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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을 활용한 가물막이 설계P.R.D.

The design of coffer dam utilized P.R.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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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Coffer dam for tunnel type spillway in inflow section of Dae-am dam was originally planned
as 2 lines sheet piles with Water Zet method. But, the result of pilot test was caused of some problems that
vibration during installation of pile could pollute water and water leakage could the lower part. So, sheet piles
was not satisfactory for faculty of coffer dam. Structural instability of sheet pile system need to reinforcement.
Characteristic of Dae-am dam was small reservior capacity but wide drainage area, of which it was judgment
that security of leakage and stability was difficult during excavation of inlet part. So, we consider that water
curtain method utilized with in site pouring concrete pile method was designed at weir part of spillway. We
were known about basement rock that geological boring was carried out in weir part. After taking a deep
consideration, PRD method was accepted as a new method. Concrete pile by PRD was installed to below
country rock. CJM method was carried out with PRD. After making concrete wall using Top-down method,
earth anchors were installed for supporting it. According to the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as water level
rises, wall is stable.

Key words : coffer dam, sheet piles, PRD, CJM, Top-down method, earth anchors

서 론1.

대암댐 터널식 여수로 유입부 가물막이는 를 이용한 련의 로 설계되어 있었다Water Zet 2 Sheet Pile .

시험항타를 실시한 결과 탁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원수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하단부에서의 누수로 인해 가물막이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Sheet Pile .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인지되어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은 저수용량에 비Sheet Pile ,

하여 넓은 집수면적을 가진 대암댐의 특성을 고려하면 유입부 굴착작업 중 누수 및 안정성의 확보가 어

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물막이의 조성을 위해 저수지 내부로 성토된 토사 및 암반의 내측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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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점에서 콘크리트 매입말뚝 공법을 활용한 차수공법을 검토하였다 구조물부에서의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기반암의 분포양상을 파악한 후 공법을 비교한 결과 기반암까지 근입이 가능한RCD, PRD 1

열의 공법을 적용하고 저수지측에 몰탈 주입공법 공법 을 실시한 후 유입부 내측 굴착과 병PRD , (CJM )

행하여 공법으로 콘크리트 벽체를 형성시킴과 동시에 공법으로 말뚝의 자립Top-down Earth Anchor

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설계된 조건을 수치해석한 결과 저수위의 상승시에도 안정성이 확.

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및 시험항타2.

설계현황2.1

대암댐 보조 여수로의 유입부 가물막이는 사면 절취로 발생한 토사 및 암을 저수지 내부에 사토한 후

의 을 연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Z-Type Sheet Pile(L=225m) 2 .( 1)

그림 유입부 가물막이용 위치 평면도1. Sheet Pile

시험항타2.2

목적2.2.1

시험항타는 의 본 시공에 선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설계시 가정한 토층상태와 시공을 위해Sheet Pile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가 상이하여 실 시공을 위한 파일길이 산정 및 본 항타시 발생 가능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하였다.

시험항타2.2.2

시험위치1)

시험항타는 항타시 공법의 적합성 시공성 장비조합의 적정성 시공방안 등을 살펴보고자Sheet Pile , , ,

예정 부지내 개 지점에서 시험 항타를 실시하였다 그림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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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항타 위치 평면도2.

시험항타 결과2)

표 유입부 시험 항타결과1. Sheet Pile

PILE NO
근입 E.L

(m)

인접주상도상암반

E.L(m)
근입깊이(m) 항타시간 항타법 비고

1 38.52 39.51 9.90 분 초23 0 Water Zet BH-2

2 38.55 38.83 10.21 분 초26 40 Water Zet BH-1

2-1 39.21 38.83 9.55 분 초25 10 Vibration BH-1

3 38.59 38.83 9.70 분 초26 7 Water Zet BH-1

4 41.48 42.69 7.00 분 초11 30 Water Zet BH-3

시험항타 결과로 인지된 문제점2.2.3

항타에 의한 토사유출1) Sheet Pile

번 지점의 시험항타시 토사유출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그림1 ( 3, 4.)

그림 항타에 의한 토사유출3. Sheet Pile 그림 항타에 의해 유출된 토사가4. Sheet Pile

댐 저수지로 유입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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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위해 기존 저수지측의 매립시 유입된 토사가 공법에 의한Sheet Pile Water Zet Sheet Pile

항타시 주입되는 물에 의해 토립자가 저수지로 유출되어 탁수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하단부에서의 누수발생2) Sheet Pile

누수발생의 원인(1)

하단부에서의 저수지 물의 누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근입시 항타Sheet Pile Sheet Pile

에 기인되어 하단부 암반에 발생한 균열을 통한 누수 암반상부에 정치된 구간에서 암반과, Sheet Pile

사이에서의 누수 항타시 하단부에 집적된 자갈 및 암괴의 공극을 통한 누수로 구분된다, Sheet Pile .

