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토공

토공사

토공사
분류
토목시공
토목구조물
관리
토목설계

∘ 토공, 건설기계, 연약지반개량, 토질역학,
흙막이공, 기초, 콘크리트공
∘ 터널 및 발파, 암거 및 배수구조물, 교량 및 옹벽,
도로 및 포장, 댐 및 항만
∘ 공정관리, 품질관리
∘ 철근량, 콘크리트량, 거푸집량, 토공량

용어
토공

∘ 흙에 대한 운반, 쌓기, 다짐 등의 모든 작업

여성토
(더돋기)

∘ 둑을 쌓을 때에 흙이 다져져서 내려앉을 것을
예상하고 규정된 것보다 더 높이 쌓은 흙
- (H+h) : (M-v) = 1 : x
∘ 성토 본체의 중량에 의한 지반파괴에 대해 반대
방향의 모멘트를 주어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성토 본체 선단 외측에 만든 낮은 성토
- 본체높이 H, 압성토 폭 2H, 압성토 높이 H/3

압성토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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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 매립, 사면경사, 소단, 안식각, 유용토

토공사

토량변화
시공기면
토량변화

유토곡선
∘ 시공하는 지반의 계획고, 최종 끝손질 면
∘ 흙의 본바닥, 운반, 완성된 상태에 따른 체적비
∘ 자연상태 흙의 건조단위중량 γ= W/V
- L = γ
1/γ
2 = 흐트러진/본바닥
- C = γ
1/γ
2 = 다져진/본바닥

유토곡선
작성목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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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종단도 따라 누계토량을 그린 토량곡선(다진 후)
토량배분, 평균 운반거리
거리별 토공기계 및 시공방법, 토사(취)장 선정
땅깍기( ) 부분은 상향, 흙쌓기( ) 부분은 하향
극대점(땅깍기→흙쌓기), 극소점(흙쌓기→땅깍기)
평행선 최대값~최소값 거리는 운반토량(전토량)
전토량 2등분 수평선과 유토곡선이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는 평균운반거리
∘ 평행선 위(산) 왼→오른, 아래(골) 오른→왼 운반
∘ 수평선과 곡선 교차점은 토공균형점(절토=성토량)
∘ 시점부분이 평행선 위면 사토량, 아래면 토취량

토공사

토량
토공량계산

∘
∘
∘
∘
∘
∘

사다리꼴, 양단면 평균법, 중앙 단면법
주상체 공식
각주법 - 사각각주법, 삼각각주법, 등고선법
심프슨공식 - 심프슨1법칙, 심프슨2법칙
독립기초 / 줄기초 수량산출
지하구조물 매설을 위한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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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절성토 경계부 파손 및 단차
파손이나 단차
원인

대책

∘
∘
∘
∘
∘
∘
∘
∘

대책

절ㆍ성토부의 지지력 차이
용수, 침투수에 의한 성토부 연약화
경계부 다짐 불층분
원지반과 성토부 접착불량에 의한 활동(sliding)
절ㆍ성토 경계부에 1:4 완화구간
맹암거 설치
절토시 층따기(bench cut) 설치
벌개 제근 및 다짐 철저
뒤채움에 사용
되는 재료의
규정

구조물과 토공 사이의 부등침하 및 단차
원인

∘
∘
∘
∘
∘
∘

비압축성 구조물과 압축성 성토 사이의 상대침하
구조물과 뒷채움 흙의 지지력 차이
용수, 침투수에 의한 성토부 연약화
다짐장소 협소
포설두께 과다로 뒤채움 다짐불량
성토채 경사지반처리 불량에 따른 부등침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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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대책
- 필드층은 입도조건에 맞는 균등계수가 큰
입도의 사질토 사용
∘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 다짐을 철저히 하여 전단강도를 높인다
- 구조물 성토부 접속부에 approach slab 설치
∘ 토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 내부마찰각이 큰 조립토 사용
-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 배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 뒤채움 재료는 EPS 경량재료를 이용한다
∘ 공학적으로 안정한 재료
구 비 조 건 ∘ 투수계수가 큰 재료
∘ 토압이 적은 재료
굵은골재 최대치수
100mm
No.4체 통과율
25~100%
품질관리기준 No.200체 통과율
0~15%
소성지수
10이하
수침CBR
10이하

