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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Since 1984, block-type reinforced earth wall with geogrid reinforcement has been widely used
for retaining wall applications till now in Korea. The use of geogrid as a reinforcement in the reinforced
earth wall is steadily increased in an amount over 6,500,000m2 in a year. However, still need exists that
some problems in design and construction practices should be made to review.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items of geosynthetics-reinforced earth wall technology on design and
construction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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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일반적으로 토목섬유 보강토옹벽은 성토흙 사이에 지오그리드나 지오텍스타일 합성섬유 띠 등의 토,

목섬유 보강재를 설치하여 성토체의 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직벽체를 형성한 구조물을 일컫는다.

토목섬유 보강토옹벽은 년대 중반 이후 초기에 사용된 아연도 강판 보강재의 부식 문제를 해결할1970

수 있는 경제적인 보강재로서 토목섬유가 각광을 받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년대에 도입. 1980

된 아연도 강판을 보강재로 사용한 보강토옹벽의 다짐 시공시 아연도금 탈락 및 장기간 강판 부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년에 띠형 합성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패널식 보강토옹벽이 도입되고, 1986 ,

년에는 지오그리드를 보강재로 사용하는 블록식 지오그리드 보강토옹벽이 도입되면서 기존 콘크리1994

트 옹벽의 대체 구조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블록식 지오그리드 보강토옹벽은 우수한 시공성과 경제성을 발판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01

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개 이상의 블록식 지오그리드 보강토옹벽이 축조된 것으로 추측하고35,000

있다 국내에서도 년대 후반 이후 블록식 지오그리드 보강토옹벽의 시공량(Koerner et al., 2001). 1990

이 급증하여 최근에는 연간 만650 m2 이상의 지오그리드가 보강토옹벽에 사용되고 있다 표 참조 이( 1 ).

와 같이 지오그리드 등의 토목섬유를 보강재로 사용하는 보강토옹벽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은 미국내 개 주의 도로국을 대상으로 옹. Koerner et al.(2001) 50

벽 종류 및 높이에 따른 공사비를 조사하여 토목섬유 보강토옹벽이 옹벽 높이에 관계없이 가장 경제적,

인 옹벽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급성장하고 있는 토목섬유 보강토옹벽에 대하여 재료 설계법 시험법 공법, , ,

측면에서의 기술현황 및 개발동향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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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보강토옹벽 종류별 개략적인 사용량 한국토목섬유학회1 ( , 2006)

단위( : m2)

년도
아연도 강판

전면판 면적( )

띠형 토목섬유

전면판 면적( )

지오그리드

보강재 면적( )

1980~1985

1986~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3

2004

2005

3,600

1,200

1,260

4,292

39,486

29,397

22,513

23,543

19,240

37,573

22,622

65,027

80,000

500,000

700,000

1,100,000

1,500,000

4,000,000

5,700,000

6,500,000

토목섬유 보강재의 개발 및 적용2.

현재 보강토옹벽에 사용되는 토목섬유 보강재로는 지오그리드와 띠형 합성섬유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오그리드는 제조방법에 따라 일체형 지오그리드와 결합형 지오그리드로 구분하는데 일체형 지. ,

오그리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고분자 폴리머를 판상으로 압출시킨 후 격자형태로 구멍을,

내고 방향 또는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신하여 제조하며 결합형 지오그리드는 폴리에스테르 등의 고강1 2 ,

도 섬유를 격자형으로 교차하여 제직 편직한 후 등으로 코팅하여 제조하거나 폴리에스테르 레진/ PVC

을 압출실린더에 통과시켜 편평한 바 형태로 추출한 후 냉각 연신 공정을 통하여 스트립(resin) (bar) ,

형태로 만들고 이를 격자형으로 교차시켜 레이저 등으로 용접하여 제조한다 일반적으로 뒤채움(strip) , .

흙에 큰 돌들이 많아 다짐시공시 보강재의 손상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일체형 지오그리드나 고강성 결

합형 지오그리드를 사용한다 띠형 합성섬유 보강재는 고강도 폴리에스터 섬유를 폴리에틸렌 등으로 피.

