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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개 요

기초공학은 도로, 항만, 댐, 교량 및 토목구조물의 설계나 시공에 
토질역학에서 배운 기초적인 지식을 응용하는 학문이다. 기초공학
은 토목시공에 있어 구조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설계 및 시공방법
을 역학적, 기술적으로 풀어간다. 기초공학은 구조물과 지반과의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과 변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 응용력
을 통해 실제 구조물 설계나 기초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흙의 공학적 거동해석 학문이다.

주차 주차별 강의 주제 차시 차시별 강의 내용

1 말뚝기초의 개념과 종류

1-1 말뚝의 종류와 구조적 특성

1-2 말뚝의 타입과 매입방법에 따라 말뚝의 시공방법

1-3 말뚝의 축방향 지지력, 선단지지력

2 말뚝의 주면마찰지지력 산정

2-1 마찰지지력

2-2 말뚝의 주면마찰지지력과 현장시험결과 이용 지지력 산
정

2-3 현장시험을 통한 지지력 산정과 해석

3 말뚝의 항타공식과 지지력산정

3-1 다양한 항타공식의 적용

3-2 항타공식 논문 번역을 통한 항타공식 이해

3-3 실제 항타공식의 적용사례와 해석

4 무리말뚝

4-1 무리말뚝의 간격과 배열

4-2 무리말뚝의 효율

4-3 무리말뚝의 해석

5 부마찰력

5-1 부마찰력의 크기와 이해

5-2 부마찰력의 저감방법과 대책

5-3 연약지반에서 침하발생시 부마찰력

6 천공말뚝기초의 형식과 시공
6-1 천공말뚝 기초의 형식

6-2 말뚝기초의 극한지지력



수중공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RCD공법 이해6-3

7 문제성 흙에 축조된 기초

7-1 붕괴성 흙에서의 기초침하

7-2 팽창성 흙에서의 기초시공

7-3 폐기물매립지에서의 치반 침하

8 횡토압의 개념

8-1 정지상태에서의 횡토압

8-2 Rankine의 주동토압

8-3 경사진 옹벽에서의 토압

9
Rankine의 수동토압과 

Coulomb토압

9-1 Rankine의 수동토압

9-2 Coulomb의 토압산정시 사면파괴 형상

9-3 토압이론을 적용한 실제 파괴양상

10 옹벽의 안정성 검토

10-1 옹벽의 파괴와 안정성

10-2 전도파괴, 활동파괴, 지지력파괴 검토

10-3 옹벽단면의 안정성 검토 설계 예

11 보강토옹벽

11-1 보강토 옹벽의 종류

11-2 금속띠형과 지오텍스타일 옹벽의 보강토 검토와 설계

11-3 토낭식 보강토 옹벽의 특징과 설계

12 널말뚝 벽

12-1 널말뚝 시공방법

12-2 사질토지반에 근입된 캔틸레버식 널말뚝

12-3 점성토지반에 근입된 캔틸레버식 널말뚝

13 버팀굴착

13-1 버팀대식 흙막이벽 단면설계

13-2 버팀대의 단면결정과 흙막이벽의 단면

13-3 흙막이 벽의 응력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