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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conducted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field applicability 

through the verification of reinforcement effect of the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using high strength steel pipe. SGT275 (formerly known as STK400) steel 

pipe is generally applied to the traditional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method. 

However, the analysis of tunnel collapse cases applying the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shows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excessive bending and breakage of steel 

pipe occur. One of the reasons causing these collapses is the lack of steel pipe stiffness 

responding to the loosening load of tunnels caused by excavation. The strength of steel 

pipe has increased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high strength steel pipe (SGT550). 

However, since research on the reinforcement method considering strength increase is 

insufficient,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this.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ed 

experiments on the tensile and bending strength based on various conditions between 

high strength steel pipe, and carried out basic research on effective field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strength difference of steel pipe through the conventional design 

method. In particular, we verified the reinforcement effect of high strength steel pipe 

through the measurement results of deformed shape and stress of steel pipe arising 

from excavation after constructing high strength steel pipe and general steel pipe at 

actual site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high strength steel pipe has excellent 

bending strength and the reinforcement effect of reinforced grouting. Further, it is 

expected that high strength steel pipe will have an arching effect thanks to strength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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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고강도 강관을 이용한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보강 효과 검증을 통해 현장 적용성에 관한 실험적 내용을 다

루었다. 기존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에는 SGT275 (구 STK400) 강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강관 보강 그라

우팅이 적용된 터널의 붕락사례를 보면 강관의 과도한 꺾임, 파단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여러 원인 중 굴착에 따른 터널의 이완하중에 대응하는 강관의 강성 부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고강도 강관

(SGT550)의 개발로 강관의 강도가 증가했으나, 강도 증대를 고려한 보강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강관과 일반 강관의 이음 유무, 주입재의 충전 여부 등 다양한 조건

에 대해 인장강도 및 휨 전단력 실험을 수행하고, 기존 제시된 설계법을 통해 강관의 강도 차이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 적

용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실제 현장에 고강도 강관과 일반 강관을 시공하고 굴착에 따른 강관의 변위 

형상과 응력에 대한 계측 결과를 통해 고강도 강관의 보강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고강도 강관은 휨 강도가 우수하

여 보강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 증진효과로 인해 아칭효과도 기대된다.

주요어:고강도 강관, 강관보강 그라우팅, 휨 전단력, 인장강도, 강관 보강효과

1. 서 론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은 터널 굴착 시 지반조건이 불량하거나 저토피 구간 등을 굴착하기 위해 사전에 터널 

보강을 시행하거나 혹은 붕락된 구간을 복구하고 잔여구간을 원활히 굴착하기 위해 이완된 지반의 강성 증대 및 

공극부 충전, 암반 붕락부의 봉합 등의 목적에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강관보강 그라우팅으로 기 보강된 구간을 굴착하던 중 단층파쇄대, 함수층 등 매우 불량

한 지반조건으로 인해 붕락된 사례를 보면 붕락이 발생된 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강관이 심하게 꺾였거나 혹은 접

합부가 파손되어 분리되는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 같은 사례는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터널 붕락의 원인이 보강된 강관의 강성 문제만은 아니지만 강관과 주입재, 원지반의 복합지반으로 거동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강관의 강성은 터널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인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

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강관보강 그라우팅이 적용된 터널에 대한 보강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단순히 수치해석에 

의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관으로 보강된 영역은 복합지반으로 간주하여 검토한다. 또한, 복합지반의 

물성치를 산정할 때 강관의 탄성계수 혹은 변형계수만을 영향인자로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 강관이 보강된 터널

의 거동과는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조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

관의 기계적 성질이 다른 강관이 터널에 미치는 보강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고강도 강관(SGT550)과 일반 강관

(SGT275)의 연결부 유무에 따른 기초적인 인장강도 시험을 수행하고, 연결부 유무, 주입재의 충전 여부에 따른 

휨 전단력 시험을 통해 보강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 이론적인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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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이완하중에 따른 굴착거리별 강관의 발생응력 산정 결과를 통해 고강도 강관과 일반 강관의 경우 어

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실제 현장에 고강도 강관과 일반 강관을 동일 굴착면에 시공하고 강

관의 변위 형상과 응력 계측을 통해 나타나는 거동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고강도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현장 적용

성과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a) Example of joint bending of steel pipe (b) Example of joint failure of steel pipe

Fig. 1. Examples of steel pipe damage (KICT, 2008)

2. 연구 동향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대한 연구는 오랜 동안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크게 4가지 분

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강 효과에 대한 연구, 강관의 거동에 대한 연구, 강관과 그라우트재가 주입된 복합 영역에 

대한 등가물성의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 공법의 개발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강 효과에 대한 연구

사례는 수치해석을 통한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와 현장 계측을 통해 터널과 주변지반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강

관보강 그라우팅의 보강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Barisone et al. (1982), Pelizza and Peila 

(1993), Choi et al. (1997)의 연구에서는 강관보강 그라우팅 적용 시 터널 굴착면의 안정효과와 터널 주변지반의 

개량효과를 분석하였고, 터널 굴착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지반침하 억제, 지하수 유입 차단 등에 매우 우수하

다고 평가하였다. Yoo et al. (1995)은 보강영역의 강성, 횡방향 보강범위, 경사도에 대한 매개변수 변환연구를 3

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UAM (Umbrella Arch Method) 공법은 지표침하보다는 천단침

하 억제에 더욱 효과적이며, 강관의 경사도가 작을수록 하중경감 효과가 증대하고, 종방향 및 횡방향 아칭효과로 

터널 주변의 접선응력과 토압이 현저히 감소하여 터널 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Choi et al. (1997)은 보강효과 확인을 위해 보강 전후에 대한 수압시험과 지시약 반응시험, 빔 아치 형성에 의한 