복한 형태가 대부분이며 내부의 폴리에스터 섬유는 보강재의 인장특성을 제공하는 반면 피복재는 외형, ,

을 유지하고 외적손상으로부터 섬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뒤채움재료로 함수비가 높고 세립토가 많이 포함된 흙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수기능이

첨가된 복합포 형태의 보강재 예로서 부직포와 부직포 사이에 직포나 지오그리드를 넣고 결합한 형태의( ,

제품 가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고강도의 아라미드섬유를 고밀도 폴리에칠렌 으로 피복한 지) . (HDPE)

오그리드 제품이 일부 사용되기도 하나 아직까지 아라미드 섬유의 단가가 높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

으며 유리섬유를 등으로 피복한 지오그리드 제품이 개발되었으나 유리섬유의 취성 문제로 활성화, PVC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독일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시공성이 우수하고 최대인장강도에서의 인장변형률이 이내로, , 5%

되는 결합형 지오그리드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아라미드섬유와 같은 고강도 섬유를 사용한 지오그리드,

제품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등 향후 보강토옹벽의 시장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143 -

설계방법의 개선방향3.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목섬유 보강토옹벽의 대표적인 설계방법으로는 미국 방법FHWA (Federal

과 방법HighWay Administration, 1996, 2001) NCMA (National Concrete Masonry Association,

영국 방법 및 일본 토목연구센터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1997), BS (British Standard, 1995) (2000) .

한 설계방법들은 대부분 옹벽파괴에 대한 안전율의 결정에 한계평형해석 을(limit equilibrium analysis)

사용하고 있다 한계평형해석에 의한 설계에서는 보강토체의 수평방향 활동력이 보강재에 의해서 유발.

되는 수평방향 저항력과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사면안정해,

석과 같이 가정된 파괴활동면에서의 힘이나 모멘트 평형 해석시 보강재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설계가 단순하며 안전측인 미국 방법을 토대로 한 보강토옹벽 설계방법을. FHWA

제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지반공학회 본 장에서는 그동안의 현장 적용 경험을 토대로 하여( , 1998).

토목섬유 보강토옹벽의 설계방법중 개선이 필요한 몇가지 항목들에 대한 기술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뒤채움재 선정기준3.1

일반적으로 토목섬유 보강토옹벽의 뒤채움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토재료로는 보강토체의 내구성과 시

공성 등을 고려하여 실트와 점토 함유량이 적은 사질토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입경이. ,

큰 암석재료 등을 많이 함유한 흙도 다짐이 곤란하고 다짐시 보강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뒤채움

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의 설계법에서는 보강토옹벽의 뒤채움재 선정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제.

시하고 있다.

입 경∙ 통과백분율(%)

19mm 100

0.425mm(No.40) 0~60

0.075mm(No.200) 0~15

소성지수 (PI) < 6∙

이러한 뒤채움재 선정기준은 보강재의 강도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흙의 다짐을 좋게 하여 흙과 보강

재 사이의 마찰을 극대화시켜 보강토체의 일체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

선정기준에 맞는 뒤채움재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국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화강풍화토 산흙 에는, ( )

직경이 이상인 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기준에 맞는 흙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대형 체를 이19mm

용한 현장 체가름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뒤채움흙의 종류와 입도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짐시공시에 유발

될 수 있는 보강재의 손상정도에 따른 안전성과 시공성 감소계수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뒤채움흙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흙을 뒤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뒤채움흙을 고려하여 보강재에 따른 시공성 감소계수를 평가할 수 있는 실내 내

시공성 시험방법의 국제 규격화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함수비가 높은 세립토를 뒤채움재로 사용할 경우 구조물 내에 유발되는 응력수준을 완화시키고, ,

흙 보강재 사이의 마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평면 배수가 가능한 보강재를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낮은/ ,

투수성의 세립토로 구성된 뒤채움흙의 배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배수성 보강재에 전도성을 가

미한 동전기 기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electrokine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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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성토사면 고려방법3.2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설계방법에서는 보강토옹벽 설계시 상부 성토사면을 무한 성토사면으FHWA

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주동토압계수는 다음 식과 같이 산정한다 그림 참조, ( 1 ). 보

강토체 상부의 성토사면이 무한하지 않고 중간에서 수평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그림 에서 보는 바1

와 같이 무한 성토사면화하여 수정된 사면각, 를 β 대신 식 에 대입하므로써 주동토압계수를(1)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β 성토사면의 경사각=

그러나 이러한 설계법은 상부 성토사면의 경사가 낮고 높이도 낮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부 성토사면이 급경사이고 높이도 높은 경우에는 상부 성토사면의 영향을 과소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상부 성토사면을 보강토체 전폭에 대한 등분포하중으로 보고 설. ,

