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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oil nailing is ground reinforcement method using the shear strength of ground and the pullout․shear resistance force 

of nail. It is mainly used for reinforcement of cut slopes, earth retaining structures and retaining walls, etc. It may be designed 

considering the pullout resistance of nail in the case of earth retaining structure and retaining wall, but it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not only pullout resistance but also shear and bending resistance in the case of slope. However, conservative designs 

considering only pullout resistance are being done and most of the studies are about increasing pullout resistance by improving of 

material, shape and construction method of nail. Actually, Shear･bending deformations occur centering on the active surface in ground 

reinforced with the nail. The grout with relatively low strength is destroyed and separated from the reinforcing material. As a result, 

the ground is collapsed while reducing the frictional resistance rapid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ethod to increase 

the shear resistance while preventing separation of nail and grout body.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on new 

soil nailing method which can increase shear resistance by forming protrusions through pressurized grouting after installing a packer 

on the outside of deforme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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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쏘일 네일링은 원지반의 전단강도와 네일의 인발･전단 저항력을 이용한 지반 보강 공법이다. 쏘일 네일링 공법은 주로 

절취사면, 흙막이 구조물 및 옹벽 보강 등에 사용된다. 흙막이 구조물과 옹벽의 경우 네일의 인발저항만을 고려하여 설계하여도 

무방하나, 비탈면의 경우 인발은 물론 전단 및 휨 저항까지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발저항만 고려한 보수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네일의 재료, 형상, 시공방법 등의 개선을 통한 인발저항 증대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 쏘일네일로 보강

된 지반은 활동면을 중심으로 전단･휨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취약한 그라우트는 파괴되고 보강재와 분리되어 

지반은 마찰저항력이 급감하면서 붕괴된다. 따라서 네일과 그라우트체의 분리를 억제하면서 전단저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법개

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형철근 외측에 패커를 설치한 후 가압식 그라우팅을 통해 돌기를 형성함으로써 전단저항력

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쏘일 네일링 공법에 대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어 : 쏘일네일, 돌기네일, 가압그라우팅, 전단력, 대형전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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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반에 보강되는 네일은 원지반의 전단저항력과 네일의 

전단･인발저항력을 활용한 보강공법으로 원지반의 지반강

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효율적인 공법이며, 주로 절취비탈면

의 보강, 도심지 터파기, 흙막이 구조물 및 기존 옹벽 보강 

등에 사용된다.

만약, 기존 깎기 비탈면의 안정성을 구배완화로 확보하

는 경우에는 절토량이 과다해지고 대절토 비탈면이 발생하

여 용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자연훼손

이 크게 발생한다. 비탈면보강에 사용되는 천공식 네일 보

강공법은 굴착공의 불확실한 채움에 의한 인발력 저하, 그

라우트와 지반의 상호거동 메커니즘에 의한 문제, 그라우트

의 인발 및 전단 저항거동 문제, 네일과 전면벽체의 연결문

제 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반에 

보강된 네일은 인발, 활동 파괴 면에서의 전단 및 휨, 수동

토압에 따라 상기 4가지 동시 거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쏘

일 네일의 설계법은 인장, 인발저항만 고려하는 설계법과 

전단 및 휨까지 고려하여 설계하는 설계법이 있다.

굴착면과 같이 하부지점을 힌지로 회전 활동하는 거동을 

보일 경우 상대적으로 전단, 휨의 영향이 적어 인장 및 인발

만을 고려하여 설계하여도 무방하나, 비탈면과 같이 원호활

동이 뚜렷한 경우 인장 및 인발은 물론 활동면에서의 전단 

및 휨까지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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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llout resistance (b) Pullout-shear resistance

Fig. 1. Reinforcement mechanism of soil nailing (Ortigao et al., 1995)

인발저항만을 고려한 보수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실제 쏘일 네일로 보강된 지반에 활동면을 중심으로 전

단 및 휨 변형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취약한 그라

우트가 파괴되어 철근과 분리되고 철근과 그라우트 사이의 

마찰 저항력이 급감하면서 비탈면이 붕괴된다. 이때 그라우

트는 활동지반과 부착된 상태로 철근과 분리된다. 이러한 

붕괴사례와 같이 전단 및 휨변형에 따라 네일이 설계 당시 

가정하였던 보강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그라우트의 파괴로 

비탈면이 붕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고 충분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일에 대한 개량이 필