연약지반

연약지반
점성토 지반개량
구속 공법

압성토
공법

치환 공법

프리로딩 공법
샌드 드레인

∘ 매우 연약한 지반에 협소한 성토시 지반의 소성
측방 변위를 감소시키고, 성토 및 지반의 활동
파괴를 방지하는 공법(인위적 보강재 첨가)
- 폴리에틸린시트, 합성수지네트, 메탈매쉬
∘ 성토 비탈면 옆에 소단 모양의 압성토를 만들어
활동에 대한 저항모멘트 증대시키는 공법

∘ 굴착치환 : 전면 굴착치환, 부분 굴착치환
∘ 성토 자중(압출) 치환 : 매우 연약한 지반에 적용
∘ 폭파 치환
- Trench shooting, Toe shooting, Under fill
∘ 사전압밀 공법, 여성토(더돋기) 공법
∘ 목적 : 잔류침하 제거 및 지반 전단 파괴 방지
∘ 모래말뚝, 배수거리 단축, 압밀 촉진, 시간 단축
- Sand mat : 트래커빌리티, 배수층
∘ 평균 압밀도
- Uage = 1 - (1-Uv) × (1-Uh)
- 모래말뚝 설치시 주변의 지반이 교란되므로
Uv =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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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드레인

∘ 폭 10cm, 두께 3mm 합성수지로 압밀 촉진
- 자연함수비가 액성한계 이상, 초연약지반
∘ 평균 압밀도
- (2~4)ㆍUv = Uh, 지반 교란 없음

팩 드레인

∘ 샌드드레인(Dand drain) 결점보완, 합성섬유 이용
- 배수효과 증대, 관리 용이, 비용절감, 공기단축

연약지반

전기침투
공법

∘ 전기충격은 모래지반, 전기침투는 점토지반
∘ 직류전류에 의해 ( )극 물 배수하여 지지력 증대
PP mat
공법
경량재성토
공법

침투압 공법

∘ MAIS 공법, 3m 정도의 점토지반 표층 개량에
적합

생석회말뚝
공법

∘ 생석회말뚝의 체적 증가를 이용하여 지반을 개량
- 말뚝효과, 강도증진, 압밀효과, 건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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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 층이 얇은 경우 매트 부설 후 배수층으로
매트 위에 모래를 포설
∘ 경량 성토재료(EPS)를 성토하므로 하중을 줄여
토압, 수압 등을 크게 감소

연약지반

사질토 지반개량
다짐말뚝 공법
다짐모래말뚝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 말뚝(RC, PC 등)을 박아서 부피만큼 압축
- 간극 감소, 단위중량, 유효응력, 전단강도 증진
∘ 진동 또는 충격 하중
∘ 지반에 모래를 압입

∘ Vibro flot 끝에 설치된 노츨로 부터 물분사와
수평방향의 진동을 동시에 일으켜 소정의
깊이까지 관입 후 빈 틈에 모래나 자갈을
채우면서 지표면 까지 끌어 올려 지반 개량
- 모래 지반에서 액상화 방지를 위해 가장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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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다짐 공법
전기충격 공법

∘ 인공지진, 다이나마이트 이용, 느슨한 모래
∘ 지반을 포화상태로 한 후 방전전극에 고압
전류를 일으켜 발생하는 충격으로 다지는 공법

약액주입 공법
(Grouting)

∘ 목적 : 강도 증대, 차수성 증대, 지반침하 감소
- 지수 : 점토, 아스팔트계
- 강도 : 시멘트계, 물유리계, 요소계, 우레탄계

연약지반

일시적 지반개량

소결 공법

∘ 지반에 보링 공을 설치하고, 그 속에 액체, 기체
연료를 연소시켜 공벽의 고결 및 주변 지반 탈수

Deep wall
공법

∘ 지름이 큰 우물을 굴착, 유입되는 지하수를
수중펌프로 양수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중력 배수 공법
- 넓은 지역에 걸쳐 지하수위 저하가 큰 경우
- 투구계수가 큰 모래 지반, 양수량이 많은 경우
- Heaving, Boiling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웰 포인트 적용 곤란한 경우