상부 토압 경감효과, 굴착 시 암괴 낙반현상에 따른 육안관찰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여 터널의 안정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Kim (1995)은 지하철 터널을 모델로 2,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주변 지반의 거동 억제

효과, 지표침하 및 심도별 지층 변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수직방향은 터널 천단부로부터 2D (D: 터널 직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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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방향을 터널 중심에서 2D 영역까지 변위 억제 효과의 범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Bae et al. (1997)은 국

내 지하철에서 수집한 계측자료를 토대로 풍화암 지반에서 UAM 적용 시 기존 포오폴링 등 다른 보조공법에 비해 

천단침하량은 25~50%, 지표침하량은 약 50% 정도 경감되고, 터널의 안정성도 약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Kim and Moon (2002)은 탄성계수와 지층두께에 대한 수치해석에 의한 매개변수 변환 연구를 수행하여 UAM의 

보강효과를 천단변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굴착면의 천단침하량(S0)과 수렴 후의 최대침하량(Smax)으로 

표현되는 지수함수 형태의 천단침하량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한편, UAM으로 보강된 영역에 대한 등가물성 산정에 대한 연구사례로 Rhee et al. (1996)은 복합체 역학, 특히 

변형률에너지법과 평균장 이론을 이용하여 원지반과 강화재의 혼합물성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Bae et al. (1997)은 서울 지하철 5-A 공구에 대표 계측구간을 설정하여 여러 지반조사 방법에 의한 Umbrella Arch 

공법의 시공효과 확인을 수행하여 시공 후 개량지반의 탄성계수가 약 4배 정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Song and Cho (2006)은 보강영역의 물성치 결정에 있어 거시적 접근법의 개념을 기반으로 미시적 접근법을 적용

한 등가 물성치를 결정하는 기법(5가지)을 제시하고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제시한 기법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강관과 구근의 직렬강성 시스템이 실제와 거의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나 수치해석시 소요시간 과다 및 높은 난이

도가 요구되므로 강관과 구근의 병렬연결 강성이 원지반과 직렬로 연결되는 보강지반의 직병렬 시스템으로부터 

구한 등가 물성치를 이용한 해석법을 추천하였다. 최근 실무에서는 위 논문에서 제시한 등가 물성치 결정에 의한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강관의 거동에 관한 연구로는 Harazaki et al. (1998)가 충적층과 같은 연약지반에서는 UAM의 효과를 발현

하기 위해서는 Face Bolting 등 굴착면의 보강에 의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Oreste and Peila (1998)은 굴

착면 전방을 독립된 스프링 연속체로, 강관은 선형탄성 거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강관의 부재력 분석에 관한 이론

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Jang et al. (2002)은 터널 굴착면 지지에 요구되는 보강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Beam-Spring 모델을 제안하였고, Cha (2004)는 강관에 의해 형성된 아치부 아래를 굴착하는 동안 강관은 빔으

로 작용하게 되며, 형성된 빔의 축은 터널 축과 함께 거동하고 강관의 모멘트는 터널의 수직한 축방향의 변형에 

반응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Kim et al. (2002)은 강관에 변형율계를 부착하여 현장 계측을 통해 굴착 시 

강관에 미치는 휨응력과 축응력 등의 변화경향을 계측하고, 하중계를 제안하였고, 아울러 이완하중에 따른 강관

의 길이, 중첩시공거리, 설치 각도 등에 대한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앞서 수많은 연구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보강효과 확인을 

위한 매개변수에 의한 수치해석적인 연구와 현장 계측이 주를 이루었고, 강관의 강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Kim 

(2010)이 강관의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철근 보강형 강관을 개발하여 휨강도에 대한 실내시험과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보강효과를 검증한 정도일 뿐이다. 또한, 현장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중강관의 경우도 정량적인 연

구보다는 정성적으로 강성을 40% 증가시켜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관의 강성이 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일반 강관

(SGT275)의 강성이 두 배가 되는 고강도 강관(SGT550)에 대해 휨 전단력과 인장강도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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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03)이 제시한 강관의 응력 산정 방법을 통한 고강도 강관과 일반강관의 보강효과의 차이를 비교하

였고,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 강관 보강 그라우팅 시공 중 계측을 통한 보강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3. 고강도 강관의 특성

3.1 터널에 적용되는 강관의 종류

일반적으로 터널 보강공사에 사용되는 강관은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으로 SGT275 강종의 강관이 사용되고 

있다. 강관 보강 그라우팅에 사용되는 강관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2 m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작업의 효

율성을 이유로 나사선이나 커플러 연결을 통해 6 m 혹은 4 m의 연결관(Fig. 2(a))이 사용되고 있으나 연결부의 취

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연결이 없는 단관(Fig. 2(b))과 병용되고 있다. 강관의 강성 증대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실무에서는 SGT275의 이중관(Fig. 2(c))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철근과 강관을 합성한 철근 보강형 강관(Fig. 2(d)) 등도 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강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a) Steel pipe with joint (b) Steel pipe without joint

Inner tube

Outer tube

Injection hole

 

(c) Double steel pipe (Yeo et al., 2002) (d) Steel pipe reinforced by steel bar (Kim, 2010)

Fig. 2. Examples of steel pipe using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2018년 일본 NSSMC, (주)오바야시구미, (주)카메야마가 공동으로 기술개

발한 AGF공법에서 Φ114.3 mm × 3.5 t의 인장강도 1,000 MPa을 대구경 강관을 개발하여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3.2 강관 보강에 적용되는 고강도 강관과 일반 강관 비교

