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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퇴적이력을 고려한 묘도 광양간 현수교 충돌방지공 하부 지반보강-

Ground Improvement under Ship Collision Protection of Myodo-Gangyang

Suspension Bridge Concerning of Sedimental Condition in Gyangya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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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The suspension bridge between Myodo and Gwangyang is located in the main navigation
channel to Gwangyang Harbor. So, there is need for the collision protection against large vessels. As ship
collision protection, artificial island with concrete block quay wall is planned. The risk analysis and non-linear
numerical analysis are introduced to consider the ship collision effects. In the Gwangyang bay area, there are
some different sedimental conditions in clayey stratums. For a desirable design, we classify into four zones
and 2 layers in each zone, and then determine suitable soil properties considering these zones. As a ground
improvement under artificial island, DCM and SCP methods are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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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묘도 광양간 현수교는 광양 컨테이너 부두로 진입하는 주항로를 가로지르는 주경간장 의 초- 1,545 m

장대교량이며 광양항은 년까지 세계 위의 동북아 허브항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어 장래에 선박, 2011 11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 교량보다도 이러한 선박 충돌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과업대상 지역은 광양만으로 둘러싸인 묘도와 광양제철소 사이의 해양지역에 해당되며 충돌방. ,

지공 시공시 연약지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광양항 통항선박 및 교량 구조물 보호를 위한 충.

돌방지고 계획과 광양만 지역의 지형 및 퇴적특성을 고려한 연약지반 조사 분석 및 충돌방지공 하부지,

반보강 설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량 및 충돌방지공 계획2.

교량 개요2.1

묘도 광양간 현수교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 제 공구 로 년 착공하여 년 까지 완- ( 3 ) , 2007 2012

공을 목표로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주경간장2,260m, 1,545m

의 타정식 현수교이며 교량 노선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로 진입하는 주항로를 가로지르는 위치적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량 건설로 인한 기존 및 장래 항로의 이용에 지장.

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량형식 경간장 형하고 상부공 시공방법 등이 결정되었다 특히 선박충, , , .

돌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돌방지공 설치를 계획하였다.



- 661 -

그림 묘도 광양간 현수교 개요1. -

충돌방지공 설치사례2.2

항로상에 설치되는 교량들은 선박의 운항 및 충돌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박운항시뮬레이션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충돌방지공 계획을 세운다.

덴마크의 교의 경우 별도의 충돌방지공 없이 주탑 기초가 선박 충돌에 견딜 수 있도록 설Great Belt

계되었으며 미국의 교와 국내의 북항대교는 섬식 충돌방지공을 채택하였다 이외에, New Cooper-River .

돌핀식 인천대교 교 파일지지방식 자켓 프레임식 등 여러 형식의 충돌방지공이 선박충( , Dames Point ), ,

돌로부터 교량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다.

교Great Belt 교New Cooper River 인천대교

그림 국내외 충돌방지공 사례2.

충돌방지공 형식 결정2.3

묘도 광양간 현수교의 주탑은 높이로 계획되어 콘크리트 주탑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높이이다- 270m .

주탑 충돌방지공의 형식은 항만구조물에 많이 적용되는 콘크리트 블록식 안벽을 이용한 형태로 계획되

었으며 이를 통하여 콘크리트 안벽 및 내부의 채움 모래가 선박 충돌시의 충돌하중을 흡수하여 교량에,

전달되는 충돌 에너지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다 아울러 강성구조의 충돌방지공에 비하여 선박의.

파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섬 조성을 통해 주탑기초인 현장타설말뚝 직경 의. ( 3.0m)

육상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공성을 확보하였으며 장래 유지보수 및 관광목적으로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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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분석2.4

충돌방지공의 설계에 적용된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서AASHTO Guide Spec.

규정한 와 국내 케이블강교량 설계지침 내에 있는 선박충돌에 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였으Method Ⅱ

며 최근 연구를 반영한 위험도 분석 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Risk Analysis) .

기준에 의한 위험도 분석의 기본방향은 통항선박 및 항로여건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연간파AASHTO

괴빈도가 허용연간파괴빈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연간파괴빈도. (AFFailure 는 아)

래 식 과 같이 계산된다(1) .

  (1)

여기서, AFFailure 연간교량파괴빈도:

선박규모별 통항횟수N :

항로이탈확률PA :

항로를 이탈한 선박이 교각이나 상판과 충돌할 기하학적 확률PG :

선박충돌시 교량이 파괴될 확률PC :

규정에 의한 허용연간파괴빈도는 보통교량의 경우 중요교량의 경우 이며AASHTO 0.001, 0.0001 ,

본 교량의 경우 중요교량 기준인 을 적용하였다0.0001 .

