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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roads are not only congested with vehicles and pedestrians, but also have many 

pipelines buried to provide convenience for inhabitants. In addition, urban inhabitants 

live comfortably in buildings adjacent to the road for residence, business, commerce, 

rest and so on. Therefore, despite the high cost of land, urban underground buildings 

with high land use efficiency are constantly being built. Recently,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buildings has caused social problems such as the collapse of surrounding 

roads and adjacent buildings.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to improve this. In this study, a new type of MSRC diaphragm wall was developed and 

a study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underground building was carried out. It is 

intended to secure the underground excavation safety of underground buildings in 

urban areas and effectively prevent land subsidence complaints. Also, a reasonable 

design method of MSRC diaphragm walls using the 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 

is presented through the flexural performance Experiment. 

Keywords: MSRC diaphram wall, Undergroud building, Top-down,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초 록

도심지 도로는 도시민의 안락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과 보행이 집중되고 각종 

공급배관들이 매설되어 있으며 도시민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을 주거, 사무, 상업,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높은 토지비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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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토지이용효율이 높은 지하건축물이 꾸준하게 건설되고 있다. 최근 지하건축물의 개착공사로 인해서 주변도로와 

인접건물이 침하되는 등의 도시안전성 저해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지하건축물의 지하굴착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침하로 인한 민원을 효과적

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강재주열벽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지하건축물 가설공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또한 강재주열벽의 휨강도 시험을 통해서 강도설계법을 적용한 흙막이 벽체의 합리적인 설계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강재주열벽, 지하건축물, 역타공법, 철골-철근콘크리트

1. 서 론

대단위 택지개발 혹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에 포함되어 전체 구역이 일괄 개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도심지에서 개별 건축물 혹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변도로와 인접건물의 이용 및 안

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흙막이 공사에 의한 지하굴착이 필수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 되고 있는 도심지 지하굴착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신규 건축물의 

규모,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 등을 종합 반영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의무

화하였고, 2016년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제도의 정비와 시행기준 마련

에 힘쓰고 있다(MOLIT, 2016).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 없이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m2 이상)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으나, 도로와 인접건물이 밀집된 도심

지역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 층고와 연면적이 작더라도 여전히 굴착으로 인한 침하 문제가 흔

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은 건

축물 이외 지하교통시설(터널, 지하차도, 지하철 등), 생활공급시설(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공동구 등), 지하

상가 등과 같은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Lee et al., 2017).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연구(Seong et al., 2017)에 따르면 지반조사 부실, 가시설 구조체의 불안

정, 차수 및 배수 등 지하수 처리에 따른 불안정, 굴착 시공상의 불안정,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불안정, 관리 소홀의 

6가지 항목을 도심지 개착식 굴착공사의 우선 관리 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 우선관리 항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강재주열벽(Modular Steel- 

plates Reinforced Concrete diaphragm wall)을 개발하고 휨강도 실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설계방법을 제시하였

으며 강재주열벽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한 Top-down 가설공법의 개발을 통해서 지반침하를 최소화

하면서도 경제적이고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즉, 최근 이슈된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착식 

굴착공사장 주변의 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하건축물 가설공법을 개발함으로써 인접 도로와 지하매설물을 

보호하고 주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도심지 지하굴착 안정성을 증대시

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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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재주열벽(MSRC diaphragm wall)의 개발

2.1 도심지 흙막이 벽체의 요구사항

도심지 지하굴착과 흙막이 벽체와 관련해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흙막이 벽체를 이용한 도심지 지하굴착에 관한 연구(Jeon et al., 2013)와 지하굴착 이격거리에 따른 흙막이 벽체

의 거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Park et al., 2016)를 통해서 단계별 지하굴착에 따른 흙막이 벽체의 거동과 토압 및 

지표침하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등 현재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ig. 1은 지하건축물 굴착공사(Down-up 방식) 단계에서 주변도로의 침하 또는 인접건물의 부등침하가 발생한 

사례사진이며 이와 같은 도시안전성 저해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Seong et al., 2017)은 최근 이슈를 반영하여 도심지 지하굴착 공사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흙막이 벽체의 

중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 Case 1, Baekseok-dong, Goyang-city 

(News1 article image, 2017. 7. 4)

(b) Case 2, Baekseok-dong, Goyang-city 

(News1 article image, 2017. 7. 4)

(c) Case 3, Seokchon-dong, Songpa-gu 

(Seoul Economics article image, 2014. 8. 5)

(d) Case 4, Yongjong-dong, Incheon-city 

(News1 article image, 2014. 8. 21)

Fig. 1. Example photographs of the urban road settlement during underground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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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공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변도로와 인접건물의 침하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와 배면토

사 유출, 적정한 강도를 갖지 못하는 흙막이 벽체의 과도한 변위 발생, 흙막이 벽체 설치단계에서 발생하는 배면 

토사 교란 등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Hwang, 2013). 