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강재와 그라우트의 분리현상을 개선하

고 가압그라우팅을 통해 유효직경 및 전단저항력을 증가시

킬 수 있는 쏘일 네일링 공법을 제안하였다. 본 공법은 일반 

네일 천공경 105mm 안에 시멘트 밀크를 채우고 D25 이형

철근과 이형철근 외측에 패커체를 설치한 후 가압그라우팅

을 실시하여 돌기를 형성하였다. 새로운 네일의 역학적 거동 

분석을 위해 대형전단시험을 실시하고 기존 일반네일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조건(돌기직경, 돌기

간격)을 적용하여 돌기네일의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2. 쏘일 네일의 역학적 거동

2.1 쏘일 네일의 매커니즘과 거동특성

수평네일로 보강된 수직벽체에서는 쏘일 네일의 인장응

력에 의한 보강효과가 지배적이고, 전단과 휨응력에 대한 분

포는 적게 나타난다(Jewell & Pedley, 1990; Schlosser, 1991). 

실제 설계에서 상재하중 조건하의 전단과 휨저항은 고려하

지 않고 인발저항력만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휨과 전

단응력은 상재하중 상태에서 인장응력의 10%보다 적게 나

타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쏘일 네일 설계나 해석 프로그

램에서는 인장하중만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개념은 

수평 혹은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쏘일 네일이 설치된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비탈면과 같이 쏘일 네일 

휨거동이 뚜렷한 경우에는 적용성의 한계가 있다. 보강재의 

인장력보다 과도한 토체하중이 발생하게 되면 전단 및 휨응

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보강재가 끊어지게 되는 전단파

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장력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설계개념으로 쏘일 네일 보강 비탈면을 설계할 경우 휨거동

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휨저항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Fig. 1은 쏘일 네일에 발생하는 저항력을 도

식화한 것으로 (a)는 인발저항만을 고려한 경우이며, (b)는 

휨 및 전단저항까지 고려한 경우이다.

2.2 지반에 보강된 네일의 거동

탄소성론을 바탕으로 네일의 저항력, 흙과 네일의 상호작

용에 다한 발휘 및 조합에 관하여 Anthonie(1987)이 제안한 

Eq. (1)의 일반식은 네일 자체의 저항기준에 적용하면 편리

하다. 보강재가 소성파괴될 때 보강재에 작용하는 인장력과 

전단력 및 모멘트(    )에 관련된 파괴기준이다. 보

강재에 작용하는 인장력 은 휨 영역 전 구간에 걸쳐 일정

한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는 각각 인장, 전

단, 휨에 대한 저항력이다.


 

 ≤            (1)

최대 전단력 발생지점에서의 휨모멘트는 0(zero)으로 보

고 인장이나 전단에 의한 파괴는 Eq. (2)와 같은 타원방정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암반에서 절리를 따라 전단

이 진행되는 네일의 거동과 일치한다.


  

 ≤                        (2)

지반과 보강재가 상호 탄성거동을 한다고 가정하여 파괴

면 내외측면 최대 모멘트 발생위치는   가 된다. 이 

지점에서의 전단력의 크기는 0이며 휨모멘트에 의한 재료

의 소성파괴에 대한 기준은 Eq. (3)과 같다.

max 










                         (3)

 

이때 지반의 전단파괴 지점에서 작용하는 전단력은 Eq.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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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ispersion of tensile/shear force ratio (Marchal, 1984)

Fig. 5. Injection･Expansion test condition

Table 1. Experiment variable : protrusions inner･outer-water or 
water-cement

Division
Interval

(cm)

Diameter

(cm) 

Injection

material
Remarks

Case 1 30 5.0 Water Injection angle : 90°, 15°

Case 2 60 5.0 Water Injection angle : 90°, 15°

Case 3 120 5.0 Water Injection angle : 90°, 15°

Case 4 30 7.5 Water Injection angle : 90°, 15°

Case 5 60 7.5 Water Injection angle : 90°, 15°

Case 6 120 7.5 Water Injection angle : 90°, 15°

Case 7 30 5.0 Cement milk Injection angle : 15°

  

 




 



  (4)

2.3 네일의 전단시험

직접전단시험(direct shear box test)과 연직･경사 네일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토대로 다수의 시험적 연구가 진행되었

다(Juran et al., 1981; Marchal, 1984; Jewell, 1980). Juran 

등(1981)의 연구 결과, 보강된 지반은 내부마찰각뿐만 아니

라 네일의 설치로 유발되는 겉보기 점착력을 갖게 된다. 네

일로 인해서 뚜렷한 윤곽의 파괴선(clear-cut failure line)의 발

달이 억제된 이후에 나타나는 겉보기 마찰각( )은 지반의 

실제 내부마찰각보다 작다. 그러나 겉보기 점착력( )의 시험

적 수치는 이론적인 수치보다 다소 큰 값을 갖게 되어 구속압

이 너무 높지 않는 한, 네일은 전단강도 개선에 큰 몫을 한다. 