각 누수의 요인별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Mechanism .

가 하단부 암반에 형성된 균열을 통한 누수. Sheet Pile

유입부 절취사면에 노출된 암석은 사암과 셰일이 교호하여 풍화도의 현저한 차이가 인지Competent,

된다 즉 사암은 비교적 층후가 넓고 다소 풍화를 받은 상태를 보이는 반면에 셰일은 층후가 얇은 박. ,

층을 이루고 있으며 풍화의 진행이 상당하여 일축 압축강도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 또한 사암은 녹색.

및 적색의 종류가 분포하는데 성인적 요소에 의해 녹색사암은 일축압축 강도가 을 상회하2 1,000 /㎏ ㎠

나 적색사암은 내외로 연약한 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암석의 특성상 이 정치되, 500 / . Sheet Pile㎏ ㎠

는 암반을 구상하고 있는 암석의 종류에 따라 항타에 따른 근입의 깊이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셰일 및 적색사암 구간은 쉽게 근입이 되나 주변 암반부는 항타 충격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으며 향후 균열을 통한 누수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 ( 5.)

나 암반상부에 정치된 구간에서 암반과 사이에서의 누수. Sheet Pile

유입부 절취사면에 노출된 지층의 경사는 약 도 내외를 이루고 있어 수직으로 항타되는20 Sheet

하부에 높은 일축압축 강도를 지닌 녹색사암이 분포하는 경우 암반의 강도에 의해 근입이 되지 못Pile

하고 암반 상부에 정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치는 기반암과 사이는 의 항. Sheet Pile Sheet Pile

타가 물을 사용하는 공법으로 실시되므로 유입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세립질 모래 또는 실Water Zet

트질 점토가 이탈하여 자갈 또는 사석만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 공극은 저수지 물의 누수통로로 작용, .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

S H E E T  P I L E

S H E E T  P I L E  항 타

암 반 균 열 발 생
누 수 발 생

지 수 재 - 차 수 가 능

그림 하단부의 누수 개념도5. Sheet Pile 그림 경사진 암반위에 정치된 에6. Sheet Pile

의해 형성되는 공극

다 항타시 하단부에 집적된 자갈 및 암괴의 공극을 통한 누수. Sheet Pile

이 시공될 예정지는 대부분 절취사면에서 발생한 암석을 소활하여 형성된 사석으로 충진되Sheet Pile

어 항타되는 의 단면적을 상회하는 암괴가 하부에 있는 경우 암괴는 항타와 동시에 하부로Sheet Pile

수직 이동하여 기반암 상부면에 정치하게 된다 사석의 규모가 적은 경우에 항타시 측면으. Sheet Pile

로 이동하게 되지만 항타시 유입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세립질 모래 또는 점토는 부유하게 되고 사석은

항타되는 심도로 하향이동을 하여 하단부는 세립질 또는 점토가 부족하고 대부분이 자갈 및Sheet Pile

사석으로 이루어져 높은 공극율을 가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저수지 물의 누수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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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원인.

의 연결부는 지수제가 있어 이론적으로는 차수가 달성되나 항타시 인접한 사석에 의해 부Sheet Pile ,

분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 설계상 에 의한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3. Sheet Pile

내적 굴착사면 안정성 검토3.1.

현 설계에서 내측 굴착사면의 안정성을 사면안정 해석 프로그램인 로 전산해석을Sheet Pile Slope/W

실시하였다 현재 설계된 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한 결과 내측 굴착사면의 경사가 설계. Sheet Pile 1:1.2(

구배 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면의 구배를 완화하여 가면서 검토한 결과)

구배에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표1:2.0 .( 7, 2.)

1:1.2 1:1.5 1;2.0

그림 내측 굴착 사면구배 완화에 따른 안전율7.

표 내측 굴착사면 구배에 따른 안전율2.

