 부착하지는 않으나 한 번 부착되면 부착력과 응집력이 매우 크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비교하였을 때의 장점

 ❶ 감온성이 작다.

 ❷ 부착력, 응집력이 크다.

 ❸ 탄성 및 충격저항이 크다.

 ❹ 내노화성이 크다.

 ❺ 마찰계수가 크다.

◆ 최소 곡선반경 산정식

R≥ V2

127(i+f) [m]-(V:km/h)

 노상, 노반의 안정처리공법

■ 첨가제에 의한 방법

 ❶ cement 안정처리 공법

 ❷ 역청 안정처리공법

 ❸ 석회 안정처리공법

 ❹ 화학적 재료에 의한 안정처리 공법

■ macadam 공법

가장 오래된 공법으로 주골재인 부순 돌을 깔고 이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채움 골재

로 공극을 채워 interlocking(맞물림)이 일어나도록 다짐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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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 coat, seal coat

1. prime coat(프라임 코트)

보조기층, 기층 등의 입상재료층에 점성이 낮은 역청재료를 살포 침투시켜 보조기층, 기

층 등의 방수성을 높이고 기층의 모세공극을 메워 그 위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해 역청재료를 얇게 피복하는 것

2. seal coat(실 코트)

아스팔트 포장면의 내구성, 수밀성, 미끄럼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해 역청재료와 골재를

살포하여 전압하는 아스팔트 표면처리

 ❶ 포장면의 내구성 증대

 ❷ 포장면의 수밀성 증대

 ❸ 포장면의 미끄럼저항 증대

 ❹ 포장면의 노화방지

 asphalt 포장 유지보수공법

 ❶ patching 공법 ❷ 표면처리공법

 ❸ over lay 공법 ❹ 절삭 over lay 공법

 ❺ 절삭 공법

 무근 con'c 포장(강성포장)

1. 표면마무리

 ❶ 초벌마무리 ❷ 평탄마무리 ❸ 거친면마무리

2. 줄눈의 종류

 ❶ 가로수축줄눈 ❷ 가로팽창줄눈

 ❸ 세로줄눈 ❹ 시공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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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포장두께 설계법( TA법)

 설계 CBR 결정

설계 CBR = 각 지점의 CBR평균 -
(CBR최대치-CBR최소치)

d 2

 구해진 CBR은 절사한다.

 각 층의 포장두께를 가정한다.( T 1,T 2,T 3)

 가정치의 확인 : TA= α 1T 1+α 2T 2+α 3T 3> TA기준치

H=T 1+T 2+T 3> 두께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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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댐(dam)

 전류공

댐을 건설하기 위해 댐 지점의 하천수류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❶ 가배수 터널공

 ❷ 반하천 체절공

 ❸ 가배수로 개거공

 가체절공(coffer dam)

댐 구조물이 물 속 또는 물 옆에 축조되는 경우 건작업(dry-work)을 하기 위해 물을 배

제하는 물막기를 하는 것

1. 중력식

 ❶ 흙 dam식 공법 ❷ box식 공법

 ❸ caisson식 공법 ❹ corrugate cell식 공법

2. sheet pile식

 ❶ 한겹 sheet pile식 공법 ❷ 두겹 sheet pile식 공법

 ❸ cell식 공법 ❹ ring beam식 공법

 ❺ 강관 sheet pile식 공법

 댐의 종류

댐(dam)

con'c dam

중력댐

중공 중력댐

아치댐

부벽식 댐

fill dam

rock fill dam

표면차수벽형

내부차수벽형

중앙차수벽형

earth dam

균일형

core형

zon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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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er 재료의 구비조건

 D 15( F)

D 15( S)
> 5 : filter는 침투압이나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수성이 좋아야 한다.