본 논문에서는 강관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큰 SGT550 강종의 고강도 강관을 터널 보강용으로 적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강도 강관은 POSCO에서 개발된 PosH690 고강도 강판을 이용한 강관으로 항복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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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MPa 이상으로 기존 일반 강관(SGT275)의 항복강도의 2배이며, 인장강도도 690 MPa로 일반 강관의 410 MPa

보다 훨씬 큰 강관이다. 고강도 강관(SGT550)과 일반 강관(SGT275)의 기계적, 화학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steel pipes

Kinds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Chemical composition

C Si Mn P S

SGT275 275 or over 410 or over 0.25 or less - - 0.04 or less

SGT550 550 or over 690 or over 0.30 or less 0.4 or less 2.0 or less 0.04 or less

강관 보강 그라우팅에 적용되는 고강도 강관(SGT550)의 제원은 가급적 기존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적용되는 

일반 강관(SGT275)의 파일 부재력과 유사하도록 선정하였으며, 고강도 강관의 경우 직경과 두께를 모두 줄여 강

관의 부재력은 기존 강관과 유사하되 동일한 천공경내에서 충분한 그라우트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관 보

강 그라우팅에 적용되는 강관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steel pipe specifications

Kinds
Small diameter steel pipe Large diameter steel pipe

SGT275 SGT550 SGT275 SGT550

Diameter (mm) 60.5 54.0 114.3 76.3

Thickness (mm) 4.0 2.9 6.0 6.0

Area (mm2) 710.0 465.6 2,041.4 1,325.1

Unit weight (N/m) 55.7 34.4 160.2 104.0

Member forces (kN) 195.2 256.1 561.4 728.8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강도 강관(SGT550)은 직경과 두께를 감소시켰음에도 부재력은 기존 일반 강

관(SGT275)의 부재력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 m당 단위중량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시공성이나 작업성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관의 부재력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해 고강도 강관(SGT550) 과 일반 강관(SGT275)에 대한 강관의 인장강도 및 휨 

전단력 시험을 수행하였다.

4. 강관의 인장강도 및 휨 전단력 실내실험

일반적으로 터널의 강관 보강 그라우팅시 12 m 강관을 적용하며, 이 때 강관의 형태는 단관 또는 연결관을 사

용하고 있다. 단관은 12 m의 강관에 연결부가 없는 강관을 말하고, 연결관은 짧은 단관을 커플러로 연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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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 나사선을 주어 연결 혹은 한쪽 강관을 축관하고 연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개 이상의 강관을 연결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결관은 연결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에는 단관 형태의 강관의 사용이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본 강관의 인장강도 및 휨 전단력 실내시험에서는 고강도 강관(SGT550)과 일반 강관(SGT275)에 대해 단관 

뿐 만 아니라 연결관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수행하여 상호 비교하였고, 휨 전단력 시험에는 강관의 이음방법에 

따라 일반 커플러 형태(JY), 이음 강관에 암수 나사선을 주어 연결하는 방법(JY1), 한쪽 강관을 축관하여 연결하

는 방법(JY2)에 대한 시험을 각각 수행하여 강도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때 강관의 내부가 그라우트로 완전히 

충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시험을 수행하였다.

4.1 강관의 성능 확인시험

강관의 인장강도와 휨 전단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을 통해 강관별 성능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시험은 강관 내부의 주입재 충전유무, 강관 연결부 유무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수행하였다.

4.2 강관의 제작과 인장강도 및 전단력 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적용되는 강관의 인장강도 시험조건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Tensile strength test cases of steel pipes

Kinds
Diameter

(mm)

Thickness

(mm)

Length

(mm)

Whether coupler

(Yes / No)

Whether filling

(Yes / No)
Remark

SGT275 * 3 EA 114.3 6.0 500 + 500 Yes No Large diameter

SGT275 * 3 EA 114.3 6.0 500 + 500 Yes No Large diameter

SGT275 * 3 EA 114.3 6.0 1,000 No No Large diameter

SGT550 * 3 EA 76.3 6.0 300 + 300 Yes No Large diameter

SGT550 * 3 EA 76.3 6.0 300 + 300 Yes No Large diameter

SGT550 * 3 EA 76.3 6.0 600 No No Large diameter

SGT275 * 3 EA 60.5 4.0 600 No No Small diameter

SGT550 * 3 EA 54.0 2.9 300 + 300 Yes No Small diameter

SGT550 * 3 EA 54.0 2.9 600 No No Small diameter

인장시험시에는 고강도 강관(SGT550)과 일반 강관(SGT275)의 대구경, 소구경에 대해 단관형태와 커플러를 

통한 연결관의 강도시험을 총 27개의 강관에 대해 수행하였다. 강관 길이는 인장시험기의 제원을 고려하여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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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관의 전단력에 대한 시험조건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Shear force test cases of steel pipes

Kinds
Diameter

(mm)

Thickness

(mm)

Length

(mm)

Whether joint

(Yes / No)