계하는 것이 보다 안전측일 수 있다 표 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검토해 보기 위해 높이 의 보강토. 2 8m

옹벽을 대상으로 상부 성토사면의 높이가 와 사면 경사각이 인 경우에 대해3m 5m, 10°, 20°, 25°, 30°

상부 성토사면을 무한사면으로 보는 해석과 등분포하중으로 보는 해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에서 보. 2

듯이 사면 경사각이 높을수록 상부 성토사면을 무한 사면으로 보는 해석은 지지력과 보강재의 파단에

대한 안전율을 과대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보다 다양한 상부 성토사면 조건에 대하여 무한 성토사면

방법과 등분포하중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각 방법의 적용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검토가 시도되고 있다, .

cL

L

H

V 1=γ r HL

0

B

h

γ f L(h-H)
V 2=

2

h-H
φ f ,  γ f ,Kaf

β

h/3

FT=     γ f  h
2Kaf

φ r ,  γ r ,Kr

FV

i

FH

i

2H

FH = FT Cos (i)

Fv= FT  Sin (i)

배면토체

보강토체

1
2

M

h1

그림 외적 안정해석시 토압산정 상부 성토사면이 무한하지 않고 중간에서 수평으로 변화하는 경우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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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부 성토사면의 고려방법에 따른 해석결과 예 옹벽높이2. ( : 8m)

상부 성토사면 안전율(FS)

높이(m) 사면경사( )。 구분 무한사면화
삼각형 하중을

등분포화
전체를 등분포화

3

30

저면활동 1.79 2.32 2.22

전도 2.92 4.82 4.61

지지력 3.42 3.89 3.46

파단 1.09 0.93 0.84

인발 12.28 12.28 12.28

25

저면활동 1.70 2.06 1.94

전도 2.56 3.74 3.53

지지력 2.82 2.89 2.40

파단 1.07 0.96 0.84

인발 7.66 7.66 7.66

20

저면활동 1.76 1.98 1.83

전도 2.65 3.40 3.15

지지력 2.82 2.60 1.99

파단 1.03 1.01 0.85

인발 5.82 5.82 5.82

10

저면활동 2.03 2.13 1.99

전도 3.33 3.66 3.42

지지력 3.61 3.21 2.64

파단 1.01 1.16 1.01

인발 5.82 5.82 5.82

5

30

저면활동 1.56 2.01 1.83

전도 2.40 3.76 3.43

지지력 2.68 2.66 1.92

파단 1.01 0.85 0.67

인발 8.59 8.59 8.59

25

저면활동 1.60 1.92 1.70

전도 2.41 3.30 2.92

지지력 2.53 2.32 1.48

파단 1.08 0.93 0.70

인발 5.82 5.93 5.82

20

저면활동 1.71 1.97 1.78

전도 2.69 3.39 3.05

지지력 2.94 2.56 1.77

파단 1.03 1.00 0.79

인발 5.82 5.82 5.82

10

저면활동 2.03 2.13 1.99

전도 3.33 3.66 3.42

지지력 3.61 3.21 2.64

파단 1.01 1.16 1.01

인발 5.82 5.82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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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식 보강토옹벽 설계방법3.3

국토의 정도가 산지이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상 유효 활용 부지의 확대를 위해 높이70%

이상의 고성토 보강토옹벽의 적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성토 보강토옹벽은 보강토체에10m .

작용하는 응력수준과 시각적인 위협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단식으로 설계 시공된다 그러나 다단식의 높, .

은 보강토옹벽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기법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벽체의 과도한 수평변,

위 전면활동파괴 등과 값은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설계 및 시공관리가 이러한 피해의, ,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충식 한중근 등 특히 국내의 경우 전반활동에 대한 사( , 2002; , 2005). ,

면안정해석이 설계시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규모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국내에서 다단식 보강토옹벽의 설계는 설계법 등 이나 설계법FHWA (Elias 1996) NCMA (Collins

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림 와 그림 은 각각 설계법과 설계법에서 제시1997) . 2 3 FHWA NCMA

하고 있는 다단식 보강토옹벽 설계방법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설계법은 하단옹벽 설계시 상단옹.

벽을 상재하중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아직 합리적인 설계기법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운 형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단면에 대해 설계법과 설계법을 적용했을 때 일. , FHWA NCMA ,

반적으로 설계법이 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며 그 차이도 상당히 큰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FHWA , .