위험도 분석 결과2.5

선박규모별 통항횟수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자료 및 혼잡도 분석을 통하여 산정하고 항로이탈확률은,

항행조건 교량위치 조류방향 선박밀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항로이탈시 충돌에 대한 기하학적 확, , , .

률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산정하게 되며 선박충돌시 교량이 파괴될 확률은 충격하중 및,

교량의 내하력 등을 고려하여 분석된다.

묘도 광양간 현수교에 대한 위험도분석 결과 충돌 방지공 설치전의 경우 묘도측 주탑- , (PY1) 0.0019,

광양측 주탑 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치인 을 크게 상회하여 충(PY2) 0.0032 AASHTO 0.0001

돌방지공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방지공 설치 이후의 연간파괴빈도 분석결과 묘도측 주탑 5.04×10-7 광양측 주탑, 1.51×10-6 으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치인 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방지공AASHTO 0.0001 .

설치로 인한 연간교량파괴빈도 감소효과는 의 경우 의 경우 로 분석되었PY1 1/2,361, PY2 1/2,265 다.

충돌방지공 설치 전 충돌방지공 설치 후(a) (b)

그림 충돌방지공 설치 전 후의 연간파괴빈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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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시 교량 안전성 검증2.6

선박과 충돌 방지공에 대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위해 수치해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선형 해

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선박이 구조물에 접근하면서 발생하는 선박의 충돌 에너지는 충돌방지공에 전달.

되는데 이때 충돌 방지공의 운동 속도가 변화하므로 이를 구하기 위한 동적과도응답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선박 재료의 비선형 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충돌 접촉에 의한 비선형과 시간, .

에 따른 거동이 달라지므로 선박 충돌 해석은 접촉과 재료 비선형 및 선박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는 비

선형 동적과도응답해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광양항 내의 장래선박 및 운항조건 수심 등을 고려하여 충돌대상 선박 및 충돌속도를,

가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선박충돌 모델링도① 선박충돌시 하중발생③ 기초파일 응력 분포⑤

충돌 후 블록 변형도②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④ 선수부 관입 깊이⑥

그림 선박충돌 비선형 해석 결과4.

선박 충돌을 가정한 해석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항은 충돌해석결과 충돌 형상을 나타낸 것으4 . ①

로 충돌의 대부분은 초기에 접촉하는 콘크리트 블록과 발생하며 이후 뒷채움재와의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에 보이는 바와 같이 충돌로 인한 대부분의 에너지는 콘크리트 블록에 의해 흡수되고 이. ②

후 차적으로 뒷채움재와의 충돌에 의해 에너지가 소산된다 항은 충돌 직후 충돌방지공과 선박충돌2 . ③

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하중을 시간경과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최대 충돌하중은 으로 나타났38.84 MN

다 항은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을 나타낸 것으로 교량에 전달되는 충돌하중은 으로 최초 발. 19.80MN④

생하중에 비하여 약 감소하여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은 선박충돌시 기초부 파일에 발생48% . ⑤

하는 최대응력을 표현한 것으로 발생 최대응력은 약 로 허용응력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64MPa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파일에 거의 유사한 응력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충돌선박 선수부 전면에,

위치한 파일에서 응력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충돌 후 선수부의 관입 깊이를 항에 나타내었으며. ,⑥

선수부 최종 관입깊이는 로 나타나 선박 충돌시에서도 선박과 교량기초와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14.1m

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충돌 비선형 해석 조건 및 해석결과1.

충돌 대상 선박 충돌속도 충돌하중 전달 하중 발생응력 관입깊이

210,000 DWT 3.5 m/sec 38.81 MN 19.80 MN 1.64 MPa 14.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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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및 지질특성3.

고지형도 분석3.1

광양만 일대의 지형변화 이력을 파악하여 노선 및 주요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지형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좌측의 년 지형도를 보면 과업구간은 섬진강의 육성 퇴적물과 남해. 5 1956

에서 유입되는 해성 퇴적물 두 종류의 퇴적물이 쌓이는 환경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광양제철소가 위치.

하고 있는 북측 종점부 일대는 개발이전 수로와 조간대의 퇴적환경을 함께 보이고 있으며 넓은 지역에

걸쳐 삼각주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우측의 최근의 지형도에서는 년대부터 항만(Delta) . 5 1970

및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위적인 매립으로 현저한 지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과업구간 북동쪽,

의 광양제철소와 북서쪽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등의 매립이 진행되어 과거와 변화된 해안

선 모습을 보여준다.