Whether filling

(Yes / No)
Remark

SGT275 * 3 EA 114.3 6.0 1,000 + 1,000 Yes Yes Large diameter

SGT275 * 3 EA 114.3 6.0 1,000 + 1,000 Yes Yes Large diameter

SGT275 * 3 EA 114.3 6.0 1,000 + 1,000 Yes No Large diameter

SGT275 * 3 EA 114.3 6.0 1,000 + 1,000 Yes No Large diameter

SGT275 * 3 EA 114.3 6.0 2,000 No Yes Large diameter

SGT275 * 3 EA 114.3 6.0 2,000 No No Large diameter

SGT550 * 3 EA 76.3 6.0 750 + 750 Yes Yes Large diameter

SGT550 * 3 EA 76.3 6.0 750 + 750 Yes No Large diameter

SGT550 * 3 EA 76.3 6.0 750 + 750 Yes Yes Large diameter

SGT550 * 3 EA 76.3 6.0 750 + 750 Yes No Large diameter

SGT550 * 3 EA 76.3 6.0 1,500 No Yes Large diameter

SGT550 * 3 EA 76.3 6.0 1,500 No No Large diameter

SGT275 * 3 EA 60.5 4.0 1,500 No Yes Small diameter

SGT275 * 3 EA 60.5 4.0 1,500 No No Small diameter

SGT550 * 3 EA 54.0 2.9 750 + 750 Yes Yes Small diameter

SGT550 * 3 EA 54.0 2.9 750 + 750 Yes No Small diameter

SGT550 * 3 EA 54.0 2.9 1,500 No Yes Small diameter

SGT550 * 3 EA 54.0 2.9 1,500 No No Small diameter

휨 전단시험의 경우 강종별 대구경, 소구경에 대한 강관 이음여부(단관, 커플러, 나사선 및 축관), 강관 내 그라

우트 충전 여부에 따라 휨 전단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총 54개의 강관에 대해 수행하였다. 시험용 강관의 제작과

정은 Figs. 3, 4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a) Steel pipe without joint (b) Steel pipe with joint

Fig. 3. Types of steel pipes fo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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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ug for filling injection (b) Steel pipe and plug connection

(c) Grout mixing (d) Grout filling in steel pipe

(e) Completed grout filling in steel pipe (f) Grout curing

Fig. 4. Production process of test steel pipe

강관 시험체 내에 그라우트 주입 및 양생을 위해 한쪽에 주입구가 있는 마개를 제작하여 강관과 접합을 시킨 후 

강관 내 주입하여 양생을 시켜 그라우트로 충전된 강관 시험체를 준비하였다.

4.3 시험결과 및 분석

고강도 강관(SGT550)과 일반 강관(SGT275)에 대한 휨 전단력과 인장강도 시험결과 고강도 강관이 강관의 직

경과 두께가 작음에도 일반 강관과 비교하여 휨 전단력 및 인장강도 시험에서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관의 연결 형태별 시험에서는 이음이 없는 단관의 경우가 커플러 등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강관보다 우수한 강도

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는 연결부에 나사선을 생성하기 위해 강관 접합부를 인위적으로 절삭하기 때문에 강관 

두께가 얇아져 가장 취약부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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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시험 전경과 시험결과는 Fig. 5와 Table 5에 정리하였다.

(a) Tensile strength test (b) Steel pipes after tests

Fig. 5. Tensile strength test

Table 5. Tensile strength test result of steel pipes

Kinds Type Whether coupler
Results of tensile strength (MPa)

No. 1 No. 2 No. 3 Average

SGT275

Large diameter Yes
185.6 154.2 208.1 182.6

173.1 178.0 183.4 178.2

Large diameter No 450.2 385.5 452.8 429.5

Small diameter No 441.3 400.5 399.5 413.8

SGT550

Large diameter Yes
470.6 442.8 416.0 443.1

450.3 460.8 456.0 455.7

Large diameter No 811.4 805.1 815.7 810.7

Small diameter Yes 482.2 434.3 412.8 443.1

Small diameter No 831.4 835.1 825.6 830.7

인장강도 시험결과 단관 형태의 강관이 커플러로 연결된 강관보다 일반 강관(SGT275)에서는 57.5~58.5% (대

구경), 고강도 강관(SGT550)에서는 대구경은 43.8~45.3%, 소구경은 46.7% 정도의 큰 강도를 나타냈다.

커플러가 있는 경우 동일한 대구경의 고강도 강관이 일반 강관보다 58.8~60.9% 정도 큰 인장강도를 나타냈고, 

단관 형태의 경우 대구경은 50.2%, 소구경은 47.0%가 고강도 강관이 더 큰 인장강도를 나타내 고강도 강관이 일

반 강관보다 모든 경우에 대해 큰 인장강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동일 강종에서는 대구경과 소구

경의 인장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경이나 두께에 관계없이 강관의 인장강도는 강종

에 따른 특성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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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a) Results of tensile strength for large diameter (b) Results of tensile strength by steel pipe types

Fig. 6. Tensile strength test results

강관에 대한 휨 전단 시험 전경은 Fig. 7과 같다.

(a) Bending fracture shape of steel pipe (w/o joint) (b) Bending fracture shape of steel pipe (JY)

(c) Bending fracture shape of steel pipe (JY1) (d) Bending fracture shape of steel pipe (JY2)

Fig. 7. Bending shear force tests (by type of steel pipe and whether joi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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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의 휨 전단력 시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ig. 6(a)는 연결부가 없는 단관 형태의 경우 휨 전단파괴 형상이

고, Fig. 6(b), 6(c), 6(d)는 연결부가 있는 강관의 휨 전단파괴 형상이다. JY는 커플러를 통한 이음방식, JY1은 나

사선에 의한 이음, JY2는 축관에 의한 이음방식이며, 모두 연결부에서 파괴가 발생했다.