이들 설계법은 각 설계지침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비설계를 위한 설계법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충식 설계법과 설계법이 다단식 보강토옹벽의 특성을 충분히 반( , 2002). FHWA NCMA

영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이들 설계법이 제안된 미국의 경우 다단식 보강토옹벽의 적용이 필요할 정,

도로 높은 보강토옹벽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

이상 높은 다단식 보강토옹벽의 시공이 활발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다단식10m ,

보강토옹벽 설계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상단옹벽으로 인한 연직응력의 증가(a)

그림 설계법에서 다단식 보강토옹벽 설계방법의 개략도 유충식2. FHWA (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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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옹벽으로 인한 연직응력의 증가(b)

그림 계속 설계법에서 다단식 보강토옹벽 설계방법의 개략도 유충식2( ). FHWA ( , 2002)

그림 설계법에서 다단식 보강토옹벽의 상재하중 선정 방법 유충식3. NCMA ( , 2002)



- 148 -

전면벽체 보강재 연결강도 평가3.4 /

토목섬유 보강재와 전면벽체의 연결부에서는 보강재의 파단이나 인장이 유도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재의 연결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보강재 포설 간격은 수평토압이 전면벽체의 전단저항력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전면벽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이 벽체 사이의 전단응력.

을 초과한다면 예상치 못한 국부적 배부름 현상이 야기된다 따라서 국외의 보강토옹벽 설계지침에서는, .

전면벽체와 보강재 사이의 연결강도 특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전면벽체 보. /

강재 연결강도 특성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보강토옹벽 설계 시공 시 이를 간, /

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설계 및 시공시 전면벽체와 토목섬유 보강재간의 연결방식에 대한 검.

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연결부의 시공불량으로 인한 전면벽체,

의 균열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블록식 보강토옹벽의 경우 블록과 보강재의 연결강도에 기,

인한 안정성은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유발인장력과 설계연결강도를 비교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설계.

연결강도는 연결강도시험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시험법이 에 규정되어 있다 이 시, ASTM 6638 .

험법은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설계법 등 과 설계법 에FHWA (Elias , 1996) NCMA (Collins, 1997)

서도 채용되고 있다 이 두 설계법에서는 동일한 시험법을 활용하지만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에 있. ,

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설계법이 보다 보수적으로 연결강도 특성을 평가한다 또한 개정된, FHWA .

설계법 등 에서는 전면벽체와 토목섬유 보강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상의FHWA (Elias , 2001)

문제를 더욱 인식하여 연결강도시험시 크리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보수적으로 연결강도, ,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전면블록과 보강재 사이의 연결부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가 일부 진행되

고 있으나 그림 참조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관련 시험법 및 설계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와( 4 ), ,

논의가 시급히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전면블록 지오그리드 연결강도시험 모습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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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험법의 개발 및 검토4.

실내 내시공성시험4.1

일반적으로 토목섬유 보강재의 인장특성은 크리프 시공시 손상 온도 화학(creep), (installation damage), ,

용액 미생물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강재의 장기 설계인장강도 산정을, .

위해서는 보강재의 허용인장변형과 크리프특성 시공시 손상 등 가능한 모든 강도저하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토목섬유 보강재의 시공시 손상과 크리프 변형이 강도감소의 주요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Cho et al., 2006).

토목섬유 보강재의 내시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3

표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토목섬유 보강재의 내시공성은 보강재 뒤채움(Cazzuffi et al, 2001). 3 ,

흙 등 사용재료의 종류와 시공방법에 영향을 받는다.

표 내시공성 영향요인3. (Cazzuffi et al., 2001)

Materials Construction Activities

Geosynthetics Soils Installation Procedure Compaction

- Type

- Dimension and shpe of fibre

- Manufacturing technology

- Mass per unit area

- Polymer

- Mechanical properties

- Type

- Grain size distribution

- Angularity

- Shape

- Hardness

- Mechanical properties

- Level of compaction of base

layer

- Placement procedure of

geosynthetics

- Spreading procedure of the

second layer

- Type and weight of

equipment used in spreading

the soil

- Layer thickness

- Type and weight of

equipment used in

compaction

- Total compaction energy

- Level of compaction of

second layer

보강토 구조물에 대한 해외의 여러 지침에서는 토목섬유 보강재의 내시공성을 통상 일련의 실내 및 현

장 실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에 의하면 시공성 감소계수는. FHWA(1996) , ASTM D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험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목섬유 보강재의 시공성 감5818(1995) ,

소계수는 통상 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토목섬유의 내시공성1.1 2.0 .～

평가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조삼덕 등( , 2001).