겉보기 점착력( )은 Eq. (5)의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ig. 2. Direct shear tests of reinforced ground with a vertical nail 

(Juran et al., 1981)




 (5)

Marchal(1984)은 Fig. 2를 제시하며 가상파괴면 상에 위

치한 네일의 설치방향은 변형률 수준과 네일의 강성에 따라 

인장과 전단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 전체 전단강도

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

Jewell(1980)은 이론적으로 증명했던 네일의 설치방향에 따

른 보강효과를 시험을 통하여 증명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강

성을 갖는 연성 네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보강토체의 직접

전단 동안 보강재 내의 인장력 유발은 주로 전단면에 대한 보

강재의 삽입각도에 달려 있으며, 무보강의 파괴 시 일어나

는 주인장변형의 증가방향과 같은 전단표면에 그은 법선과 

약 30°를 이루는 각도가 네일 내의 최대인장력을 일으키는 

방향이며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최적 삽입각도이다(Fig. 4). 

Fig. 4. The directional properties of a flexible nail on tensile & 

shear force (Jewell, 1980)

3. 주입 및 팽창 시험

3.1 시험변수 및 방법

이형철근 외측에 설치된 돌기는 아크릴을 이용하여 외측에

서 내측이 보이도록 하였으며, 돌기직경 및 돌기간격, 아크

릴 설치 각도를 변수로 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패커(packer)

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이며 직경은 2인치, 3인치로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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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 Case 6

Fig. 6. Protrusions inner･outer-water (90°)

Fig. 7. Protrusions inner･outer-cement milk (Case 7)

다. 아크릴관의 길이는 3.0m이며 등간격으로 나누어 돌기를 

설치하기 위해 30cm, 60cm, 120cm으로 결정하였다(Fig. 5).

투명 아크릴을 이용하여 수직 및 15°(네일 설치각도), 천

공길이(3m)를 모사하고 돌기 내측 및 외측에 물과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여 돌기 내측 팽창률과 외측 주입률을 검토하

고자 하였다. 주입압은 0.2MPa을 유지하고 돌기 외측에 물 

또는 시멘트 밀크를 먼저 주입 후 돌기 내측에 주입하였다. 

주입시간과 주입성을 고려하여 물-시멘트비 50%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예비시험을 통해 돌기 내･외측의 시멘트밀크 팽

창성 및 주입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내측 팽창률(%)은 돌

기 내측부피 / 아크릴부피로 계산하였으며, 외측 주입률(%)

은 100-내측 팽창률로 나타내었다.

3.2 시험결과

주입 및 팽창 시험결과 돌기직경 5.0cm(돌기간격 30∼120cm)

인 경우 내측 팽창률이 17∼23%로 확인되었으며, 7.5cm(돌

기간격 30∼120cm)의 경우 47~53%로 확인되었다. 또한 설

치각도(0°, 15°)와 재료(물, 물-시멘트비 50%)에 따른 팽창

률은 각도와 재료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와 상관없이 일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Experiment result : protrusions inner･outer-water or 
water-cement (90°, 15°)

Division
Interval

(cm)

Diameter

(cm)

Injection rate(%)
Remarks

Inside Outside

Case 1 30 5.0 17 83 Water

Case 2 60 5.0 20 80 Water

Case 3 120 5.0 23 77 Water

Case 4 30 7.5 47 53 Water

Case 5 60 7.5 50 50 Water

Case 6 120 7.5 53 47 Water

Case 7 30 5.0 17 83 Cement milk

4. 대형전단시험

4.1 시험장비 및 시료

네일체는 인발저항뿐만 아니라 전단저항에 의해 지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인발에 의한 저항력과 

보강재가 부담하는 전단력은 보강재의 강성뿐만 아니라 보

강재의 삽입각도에 따라 변화된다.