휨 전단력에 대한 시험결과 연결부가 있는 경우 고강도 강관(SGT550)이 일반 강관(SGT275)에 비해 29.2~54.3% 

정도 큰 휨 전단력이 나타났으며, 연결부가 없는 단관 형태의 경우는 고강도 강관이 일반 강관에 비해 40.8~49.1% 

정도 크게 나와 연결부 유무와 상관없이 고강도 강관의 휨 전단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관 형태일 경

우 일반 강관의 경우는 연결부가 있는 강관대비 44% 이상 큰 휨 전단력를 나타냈고, 고강도 강관의 경우는 단관 

형태가 78% 이상의 큰 휨 전단력을 나타냈다. 휨 전단력 시험결과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Table 6. Bending shear force test result of steel pipes

Kinds Type
Whether

joint

Whether

filling

Results of bending force (kN)
Remarks

No. 1 No. 2 No. 3 Average

SGT275

Large 

diameter
Yes

Yes 40.9 44.1 39.1 41.4 JY1

No 27.8 28.2 26.4 27.5 JY1

Large 

diameter
Yes

Yes 64.7 64.8 67.1 65.5 JY2

No 62.1 67.8 60.9 63.6 JY2

Large 

diameter
No

Yes 100.7 97.4 98.8 98.9

No 92.7 91.7 89.5 91.3

Small 

diameter
No

Yes 27.7 27.4 26.7 27.3

No 27.4 27.1 27.4 27.3

SGT550

Large 

diameter
Yes

Yes 61.5 62.5 62.9 62.3 JY1

No 63.8 64.7 - 64.3 JY1

Large 

diameter
Yes

Yes 76.6 74.5 76.2 75.8 JY

No 71.9 75.7 81.3 76.3 JY2

Large 

diameter
No

Yes 143.2 138.2 136.6 139.3

No 135.9 136.3 171.1 147.8

Small 

diameter
Yes

Yes 23.3 22.9 24.2 23.4 JY

No 23.8 22.2 23.2 23.1 JY

Small 

diameter
No

Yes 35.3 35.7 35.7 35.6

No 36.7 35.2 34.7 35.6

강관 연결부의 이음 방법에 따라 휨 전단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험결과 축관(JY2)이나 커

플러(JY)를 사용하는 것이 강관에 나서선을 만드는 경우(JY1)와 비교하여 최소 18.8% 더 큰 휨 전단력을 나타냈

다. 이는 나사선이 형성되는 구간에는 강관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강관의 두께가 변함이 없는 커플러나 축관

을 통한 이음 방법보다 나사선으로 연결하는 이음방법이 더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결부가 있는 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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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에 관계없이 휨 전단력이 크게 저하되므로 가급적 단관 형태의 강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8과 같다.

(a) Results of shear force for large diameter (b) Results of shear force by steel pipe types

Fig. 8. Bending shear force test results

Fig.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강종과 직경을 가진 경우 그라우트가 주입된 경우(Ⓕ)와 주입되지 않은 경

우에 대해서는 일반 강관(SGT275)의 나사선 이음(JY1)방법의 경우를 제외하곤 휨 전단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관의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라우팅의 강도가 작고 그라우트는 인장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휨 전단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Fig. 8(b)에서는 단관 형태의 연결부

가 없는 소구경(S.D) 강관의 경우 그라우트 충전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휨 전단력이 측정되었다.

5. 강관의 응력을 고려한 현장 적용성 연구

5.1 강관의 발생응력 검토방법

일반적으로 설계단계에서는 강관보강 그라우팅이 적용된 터널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강관 그라우트가 보강된 

부채꼴 모양의 등가영역을 설정한 후 보강영역의 물성치를 탄성계수와 점착력의 등가물성치로 적용하여 수치해

석을 통한 터널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어 강관의 응력에 따른 영향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관으로 보강된 터널의 붕괴사고 발생 시 보강영역의 복합강성이 아닌 강관의 강도 부족, 연결

부 꺾임 등으로 인한 파괴가 발생하여 보강효과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강관의 항복강도가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강관의 항복강도를 고려한 고강도 강관(SGT550) 및 일반 강관(SGT275) 적용 시 강

관의 허용응력 검토를 통해 터널 굴착에 따른 보강효과를 비교 ‧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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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03)은 현장 계측을 통한 강관의 거동을 분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UAM 설계법을 

제안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강관의 작용응력은 이를 참조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Fig. 9는 강관에 작용하는 하

중계를 의미하며, 강관 설치 후 터널을 굴착함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은 크게 연직하중과 수평하중의 2가지로 구

분된다.

Fig. 9. Load concept acting on steel pipe (Kim et al., 2003)

Fig. 9와 같은 분포로 강관에 하중이 작용할 때 터널 굴착에 따른 강관에서의 최대 휨응력 발생위치는 x가 되며, 

그 때의 길이로서 최종 Le (강관의 유효길이)가 결정된다. 또한, Fig. 10에서 강관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에 대해 상

재압 및 지반과 그라우트재와의 마찰력에 의해 저항하는 길이(Lb)가 결정된다.

(a) Vertical load applied to steel pipe (b) Horizontal load applied to steel pipe

Fig. 10. Vertical load and horizontal load acting on steel pipe (Kim et al., 2003)

아울러 강관시공 후 굴착거리(xe)가 증가함에 따라 이완하중에 의해 강관에서 발생하는 조합응력(휨응력+축

응력)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휨응력 발생위치(x)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인 Le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관에서 발생하는 최대 휨응력과 축력이 식 (1)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강관의 최종길이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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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ax

는 수평하중의 합, 
max

는 연직하중에 대한 최대 휨모멘트, 

는 강관의 항복강도이다.