사면구배 (V:H) 1:1.2 1:1.5 1:1.8 1:2.0

최소안전율 1.05 1:18 1.21 1.56

비고 현 설계 불안정 불안정 안정

가물막이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3.2

3.2.1 구조적 안정성 검토 내측 굴착구배( 1:2.0)

내측 굴착사면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 설계 는 검토가 불필요하여 내적 굴착사면의 안(1:1.2)

정성이 확보되는 구배 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홍수위 하중작용 전 내측(1:2.0) . ,

굴착 단계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내측 굴착구배3. ( 1:2.0)

외측

성토부

조건

지반 Sheet Pile Tie Cable

비고최대변위

(cm)
최대변위(cm)

최대휨

모멘트1) (tf-m)

최대

전단력2) (tf)

최대축력3)

(tf)

유지 82.4 56.2 66.0 22.9 51.3 NG

제거 54.9 21.0 64.8 22.8 50.5 NG
1) 허용휨모멘트 : 33.1 tf-m, 2) 허용전단력 : 177 tf, 3) 허용축력 : 61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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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안정성 검토 내측 굴착구배 추가3.2.2 ( 1:2.0, Tie Cable )

가물막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계획된 하부에 추가로 을Tie Cable 2.5m Tie Cable

설치할 경우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상시 만수위 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되나 계. (EL. 48.5m) ,

획 홍수위 에서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EL. 52.9m) ( 4.)

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내측 굴착구배 추가4. ( 1:2.0, Tie Cable )

외측

성토층
하중조건

지반 Sheet Pile
Tie

Cable
비고

최대변위

(cm)

최대변위

(cm)

최대 휨

모멘트1)(tf-m)

최대

전단력2)(tf)

최대

축력3)tf)

유지

상시만수위

(EL.48.50m)
19.4 10.3 9.6 9.8 41.4 OK

계획홍수위

(EL.52.90m)
81.4 75.8 43.0 24.6 51.0 NG

제거

상시만수위

(EL.48.50m)
17.4 6.6 11.4 10.8 44.2 OK

계획홍수위

(EL.52.90m)
63.5 57.3 36.9 22.3 49.7 NG

1) 허용휨모멘트 : 33.1 tf-m, 2) 허용전단력 : 177 tf, 3) 허용축력 : 61 tf

보강영역의 검토3.2.3

내측 착사면의 안정성은 와 의 이격거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는Weir Sheet Pile

이격거리를 산정하여 가물막이의 보강범위를 결정하고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내측 굴착사면의 안정성.

이 확보되는 최소 이격거리는 로 산정되었으며 평면도상에 도시한 보강범위는 그림 과 같다22.15m , 8. .

그림 유입부 가물막이 보강필요 범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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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시공방안 검토4. Sheet Pile

개요4.1

내측 사면의 굴착을 홍수기 및 갈수기의 단계로 분리하여 터널의 굴착을 위한 점보드릴Sheet Pile 2

의 작업공간 확보 및 구조물 설치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의 추가4.2 Tie Cable

현 설계에서 계획 홍수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 계획된 설치지점Tie Cable

하부에 추가 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은 그림 와 같다2.5m Tie Cable 9. .

그림 추가 설치를 위한 굴착 단면도9. Tie Cable

단계 굴착4.3 1

홍수기에 터널 유입부의 굴착 및 관통을 위해 점보드릴의 최소 작업공간이 확보되도록 굴착한다 그림(

홍수기에 단계 굴착을 실시하면 제내지 측에 하단길이 약 이상의 사면이 형성10.) 1 Sheet Pile 33m

되므로 하단부를 통한 누수 및 침투가 이 부분을 통과하며 자연스럽게 지연되어Sheet Pile Sheet Pile

하단부 누수 차단을 위한 그라우팅의 필요성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그라우팅은 단계 굴착 후. 1 Sheet

하단을 통과하는 누수량을 평가한 후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ile .

그림 홍수기 단계 굴착 단면도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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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굴착 후 구조적 안정성 검토4.4 1

단계 굴착 후 상시만수위 및 계획 홍수위 하중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5.)

표 단계 굴착 후 안정성 검토 추가 설치5. 1 ( Tie Cable )

하중조건

지반 Sheet Pile Tie Cable

비고
최대변위

(cm)

최대변위

(cm)

최대휨

모멘트1)(tf-m)

최대

전단력2)(tf)

최대축력3)

(tf)

상시만수위

(EL.48.50m)
13.0 3.2 7.2 6.0 28.1 OK

계획홍수위

(EL.52.90m)
17.4 12.3 8.8 5.3 14.6 OK

1) 허용휨모멘트 : 33.1 tf-m, 2) 허용전단력 : 177 tf, 3) 허용축력 : 61 tf

갈수기 단계 굴착4.5 2

단계 굴착 후 터널의 갱문이 형성되면 여수로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단계 굴착을 실시하면1 Weir 2

단계 굴착에 의해 사면의 하단길이는 로 감소하게 된다 그림2 18m .( 11.)