(a) Insufficient watertight earth retaining wall (b) Ideal watertight earth retaining wall

Fig. 2. Illustrations of variation for the underground water level according to excavation stages

특히 흙막이 벽체의 차수성능이 부족할 경우에는 Fig. 2(a)와 같이 단계별 굴착저면까지 주변 지하수위가 낮아

지기 때문에 지하수 유출에 따른 배면토층의 유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도로와 인접건물이 부등침하 될 가

능성이 크다. 그러나 오른편의 Fig. 2(b)는 차수성능이 완벽한 이상적인 흙막이 벽체로써 주변 지하수위가 변화하

지 않으므로 흙막이 벽체에 큰 정수압이 작용하게 되므로 강성이 큰 흙막이 벽체가 요구된다. 즉, 주변도로와 인

접건물의 부등 침하를 방지하고 매설물 등의 지하굴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굴착공사 중의 지하

수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차수성능이 우수해야만 하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지하수압 등을 충분히 지지하고 변위

가 적게 발생하는 구조적 성능이 우수한 흙막이 벽체가 필요하다. 

2.2 강재주열벽의 개발

도심지 흙막이 벽체의 배면 차수벽은 Fig. 3과 같이 저압침투주입공법(0.1~3 MPa), 고압분사공법(20~40 MPa), 

SCW (Soil Cement Wall)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도로를 이용한 지하시설물의 흙막이 공사에서는 차로 점유

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침투주입공법과 같은 소형장비를 사용하는 차수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로와 차단

된 지하건축물은 3축오거에 의한 직접교반을 통해서 차수벽 형성의 품질 신뢰도가 높은 SCW를 사용함이 유리

하다. 또한 직접교반 방식은 지하수와 토층에 대한 시멘트 주입액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이고 고

압분사주입을 하지 않으므로 도로와 인접건물 융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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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w pressure permeation 

grouting

(b) High pressure jet grouting (c) Soil cement wall method

Fig. 3. A comparison of cutoff grouting and SCW method

지하굴착 이격 거리에 따른 흙막이 벽체의 거동에 관한 이전의 실험적 연구(Park et al., 2016)를 통해서 흙막이 

벽체와 근접된 구간에서 지표 침하가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흙막이 벽체 주변의 지표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

해 개발한 강재주열벽은 위의 SCW 교반체 내부에 이형철근망이 배치된 강재 MSRC 강재 블록을 삽입하고 블록 

내부에 콘크리트를 주입 타설, 양생함으로써 기존 흙막이 벽체에 비해서 차수 및 방수성능이 뛰어나며 큰 휨강성

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3축오거를 이용해서 토사와 시멘트밀크, 벤토나이트액이 직접 교반된 SCW 교반

체는 Fig. 4와 같은 MSRC 강재블록이 쉽게 근입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장안동 지하주차장, 마장동 지하주차장, 

구로4동 지하주차장, 대방역 지하주차장 등에서 직접 사용되었고 모두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다.

MSRC 강재블록은 Fig. 4의 형태로 판금작업과 기계용접에 의해서 표준 Type과 H-Pile Type의 두 종류로 개

발하였다. MSRC 강재블록은 폭 914 mm, 두께 3.2 mm의 압연강판을 판금기계에 의해서 암수 끼움이 가능한 

“ㄷ”형태의 셀로 제작하며 표준 Type은 4개의 셀을 끼워 연결부를 기계용접하고 H-Pile Type은 H-Pile 좌우로 

두 셀을 용접해서 제작한다.

(a) Typical type of MSRC steel block (b) H-Pile type of MSRC steel block

Fig. 4. Manufacturing types of MSRC steel block in the indoor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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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MSRC 강재블록의 내부에 이형철근망을 배치한 이후 Fig. 5의 순서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양생이면 강

재주열벽을 적용한 흙막이 벽체를 완성하게 된다. 