년 지형도1956 년 지형도2005

그림 고지형도 및 현재 지형도 비교5.

퇴적이력 분석3.2

연약지반은 퇴적 당시의 지형과 퇴적환경 퇴적조건 등에 따라 위치 및 심도별 물리역학적 변화가 다, ∙

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에서는 조사된 퇴적물 유입 경로 조류 유속분포 표층 퇴적물 분포를 나타내었. 6 , ,

다 표층 퇴적물의 분포는 크게 삼각주 조간대 조하대 수로. (Delta), (Intertidal Flat), (Subtidal Flat),

로 구분될 수 있다 삼각주는 육상에서 운반된 하천 기원의 조립질 퇴적층으로 섬진삼각주를(Channel) .

형성한다 조간대는 해안 침식에 따른 역질 또는 사질의 퇴적물과 조류에 의해 운반된 점토 및 실트의.

부유퇴적층이 함께 발달되어 있다 조하대는 해안침식에 따른 조립질 퇴적현상이 거의 없는 해수 중 부.

유물질의 침전이 우세한 환경을 보인다 수로구간의 경우에는 점토함량이 적은 조립질 퇴적층이 발달하.

며 묘도 인근에 분포하고 있다.

퇴적물 유입경로 광양만의 조류 유속분포 광양만의 표층 퇴적물 분포

그림 6. 퇴적물 유입경로 유속분포 표층 퇴적물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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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환경을 고려한 구간 구분3.3

합리적인 연약지반 조사 및 설계를 위해 유사특성을 갖는 구간 및 지층별 구획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우 효과적인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조사지역은 해수면의 변동에 따라 퇴적층의 형성.

시기가 다르게 구분되며 위치별로 퇴적지층의 종류가 다르며 종점부의 경우 인위적인 준설 및 매립으,

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특성이 있다 지형적 특성 수심조건 연약층 층 두께 시공이력 지반조사자. , , , ,

료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구간구분을 실시하였다.

그림 수심도 지층 단면도 및 구역구분도7. ,

본 과업구간에 대한 다중 빔을 이용한 수심 측량 결과를 그림 의 상단에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인 수7 ,

심 분포는 평균 최대 로 나타난다 본 해역의 해저지형은 원래 남쪽 교량시점으로부터 약14.5m, 20.4m .

지점에서 가장 깊고 묘도와 금호동으로 낮아지는 수로 형태의 구조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200m .

지점부터 구간까지는 컨테이너부두 진입을 위한 항로준설이 이루어진 지역으로Sta.6+250 Sta.7+100

그림 상단에서 준설 흔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7 , 18 20m .∼

설 북측지역인 관리부두 주변 수심은 정도로 평편하고 관리부두 서측 교량 종점부는 당초의 해저면9m ,

을 유지하여 의 수심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후 구간은 표층에 섬진강으로부터의0.8m 2m . Sta.7+160∼

육성퇴적 모래층이 일부 존재하며 광양제철소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지역이다.

연약층의 층후는 시점부는 경사지형으로 층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서서히 까지 증15m , 20m

가된다 그 이후 준설의 영향으로 층후가 감소되어 나타나며 종점부에 가면 다시 이상의 층후로 나. , 20m

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수평적으로 총 개의 으로 구역을 구분하였다 우선 시점부로부터 수심4 Zone .

및 연약층 두께가 급속히 증가하고 기반암 심도가 얕은 구역 이후 점차 수심이 증가하면서 연약Zone 1 , ,

층 층후도 서서히 증가되며 기반암 심도가 깊어 수로 의 특성을 보이는 구역으로 구분, (Channel) Zone 2

하였다 북측지역은 수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항로준설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섬진강 육성 퇴적물의. ,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구역 과거 섬진강 델타지역으로 광양제철소 매립의 영향을 받은Zone 3 , Zone 4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구조물 위치별로 보면 묘도측 부탑은 주탑은 에 각각 위치하며. Zone 1, Zone 2,3

광양층 앵커리지는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Zon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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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역별 지반물성치 비교2.

구 분 Zone 1 Zone 2

소 성

지 수

초 기

간극비

(e0)

압 축

지 수

(cc)

배 수

강 도

(Su)



- 667 -

구 분 Zone 3 Zone 4

소 성

지 수

초 기

간극비

(e0)

압 축

지 수

(cc)

배 수

강 도

(Su)

자연함수비 액성한계 소성한계에 대한 분석결과 는 액성한계와 자연함수비가 대체로 일치, , Zone 1,2

하는 정규압밀상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의 경우 액성한계가 자연함수비보다 크게 나타났다, Zone 3,4 .