그림 갈수기 단계 굴착 단면도11. 2

단계 굴착 후 구조적 안정성 검토4.6 2

단계 굴착 후 상시 만수위 하중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되나 계획 홍수위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2 ,

음이 확인되었다 표 현재의 설계에서 가물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댐 저수위는.( 6.)

로 판단되었다 지난 년간 갈수기의 댐 운영수위 그림 를 살펴본 결과 단 차례도 의50.5m . 10 ( 12.) 1 50m

수위를 초과한 사례가 없어 시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 홍수위에서의 안정성 확보방안4.7

계획 홍수위인 까지의 댐의 수위가 도달되었을 때 현 설계된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52.9m Sheet Pile

서는 차 굴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열 의 간격을 넓힘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2 2 Sheet P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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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근 년간 대암댐의 수위 변화12. 10

표 단계 굴착 후 안정성 검토 추가 설치6. 2 ( Tie Cable )

외측

성토층
댐수위

지반 Sheet Pile Tie Cable 비고

최대

변위

(cm)

최대

변위1) (cm)

최대휨

모멘트2) (tf-m)

최대

전단력3) (tf)

최대

축력4)

(tf)

유지

EL.48.50m

상시만수( 위)
19.4 10.3 9.6 9.8 41.4 OK

EL.49.02m 19.9 11.2 9.5 9.7 40.8 OK

EL.49.46m 21.3 13.1 10.0 9.5 40.1 OK

EL.50.00m 23.6 16.1 11.7 9.9 39.7 OK

EL.50.48m 26.5 19.8 13.7 11.5 39.4 OK

EL.50.97m 30.7 24.8 16.0 13.4 39.4 NG

EL.51.40m 35.9 30.6 19.2 15.4 39.6 NG

EL.51.93m 46.2 40.8 25.9 18.6 41.6 NG

EL.52.42m 58.7 53.2 33.3 21.4 44.6 NG

EL.52.90m

계획홍수( 위)
81.4 75.8 43.0 24.6 51.0 NG

내측 사면안정 및 단계 굴착에 대한 검토4.8 2

현 설계된 의 내적 안정성을 위한 굴착구배는 으로 분석되Sheet Pile 1:2.0 어 현 설계 구배인 에1:1.2

비하여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므로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서는 의 시공위치가 현 위치보다 저수Sheet Pile

지 측으로 더 이동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의 위치변경은 추가 매립재료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Sheet P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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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Pile 설치연장의 증가로 인해 추가 공기 및 공사비 증가가 수반되므로 시공이 불가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수기 및 갈수기의 단계로 분리하2 는 굴착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갈수기 단계 굴, 2

착시 현재의 이 수위 까지만 안정하게 되어 수위 상승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Sheet Pile EL. 50.5m

가물막이의 파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년 동안의 갈수기 댐의 저수위가 를 상회한 적이 없음을 제시하며 안정성은 문제없10 EL. 50.5m

으며 여수로 구조물과, Weir Sheet 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지점은 부분적으로 의 간격을Pile Sheet Pile

로 확8m 폭하면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건설중인 보조 여수로는 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 200

한 댐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시행되며 대암댐의 상시 만수위는 로 현 설, EL. 48.5m 계상 안정성이 확보

되는 수위까지는 여유고가 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암댐은 댐의 유지운영 특성상 넓은 유역면적 약2.0m . (

에 비하여 적은 저수용량으로 인해 강우시 수위상승이 빠르게 일어나며 갈수기에도 공업용수의 공75 ) ,㎢

급을 위해 상수 만수위에 근접한 수위를 유지한다.

최근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겨울철 강수로 인해 수위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년간의 수10

위자료에 근거하여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겨울철 이상강우로 인해 를 상회하. EL. 50.5m

는 수위의 도달시 가물막이의 파괴로 인해 야기될 극심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최적의 안정대책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별도의 가물막이 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안공법의 검토5.

의 문제점 보완방안 검토5.1 Sheet Pile

의 문제점은 하단부에서의 누수와 내측 굴착사면의 안정성 확보이다Sheet Pile .

누수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5.1.1

가물막이 형성을 위한 의 항타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Sheet Pile 항타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

암반부 및 과 기반암 사이에 존재하Sheet Pile 는 공극부를 통한 누수는 현상을 유발하여 가물막Piping

이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누수를 차단하여 가물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그라우팅이 필요한 것으로 타나났다.