 D 15( F)

D 85( S)
< 5 : filter 공극의 크기는 충분히 작아서 보호층의 입자가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

 D 50( F)

D 50 ( S)
<25

여기서, D 15 ( F) , D 50( F) : filter 재료의 15%, 50% 입경

D 15( S) , D 50 ( S) , D 85 ( S) : filter로 보호되는 재료의 15%, 50%, 85% 입경

◆ RCD(Roller Compacted Dam) 공법

con'c 중력댐을 시공할 때 된비빔 콘크리트를 bulldozer로 포설, 진동 roller로 다져

서 dam을 축조하는 공법

 dam의 기초처리

◆ grouting 공법

 컨솔리데이셩 그라우팅(consolidation grouting)

기초암반의 변형성 억제, 강도 증대하여 지반 개량하는 것으로 기초전반에 걸쳐 격자

형으로 grouting하는 공법

 커튼 그라우팅(curtain grouting)

기초암반을 침투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한 지수목적으로 기초 상류 측에 병풍모양으로

grouting하는 공법

 ❶ 기초 암반의 차수

 ❷ 기초 암반내 양압력 경감

 ❸ 누수로 인한 기초 암반의 열화방지

 contact grouting
암반과 dam의 접속부 차수목적

◆ packer식

․계획심도까지 천공한 후 pack를 사용하여 하단부터 상부로 grouting하는 공법

․균열이 적은 암질이 좋은 곳

․공기단축과 연속작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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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댐의 검사랑의 목적

댐시공 후 댐관리상 예상된 사항을 알기 위해 댐 내부에 설치한다.

 ❶ dam 내부의 균열검사 ❷ dam 내부의 누수 및 배수검사

 ❸ dam 내부의 수축량검사 ❹ 양압력, 온도측정

 ❺ grouting 이용

 spill way(여수로)

 ❶ 슈트식 여수로 ❷ 측수로 여수로

 ❸ 그롤리 홀 여수로 ❹ 사이펀 여수로

◆ Lane의 가중 creep(weighted creep) 방법

 가중 creep 거리 = 수직거리(45°보다 급한 것) + 수평거리(45°이하)의 1/3

 유효수도 = 수두차

 가중 creep비 = 가중creep거리유효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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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공정관리

 공사관리(시공관리)

1. 공사관리의 3대 목표

공사관리 목 표 공사요소

❶원가관리 싸게 경제성

❷품질관리 좋게 품 질

❸공정관리 빨리 공사기간

2. 공사관리 생산수단 5M

 ❶ Man(인력) ❷ Machine(기계)

 ❸ Material(재료) ❹ Method(방법)

 ❺ Money(자금)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순서

품질특성을 조사 …특성 요인도를 이용한다.

↓
품질표준을 결정

↓
작업표준을 결정 …시공계획서를 기본으로 한다.

↓
작업원에게

작업표준을 교육,

훈련시킨다.

조치(Action)

(이상원인 제거)

↓
작업실시

No
↓

규격대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histogram을 작성한다.

No
↓

공정,안전 검토 … 공정능력도, 관리도를 이용한다.

↓

현상태 유지

품질

공정

원가

양호

신속

고가

공정, 원가, 품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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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 기법

(1) histogram(주상도, 도수도)

data의 분산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주상도

양측규격의 경우 편측규격의 경우

  규격치에 대한 여유
SU-SL
σ

≥6 |SU(또는SL)-x|
σ

≥3

공정능력지수( C p) Cp=
|SU-SL|

6σ
C p= |SU(또는SL)-x|

3σ

여유치 = (규격치 - 기준치) × 표준편차

(2) 관리도

1) 관리도의 종류

❶ 계량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

❷ 계수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

2) x-R 관리도

x 관리도의 관리선 R 관리도의 관리선

중심선 CL= x CL=R

상부관리한계 UCL= x+A 2R UCL=D 4R

하부관리한계 LCL= x-A 2R LCL=D 3R

3) 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❶ 타점이 연속하여 중심선의 한쪽에 접하는 경우(ⓑ)

 ❷ 주기적인 파형인 경우(ⓒ)

 ❸ 연속하여 상승 또는 하강할 때

성질에 따른 데이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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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

 x (평균치) : data의 산술평균

x=
x1+x2+⋯+xn

n

※ x (중앙치) : data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의 중앙치(중앙값이 두 개일 경우에는 2개의

평균치로 한다.)