의 경우 항로 준설로 인하여 상재하중이 감소된 상태이고 의 경우 상부 매립층 및 모래Zone 3 , Zone 4

층의 영향으로 상부층에서 일부 과압밀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초기간극비의 경우 시점부와 종점부가 크게 대비되며 특히 의 초기간극비가 평균 로 크게Zone 2 2.47

나타났으며 북측 종점부로 갈수록 초기간극비가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종점부로 갈, .

수록 육상기원 퇴적층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압축지수의 경우 실제 실험치와 각종 제.

안식을 이용한 추정치를 함께 비교하였으며 모든 결과에서 초기 간극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다, .

만 의 경우 실제 실험 값이 각종 추정 값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Zone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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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층의 비배수전단강도의 경우 은 평균 는 평균 로 나타나 연A Zone 1 16.2kPa, Zone 2 14.0kPa

약층 층후가 깊어짐에 따라 강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북측 구간인 은, Zone 3 23.2kPa,

는 로 나타나 섬진강측으로 갈수록 비배수전단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주탑Zone 4 25.2kPa .

이 위치하는 와 을 비교하면 구역의 비배수전단강도가 구역보다 약Zone 2 Zone 3 Zone 3 Zone 2

증가된 값을 보이고 있다66% .

전반적인 구역과 특성을 정리하자면 와 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Zone 1,2 Zone 3,4 ,

초기간극비 자연함수비 압축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비배수전단강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 , ,

로 작게 나타났다 이는 퇴적이력 및 환경에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항로준설 및 인위적인 매. ,

립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약지반 처리계획4.

연약지반 처리공법 선정4.1

충돌방지공이 계획된 주탑 구간의 하부지층은 수심 연약층 심도 의 구간으로 안벽8 13m, 18 21m∼ ∼

식 구조물 및 내부 매립에 의한 안정성확보를 위해 연약지반 처리가 불가피하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안벽아래 기초사석 하부와 안벽 내부 매립모래 하부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안벽하부는 사석기초의 침하방지 지지력 확보 및 선박충돌시 안벽보호 등을 고려하여 심층혼합처리,

공법 중 공법을 적용하였다 공법은 연약층 내에 시멘트계 고결제를DCM(Deep Cement Mixing) . DCM

원지반과 교반 혼합하여 주상 또는 벽식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개량지반의 강도증대 효과가 커

서 블록하부지반의 안정성 확보에 우수한 공법이다 치환율은 실내배합강도는 배치는 토. 60%, 2.0MPa,

압작용방향에 대해 벽식으로 설계하였다.

내부 매립부는 매립 후 압밀도달시간이 각각 개월 및 개월로 나타나 압밀90% PY1, PY2 521 290 ,

침하 촉진 하부지반강도 증진 및 현장타설말뚝의 수평저항력 증진을 위해 모래다짐말뚝 공법을 적, (SCP)

용하였다 모래다짐말뚝 공법은 모래 또는 점토로 구성된 연약지반에 모래를 압입하여 큰 직경의 다져진.

모래말뚝을 조성하는 공법으로 점토지반에서는 지지력증가 압밀기간단축 침하량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 .

해상 전용선 제원을 고려하여 직경의 모래다짐말뚝으로 치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2.0 m 40 % 다.

PY1 PY2

그림 충돌방지공 하부보강 계획 단면도8.

연약지반 보강Step 1. 안벽형성Step 2.

연약지반 보강(DCM 60%, SCP 40%)∙ 융기토 제거 후 기초사석 및 블록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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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매립Step 3. 기초말뚝 시공Step 4.

매립재 모래 및 산토 산토: PY1 : , PY2 :∙ 주탑기초 현장타설말뚝 시공∙

그림 충돌방지공 시공 순서 개요도9.

배합설계 및 시공4.2 DCM

충돌방지공에 대한 내적 외적 안정검토 결과 개량체의 실내배합강도 현장강도, DCM 2.0MPa, 1.0

로 설계되었으며 시멘트 배합량은MPa , 250kgf/m3으로 계획하되 현장배합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하

도록 계획되었다.

배합시험은 각각 원 지반 위치에서 채취된 시료를 활용하였으며 배합수는 해수를 시멘트는 고로시멘, ,

트를 사용하였다 배합설계시의 시멘트량은 각각. 200, 225, 250, 275 kgf/m3으로 하였으며 물 시멘트, /

비는 각각 및 로 하였고 재령 일 및 일 강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시험의 신뢰성0.8:1 0.9:1 , 7 28 .

확보를 위해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개의 공시체 총 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였다5 , 160 .

표 실내배합시험 조건3.