그라우팅 대상지반이 하단부의 암반에 발달한 균열 및 기반암Sheet Pile 과 사이에 존재할Sheet Pile

것으로 추정되는 사석으로 이루어진 지반조건을 고려할 때 저압으로 주입하는 약액 주입공법이 적정하

다 다양한 주입재료와 주입압력 및 조절 가능여부를 비교검토한 결과 국내의 시공실적이. Gel Tome ․
많으며 차수의 효과가 탁월한 공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S.G.R. .( 7.)

그라우팅을 위한 천공작업시 매립된 사석으로 인해 공벽의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기반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한 후 기반암 하부 까지 천공하여 한다 주입대상은 누수의 가능성이 높은 기반암 하부 부터 상1m . 1m

부 의 폭 구간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1m 2m .

그라우팅 공법 적용의 한계성5.1.2

하단부를 통한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그라우팅의 시행시 주입Sheet Pile 반경이 되어 차수가Overlap

달성되어야 하나 그라우팅 대상 지반조건에 대, 한 정보의 획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설계된.

공 간격 에서 완벽한 차수벽을 형성하기 위한 이 달성되었는지에 판단이 곤란하다 차수80 Overlap .㎝

그라우팅을 위한 절대공기가 설치 후 최소 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전체 공정추진에 차질을Sheet Pile 3 ,

야기할 가능성 역시 잠재한다. 통상 차수 그라우팅의 효과판정을 위한 검사공의 천공 후 지반의 투수성

을 확인하기 위한 가 실시되나 사석으로 인한 공벽의 유지가 불Lugeon Test , 가하고 의 설치Packer

가 불가능하므로 차수의 효과판정 자체가 어렵다. 이상과 같은 그라우팅의 한계로 인하여 Sheet Pile

을 활용한 가물막이 형성은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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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수공법 비교표7.

구 분 M.I.S M.S.G S.G.R

개요도

주 입

재 료

초미립시멘트 급결용(MIS SP),∙

주재료 보조재(MIS QS) + MIS

급결 지연분산( , , )

초미립시멘트 특수규산+∙ 시멘트 규산 약액+ +SGR∙

주 입

방 법
2.0 Shot∙ 2.0 Shot∙ 2.0 Shot∙

목 적 차수 및 지반보강 차수 차수

개 량

강 도

초기강도 : 5 20kg/cm∙ ∼ 2

장기강도 :∙

10 150kg/cm∼ 2

일축압축강도 :∙

10 30kg/cm∼ 2

점성토 : 0.5 5.0kg/cm∙ ∼ 2

일축압축강도 :∙

6 10kg/cm∼ 2

점성토 : 0.5 2.0kg/cm∙ ∼ 2

투 수

계 수
1×10∙ -5 1×10∼ -6cm/sec 1×10∙ -5 1×10∼ -6cm/sec 1×10∙ -5 1×10∼ -6cm/sec

특 징

∙특수 초미립자시멘트를 사용하여

최고의 침투성과 고강도 항구,

적 내구성 발현

∙급결성 확보를 위해 물유리 대신

급결용 주재료 를 사MIS QS( ) 용

하여 환경 및 공해에 대해 안전

유도공간을 이용한 저압주입∙

으로 지반의 교란 및 인접구

조물에 영향이 적음

실트질 모래지반 및 미세한∙

부분까지 주입가능Crack

∙유속이 빠른 지층에도 차수성

확보가 용이

저압주입으로 지반교란 및∙

인접구조물에 영향이 적음

차수성이 양호하고 소규모∙

장비 사용

개량

범위
1000∅ 1000∅ 1000∅

C.T.C 800 800 800

선 택
유속이 빠른 지층에도 차수성 확보가 용이하고 저압주입으로 지반교란 및 인접구조물에 영향

이 적은 공법이 적합함S.G.R .