Fig. 5와 같이 SCW 내부에 강재주열벽이 삽입되므로 가설공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하굴착이 완료되면 

강재블록의 접합부를 용접 봉합하는 등 SCW와 강재주열벽의 2중 지수 효과로 인해서 완공 이후에도 영구적인 

벽체방수 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시트방수공정과 거푸집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전체 지하건축물의 공사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MSRC 강재블록과 철골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함에 따라 주요 부재의 

품질 신뢰도가 높고, 시공성이 우수하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a) Preparing and lifting MSRC steel block (b) Inserting MSRC steel block into the Soil Cement Wall

(c) Injecting concrete into the MSRC steel block (d) Curing of concrete and stabilization of excavated soil 

layers

Fig. 5. Construction stages of the MSRC diaphragm wall method

강재주열벽을 적용한 흙막이 벽체는 Fig. 4의 강재블록 내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하기 때

문에 합성 및 구속효과를 가지게 됨으로써 전체 흙막이 벽체의 휨강성과 전단강성이 크게 증대되며 이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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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안전성과 지하굴착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와 같이, 도심지 공사에서 요구되는 지하굴착안전성과 지

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만족시키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시공성, 경제성, 품질 신

뢰성 등이 우수한 지하건축물 가설공법을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3. 강재주열벽의 휨강도 시험

3.1 휨강도 시험 개요

흙막이 강재주열벽의 구성 단면은 Fig. 6과 같이 MSRC 강재블록 내부에 보강철근과 콘크리트로 충전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흙막이 벽체 설계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허용응력설계법을 대체하고 ACI와 국내 콘크리

트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한강도설계법을 강재주열벽의 설계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지하건

축물 굴착현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실물 크기의 시험편을 제작하고 강재주열벽의 극한거동과 휨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대형부재 재료시험기를 보유한 국토교통부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계명대학교)에서 2017년 5월 

18일에 실시하였다.

(a) Section of MSRC diaphragm wall (b) Outline of flexural experiment for MSRC 

diaphragm wall

(c) Photo of specimen and UTM (d) Photo of before flexural 

experiment

(e) Photo of after flexural 

experiment

Fig. 6. Flexural experiment of MSRC diaphragm wall at the COMEC (MO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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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의 가압용 UTM (5 MN 용량, 최대 35 m 휨실험 가능)을 사용해서 2점 재하 변위제어 가력시험을 수행하

였고 최대 가력하중은 1,000 kN, 하중점간 거리는 1.8 m, 하중재하 속도는 4 mm/min이며 실험중의 안전을 고려

해서 부재의 최대 처짐은 150 mm까지로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표준 Type MSRC 강재블록으로써 6.5 m 길이로 3기 제작하였으며 외부 강판은 SS400, 

항복강도( )가 240 MPa, 3.2 mm 두께이고 내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24 MPa, 보강철근의 항복강

도()는 300 MPa, 철근의 직경은 19 mm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시험편 3기를 대상으로 3회 시험을 실시함으

로써 개별 부재의 시험편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Fig. 7은 시험에 사용된 계측장비와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의 제어 장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시험편은 2개소

의 강재변형률 측정 게이지와 와이어 침하측정기를 중앙부에 설치하고 계측 PC 모니터링과 센터의 제어계측 장

비를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a) Strain gauge for steel (b) Wire gauge for 

displacement 

measuring

(c) Measuring control PC (d) Flexural experiment 

control room and 

control facility

Fig. 7. Measuring equipment and control facility of flexural experiment for MSRC diaphragm wall

3.2 시험편의 파괴 형상

가압용 UTM에 의한 2점 재하를 통해서 시험편의 최대 수직변위가 150 mm (휨 변형률 ε= 10‰ 이상) 가량 발

생할 때까지 재하 하중과 부재의 휨변형률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서 강재주열벽의 탄성변형률과 극한변

형률을 측정함으로써 부재의 탄성강도(ε= 2‰)와 극한강도(ε= 3‰)를 검증함으로써 설계에서 사용될 설계강

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Fig. 8은 시험이 완료된 이후 잔류 처짐의 형태와 인장파괴, 압축파괴 부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MSRC 강

재 블록의 큰 연성도로 인해서 내부 콘크리트가 파괴되더라도 전체 강재주열벽의 급격한 붕괴가 발생하지 않으

므로 극한상태 이상의 큰 하중에 대해서도 큰 안전도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부재의 극한강도(ε= 3‰) 이상의 하

