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구조물의 바닥슬래브 하부 기초지반 공동

■

1.1 시설물 : 정수장의 응집 침전지
1.2 시설물 규격 및 치수
응집지 : B18 × L13 × H4.5m, 6지
침전지 : B18 × L73 × H4.5m, 6지
1.3 준공년도
당초 시설 (1∼4호지) : 1980년도
확장 시설 (5, 6호지) : 1990년도

2.1 주요재료 : 철근콘크리트
2.2 응집 침전지 기초 : R.C Pile, D350mm

3.1 콘크리트 : σck=210kg/㎠
3.2 철근 : σy=3,000kg/㎠

■
응집 침전지는 1, 3, 6호지에 대하여 사전 물 비우기 및 청소를 실시하고 상
세 외관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1, 3호지의 바닥슬래브의 신축이음부의 일부 지점에서 외수가 유입(누
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바닥슬래브 및 벽체의 신축이음부 일부에서는
보수흔적을 관찰하였음.
또한 바닥슬래브의 전체 면에 걸쳐 모르타르 라이닝이 부분적 들뜸 현상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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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바닥슬래브 신축이음부 누수

<사진 2> 바닥슬래브 모르터라이닝 들뜸

1. 수구조물의 바닥슬래브 하부 기초지반 공동

■
확장 시설분인 침전지 4, 5호지의 시공당시 시추조사 결과를 보면 침전지 바
닥슬래브에 접한 기초지반은 SM 내지 ML 등의 실트 섞인 세립 조립의 모래층
으로 되어 있으며, 침전지 주변에 부분적으로 지반이 침하된 사항이 관찰됨. 관
리주체에서 침전지 바닥슬래브 하부의 공동으로 판단하고 모르터 주입등 보수
한 사례가 있으나 실효성은 없었음 상기 상황으로 볼 때 침전지의 신축이음부
를 통해 누수된 유량이 기초지반의 토사와 함께 지하유로를 형성 유출되었으
며, 그 결과 침전지 구조물의 지초지반에 공동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
기초지반의 공동부를 보수 보강하기 위한 지반채움공법과 누수의 완전차단을
위한 신축이음부 보수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반채움공법으로는 그라우팅재(시멘트모르터 등)와 약재주입공법, 모래채움
공법, 발포우래탄과 메어밀크 주입공법 등이 있음. 이 중 지지력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시공성도 좋고 경제성도 있으며 재충진이 용이한 모래채움공법
이나 발포우레탄 주입공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사 시행 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질상태, 공동의 규모 및 분포상태, 누수량 및 그 유로 등
을 조사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신축이음부의 충진재 노후부위에 대하여는 노후화된 충진재를 제거하고 이음
부에 들뜬 콘크리트 및 골재를 제거하여 모체 사이의 틈새를 깨끗이 청소한 후
수팽창성 고무 지수재와 백업(Back-up)재를 이음부 틈새에 삽입함.
보수부위를 건조한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프라이머 접착재 도포 및 신축
성이 우수한 실런트 충진의 순서로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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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축이음부 보수

■
정수장의 응집 침전지는 대용량의 장방향 시설물로 지반조건에 따라 거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구조물 건설을 위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 및 현장여건
에 맞는 설계, 시공시 정확한 품질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설계도서, 주요시공 관련자료 및 보수공사 자료 등은 영구 보관하여 시
설물의 안전점검, 진단 및 유지관리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