콘크리트 매입말뚝 공법의 검토5.2

개요5.2.1

유입부 구조물 인근에 기반암 지층이 분포하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매입말뚝을 활용한 지하연속

벽 개념의 차수공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입말뚝을 기반암층에 지지시켜 강성 구조체를 형성함으로써 수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매입

말뚝 공법의 특성상 강성 벽체 사이가 벌어지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나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누수를 방,

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매입말뚝과 저수지 이격거리가 를 상회하며 사석 및 토사가 혼재된30m ,

매립층으로 이루어져 매입말뚝 인근 지점까지 저수지와 동일한 수위가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매립층

을 통과하는 물은 유로경로가 길어지고 마찰손실로 인해 저수지에서의 수압이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매

입말뚝 인접부에서 작용하는 수압은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매입말뚝 사이에 그라우팅을 실시한 후에도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한다, 고 할지라도 유출되는 수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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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여 대규모 누수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게 되어 가물막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매입말뚝 공법으로 가물막이를 형성할 경우 가물막이 설치 계획표고인 까지 실시하지 않아EL. 53.4m

도 된다. 현 지형상 대부분의 구간에서 기반암이 노출된 상태이므로 매입말뚝의 설치 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반암의 분포심도가 이하인 구간EL. 51.0m 에서만 매입말뚝을 설치하고 상부는 측구형 옹,

벽 의 콘크리Type(H=2.4m) 트 구조물로 가물막이를 형성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매입말뚝 공법의 비교5.2.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매입말뚝 공법의 비교는 표 과 같다8. .

표 콘크리트 매입말뚝 공법비교8.

구 분
매입말뚝 공법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PRD(Percussion Rotary Drill)

개 요
기반암 하부까지 굴착 콘크리트, 2,000mmφ

현장타설 매입말뚝으로 차수벽 형성

저압의 를 사용하여 소요심도까지 굴착Air ,

콘크리트 현장타설 매입말뚝 설1,000mmφ

치하여 차수벽 형성 암근입장( : 1.7 4.5m)～

시공

전경

시공

순서도

장 점

∘매립된 사석층으로 인해 흐름 에너지가 감소

되어 매입말뚝 사이로 누수발생시 압력이

미약하여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Piping

공사비 저렴 공기단축,∘
내측 굴착시 누수 여부의 육안관찰로 즉각∘
적인 대처 가능

∘매립된 사석층으로 인해 흐름 에너지가 감소

되어 매입말뚝 사이로 누수발생시 압력이

미약하여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Piping

∘기반암 깊이 매입말뚝이 근입되어 자립성

확보가 가능

공사비 저렴 공기단축,∘
내측 굴착시 누수 여부의 육안관찰로 즉각∘
적인 대처 가능

단 점

암반 근입이 곤란하므로∘ 매입말뚝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가 필요Anchor

∘ 의 지지력이 감소하거나 변위가 발생할Anchor

경우 매입말뚝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

대함.

∘매입말뚝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량이 적음Anchor

검토
현장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기반암 깊이 근입시켜 자립성의 확보가 가능한 매입말뚝 공법의 일

환인 공법이 공사비 절감 및 공정 관리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P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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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6. P.R.D.

설계를 위한 시추조사6.1

콘크리트매입말뚝이 설치될 지점의 하부 지층 분포양상을 파악하고자 개소의 시추조사 결과는 그림6

과 같다13. .

그림 유입부 가물막이 지층 분포도13.

설계 적용 지반물성치6.2

가물막이 설계를 위한 별도의 토질시험을 수행하지 못한 관계로 대암댐 여수로 설계시 적용된 토질정

수를 가물막이 설계지반정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원설계에서 정의하지 않은 지층과 원설계에,

적용된 값 중에서 가물막이 설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질정수는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보완하였

다 표.( 9.)

표 설계적용 지반물성치9.

구 분
대표

치N

단위중량

(kN/ )㎥

점착력

(kN/m2)

내부

마찰각(°)

변형계수

(MN/m2)
프와송비

투수계수

(cm/sec)
비고

성 토 30 18 5 30 40 0.35 - 문헌참조

매 립(GP) 50 19 0 35 130 0.32 - 문헌참조

붕적(SM) 25 18 10 30 16 0.35 - 원설계보정

퇴적토(CL) 5 18 30 0 8 0.40 - 문헌참조

붕적(GM) 40 19 0 33 100 0.32 - 문헌참조

풍화토 37 18 15 30 50 0.35 - 원설계보정

연 암 - 24 300 30 2,500 0.30 1.37×10-4 원설계적용

경 암 - 26 1,700 42 20,000 0.21 누수없음 원설계적용

기반암에 대한 투수계수 시험결과 연암층의 투수계수가 1.37×10∙ -4 로 크게 나타나 차수 그라우cm/sec

팅 목표투수계수( : 1×10-5 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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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정6.3

콘크리트 매입말뚝 시공6.3.1

표 콘크리트 매입말뚝 비교10.