 R (범위) : data의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R=x max -xmin

 S (편차의 2승 합) : 각 data와 평균치의 차를 2승한 것들의 합

 σ 2 (분산) : S를 data의 수 n으로 나눈 것으로 data 1개당 산포의 크기를 말한다.

σ 2=
S
n

 σ (표준편차) : 분산의 평방근
σ= σ 2

 C v (변동계수) C v=
σ
x
×100(%)

변동계수 품질관리

10% 이하 매우 우수

10～15% 우 수

15～20% 보 통

20% 이상 불 량

 공정관리

1. 공정관리 기법의 비교

bar chart 기성고 공정곡선 network

 ① 작성이 쉽다.

 ② 공사계획과 진척사항을 

쉽게 알 수 있다.

 ③ 전체 공정의 파악이 쉽다.

 ④ 보기 쉽다.

 ① 전체 공정의 진도파악이 

용이

 ② 계획과 실적의 진도파악이 

용이

 ③ 시공속도 파악이 용이

 ④ banana 곡선에 의하여 

관리목표가 얻어진다.

 ⑤ 가격상황의 파악이 용이

 ① 작업 상호관계가 명확

 ② 작업 선후관계가 명확

 ③ 작업의 문제점 예측이 가능

 ④ 최저 비용으로 공기단축이 

가능

 ⑤ 효과적인 예산통제가 가능

 ⑥ CP에 의해 중점관리가 가능

 ⑦ 신뢰도가 크다.

 ❶ 간단한 공정표

 ❷ 개략적인 공정표

 ❸ 시급을 요할 때

 ❹ 간단한 공사

 ❺ 보고, 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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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chart를 가지고 공정표를 작성하는 방법

 DF를 무시한다.(bar chart에서 으로 표시됨.)

 data를 작성한다.

 공정표를 작성한다.

2. network 공정표 PERT, CPM 관리기법의 비교

기법  

 구분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CPM(Critical Path Method)

주목적 공기단축 공비절감

대  상 신규사업, 경험이 없는 사업 반복사업, 경험이 있는 사업

작성법 event를 중심으로 작성 activity를 중심으로 작성

공기추정 3점 견적법 : te=
to+4tm+tp

6
1점 견적법 : te=tm

3. 일정계산, 여유시간, activity 소요일수(공기)

(1) 일정계산

1) event 중심의 일정계산 (PERT 기법의 일정계산)

 T E (earlist event time ; TE) - 최조착수시간

전진계산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치로 한다.

 T L (latest event time ; TL) - 최지착수시간

후진계산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계산치로 한다.

2) activity 중심의 일정계산 (CPM 기법의 일정계산)

 EST (earlist start time ; 최조개시시간)
작업을 착수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

전진계산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치로 한다.

 EFT (earlist finish time ; 최조완료시간)
작업을 종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EFT = EST + 공기

 LST (latest start time ; 최지개시시간)
작업을 가장 늦게 착수해도 좋은 시간으로 LST보다 늦게 착수하면 공기가 지연된다.

LST+LFT-공기

 LFT (latest finish time ; 최지완료시간)
작업을 가장 늦게 종료해도 좋은 시간

후진계산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계산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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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유시간 계산

1) TF (total float ; 총 여유시간)

전체 작업의 최종 완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연될 수 있는 최대 여유시간

TF = LST - EST = LFT - EFT

2) FF (free float ; 간섭 여유시간)

모든 작업이 EST로 시작된 때 이용 가능한 여유시간

FF = 후속작업의 EST - EST - 공기

3) DF (dependent float ; 간섭 여유시간)

후속작업에 영향을 주는 여유시간

DF = TF - FF

ESTEFTLFT LST

TLTE

뒤에서 앞에꺼 뼈면 DF

(3) activity 소요일수 추정

1) 추정시 고려사항

 ❶ 확률이 높은 일수로 계산한다.

 ❷ activity의 중요도를 의식하지 않는다.

 ❸ 완성 예정공기를 의식하지 않는다.

 ❹ 천후, 기후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2) 3점 견적법

 기대시간
te=

to+4tm+tp
6

 분산
σ 2= ( tp-to

6 ) 2

te : 기대시간 , to : 낙관시간 , tm : 최확시간 , tp : 비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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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nana 곡선의 진도관리

 A점 : 공정이 예정보다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B점 : 공정이 적당히 진행된 상태 (그 속도로 진행한다.)