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그림 (c)와 같이 부재의 압축부에서 물결모양의 표면 좌굴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장에서는 안전도 검측의 중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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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idual deformation of MSRC 

diaphragm wall

(b) Tensional bottom face of 

ultimate fracture condition

(c) Compressional top face of 

ultimate fracture condition

Fig. 8. Destoryed shapes of external MSRC steel block by ultimate flexural experiment

Fig. 9는 시험편의 파괴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MSRC 강재 블록의 강판을 절개하여 촬영한 것으로써 내부 콘

크리트의 파괴형상을 파악하고 각 시험편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3개의 시험편 모두 인장파괴 부분에서는 부재의 

횡방향으로 구조적 휨균열이 고르게 발생한 상태이며 압축부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파괴 형상이 발생하였다. 일

반적으로 인장부의 휨균열은 폭이 넓고 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관으로 판별하기 쉽다. 

(a) Specimen 1-tensional 

bottom face 

(b) Specimen 2-tensional 

bottom face

(c) Specimen 3-tensional 

bottom face

Fig. 9. Destoryed shapes of internal concrete by ultimate flexur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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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ecimen 1-compressional 

top face

(e) Specimen 2-compressional 

top face

(f) Specimen 3-compressional 

top face

Fig. 9. Destoryed shapes of internal concrete by ultimate flexural experiment (continue)

3.3 휨강도 시험결과 및 고찰

MSRC 강재 블록으로 보강된 강재주열벽 처럼 고강도 강판 혹은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콘크리트의 구속 및 

합성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건축용 보부재를 고강도 강판으로 보

강한 Hypo 합성보에 관한 실험(Cho et al., 2016)과 탄소섬유시트로 보강한 콘크리트 충전강관(CFT) 기둥의 휨

내력 실험(Park et al., 2008)을 통해서 대략 22% 가량 휨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복강도가 높은 고강도 강재와 탄소섬유시트에 비해서 본 연구에 사용된 저강도 강재(SS400)는 항복된 이후 

파단 될 때까지의 연성도와 연신률이 고강도 강재에 비해서 크므로 콘크리트로 인한 구속 및 합성효과가 더 크다. 

Fig. 10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각각 시험편의 측정결과로써 지간 중심에서 최대 처짐이 150 mm 발생하기까지 수직 

재하 하중의 변화를 측정하고 하중을 줄여 변위를 감소시킬 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잔류 변형량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편의 가력하중이 대략 575.3~618.5 kN로 증가될 경우, 중앙 하단부의 인장변형률(ε)이 0.002 즉 2‰ 이 될 

때 까지는 탄성거동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강재주열벽의 항복강도로 설정하였다. 

가력하중이 대략 684.6~710.0 kN로 증가될 경우 최대 인장변형률(ε)이 0.003 즉 3‰로 증가되며 강재주열벽 

내부의 콘크리트는 압축파괴가 발생되고 전체 부재가 극한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변형률

(ε)이 3‰인 상태는 현재 콘크리트구조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로써 강도설계법의 기준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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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변형률이 3‰ 이상으로 중앙부의 처짐이 증가할 경우에는 소성변형 즉, 연성도 확보구간이며 최대 150 

mm까지 처짐을 증가시켜도 가력하중은 극한상태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최대 처짐이 150 mm까지 도달

한 이후에 가력하중을 서서히 감소시켜 시험편의 잔류처짐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100.4~112.2 mm가 발생하였다.

Fig. 10. Graphs of load and displacement for the MSRC diaphragm wall specimen

Table 1. Result of ultimate flexural experiment for the MSRC diaphragm wall specimen

Division Size (B × H × L, mm)
Testing P

(ε= 2‰)

Testing P 

(ε= 3‰)

Deviation 

ratio (ε= 3‰)

Testing max

load (P max)
Remarks

Specimen-1 1,100 × 300 × 6,500 mm

- Steel plate

: SS400, t = 3.2 mm

- Concrete

: fck = 24 MPa

- Reinforcement bar

: SD300, 19 mm 24 ea

575.3 kN 684.6 kN -0.72% 771.5 kN
Measuring tensional 

strain ratio 1, 2

Specimen-2 618.5 kN 710.0 kN -1.47% 765.7 kN
Compressional strain 

ratio 3, 4

Specimen-3 599.6 kN 709.1 kN +2.20% 794.2 kN Tensional strain ratio 5, 6

Average 597.8 kN 701.2 kN - 777.1 kN Total gauge is 6 ea

Division
Displacement

 (ε= 2‰)