구 분
공법 열PRD 2

열( 1,000×2 )φ

열 벽체PRD1 +Con'c

( 1,000+T=300)φ

공 법

개요도

지반
⋅연약지반 자갈 전석 암반등 전지층 사용가, , ,

능

연약지반 자갈 전석 암반등 전지층 사용가, , ,⋅
능

차수성 공과 공사이의 연결부 누수현상 발생 가능성⋅ 벽체 시공으로 차수효과가 뛰어남Con'c⋅
시공성

⋅전석 연암 경암층에서도 시공 가능, ,

시공속도가 빠름⋅
⋅전석 연암 경암층에서도 시공 가능, ,

시공속도 보통⋅
경제성 암반 심도가 얕을수록 경제적임⋅ 암반 심도가 얕을수록 경제적임⋅
안전성 사용으로 공벽붕괴의 우려가 없음Casing⋅ 사용으로 공벽붕괴의 우려가 없음Casing⋅

현장

적용성

벽체 강성이 우수하여 인접구조물 및 지장물⋅
보호에 효과적임

⋅전석 연암 경암층, , 에서 시공 가능

벽체 강성이 우수하여 인접구조물 및 지장물⋅
보호에 효과적임

⋅전석 연암 경암층, , 에서 시공 가능

◉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6.3.2.

표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비교11.

구 분 공법CJM 공법C.F 공법L.W

공 법

개 요

재 료 시멘트 페이스트 몰탈+ 시멘트 비알칼리 실리카졸,
시멘트 물유리 호, (3 ),

벤토나이트

지 반 모든 지층 모든 지층 사질토

경제성 보통 보통 저렴

공 법

특 징

지중을 확경시켜 대구경⋅
개량체 형성

저유동성 주입재를 사용⋅
개량범위 한정:

발파 진동에 강함⋅ ⋅

더블 패커 방식으로 완결형⋅
주입 균일한 침투주입 가능

차수성 양호하며 용탈현상⋅
없음

⋅씰그라우팅으로 약액 상부 분출을
방지하고 더블팩커방식 주입

주입재 손실율이 큼⋅
자갈질에 차수 효과 미약⋅

현 장

적용성

◉ ◉
보조 차수그라우팅 공법 검토결과 발파진동에 대해 내충격성이 강한 공법을PRD C.J.M PR⋅

외측에 차 배치하고 외측으로 차수효율이 뛰어나고 침투 주입이 가능한 공법을D 1 , CJM C.F

계획하여 차수효과를 극대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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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형식 선정6.3.3

표 지보형식 선정12.

구 분 공법Earth Anchor 공법Strut 공법Soil Nailing

지 보

형 태

공 법

개 요

⋅앵커 설치 후 선행하중을 가하여
앵커정착부의 마찰저항으로

토압을 지지

⋅버팀보를 흙막이벽체에 밀착시켜
토압을 버팀보 강성으로 지지

굴착면에 차 타설Shotcret 1⋅
후 네일 및 를 설치하고R/B ,

차 로 마감처리함2 Shotcret

장 점

작업공간이 넓게 확보됨⋅
굴착폭이 클 경우 경제적임⋅

강성이 큰 지지구조⋅
인접부지 침범이 없음⋅
보수 및 보강이 용이⋅

시공속도가 빠름.⋅
보강재 파손이 구조물 전체⋅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단 점

보수 보강이 어려움⋅
인접부지 침범 유발⋅
정착지반이 연약할 경우 적합⋅
하지 않음

굴착과 구조물 공사를 위한⋅
작업 공간 협소

지간이 길어지면 버팀보의⋅
안정성 취약

정착하는 동안 굴착면Nail⋅
자립이 필요

대심도 굴착에는 적용 곤란⋅

적 용 ◉
현장타설말뚝 열 차수그라우팅 콘크리트 전면벽체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계획홍수위(PRD 1 )+ + ,

에 를 더한 를 가물막이 상단 로 설정하였다 현장타설 말뚝의 안정성을(EL.52.9m) 0.5m EL. 53.4m EL. .

확보하고자 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림Earth Anchor .( 14, 15)

그림 유입부 가물막이 평면도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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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입부 가물막이 단면도15.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6.4

해석 프로그램6.4.1

가물막이 안정의 수치해석을 위해 와 유한요소해석을 적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Sunnex MIDAS/Geox

을 사용하여 예비해석을 수행한 결과 말뚝 심도 보다 깊이 굴착하는 과업구간의 특성상 프로그, Sunex

램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굴착조건을 자유롭게 모델링 할 수 있고 예비해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입증된 를 본 과업의 해석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Geox(FEM) .