구간 시멘트량(kgf/m3) 물 시멘트 비/ 재령 일( ) 고화재 종류 사용수

PY-1

200 0.8, 0.9 7, 28

고로슬래그시멘트 해수

225 0.8, 0.9 7, 28

250 0.8, 0.9 7, 28

275 0.8, 0.9 7, 28

PY-2

200 0.8, 0.9 7, 28

225 0.8, 0.9 7, 28

250 0.8, 0.9 7, 28

275 0.8, 0.9 7, 28

실내배합시험 결과 요구하는 강도를 재령 일 기준 만족하는 시멘트량은 지점에서는, ( 28 ) PY1 250

kgf/m3 이상 지점에서는, PY2 225 kgf/m3 이상으로 나타났다 물 시멘트비에 따른 강도차이는 크게 나. -

타나지 않았으나 원 지반 함수비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은 는 을 적용하였다, PY1 0.8:1, PY2 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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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내배합시험 결과10. DCM

시험시공을 통한 원 지반 교반상태확인 및 배합시험 결과 검증을 위해 교반 직후 양생 이전의DCM

혼합토를 유압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 후 몰드에 성형하여 일 및 일 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7 28 .

과 은 일 강도 일 강도 는 일 강도 일 강도 로 나타PY1 7 1.6MPa 28 2.8MPa, PY2 7 1.9MPa 28 3.0MPa

났으며 일 강도 기준으로 실내배합강도 이상의 강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시공이 완성된28 . DCM

후 그림 과 같이 개량체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코어를 회수 하였으며 채취 코어에 대한 압축11 ,

강도시험 결과 의 경우 평균 의 경우 평균PY1 1.4MPa 2.4MPa ( 1.78 MPa), PY2 2.4MPa 3.1MPa(∼ ∼

으로 나타나 현장강도기준 이상의 강도를 확인하였다2.70MPa) (1.0MPa) .

그림 시추코아 사진11.

2.2

2.8

1.78

2.381

3

2.7

0

0.5

1

1.5

2

2.5

3

강도
[Mpa]

배합시험강도 현장 교반체 강도 채취코아 강도

PY1 PY2

그림 강도시험 결과비교12.

실내배합시험 강도에 대한 현장 코아 강도를 비교하면 의 경우 의 경우, PY1 80.9 %, PY2 113.4 %,

평균 로 전체적으로는 실내배합강도와 현장 코아 강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원 지97.15% . ,

반 함수비가 크고 강도가 작은 구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현장 강도가 작게 나타나고 원 지반PY1 ,

상태가 양호한 구간에서는 약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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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설계시 현장강도기준을 실내배합시험 강도의 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육상 시공을DCM 1/2 , DCM

기준으로 하여 다소 보수적인 설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해상 전용선에 의해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배합강도와 현장강도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실제로 상부 구조물이 시공되어 하중이 작용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일 이상 양생시의 강도. 90

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 양생 강도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외 연구 결과를, 28 .

보면 약 일 양생시의 강도가 일 양생 강도에 비해 약 이상 크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91 28 20% .

같은 성과는 대상 지반별 사용 고화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직접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다 경제적인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원 지반 시료를 사용한 장기양생 실내배합시험.

및 시험시공을 통한 강도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시공단계에서는 업체선정 공기 설계변경 등의 문제가, , ,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결론 및 제언5.

광양항을 가로지르는 묘도 광양간 현수교의 충돌방지공 계획 및 광양만 연약지반의 퇴적이력을 고려-

한 구역구분 및 그 특성을 고려한 하부 보강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묘도 광양간 현수교는 국내 최초로 인공섬을 이용한 안벽식 충돌방지공을 적용하여 교량 및 선박의1. -

상호손상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간이력을 고려한 비선형 해석을 통해 선박충돌시에도.

본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광양만의 과거 및 현재지형에 대한 비교 및 퇴적환경을 분석하였으며 과업지역이 남해에서 유입되는2. ,

해성퇴적물 구간과 섬진강으로부터의 육성 퇴적물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지역구분을 근간으로.

각각의 지반물성치를 별도로 산정하였다.

연약지반 특성에 대한 시험결과 퇴적이력을 고려한 구역구분에 따른 물성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3.

었으며 이를 각 구간별로 설계에 적용하였다.

충돌방지공 하부지반의 보강을 위해 및 를 적용하였다 시공시 원 위치 시료를 사용4. DCM SCP . DCM

한 실내배합시험 시공 중 혼합토에 대한 강도시험 시공 후 시추코아를 통한 압축강도시험을 통해, ,

설계시 가정한 개량체 강도 이상의 강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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