 C점 : 공정이 대단히 늦어진 상태 (공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D점 : 공정을 더욱 촉진시켜야 할 상태 (끝나가니까 공정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5. 공기단축 기법

■ MCX(최소비용 계획 ; minimum cost expediting) 법

각 작업의 공기와 비용을 조사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

1) 공기와 공사비의 관계

 직접비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등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공기를 단축하면 직접비는 증가한다.

비용경사= 특급공기-표준공비표준공기-특급공기
 간접비
일반관리비, 가성을 위한 임대료 등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

공기를 단축하면 간접비는 감소한다.

 공사비 = 직접비 + 간접비

 최적공기
※ 직접비와 간접비는 공기의 장․단에 따라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기가 길어지면 직

접비는 내려오고 간접비는 올라간다.

2) 추가비용

EC = 단축일수 × 비용경사

3) 총공사비

총공사비 = 표준공비 + 추가비용



[토목기사실기정리노트 - crazycch]

- 74 -

6. 자원배당

자원의 효율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자원(인원, 자재 ,장비, 자금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EST 부하도(산적도)
CP를 먼저 작성후, EST에서 시작하여 소요일수만큼 전진계산하여(우측으로) 작성한다.

 LST 부하도(산적도)
CP를 먼저 작성후, LFT에서 시작하여 소요일수만큼 역진계산하여(좌측으로) 작성한다.

 균배도 작성

CP를 먼저 작성후, EST, LFT 범위 내에서 움직여 부하(산적)의 높이가 최소가

되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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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의 종류

1. 경쟁입찰

(1) 공개경쟁입찰

입찰참가자를 공모(신문게시, 관보)하여 유자격자는 모두 참가시켜 입찰하는 방식

(2) 지명경쟁입찰

기업주가 그 공사에 가장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3～7개 정도의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입찰하는 방식

(3)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에게 제한을 가하여 이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라면 모두 참가시켜 입찰하는 방식

2. 특명입찰

기업주가 시공회사의 재산, 신용, 기술, 경력, 중기보유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합한 한 회사만을 지명하여 입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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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물량산출

 역T형 옹벽

 주어진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다음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W1 철근은 200mm 간격, W2, W3, W4 철근은 각각 3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② F1, F3, F4 철근은 각각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③ F2, H, K1 철근은 각각 1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④ S1, S2, S3 철근은 각각 20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배근한다.

 ⑤ 물량산출에서의 할증률 및 마구리면은 무시한다.

 ⑥ 철근길이 계산에서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 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1) 길이 1m에 대한 콘크리트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길이 1m에 대한 거푸집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길이 1m에 대한 터파기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4) 길이 1m에 대한 철근 물량표를 완성하시오.(단, mm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mm까지 구함.)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F4
W2 F5
W3 F6
W4 H
W5 K1
W6 K2
F1 S1
F2 S2
F3 S3

(1) 11.105 m 3 (2) 17.043 m 2 (3) 20.135 m 3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D13 8010 5 40,050 F4 D22 2450 5 12,250
W2 D25 8210 3.33 27,339 F5 D16 1000 38 38,000
W3 D25 5805 3.33 19,331 F6 D22 1000 24 24,000
W4 D25 3205 3.33 10,673 H D16 3650 10 36,500
W5 D13 1000 35 35,000 K1 D16 4770 10 47,700
W6 D19 1000 35 35,000 K2 D13 1000 11 11,000
F1 D22 2649 5 13,245 S1 D13 839 15 12,585
F2 D32 5392 10 53,920 S2 D13 1237 17.5 21,648
F3 D22 6850 5 34,250 S3 D13 1459 5 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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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다음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W1, W5, W6, F1, F3, F4, K2 철근은 각각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② W2, W3, W4 철근은 각각 3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③ F2, K1, H 철근은 각각 1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④ S1, S2, S3 철근은 지그재그로 배근한다.