표 해석 프로그램 비교13.

해석단면 프로그램 선정

구분 Sunex Geox(FEM)

해석방법 탄소성보법 FEM

변위해석 가능 가능

부재력산정 가능 가능

구조계산PRD 불가능 가능

앵커 구조계산 불가능 가능

띠장 구조계산 불가능 가능

변단면 굴착 불가능 가능

근입심도 이하 굴착 불가능 가능

선정 ◎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 여수로터널 시공시6.4.2 ( )

해석개요1)

여수로 터널 시공시에는 가장 불안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표단면 구간 을 선정하여 지하수위를 홍(4 )

수위 로 가정하고 가시설 안정성은 프로그램 유한요소 을 사용하여 검토하였EL.52.9m , MIDAS/GEOX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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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단면2)

표 해석단면도14.

검 토 단 면 모 델 링

표 해석단면 제원15.

굴착심도 지하수위 벽체형식 상재하중 교통 성토 옹벽( + + ) 지보형식

17m EL.52.9m
PRD( 현장타설1,000) +

콘크리트 벽체(T=300mm)
13kN+19kN+19kN Anchor

해석결과 구간3) (4 )

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지반 및 부재 지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 모두 허용기준치MIDAS/GEOX ,

를 만족하므로 구조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해석결과16.

부재력

검 토

말뚝 철근보강PRD ( ) 띠장 Anchor 벽체

변위

(mm)

인장응력

(MPa)

압축응력

(MPa)

전단응력

(MPa)

휨응력

(MPa)

전단응력

(MPa)

인장력

(kN)

산정치 44.8 2.5 0.2 38.0 49.4 387.2 9.9

허용치 225.0 14.4 0.8 178.0 108.0 611.0 34.0

판 정 O.K O.K O.K O.K O.K O.K O.K

해 석

결과도

그림 해석결과도16.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 여수로터널 시공완료 후 구간6.4.3 ( : 4 )

해석개요1)

설계기준 및 지반조사 분석 결과를 근거로 토류벽 안정성 검토하였으며 가시설 안정성은, MIDAS/

프로그램 유한요소 을 사용하였다GEO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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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단면2)

표 해석단면17.

검 토 단 면 모 델 링 도

해석단면 제원2)

표 해석단면 제원18.

굴착심도 지하수위 벽체형식 교통 옹벽 성토하중+ + 지보형식

17m EL.47.0m
PRD( 현장타설 콘크리트1,000)+

전면벽체(T=300mm)

13kN/m+19kN/m

+19kN/m
Anchor

해석결과3)

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지반 및 부재 지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 모두 허용기준치MIDAS/GEOX ,

를 만족하므로 구조적으로 안정함

표 해석결과19.

부재력

검 토

말뚝 철근보강PRD ( ) 띠장 Anchor 벽체

변위

(mm)
인장응력

(MPa)

압축응력

(MPa)

전단응력

(MPa)

휨응력

(MPa)

전단응력

(MPa)

인장력

(kN)

산정치 183.1 10.3 0.5 39.3 51.2 410 17.6

허용치 225.0 14.4 0.8 177.7 108.0 611.2 34.0

판 정 O.K O.K O.K O.K O.K O.K O.K

해 석

결과도

그림 해석 결과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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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7.

1) 대암댐 보조여수로 터널의 유입부 가물막이는 을 이용하여 련의 로 설계되었다Water Zet 2 Sheet Pile .

시공에 선행하여 시험항타를 실시한 결과 탁수발생으로 인해 원수의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하단부의2)

누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설계상 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힌 결과 내적 굴착 안정성은 의 구배가 되어야 확보되Sheet Pile 1:2.0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 추가와 같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4) Sheet Pile Tie Cable .

현 설계단계에서 단계로 분할굴착 할 경우 댐 저수위 까지만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석5) 2 50.5m

되었다.

좁은 저수용량에 넓은 집수면적을 가진 대암댐의 특성상 은 가물막이 공법으로는 부적함6) Sheet Pile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입부 기조물 인근에 기반암이 분포하는 지형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매입말뚝7)

공법인 와 공법을 비교한 결과 기반암까지 근입이 가능한 가 적절한 공법으로 판단되RCD PRD PRD

었다.

8) 가물막이는 직경 의 를 열 시행한 후 저수지측에 차수 그라우팅인 을 실시하고 내1,000mm PRD 1 CJM

측 굴착과 병행하여 방식의 전면벽체 및 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Top-down Earth 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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