이러한 설계법은 토사, 풍화암과 같은 연속체 거동에서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하고, 암

반의 경우에는 파괴 블록에 의한 불연속체 거동을 하기 때문에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거동이 상이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2 굴착거리 및 이완하중고에 따른 강관의 발생응력

강관의 발생 응력을 이완하중고에 따른 굴착거리별 고강도 강관(SGT550)과 일반 강관(SGT550)의 소구경 및 

대구경 강관에 대해 산정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지반물성치와 터널의 제원 등은 Table 7에 나타냈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7. Conditions for calculation of stress in steel pipe

Kinds Value

Soil properties

Self weight (kN/m3) 20.0

Friction (deg) 32.0

Cohesion (kPa) 30.0

Depth of cover (m) 10.0

ko   1.0

Specification of tunnel

Height (m) 8.678

Width (m) 14.178

Height of excavation (m) 6.448

Specification of steel pipe
Transverse spacing (m) 0.5

Installation angle (deg) 10

터널의 제원은 일반적인 고속도로 터널에 적용되는 제원을 적용하였고, 굴착높이는 상반 굴착만을 고려하였

으며, 강관의 설치 제원도 일반적인 간격과 설치각도를 적용하였다. 5.1절의 설계법을 통해 이완하중고에 따른 

굴착거리별 소구경 및 대구경 강관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산정한 결과는 Table 8과 Table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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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ress of small diameter steel pipe according to excavation distance and relaxed loads (MPa)

Kinds
Excavation distance

1.0 m 1.5 m 2.0 m 2.5 m 3.0 m 3.5 m 4.0 m 4.5 m 5.0 m 5.5 m 6.0 m

Height of

relaxed 

loads

1.0 m 18.4 21.3 24.1 26.7 29.1 31.3 33.1 34.5 35.6 36.2 36.5

2.0 m 46.9 56.3 66.3 76.7 87.4 96.6 109.9 121.4 133.1 144.7 156.3

3.0 m 75.6 91.5 108.7 127.0 146.3 166.7 187.9 210.0 232.8 256.3 280.3

4.0 m 104.3 126.8 151.2 177.4 205.3 234.9 266.1 298.7 332.8 368.2 404.9

5.0 m 132.9 162.0 193.6 227.8 264.3 303.2 343.3 387.5 432.9 480.3 529.6

Table 9. Stress of large diameter steel pipe according to excavation distance and relaxed loads (MPa)

Kinds
Excavation distance

1.0 m 1.5 m 2.0 m 2.5 m 3.0 m 3.5 m 4.0 m 4.5 m 5.0 m 5.5 m 6.0 m

Height of 

relaxed 

loads

1.0 m 10.7 12.3 14.0 15.5 16.9 18.1 19.2 20.0 20.6 21.0 21.1

2.0 m 27.2 32.7 38.4 44.4 50.7 57.1 63.7 70.4 77.1 83.8 90.5

3.0 m 43.8 53.1 63.0 73.6 84.8 96.6 108.9 121.7 134.9 148.5 162.4

4.0 m 60.5 73.5 87.6 102.8 119.0 136.1 154.2 173.1 192.8 213.3 234.6

5.0 m 77.1 93.9 112.3 132.0 153.2 175.7 199.5 224.6 250.8 278.3 306.8

5.3 결과 분석

동일한 터널의 굴착조건에 대해 터널 굴착거리별, 이완하중고에 따른 강관의 발생 응력의 경향은 Fig. 11과 같다.

(a) Small diameter steel pipe (b) Large diameter steel pipe

Fig. 11. Stress of steel pipe according to excavation distance and relaxed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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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경 강관의 경우 일반 강관(SGT275)은 이완하중고 3.0, 4.0, 5.0 m에서 각각 굴착거리 5.5 m, 4.0 m, 3.0 m

까지 강관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강관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고강도 강관

(SGT550)의 경우 이완하중고 5.0 m에서도 굴착거리 6.0 m까지 강관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완하중고가 4.0 m 이상 예상될 경우에는 일반 강관(SGT275)은 12 m 길이의 강관 중첩길이를 

4.0 m씩 설치하여 3열 보강을 해야 강관의 허용응력을 만족하지만 고강도 강관(SGT550)은 중첩길이를 6.0 m씩 

2열 보강을 하여도 강관의 허용응력을 만족하여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존의 

일반 강관보다 고강도 강관을 사용할 경우 시공효율성이 증대되고, 보강효과가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경 강관의 경우 일반 강관(SGT275)은 이완하중고가 5.0 m로 예상될 때 강관의 허용응력을 만족하는 굴착

거리는 5.0 m까지인데 반해서 고강도 강관(SGT550)의 경우 6.0 m까지 강관의 허용응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고강도 강관(SGT550)은 일반 강관(SGT275)에 비해 우수한 보강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강관의 직경과 두께를 축소함에도 기존의 일반 강관 대비 동등 이상의 보강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실무에서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대한 안정성 검토시 수행하고 있는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의 안정성 

검토 외에도 이와 같은 강관의 허용응력에 대한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강관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한 적

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6. 현장 계측에 의한 강관의 보강효과

이론적인 방법에 의한 강관의 발생응력 산정을 통해 고강도 강관의 보강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실제 현장에 시

공된 강관의 거동 특성도 이와 유사한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강관보강 그라우팅이 적용되는 대상 현장에 시험시

공을 실시하여 계측결과를 토대로 고강도 강관(SGT550)과 일반강관(SGT275)에 대한 터널의 보강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6.1 현장 계측개요

강관의 보강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심층 풍화대 구간의 강관보강 그라우팅이 적용되는 구간에 일반 소구

경 강관(SGT275 (D60.5 × 4 t))과 고강도 대구경 강관(SGT550 (D54.0 × 2.9 t))에 형상변위계와 변형율계를 부

착하여 터널 좌, 우측에 대해 각 1공씩 설치하고 계측을 시행하였다.