Jewell & Wroth(1987)는 네일의 최대 전단력이 발휘되는 

최적방향이 전단 면의 법선과 약 30°임을 실험적으로 입증

했으며, 이는 토체 내의 최대 팽창방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네일이 부담하는 전단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단 면의 법선방향으로 삽입된 네일의 거동

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단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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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arge scale shear test equipment

Fig. 9. Uniaxial compression test

Table 3. Property of a model ground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 

analysis

Dry unit weight

()
Specific

gravity

()

Friction 

angle

(°)

Relative 

density

(%)
   Maximum Minimum

0.14 1.36 0.02 16.7 14.2 2.63 38 85

(a) Node section

(b) Protrusion section

Fig. 10.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by curing times

Table 4. Property of a model ground

Test 

name

Interval

(cm)

Diameter

(cm)

Vertical stress

(MPa)
Remarks

Case 1 - - 0.1 Soil nailing

Case 2 30 5.0 0.1 Node

Case 3 30 5.0 0.1 Protrusion

Case 4 60 5.0 0.1 Node

Case 5 60 5.0 0.1 Protrusion

Case 6 120 5.0 0.1 Node

Case 7 120 5.0 0.1 Protrusion

Case 8 30 7.5 0.1 Node

Case 9 30 7.5 0.1 Protrusion

Case 10 60 7.5 0.1 Node

Case 11 60 7.5 0.1 Protrusion

Case 12 120 7.5 0.1 Node

Case 13 120 7.5 0.1 Protrusion

에 직각인 삽입각도를 갖는 전단시험을 수행하였다.

전단시험을 위하여 네일에 연직방향의 전단력을 재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제작하였다. 전단상자의 크기는 400mm 

× 400mm × 2,440mm(폭×높이×길이)이며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단 면에는 그리스를 

도포하여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전단상자는 전단 

면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제작하였으며, 직선운동만 가

능하도록 바닥에 롤러를 설치하여 전단 방향 이외의 운동을 

배제하였다. 네일의 설치심도를 모사하기 위하여 상재하중

을 가할 수 있는 유압실린더(2EA, 300kN)와 전단력을 재하

하기 위한 유압실린더(1EA, 300kN)를 설치하였다(Fig. 8).

모형지반은 주문진 자연사로 조성하였으며 모형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도분포시험(KS F 2301), 최대･
최소 건조단위중량시험(DIN 18126), 비중시험(KS F 2343) 

등의 기본물성시험과 직접전단시험(KS F 2348)의 역학적 

특성시험을 실시하였다. 모형지반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전단시험에 사용된 네일은 D25, SD350 규격의 이형철근

이며, 동일한 강도를 확보하여 그라우트를 제작하였다. 그

라우트의 강도는 한국산업표준(KS L 5210)에 규정된 fck28 

= 21MPa 이상 되도록 하였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초

속경시멘트(W/C=50%)를 사용하여 양생시간에 따른 일축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여 21MPa이 확보되는 24시간 후에 

전단시험을 진행하였다(Fig. 9).

4.2 시험변수와 방법

시험변수는 전단위치로 Fig. 10과 같이 구근부가 전단 면

에 위치하는 경우와 마디부(돌기와 돌기사이)가 전단 면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Table 4).

네일 내･외측에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동일한 강사고(0.7m)

와 강사량을 유지하여 모형지반을 조성한다. 토피고가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그라우팅 후 24시간 양생 된 네일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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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ting (b) Composition of model ground

(c) Nail installation (d) Composition of model ground 

with nail

(e) Installation of cover plate and 

upper guide

(f) Surcharge loading

(g) Shear loading (h) End of the model test

Fig. 11. Experiment method

(a) Case 2 (b) Case 4

(c) Case 6 (d) Case 8 

(e) Case 10 (f) Case 12 

Fig. 12. Shear behavior of node section

Fig. 13. Comparison of shear behavior (Node section)

Table 5. Maximum shear force of soil nailing and protrusion type 

soil nailing (Node section)

Test 

name

Interval

(cm)

Diameter

(cm)

Shear force

(kN)
Remarks

Case 1 - - 25.25 Soil nailing

Case 2 30 5.0 23.42 Node

Case 4 60 5.0 25.34 Node

Case 6 120 5.0 25.97 Node

Case 8 30 7.5 25.72 Node

Case 10 60 7.5 25.34 Node

Case 12 120 7.5 25.66 Node

하고 모형지반 조성을 완료하고 덮개판 및 상부가이드를 설

치한다. 상재하중을 0.1Mpa로 재하한 후 전단시험을 실시

한다.

4.3 결과분석

동일한 지반조건 하에서 상재하중 0.1MPa를 재하한 후 

1.0mm/min의 일정한 속도로 전단력을 가하여 일반네일과 

돌기네일의 전단거동을 확인하였다. 전단저항력를 증가시

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돌기간격(30, 60, 

120cm)과 돌기직경(5.0, 7.5cm)을 변수로 하여 전단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돌기의 유･무에 따른 전단거동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돌기네일 마디부와 구근부로 나누어 실시하

였다. 다음은 전단력-변위 관계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나

타내었다(Fig. 12, 13, 14, 15). 