Well point 공법 ∘ 실트질, 모래지반에서 가장 경제적
∘ 웰 포인트 설계
- 웰 인트 간격 1~2m, 배수가능 심도 6m
-  이상은 계단식 다단, 공기유입 방지 스크린

대기압 공법
∘ 지표면을 비닐시트 등으로 덮고 진공펌프를
(진공압밀공법)
작동시켜 대기압으로 강제적인 탈수

동결 공법

∘ 액체질소 등의 냉각제로 일시적 동결

대기압 공법
∘ 지표면을 비닐시트 등으로 덮고 진공펌프를
(진공압밀공법)
작동시켜 대기압으로 강제적인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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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기타 지반개량

보강토 공법

동압밀 공법
(동다짐 공법)

∘ 크레인, 타워 이용, 심도까지 지반강도를 증진
- 깊은 심도 개량, 해안/쓰레기 매립지 등

동치환 공법

∘ 중추 타격하여 모래, 자갈, 쇄석 등의 재료 관입

JSP

Under pinning ∘ 기존 기초의 지지력 보강, 인접 건물 기초에
공법
접하여 굴착, 기초 구조물 아래 다른 구조물
신설, 구조물 이동시 적용
토목섬유
∘ Geotextile : 토목섬유의 주
Geosynthetics ∘ Geomembrane : 제방 방수, 차단, 분리
∘ Geogrid : 연약지반 보강, 제방 분리
∘ Geocomposite : 제방 배수, 여과, 분리,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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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재(토목섬유 등), 전면판과 연결하여 횡방향
변위를 억제하거나 흙의 마찰 저항력을 증가
∘ 고압 제트류 이용
- 목적 : 차수 효과, 기초지반의 지지력 증대

SGR

∘ 이중관 롯드 특수선단장치(Rocket) 사용
- 목적 : 차수 효과, 고결시간 조절 용이

혼화재 사용한
안정처리공법

∘ 혼화재, 지반개량, 급속시공, 강도, 내구성 증가
- 석회, 시멘트, 석회 fly ash, 아스팔트(역청)

토지반굴착과 개량

지반굴착과 개량

Boiling
(Quick sand)

∘ 침수투압이 모래와 같이 솟아오르는 분사현상
∘ 방지대책
- 흙막이 벽의 근입장을 불투수층까지 깊게
- 수밀성이 큰 흙막이 벽 선정
- 지하수위 저하

Piping

∘ 수위차가 있는 지반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의 물이 배출되는 현상
∘ 방지대책
- 지하수위 저하 및 흙막이벽 밀실하게 시공
- 차수성(수밀성)이 좋은 흙막이공법 선정

흙막이공 구성요소
흙막이공

∘ 토압, 수압에 의한 굴착면 붕괴, 과대 변형 방지

용어
Heaving

∘ 연약점토 굴착시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 방지대책
- 흙막이 벽의 근입장을 깊게
- 흙막이 벽 주변의 과재하 금지
- 굴착저면의 지반 개량 또는 하중 부여

흙막이 공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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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방법

∘ 자립, 버팀대, 앵커, 록볼트, 소일네일링

재료 및
단면형상

∘ 엄지말뚝, 강널말뚝, 강관널말뚝, 주열식
지하연속벽, 벽식 지하연속벽, 역타공법

토지반굴착과 개량

엄지(H-pile) + 토류판
개요
장단점
단점

∘
∘
∘
∘

주열식 지하연속법

S-pile 사이에 토류판을 끼워 흙막이 벽 시공
시공, 속도, 비용, 경험, 엄지말뚝 재사용
주변지반 변위 우려 및 적은 강성
차수효과 불확실, Heaving, Boiling 가능성

개요

강널말뚝
개요
시공방법

CIP
∘ Steel sheet pile을 연속 타입
∘ 캔틸레버식 널날뚝
∘ 앵커달린 널말뚝
- 자유단 지지 방법(근입 깊이가 얕은 경우)
- 자유단 고정 방법(근입 깊이가 깊은 경우)
PIP

