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상 문제점과 대책

1.크레인 전도
원인
대책
취업규칙의 불철저로 오퍼레타의 부주의 취업규칙의 철저와 공사전 또는 적절한 안전관리 항목의 교육을 실시
과로에 따른 오퍼레타의 부주의
취업시간의 관리 또는 휴일을 확보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퍼레타의 부주의 건강체크와 관리를 철저히 한다.
붐 각도와 부하 하중의 미스
붐각도와 매단용량의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보는 위치에 표시한다.
용량이상의 매달기
안전관리 항목의 교육을 철저히 한다.
지반의 지지력 부족
연약지반상으로 시공에서는 사전에 지반의지지력을 조사 필요에 따
라서 깔 철판의 시공이나 지반 개량등을 한다.

2.향타기의 전도
원인
대책
취업규칙의 불철저로 오퍼레타의 부주의 취업규칙의 철저와 공사전 또는 적절한 안전관리 항목의 교육을 실시
과로에 따른 오퍼레타의 부주의
취업시간의 관리 또는 휴일을 확보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퍼레타의 부주의 건강체크와 관리를 철저히 한다.
붐 각도와 부하 하중의 미스
붐각도와 매단용량의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보는 위치에 표시한다.
용량이상의 매달기
안전관리 항목의 교육을 철저히 한다.
지반의 지지력 부족
연약지반상으로 시공에서는 사전에 지반의지지력을 조사 필요에 따
라서 깔 철판의 시공이나 지반 개량등을 한다.

3.말뚝두부의 파손
원인
함마의 낙하고가 지나치게 높다

편심타격
-말뚝이나 항타기가 경사돼 있다

-쿠숀이 한쪽으로 마모돼 있다
말뚝의 품질저하
- 단면의 직각도 불량
- 콘크리트의 강도부족

대책
함마의 용량을 재검토 한다
*비고
- 시공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용량 낙하고를 과대하게 하
는 것이 있다.
말뚝의 세우기/정밀도를 향상시킨다.
*비고
- 목판규숀으로 하고 완충 능력이 염려되는 쿠숀도 있다
(응력적게,작용시간은 길게한다.)
중기를 재점검한다(지반개량)
쿠숀을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말뚝의 품질관리,검사를 확실히 한다.
*비고
- 단면직각도의 허용치 ≤ 20'
*비고
- 콘크리트 시편으로 압축 강도 확인

4.말뚝중간부의 파손(중파)
원인
장애물로 부근말뚝이 경사되고
그후 휨이 증대됐다

대책
장애물을 제거한다.
선단부의 구조를 변경한다.

*비고
- 전석이 있는 경우, 혹은 중간층이 경사되 있는 경우에는펜슬형의 선
단에서는 스베르가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타격중 인장력으로 말뚝에 둥근 상태로 프레스트레스가 증가된 입장내력이증대를 시행한다.
실크랙이 발생해 서서히 증대하여 파손된 A종-> B종 -> C종
다.
*비고
- 말뚝중파의 대부분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인장력을 저감시키는 쿠숀으로 한다.

5.말뚝의 종크랙
원인
편심타격
전석등의 장애물이 있다.
중간층 혹은 지지층 근방으로 말뚝 중공
부에 토사가 들어와 내압으로 파손된다.

대책
말뚝두부의 파손과 같음
말뚝 중간부의 파손과 같음
개방형슈를 폐쇄형으로 한다.
개방형슈의 개방부를 작게 한다.
+자 리브의 보강을 한다.
말뚝선단부의 말뚝 직경의 2배 정도의 범위 부강판을 일체성형시킨

6. 말뚝의 횡크랙
원인
편심타격
인장내력의 부족
세우기불량
말뚝이 경사된 대로 타격, 말뚝 중간부에
과다한 휨 모멘트가 발생했다.

대책
말뚝두부의 파손과 같음
말뚝 중간부의 파손과 같음
세워박기 정밀도의 향상을 시도한다.

7.선단부의 파손
원인
대책
펜슬형슈가향타 중 밀려들어가 절단된다. 펜슬형 슈를 전면철판으로 씌운다

支待地盤이 경사되있고 선단부가
미끄러졌다.
잉크타격

선단부에 말뚝직경보다 약간 작은 강관을 용접한다
자 리브를 설치한다
람 중량의 경감, 또는 람 낙하고를 낮게한다

8.높게 올려 놓기
원인
람의 질량 부족

대책
럄의 질량증가, 또는 람 낙하고를 증대시킨다.

*비고 - 말뚝길이의 변경에 있어 지지력, 종류를 검토한다
중간층의 타격불가
중굴공법을 병용한다.
지지층의 나쁜땅이 많다고 예상되는 경우 말뚝길이등 변경한다.
보링조사수를 증가한다.
말뚝두부 결합용 보강 철근을 높게 올려 놓아 부족하지 않게 길게 넣
어 놓는다.
설계검토를 한 후 상부말뚝을 증가 Top 한다.
말뚝원구(두부)를 보강한다
*비고
말뚝두부 보강근을 넣은 말뚝으로써 이것을 초과하여 높게 올려 놓은
경우
단, 말뚝 종류가 달라질 정도로 높게 올려 놓은 경우는 말뚝 증가등의
검토를 한다. 보강단면은 P.C 강재를 제거한후 R.C 단면으로서 강관
단면을 결정한다.
B방법을 A방법으로 변경(푸팅두께등이 변경조건에 맞는 경우)

*비고
- 보강단면은 P.C 강재를 제거한 R.C 단면으로 해서 철근량을 결정한
다

9.말뚝길이 부족
원인
지지층이 고르지 않은 것이 많다.

대책
보링조사수를 증가한다.
그 정도가 적지않은 경우에는 말뚝두부를 보강한다.

10.안전환경대책
원인
세우기불량
지중장애물
측량미스

대책
세우기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지중 장애물을 제거한다.
말뚝을 증가한다.(항타의 초기단계에서는 타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