현장 계측구간에 대한 시공 및 계측의 개략적인 개요는 Fig.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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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conditions for tunnel excavation (b) excavation pattern of tunnel 

(c) Installation of test steel pipe (d) Installation of measuring instrument

Fig. 12. Summary of field test construction

터널 굴착면의 Face mapping 결과 굴착면 좌우측에 대한 지반조건 변화는 없으며, 굴착면 전체가 풍화대로 존

재하는 지반조건이다. 지표부터 하부 약 13 m정도는 풍화토이고, 아래 터널 상반까지는 모두 풍화대가 존재하는 

구간이다. 굴착 시 터널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천단 및 내공변위계를 설치하였고, 강관에는 형상변위계(1 m 간격)

와 변형율계(2 m 간격)를 설치하였다

6.2 계측결과 및 분석

강관 보강 그라우팅 시공 후 상반 굴착을 약 6 m 거리까지 시행하였을 때 강관의 형상침하계와 변형율계의 계측

결과는 Fig. 13과 같다.

강관에 부착된 형상변위계와 변형율계(응력)의 계측은 강관 설치 초기부터 상반 6 m 굴착 시까지 매회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변위에 대한 경향은 Fig. 13(a)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 강관(SGT275)은 최대 0.515~1.125 mm의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고강도 강관(SGT550)은 0.255~0.490 mm의 변위가 발생되어 일반 강관에 비해 6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b)는 6 m 굴착 후 측정된 강관의 형상변위를 나타내며 일반 강관(SGT275)은 

9~12 m 부분에서 다소 큰 변위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강도 강관(SGT550)은 전체적으로 큰 편차 없는 변위형

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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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형율계를 통한 강관의 응력 측정결과는 Fig. 13(c), 13(d)에 나타냈으며 전체적인 경향은 형상변위계

의 형태와 유사하다. 일반 강관은 60.3~76.1 MPa의 범위로 발생하였으며, 고강도 강관은 16.6~21.1 MPa의 범위

로 응력이 발생하였다. 고강도 강관에 발생하는 응력은 일반 강관에 비해 7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는 고강도 강관의 부재력이 일반 강관의 부재력보다 커 이완하중에 의해 전달되는 응력이 하중전이

로 인해 실제 강관에 미치는 응력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터널 천단 및 내공변위는 6 m 굴착이 완

료된 후 측정결과 각각 1.3 mm와 2.6 mm 정도로 나타났으며, 미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 Settlement shape by excavation stage (b) Settlement shape after 6 m excavation

(c) Stress by excavation stage (d) Stress of steel pipe after 6 m excavation

Fig. 13. Results of measurement

6.3 강관의 허용응력 검토결과와 계측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앞서 5절에서 제시된 이론식을 통한 강관의 발생응력과 현장 시험시공을 통해 계측된 결과를 비교하여 일반 강

관과 고강도 강관의 보강 효과에 대해 비교 ‧ 분석하였고, 이를 Table 10에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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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tress comparison of steel pipes

Kinds
SGT275 SGT550

1 m 2 m 3 m 4 m 5 m 6 m 1 m 2 m 3 m 4 m 5 m 6 m

Theoretical stress 62.6 43.9 66.1 79.4 84.0 79.7 62.6 43.9 66.1 79.4 84.0 79.7

Measured stress 60.3 68.6 69.3 73.8 74.4 71.7 21.1 16.9 16.6 17.0 18.2 20.2

Fig. 14. Stress comparison of steel pipes by theoretical and measured stress

Fig.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강관(SGT275)은 이론식을 통한 응력예상값과 현장 계측값이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으나 고강도 강관(SGT550)의 경우는 응력예상값보다 훨씬 작은 응력이 계측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지반 내 복합적인 원인(지하수, 측압계수, 발파 이완하중, 물성치 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므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강도 강관이 응력의 하중전이에 

따른 아칭효과에 더 유리한 원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ables 11~16은 굴착 단계별 강관의 예상 응력과 

실제 단계별로 계측된 응력을 비교하여 강관 위치별로 발생되는 응력을 표시한 것이다.

Table 11. Stress comparison of steel pipe after 1 m excavation

Kinds
Measurement point

1 m 3 m 5 m 7 m 9 m 11 m

Measured 

stress (MPa)

SGT275 -0.3 -2.8 -12.4 1.4 11.6 60.3

SGT550 -4.7 -13.0 -1.9 3.4 0.2 21.1

Theoretical stress (MPa) 14.2 9.4 -20.5 -52.3 -62.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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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tress comparison of steel pipe after 2 m excavation

Kinds
Measurement point

1 m 3 m 5 m 7 m 9 m 11 m

Measured

stress (MPa)

SGT275 -0.3 -4.6 -15.9 -4.1 9.6 68.6

SGT550 -4.3 -12.7 0.4 8.2 -16.3 16.9

Theoretical stress (MPa) 16.8 17.1 -7.6 -34.2 -39.4 43.9

Table 13. Stress comparison of steel pipe after 3 m excavation

Kinds
Measurement point

1 m 3 m 5 m 7 m 9 m 11 m

Measured

stress (MPa)

SGT275 -0.3 -5.6 -16.9 -4.7 -11.8 69.3

SGT550 -3.8 -16.6 2.5 9.9 -10.5 12.6

Theoretical stress (MPa) 18.7 22.7 1.6 -21.3 -22.8 66.1

Table 14. Stress comparison of steel pipe after 4 m excavation

Kinds
Measurement point

1 m 3 m 5 m 7 m 9 m 11 m

Measured

stress (MPa)