Displacement

 (ε= 3‰)

Deviation ratio

(ε= 3‰)

Max 

displacement

(δ max)

Residual 

displacement 

(δ res)

Remarks

Specimen-1 35.9 mm 48.2 mm -9.68% 152.1 mm 112.2 mm

Specimen-2 39.3 mm 59.1 mm 10.74% 153.9 mm 107.4 mm

Specimen-3 38.2 mm 52.8 mm -1.06% 150.6 mm 100.4 mm

Average 36.7 mm 52.6 mm - 152.2 mm 106.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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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각각의 시험편에 대한 실험결과의 요약표이며 개별 항목에 대한 평균치를 구한 것으로써 극한상태

(ε= 3‰)를 기준으로 가력하중의 편차가 평균치 대비 -1.47~2.20%이므로 각각 시험편의 품질 신뢰도가 높다. 

특히 극한상태(ε= 3‰) 이후로 가력하여 발생된 처짐 혹은 변형량의 대부분은 하중이 제거된 이후의 잔류변형량

으로 남게 됨을 알 수 있다.

각각 시험편의 지간 중앙 하부와 상부에는 시편단 2개씩 강재변형률계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서 하중-변형률

도를 Fig. 11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시험편 3기 모두 극한상태(ε= 3‰) 이후 소성상태를 유지하며 큰 연성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앙 하부에 설치된 인장변형률계(Gauge 1, 2, 5, 6)를 통해서 9.7~13.2‰ 이상으로 취성 파괴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Fig. 11. Graphs of load and strain ratio for the MSRC diaphragm wal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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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콘크리트의 압축파괴가 발생되더라도 콘크리트로 인한 MSRC 강재 블록의 구속상태는 지속되기 때문에 

강재 블록의 큰 연성도로 인해서 전체 강재주열벽의 소성변형 상태는 지속되는 것이다. 즉, 전체 강재주열벽은 극

한상태(ε= 3‰) 이후 큰 소성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작용될 수 있는 외력에 대해서도 급격한 붕괴위험

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중앙부 처짐이 150 mm까지 발생되도록 시험편에 수직하중을 가력한 이후에 서서히 하중

을 제거할 경우 중앙 하단부의 잔류변형률은 대략 7.2‰ 이상이었다. 이는 앞의 Fig. 10과 같은 결과로써 소성상

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증가되는 변형량의 대부분이 잔류변형량이 됨을 알 수 있다.

4. 강재주열벽의 설계

4.1 공칭휨강도 결정

가설흙막이 벽체는 일반적으로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해서 간략히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휨강도 시험결과에 따르면, 강재주열벽의 극한거동이 콘크리트구조기준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고 있으며 

흙막이 벽체가 주로 토압과 지하수압 등 동일한 하중조합계수를 사용하는 수평방향 하중에 저항하도록 사용되므

로 허용응력설계법에 비해서 합리적인 강도설계법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구조기준(KCI, 2012)은 휨을 받아 부재가 파쇄될 때 압축연단의 극한변형률을 3‰로 가정하고 있으

며 보강철근과 강재의 변형률이 항복강도()에 해당되는 변형률 보다 클 경우에 철근과 강재의 응력을 변형률에 

관계없이 항복강도()로 하고 있다(Shin et al., 2013). 그러므로 휨설계를 위한 강재주열벽의 등가응력 분포도

는 Fig. 12와 같으며 MSRC강재블록과 콘크리트의 공칭휨강도를 각각 구함으로써 전체 강재주열벽의 휨강도를 

결정하도록 식 (1)~(4)를 제시하고자 한다. 

Fig. 12. Bending strength diagram of the MSRC diaphragm wall

강재주열벽의 휨강도()는 휨에 대한 강도감소계수()가 적용된 설계 공칭휨강도로써 MSRC강재블록의 

공칭휨강도( )와 내부 콘크리트의 공칭휨강도()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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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부 콘크리트의 공칭휨강도( )는 콘크리트구조기준(KCI, 2012) 및 ACI 318-08 코드(ACI, 2008) 등에 

의하여 일반적인 콘크리트구조물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 b 
   

  (2)

여기서, a: 콘크리트의 등가응력블록 깊이(a 
b


 이고 a  c, mm)

MSRC강재블록의 공칭휨강도( )는 위의 등가응력분포도(Fig. 12)에서 강재블록 부분의 압축력( )과 

인장력( )의 짝힘모멘트로 구한다.