 ⑤ 물량산출에서의 할증율 및 마구리면는 없는 것으로 하고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1) 길이 1m에 대한 콘크리트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길이 1m에 대한 거푸집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길이 1m에 대한 철근 물량표를 완성하시오.(단, mm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mm까지 구함.)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F5
W4 F6
W6 H
F1 K2
F2 S2

(1) 7.321 m 3 (2) 14.155 m 2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D13 6511 5 32,555 F5 D13 1000 31 31,000
W4 D25 2700 3.33 8991 F6 D19 1000 19 19,000
W6 D16 1000 28 28,000 H D16 2680 10 26,800
F1 D22 2196 5 10,980 K2 D13 1000 8 8000
F2 D29 4418 10 44,180 S2 D13 950 12.5 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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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식 L형 옹벽

 주어진 선반식 옹벽의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다음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W1, W4, H, K1, K2, K3, F1, F2, F3 철근은 각각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② W2, W3 철근은 각각 4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③ S1, S2, 철근은 건너서(지그재그) 배근한다.

 ④ 물량산출에서의 할증율 및 양측 마구리면과 상면 노출부는 무시한다.

 ⑤ 철근길이 계산에서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1) 길이 1m에 대한 콘크리트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길이 1m에 대한 거푸집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길이 1m에 대한 철근량 산출을 위한 철근 물량표를 완성하시오.(단, mm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mm까지 구한다.)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F5
W2 K1
W3 K2
W4 K3
W5 K4
F1 H
F2 S1
F3 S2
F4

(1) 6.553 m 3 (2) 15.931 m 2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D16 7518 5 37,590 F5 D16 1000 24 24,000
W2 D25 7765 2.5 19,413 K1 D22 1628 5 8140
W3 D25 5965 2.5 14,913 K2 D16 2037 5 10,185
W4 D25 3965 5 19,825 K3 D16 1000 6 6000
W5 D16 1000 68 68,000 K4 D13 1000 6 6000
F1 D16 5410 5 27,050 H D16 2236 5 11,180
F2 D19 3030 5 15,150 S1 D13 556 12.5 6950
F3 D19 4830 5 24,150 S2 D13 1209 12.5 15,113
F4 D13 1000 24 24,000



[토목기사실기정리노트 - crazycch]

- 79 -

 앞부벽식 옹벽

 주어진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다음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K1, F2,, F3, F4 철근간격은 W1 철근과 같다.

 ② S1, S2 철근은 단면도와 같이 지그재그로 계산한다.

 ③ 물량산출에서의 할증률 및 마구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철근길이 계산에서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⑤ 거푸집량의 산정시 전단 key에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1) 옹벽길이 3.5m에 대한 전체 콘크리트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옹벽길이 3.5m에 대한 전체 거푸집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옹벽길이 3.5m에 대한 철근량을 산출하기 위한 다음 철근 물량표를 완성하시오.(단,

수량은 소수 3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F3
W2 F5
F1 K1
F2 S1

(1) 19.304 m 3 (2) 61.742 m 2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D13 6010 30 180,300 F3 D16 2300 15 34,500
W2 D22 3500 25 87,500 F5 D13 3500 8 28,000
F1 D19 3500 23 80,500 K1 D16 2500 15 37,500
F2 D19 6700 15 100,500 S1 D13 352 12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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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벽식 옹벽

 주어진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다음 물량을 산출하시오.(단, 도면의 단위는 mm이다.)

 ① S1 철근은 지그재그(zigzag)로 배치되어 있다.

 ② H 철근의 간격은 W1 철근과 같다.

 ③ 물량산출에서의 할증률 및 마구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철근길이 계산에서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⑤ 저판의 철근량은 계산하지 않는다.

(1) 부벽을 포함하는 옹벽길이 3.5m에 대한 콘크리트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

(2) 부벽을 포함하는 옹벽길이 3.5m에 대한 거푸집량을 구하시오.(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

(3) 부벽을 포함하는 옹벽길이 3.5m에 대한 철근 물량표를 완성하시오.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H2
W2 B1
W3 B2
H B3
H1 S1

(1) 22.970 m 3 (2) 71.598 m 2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W1 D13 7300 26 189,800 H D16 1520 13 19,760
W2 D16 3500 26 91,000 H1 D16 4141 19 78,679
W3 D16 3674 8 29,392 H2 D16 3600 18 64,800
B1 D25 8400 2 16,800 S1 D13 355 10 3550
B2 D25 5000 2 10,000 S2 D13 480 10 4800
B3 D25 3000 3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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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 암거

 주어진 1연 암거의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다음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S1～S5 철근간격은 각각 300mm로 배근한다.