강관널말뚝
개요

∘ 강널말뚝 강성 보완, Steel pipe pile 주열식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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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토나이트나 안정액으로 공벽 유지하면서 구멍
굴착 후 프리팩트 모르타르나 철근망, H형강을
삽입하여 말뚝을 연속적으로 축조
- 진동과 소음이 적어 시가지 공사에 적합
- 벽체 강성과 차수효과 크다
- 길이 조절 가능, 주변 지반의 영향 작다
∘ 종류
- Cast in place pile, Prepack place pile,
Mixed in place pile, Soil cement wall
∘ 어스 오우거 굴착, 철근망 삽입, 주입관 및 굵은
골재 삽입, 프리팩트 모르타르

∘ 드릴 회전 굴착하면서 동시에 프리팩트 모르타르,
현장토사와 교반, 소일콘크리트 말뚝, 철근망 삽입

토지반굴착과 개량

MIP

∘ 드릴 회전 굴착하면서 동시에 프리팩트 모르타르,
현장토사와 교반, 소일콘크리트 말뚝, 철근망 삽입

SCW

∘ 개량된 MIP, 벤토나이트 주입한 지하연속벽

Slurry wall

∘ 안내벽 설치, 벤토나이트 주입 + 도랑 굴착,
경계관 설치, 철근망 조립, 트레미관 설치,
콘크리트 타설, 경계관 입발

ICOS

∘ 케이싱 등의 흙막이를 사용하지 않고, 벤토나이트
액을 굴착 구멍 속에 넣어 벤토나이트 압에 의해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현장 콘크리트 타설

ELSE
역타공법

∘ 안내벽 따라 버킷 굴착하여 지하 연속벽 시공
∘ 지하연속벽과 지하 기층 먼저 시공, 지면기준으로
지상층과 지하층을 동시에 시공해 가는 공법

벽식 지하연속법
개요

∘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이용하여 공벽 유지하면서
지하에 도랑을 굴착하여 철근망을 삽입 후
트레미관을 이용하여 현장 콘크리트 타설
- 진동과 소음이 적어 시가지 공사에 적합
- 벽체 강성과 차수효과 크다
- 말뚝 형상과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
- 주변 지반 영향 적고, 영구 구조물 이용 가능
∘ 종류
- Slurry wall, ICOS,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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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보호

비탈면 보호
식생 보호공
떼붙임
씨앗뿜어붙이기
씨앗 뿌리기
식생매트

∘
∘
∘
∘

줄떼공, 평떼공
씨앗, 비료, 흙 등의 혼합액, Gun 사용
Slurry 상태의 혼합물, 펌프 사용
씨앗, 비료 등을 붙인 매트 사용

소일네일링
말뚝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
돌쌓기
돌붙이기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붙이기
콘크리트
격자블록

옹벽

∘ 비탈면에 강봉을 일정 간격으로 박아 시멘트
풀로 정착 하고 모르타르를 뿜어붙이는 공법
∘ 비탈면에 억지말뚝을 박아 붕괴 방지
- 강도 증가, 쐐기 역할
∘ 옹벽을 설치하여 절토 사면의 토압에 저항

∘ 메쌓기, 찰쌓기
∘ 비탈면이 1:1 보다 완만한 경우
∘ 콘크리트를 Gun을 사용하여 비탈면에 뿜어
붙이는 공법
∘ 용수 적고, 경사 급한 비탈면인 경우 철근이나
철망을 넣어 콘크리트를 붙이는 공법
∘ 콘크리트 격자 블록을 설치하고 그 속에 자갈
등을 채워 비탈면을 보호하는 공법

비탈면 보강공
앵커

∘ 긴장력 가한 앵커 : Rock anchor, Earth anchor
∘ 어스 앵커 구성요소
- 앵커두부 : 횡방향 토압을 인장부에 전달
- 인장부 : 인장력을 지반내 앵커체에 전달
- 앵커체 : 인장력을 지반에 전달

철책 및 철망
와이어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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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 진동 심한 소규모 붕괴, 낙석 위험 지역
∘ 와이어 로프를 격자로 교차시킨 후 앵커 볼트와
숏크리트를 이용하여 로프를 매설하는 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