     (3)

   · 
·

·  
·

·    ·  
·

·  
·

·  (4)

여기서, 
: MSRC강재블록의 플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강판 면적(

 B ·  )

             
: 강재블록의 수직 복부 부분 1개소의 강판 면적(

 h ·  )

              : 강재블록의 중심으로부터 플렌지 강판의 중심까지 거리( 



h




 )

              : 강재블록의 중심으로부터 복부의 인장, 압축응력의 중심거리( 



·



h 




 )

             
,  

: 플렌지 중심에서 압축응력, 인장응력의 크기로 플랜지의 평균응력(MPa)

             
,  

: 중립축을 기준으로 복부에 대한 압축부의 평균압축응력, 인장부의 평균인장응력(MPa)

4.2 시험결과를 이용한 설계법 고찰

식 (2)와 (4)는 콘크리트와 MSRC강재블록의 휨변형률이 단면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는 강도설계

법의 평면보존법칙을 기본 전제로 해서 유도된 것이다. 강재블록의 인장과 압축연단 응력(ˍ, ˍ )은 강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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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 )에 해당하는 변형률(SS400 강재일 경우 약 1.2‰) 이상일 경우에 설계기준 항복강도( )로 한다.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플렌지와 복부판의 평균응력(
,  

, 
,  

)을 산출한 이후 식 (4)에 

대입하여 MSRC강재블록의 설계 공칭휨강도( )를 구한다. 

Table 2는 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각 시험편의 극한모멘트( )와 식 (1)~(4)를 통해서 계산된 설계 공칭휨강도

( )를 비교한 것이다. 설계 공칭휨강도에 비하여 시험에 의한 극한강도 값이 평균 46% 가량 안전도를 확보

하고 있으므로 강도설계법 적용의 안전성이 휨강도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여기서, 시험편의 극한모멘트

( )는 가압용 UTM에 의해서 실제 가력한 하중조건과 제작된 각 시험편의 지지길이 등 시험 조건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한 것을 의미한다. 

Table 2. Result of ultimate flexural experiment for the MSRC diaphragm wall specimen

Division Size (B × H × L,mm)
Testing Pu

(ε= 3‰)

Testing Mu

(A)

Designing ØMn

(B, ØMns + ØMnc)

Testing safety

factor (A/B)
Remarks

Specimen-1
1,100 × 300 × 6,500

- Steel plate

: SS400, t = 3.2 mm

- Concrete

: fck = 24 MPa

- Tensile 

reinforcement bar: 

SD300, 19 mm 12 ea

684.6 kN 633.3 kN ․ m
251.4 + 193.5

= 444.9 kN ․ m 
1.42

: Bending strength 

reduction coeff.

  Ø = 0.85
Specimen-2 710.0 kN 656.8 kN ․ m

251.4 + 193.5

= 444.9 kN ․ m
1.48

Specimen-3 709.1 kN 655.9 kN ․ m
251.4 + 193.5

= 444.9 kN ․ m
1.47

Average 701.2 kN 648.6 kN ․ m
251.4 + 193.5

= 444.9 kN ․ m
1.46

5. 강재주열벽을 적용한 Top-down 공법

5.1 도심지 지하건축물 가설공법 개요

가설 흙막이 벽체를 사용해서 지하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Fig. 13(a)와 (b) 처럼 흙막이 벽체를 가설 버팀

부재로 지지하면서 단계별로 굴착해야만 한다. 가설 버팀부재는 버팀보, 어스앵커, 래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심지 지하건축물은 개인 사유재산의 보호, 협소한 굴착공간, 주민 민원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서 아래 그림과 

같은 버팀보 시스템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Fig. 13(a)는 가설 보팀보와 중간말뚝을 이용해서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고 지하건축물의 기초 아래까지 단계별로 굴착을 실시한 이후에 기초 구조물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설치해 

오는 Down-up 방식의 사례사진이다. Fig. 13(b)는 영구 철골부재를 가설재로 활용하며 효율적으로 지하건축물

을 건설하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Top-down 방식 건설 사례사진이다.