일반네일의 경우 최대전단력 25.25kN, 돌기네일 마디부

의 경우 최대전단력 23.42～25.97kN로 확인되었다. 일반네

일과 비교하였을 때, 돌기간격 30cm, 돌기직경 5.0cm의 네

일을 제외하고는 0.09～0.72kN의 범위에서 전단력이 향상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돌기가 형성되지 않는 마디부

의 경우 일반네일과 동일하게 그라우트체(외측)가 먼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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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3 (b) Case 5

(c) Case 7 (d) Case 9 

(e) Case 11 (f) Case 13

Fig. 14. Shear behavior of protrusion section

Fig. 15. Comparison of shear behavior (Protrusion section)

Table 6. Maximum shear force of soil nailing and soil nailing with 

protrusions (Protrusion section)

Test 

name

Interval

(cm)

Diameter

(cm)

Shear force

(kN)
Remarks

Case 1 - - 25.25 Soil nailing

Case 3 30 5.0 20.60 Protrusion

Case 5 60 5.0 21.24 Protrusion

Case 7 120 5.0 21.33 Protrusion

Case 9 30 7.5 28.41 Protrusion

Case 11 60 7.5 28.07 Protrusion

Case 13 120 7.5 28.57 Protrusion

괴가 되고 그 이후 패커체와 보강재만으로 전단에 대해 저

항하게 되므로 다소 전단력이 향상은 되나 큰 차이를 확인

하지 못했다. 

돌기네일 구근부의 경우 최대전단력 21.24～28.57kN로 확

인되었다. 일반네일과 비교하였을 때, 돌기직경 5.0cm의 경

우 최대 4.65kN 감소하였으며, 돌기간격 120cm, 돌기직경 

7.5cm의 경우 최대 3.32kN 증가하였다. 또한 직경에 따른 동

일한 돌기 간격의 네일 비교 시 평균 7.29kN 차이가 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강재, 패커체 그리고 패커 내측 그라

우트체가 일체화 거동을 하여 전단보강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돌기직경이 7.5cm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일반네일에 비해 최대전단력이 낮게 나타난 돌기네

일의 경우 변위에 따라 전단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 추가변위에 대한 시험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쏘일네일의 공경 주입 문제, 보강재

와 그라우트의 부착문제, 비탈면 활동 시 그라우트 파괴로 

인한 인발저항 및 전단저항 감소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식 돌기네일을 개발하였다. 가압그라우팅을 통해 유효

직경 및 전단저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쏘일 네일링 공법

에 대하여 대형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 전단시험을 통해 돌

기네일의 전단거동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단저항력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1) 돌기네일 마디부의 최대전단력을 일반네일과 비교한 결

과,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다소 향상된 전단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돌기가 형성되지 않는 마디

부의 경우 일반네일과 동일하게 그라우트체(외측)가 먼

저 파괴되고 그 이후 패커체와 보강재만으로 전단에 대

해 저항하게 되므로 일반네일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

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돌기직경 5.0cm의 네일은 패커체 내측 주입률이 전체

의 17～23%로 확인되었다. 5.0cm의 돌기네일 구근부 

전단시험 결과 최대전단력은 20.60～21.33kN로 일반네

일보다 전단력이 최대 4.65kN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입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돌기직경 5.0cm 네일은 

보강재, 패커체 그리고 패커 내측 그라우트제가 일체화 

거동하기에는 다소 직경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돌기직경 7.5cm의 네일은 주입률이 47～53%로 돌기직



20 >> Shear Resisting Effects of Protruded Nails by Pressure Grouting

경 5.0cm의 네일보다 2.3～2.8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전단시험 결과 구근부 최대전단력은 일반네일에 비

해 2.82～3.32kN(111～1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돌기직경 7.5cm 내측 주입률이 크게 증가되면

서 외측 그라우트체가 파괴된 후에도 패커체로 감싸고 

있는 그라우트체와 보강재가 일체화 거동을 하여 전단

저항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4) 돌기직경 5.0cm 구근부의 최대전단력은 20.60～21.33kN, 

돌기직경 7.5cm에서는 28.07～28.57kN로 나타났다. 돌

기 간격에 의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돌

기직경에 의해서는 6.83～7.81kN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돌기 간격의 변화보다는 돌기직

경을 증가시키는 것이 돌기네일의 전단저항력 및 경제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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