 ② F1, F2 철근간격은 600mm로 어긋나게 배근한다.

 ③ 물량산출에서의 할증률 및 마구리면은 무시한다.

 ④ 철근길이 계산에서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1) 길이 1m에 대한 콘크리트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길이 1m에 대한 거푸집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길이 1m에 대한 터파기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4) 길이 1m에 대한 철근 물량표를 구하시오.(단, mm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mm까지 구함.)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S6
S2 S7
S3 F1
S4 F2
S5

(1) 2.545 m 3 (2) 11.349 m 2 (3) 19.425 m 3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D22 5080 6.67 33,884 S6 D16 1000 54 54,000
S2 D22 4020 6.67 26,813 S7 D16 1000 20 20,000
S3 D19 2270 6.67 15,141 F1 D13 852 13.33 11,358
S4 D22 2470 6.67 16,475 F2 D13 305 10 3050
S5 D13 815 13.33 1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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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1연 암거의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다음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S1～S8 철근은 300m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② F1, F2, F3 철근은 30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다.

 ③ 철근의 이음과 할증은 무시한다.

 ④ 지형상태는 일반도와 같으며, 기초콘크리트 양끝에서 100cm 여유 폭을 두고, 

비탈기울기는 1:0.5로 한다.

 ⑤ 거푸집량의 계산에서 마구리면은 무시한다.

(1) 길이 1m에 대한 기초와 구체의 콘크리트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길이 1m에 대한 거푸집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길이 1m에 대한 터파기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4) 길이 1m에 대한 철근량을 산출하기 위한 철근 물량표(단, 소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S10
S4 F1
S7 F3
S9

(1) 4.245 m 3 (2) 15.931 m 2 (3) 72.656 m 3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D22 6832 6.67 45,569.44 S10 D16 1000 36 36,000
S4 D13 2970 3.33 9890.1 F1 D13 812 5 4060
S7 D22 1018 6.67 6790.06 F3 D13 335 16.67 5584.45
S9 D16 1000 56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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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브

 주어진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S1, S2 철근은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② B1, B2 철근은 4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③ D1 철근은 양끝에서 100mm 간격이고, 중앙부분에서는 15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④ D2, C1 철근은 양끝에서 100mm 간격이고, 다음에서는 150mm 간격이고 중앙부분에서는 

3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⑤ 물량산출에서의 할증률은 무시한다.

 ⑥ 철근길이 계산에서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한 지간(1span)에 대한 콘크리트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한 지간(1span)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한 지간(1span)에 대한 거푸집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4) 한 지간(1span)에 대한 철근 물량표(단, mm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mm까지 구함.)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D1
S2 D2
B1 C1
B2 C2

(1) 51.051 m 3 (2) 3.683 m 3 (3) 113.061 m 2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D32 9560 45 430,200 D1 D25 9916 61 604,876
S2 D16 9680 53 513,040 D2 D13 9200 37 340,400
B1 D32 9164 20 183,280 C1 D13 1693 74 125,282
B2 D32 9164 20 183,280 C2 D13 603 36 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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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S1, S2 철근은 200mm 간격으로 배근하고, B1, B2 철근은 4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② D1 철근은 15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③ D2 철근은 양단에서 150mm 간격이고, 중앙부분에서 3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④ C1 철근은 D2와 동일한 간격으로 단면 좌․우로 배근한다.