국내 도심지 굴착공사에 적용된 Top-down 방식의 시공사례에 관한 연구(Chung et al., 2017), Top-down 공사

의 공법요소 선정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08) 등 이전에 수행되었던 Top-down 공법에 관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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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Slurry Wall과 CIP 등 기존 흙막이 벽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CW와 강재

주열벽의 2중 차수, 방수효과를 이용해서 주변 지반의 지하수위 변화를 최소화하고 휨강성이 큰 흙막이 벽체를 

개발함으로써 지반 침하를 방지하는 등 도심지 지하굴착에 최적화된 강재주열벽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Top-down 가설공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a) Temporarily strut & H-Pile method 

(Construction Economics article 

image, 2017.5.31)

(b) Top-down method with MSRC diaphragm wall (construction 

Image of underground parking lot on Majang-dong )

Fig. 13. A comparison of the temporarily strut & H-Pile methods with the Top-down & MSRC diaphragm wall method

5.2 강재주열벽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한 Top-down 공법

도심지 지하건축물의 흙막이 벽체로 주열식 콘크리트공법(이하 CIP)과 Slurry wall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CIP와 Slurry wall을 개선한 이전 연구(Lee et al., 2012)의 TCM벽체는 시멘트 밀크가 교반된 Soil Cement 내부에 

H형강을 삽입하도록 제시하였으나 차수와 구조적 성능이 부족하고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므로 보편화 되지 못하

고 있다. Fig. 14(a)는 도심지에서 가장 보편적인 CIP 벽체와 버팀보가 설치된 경우이며 버팀보와 띠장의 결합부

분 상세“A”를 Fig. 14(b)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Down-up 방식은 흙막이 벽체 배면에 별도 차수공법

이 필요하며 개별 CIP부재 또한 토압과 지하수압에 대한 구조 성능이 강재주열벽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a) Earth retaining wall of the urban C.I.P wall and 

cutoff grouting

(b) Detail “A” of the C.I.P wall for excavation stages

Fig. 14. Summary section diagrams of the urban C.I.P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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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주열벽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한 Top-down 가설공법은 SCW 내부에 강재주열벽이 삽입되는 

2중 지수 효과로 인해서 가설단계와 완공 이후에도 영구적인 벽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MSRC 강재블록 

내부를 보강철근과 콘크리트로 충진함으로써 구조적인 강성증대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흙막이 벽체의 구조적 

안전성과 지하굴착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며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만족시

키면서도 시공성, 품질 신뢰성 등이 우수하다. Fig. 15(a)는 Soil cement wall 내부에 강재주열벽을 삽입, 설치하

고 영구 철골보를 가설재로 이용해서 흙막이한 경우의 단면도이다. 가설단계의 철골보와 수평보의 결합부분 상세 

“A”를 Fig. 15(b)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Fig. 15(c)는 외부 철근콘크리트 벽체와 중간 철골보 및 데크슬래브 공사

가 완료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a) Earth retaining wall of the MSRC diaphragm and SCW wall

(b) Detail “A” of the MSRC wall for excavation stages (c) Detail “A” of the MSRC wall for permanent structure

Fig. 15. Summary section diagrams of the MSRC diaphragm wall

5.3 시공 단계별 특성의 비교

기존 흙막이 벽체를 사용한 Down-up 방식과 강재주열벽이 사용된 Top-down 방식에 대한 시공 개요도 Fig. 

16~18을 이용해서 단계별 주요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Fig. 16은 기존 흙막이를 사용

한 Down-up 방식의 주요 시공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Fig. 16(a)는 굴착 초기단계로써 흙막이 벽체와 차수그라

우팅이 완료되면 부지 내 중간말뚝을 설치하고 버팀보 1단의 가설을 준비한다. Fig. 16(b)는 본격적인 지하굴착 

단계로써 버팀보 설치와 하부 굴착을 반복하고 기초 저면까지 굴착이 완료되면 지하건축물의 기초를 설치한다. 