SGT275 -0.5 -5.6 -16.9 -8.2 -20.7 73.8

SGT550 -3.4 -17.0 6.6 9.9 -10.5 13.3

Theoretical stress (MPa) 19.8 26.0 7.2 -13.5 -12.8 79.4

Table 15. Stress comparison of steel pipe after 5 m excavation

Kinds
Measurement point

1 m 3 m 5 m 7 m 9 m 11 m

Measured

stress (MPa)

SGT275 -0.3 -5.4 -12.4 -15.1 -22.9 74.4

SGT550 -3.2 -18.2 11.6 8.4 -11.0 13.6

Theoretical stress (MPa) 20.2 27.2 9.1 -10.8 -9.3 84.0

Table 16. Stress comparison of steel pipe after 6 m excavation

Kinds
Measurement point

1 m 3 m 5 m 7 m 9 m 11 m

Measured

stress (MPa)

SGT275 0.7 1.3 -43.1 -12.8 -48.2 71.7

SGT550 -2.8 -20.2 11.2 8.3 -10.7 12.9

Theoretical stress (MPa) 19.8 26.1 7.3 -13.3 -12.5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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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의 길이별로 작용하는 응력에 대한 분포 경향을 살펴 보면 일반 강관(SGT275)은 강관길이에 대한 인장과 

압축응력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발생응력도 크다. 반면, 고강도 강관(SGT550)의 경우 인장과 압축응력의 

변화폭이 작고, 특히 강관의 11 m에 위치하는 계측위치에서는 일반 강관에 비해 약 70%정도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 강관은 굴착에 따른 이완하중에 대해 하중 전이로 인한 변화폭이 크고, 고강도 강관의 경우는 하중 

전이로 인한 강관의 변화폭이 작다는 것이며, 이는 강관의 강도에 의한 차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고강도 강관(SGT550)은 일반 강관(SGT275)과 비교 ‧ 분석한 결과 동등 이상의 보강효

과가 있으며, 현장 적용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동향에 대한 조사를 수

행하고, 고강도 강관(SGT275)과 기존에 사용하는 일반 강관(SGT275)에 대한 휨 전단력과 인장강도에 대한 실

내시험을 수행했으며, 기존에 제시된 이론적인 강관보강 그라우팅 설계법을 통해 굴착에 따른 강관의 응력경향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시공된 강관의 응력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강도 강관과 일반 

강관을 동일한 굴착면에 시공하여 계측된 응력과 변위에 대한 비교 ‧ 분석을 수행하여 고강도 강관의 현장 적용성

과 보강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실무에서 사용하는 강관보강 그라우팅 설계법은 보강된 영역을 복합물성치로 산정하기 위해 강관의 탄

성계수만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강관

의 강도 차이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해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효율적인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고강도 강관(SGT550)의 직경 및 두께를 변경하여 기존의 일반 강관(SGT275)의 파일 부재력과 유사하도록 

강관을 제작하여 강관의 연결방법(이음이 없는 단관, 커플러 이음)에 따라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 단관 형태

의 강관이 커플러로 연결된 강관보다 일반 강관의 경우 대구경은 57.5~58.5%정도 큰 강도를 나타냈고, 고강

도 강관의 경우 대구경은 43.8~45.3%, 소구경은 46.7% 큰 강도를 나타냈다. 특히, 연결부가 있는 경우 모두 

연결부에서 파괴가 발생되었다. 한편, 연결부가 없는 단관 형태의 경우 동일 강종에서는 대구경, 소구경에서 

거의 동일한 인장강도를 나타냈다.

3. 강관의 휨 전단력 시험에서는 연결방법별(이음이 없는 단관형태, 커플러 이음, 나사선 이음, 축관 이음), 강관 

내 주입재 충전 여부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고강도 강관이 일반 강관에 비해 29.2~54.3%정도 큰 휨 전

단력을 나타냈다. 또한, 연결부가 있는 경우는 단관 형태에 비해 일반 강관은 44%, 고강도 강관의 경우 78%의 

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결부가 있는 강관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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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m et al. (2003)이 제시한 이론적인 강관응력 산정방법을 통해 고강도 강관과 일반 강관에 대한 응력을 산정

한 결과 이완 하중고에 따라 일반 강관은 종방향 4 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나, 고강도 강관의 경우에는 동일한 

이완 하중고에서 종방향 6 m 간격으로 설치하여도 강관의 허용응력 이내로 확보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러

한 방법을 통해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공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실제 현장에 적용된 강관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굴착면에 고강도 강관과 일반 강관을 시공하여 

변위 및 응력을 계측한 결과 고강도 강관은 일반 강관에 비해 변위의 경우 약 60%정도 감소하고, 응력은 약 

7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강도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실제 보강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또한, 굴착 단계별로 강관의 길이별 응력을 이론적인 방법과 실제 계측치와 비교 ‧ 분석한 결과 일반 강관의 경

우 강관의 인장 및 압축응력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고강도 강관의 경우 변화폭이 작고 발생응력도 

7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는 강관의 강도 차이로 인해 굴착에 따른 이완하중의 하중 전

이로 인한 아칭효과가 고강도 강관의 경우가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실무에서 강관보강 그라우팅 설계 시 강관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즉, 강관과 원지반, 충전재를 고려한 종합적인 거동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적 검토뿐만 아니라 

강관의 특성(예, 강도)을 고려하여 이론적 방법을 적용한 검토를 통해 강관의 보강 간격과 길이의 적정성을 제

시하고, 보강각도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적용할 경우 기존의 경험적인 설계와는 다른 최적화된 강관 보강 그

라우팅의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아직 명확한 설계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

개변수를 통한 추가적인 다양한 연구를 통해 향후 설계법의 정립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이러한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고강도 강관을 활용한 보강 그라우팅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설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보강효과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현장 적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현장 계측자료를 수집하여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하고,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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