 ⑤ 물량산출에서의 할증률은 무시하고,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한 지간(1span)에 대한 콘크리트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한 지간(1span)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한 지간(1span)에 대한 거푸집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4) 한 지간(1span)에 대한 철근 물량표(단, mm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mm까지 구함.)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C1
S2 C2
B1 D1
B2 D2

(1) 47.983 m 3 (2) 4.141 m 3 (3) 120.143 m 2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D29 8830 53 467,990 C1 D13 1816 68 123,488
S2 D16 8820 61 538,020 C2 D13 525 66 34,650
B1 D22 8398 26 218,348 D1 D22 12,042 55 662,310
B2 D25 8398 24 201,552 D2 D13 11,200 34 3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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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S1, S2 철근은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② B1, B2 철근은 4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③ D1 철근은 양끝에서 100mm 간격이고, 중앙부분에서는 15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④ D2, C1 철근은 양끝에서 100mm 간격이고, 다음에서는 150mm 간격이고 중앙부분에서는 

3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⑤ 물량산출에서의 할증률은 무시한다.

 ⑥ 철근길이 계산에서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한 지간(1span)에 대한 콘크리트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한 지간(1span)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한 지간(1span)에 대한 거푸집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4) 한 지간(1span)에 대한 철근 물량표(단, mm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mm까지 구함.)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D1
S2 D2
B1 C1
B2 C2

(1) 51.050 m 3 (2) 3.683 m 3 (3) 112.986 m 2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S1 D32 9560 45 430,200 D1 D25 9916 61 604,876
S2 D16 9680 53 513,040 D2 D13 9200 37 340,400
B1 D32 9164 20 183,280 C1 D13 1693 74 125,282
B2 D32 9164 20 183,280 C2 D13 603 36 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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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중력식 교대

 주어진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물량을 산출하시오.

 ① A1, A3, A7 철근은 피복두께가 좌우로 각각 200mm이며, 각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② S2 철근은 피복두께가 좌․우 200mm이며, 3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③ A2, A4, A8 철근은 각 300mm 간격으로 배근하며, A6, S1 철근은 각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④ A5 철근은 피복두께가 좌․우 200mm이며, 15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⑤ 물량산출에서의 할증률은 무시한다.

 ⑥ 철근길이 계산에서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폭이 10m인 반중력식 교대의 콘크리트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폭이 10m인 반중력식 교대의 전체 거푸집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폭이 10m인 반중력식 교대의 철근 물량표(단, mm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mm까지 구함.)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A1 A6
A2 A7
A3 A8
A4 S1
A5 S2

(1) 152.685 m 3 (2) 198.513 m 2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A1 D13 5670 49 287,630 A6 D22 9600 14 134,400
A2 D13 9600 20 192,000 A7 D13 2190 49 107,310
A3 D22 7000 49 343,000 A8 D13 9600 8 76,800
A4 D19 9600 21 201,600 S1 D13 9600 5 48,000
A5 D25 2650 65 127,250 S2 D13 800 33 26,400



[토목기사실기정리노트 - crazycch]

- 87 -

 주어진 반중력식 교대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물량을 산출하시오.(단, 도면의 단위는 mm이다.)
 ① A1, A3, A7 철근은 피복두께가 좌우로 각각 200mm이며, 각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② S2 철근은 피복두께가 좌․우 200mm이며, 3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③ A2, A4, A8 철근은 각 300mm 간격으로 배근하며, A6, S1 철근은 각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④ A5 철근은 피복두께가 좌우로 200mm이며, 15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⑤ 물량산출에서 할증률은 없는 것으로 하고 철근길이 계산에서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폭이 10m인 반중력식 교대의 콘크리트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폭이 10m인 반중력식 교대의 거푸집량(단, 소수 4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3) 폭이 10m인 반중력식 교대의 철근량을 산출하기 위한 다음 철근 물량표를 구하시오.(단,

mm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mm까지 구함.)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A1 A5
A2 A7
A3 S1
A4 S2

(1) 202.750 m 3 (2) 241.526 m 2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기호 직경 길이(mm) 수량 총길이(mm)
A1 D13 5370 49 263,130 A5 D25 2850 65 185,250
A2 D13 9600 18 172,800 A7 D13 2190 49 107,310
A3 D22 8200 49 401,800 S1 D13 9600 5 48,000
A4 D19 9600 24 230,400 S2 D13 800 33 26,400

[ 출처 : (신경향)토목시사실기 - 청운문화사(2003.개정3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