Fig. 16(c)는 가시설 해체 및 본 구조물 설치 단계로써 아랫단부터 버팀보 해체와 구조물 축조를 반복하며 본 구조

물이 완료된 이후에 되메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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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Excavation stage with the 

general earth retaining wall

(b) Finished excavation with the 

temporarily strut&H-Pile

(c) Constructing of the underground 

structure and remove temporarily strut 

Fig. 16. Summary diagrams of the temporarily strut & H-Pile excavation method

도심지 지하굴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인 가시설 구조체의 불안정, 차수 등 

지하수 처리 불안정, 굴착 시공상의 불안정,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분석(Seong et al., 2017)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가설공법을 Fig. 17과 같이 제시하였다. Fig. 17(a)는 굴착의 초기단계로써 SCW와 

강재주열벽이 완료되면 아일랜드 컷의 1단계 굴착을 실시하고 철골기둥을 그림과 같이 지중에 매입한다. 철골기

둥의 시공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전체 기둥 천공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철골기둥과 보의 결합부까지 공장제작

하므로 품질 신뢰도가 높다. Fig. 17(b)는 본격적인 굴착 단계로써 철골부재를 가설재로 이용하며 반복 굴착하고 

기초저면까지 굴착이 완료되면 기초를 설치한다. 이와 같이 버팀보와 중간말뚝이 없는 무가시설 공사를 수행함

으로써 공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강성이 큰 철골부재로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므로 주변 지반의 침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Fig. 17(c)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체를 완성하는 단계로써 각 철골기둥의 외부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SRC부재로 개량하고 벽체와 슬래브 등 외부 콘크리트 공사를 실시한다. 

(a) 1st Excavation stage with 

the MSRC diaphragm wall

(b) Finished excavation with 

the permanent steel 

beam&column

(c) Constructing of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with Top-down method

Fig. 17. Summary diagrams of the Top-down & MSRC diaphragm wall method

Fig. 18은 되메우기가 완료된 이후의 영구상태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Fig. 18(a)는 Down-up방식에 의한 RC

구조의 지하건축물이며 지하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기초바닥과 상부, 외부벽체까지 시트방수층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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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b)는 본 연구의 강재주열벽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개요이다. SRC기둥은 철골과 콘크리트의 합성

강성이 뛰어나고 철골보에 의한 자중 감소 효과 등으로 인해서 기둥간격을 넓게 그리고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SCW와 강재주열벽의 2중 지수 효과로 인해 벽체방수가 필요 없다. 

      

(a) Finished construction of the general excavated underground structure with temporarily strut & H-Pile

(b) Finished construction of the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with Top-down & MSRC method 

Fig. 18. A comparison of the general excavated structure with the Top-down & MSRC underground structrue

6. 결 론

도심지 지하건축물 공사를 대상으로 최근 이슈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개착식 굴착공사 주변의 지반침하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로와 지하매설물의 보호, 주변 건물의 안전성 확보, 주민 민원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이

며 구조적 안전성이 높은 강재주열벽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를 적용한 Top-down 방식의 가설공법을 개발하

였다. 또한 강재주열벽의 휨강도 실험을 통해서 강재주열벽의 합리적인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등 본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SCW와 강재주열벽에 의한 2중 지수 효과는 주변 지하수위 변화를 최소화하며 흙막이 벽체의 큰 휨강성은 벽

체의 수평변위 발생을 억제하므로 지하굴착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즉, 도심지 지하굴착 공사에 최적화

된 흙막이 벽체이다.

2. 강재주열벽은 MSRC강재블록 내부가 보강철근과 콘크리트로 충전되기 때문에 합성 및 구속효과를 가지게 

되며 휨강도 시험결과, 가력하중이 평균 701.2 kN로 증가될 때 극한상태(ε= 3‰)에 도달하고 이후에도 장기

간 소성상태를 유지하는 등 9.7~13.2‰ 이상의 큰 연성도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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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막이 벽체는 일반적으로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강재주열벽의 휨강도 시험결과를 토대로 제시

된 식 (1)~(4)을 통해서 설계 공칭휨강도()를 산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대비 46%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강재주열벽의 설계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강재주열벽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를 적용한 Top-down 방식의 가설공법은 영구 철골부재를 가설재로 활

용하는 무가시설 공사이므로 경제적이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며 시공성 등이 우수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강재주열벽 공법은 도심 밀집지역 중 토사층이 깊게 분포하며 지하수위가 높아 지하굴착 

위험도가 높은 곶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지층의 일부분에서 암석층이 위치하고 있

는 경우에는 3축 오거의 비트를 변경함으로써 강재주열벽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얕은 위치에서 암석층이 조사되

는 경우에는 강재주열벽을 대신해서 기존의 흙막이 벽체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벽체의 상호거동에 대한 현장계측과 수치해석을 

이용한 역해석 등의 2단계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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