현장 내시공성시험 은 현장에 포설된 지오그리드 시료 상부에 성토재가 포설(Installation Resistance Test)

되고 다짐작업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시공에 의해 지오그리드가 손상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다 이, .

시험은 와 등에 규격화되어 있다 현장 내시공성시험 방법은 기초ASTM D 5818-95 FHWA(1996), GSI-GG4 .

노상을 실제 구조물 축조시와 동일하게 처리한 후 규정 면적의 지오그리드 시료를 포설하고 그 상부에 성토,

재를 포설하여 실제 구조물 축조시와 동일하게 다짐한다 다짐 완료후에는 다짐된 흙을 지오그리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여 지오그리드 시료를 추출하고 추출된 시료에 대한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원시료의 인장,

강도와 비교한다 표 에서는 내시공성 시험방법들의 개요를 보여준다. 4 .

표 에 나타낸 현장 내시공성시험은 실제 현장 상태를 동일하게 재현하여 시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3 ,

우 정확한 강도감소계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시험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

또한 현장시험은 해당 현장에 대한 결과의 신뢰성은 높으나 여타 다른 현장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하,

는데 있어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현장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현장 내시,

공성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실내 내시공성시험을 표.

준화하기 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실제. ENV ISO 10722-1(Geotextile and

이 만들어geotextile-related products, procedure for simulating damage during installation, part 1)

져 현재 위원회에서 시험법으로의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실내 내시공성시험은 현장시험ISO TC 38 I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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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양한 현장 뒤채움흙의 특성을 적절.

히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

표 기 제시된 현장 내시공성시험방법의 개요4.

시험방법

항목

ASTM D

5818-95
FHWA GSI-GG4

시험용 시편 크기

실내실험용 시편

크기의 합의 배60

이상최소면적( :10m2)

최소면적 : 5m×3m 최소면적 : 10m2

기초노상 처리
실제 구조물 축조 시와

동일하게 수행

편평하고 비교적 비압축성

노상
적용될 현장 고려하여 수행

다짐조건
실제 구조물 축조 시와

동일하게 수행

최소 상대다짐95%

최대다짐횟수 회: 10
적용될 현장 고려하여 수행

인장시험방법 - 광폭인장강도시험

광폭인장강도시험

또는

리브인장강도시험

인장시험 시편수 -

최소 개9

편차가 를 초과시( 5%

추가실험,

최대 시편수 개18 )

일방향 지오그리드:

경사방향으로 개30

양방향 지오그리드:

경사방향으로 개20

그림 에 제시된 실내 내시공성시험 장비5. ENV ISO 10722 -1

크리프시험4.2

토목섬유에 대한 크리프시험은 일정한 온도조건에서 지속적인 인장하중이 작용할 때 지오그리드의 불구

속 인장 크리프거동을 평가하여 장기설계인장강도 산정시 고려되는 크리프에 의한 인장강도 감소계수를 결,

정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림 참조( 6 ). 토목섬유의 크리프 특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으로 장기 크리프

시험 시간 온도 중첩원리 를 이용한 단기 속성 시험이, - (Time-Temperature Superposition, TTS)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토목연구센터 지오텍스타일 보강토공법 보급위원회 에서는 등시& (2000)

하중 고려법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크리프시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단계등온법,

이 제안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stepped isothermal method, SIM) .

장기 크리프시험은 일정한 온도조건하에서 일정한 하중을 재하한 후 최소 시간까지의 크, 10,000

리프변형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며 시간 온도 중첩원리(ASTM D 5262, KS K ISO 13431), -

는 단기간의 시험으로 장시간 이후의 물성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기준온도 통상, ( 20 를 포함하여)℃

온도수준을 가지 수준 이상 변화시키면서 시간 이상 크리프시험을 수행한후 각각의 시간 크리프3 1,000 , -

변형률 곡선을 도출한다 가지 수준 이상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구한 시간 크리프변형률 관계곡선에 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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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분자 소재별로 산정될 수 있는 이동인자 를 이용하여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속성, (shift factor) 7

조건에서 시험한 결과를 시간축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장기 크리프변형률을 평가한다, (ASTM D 2990).

한편, 일본의 토목연구센터 지오텍스타일 보강토공법 보급위원회 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시하중 고& (2000)

려법에서는 지오그리드 최대인장강도의 범위에서 종류 이상의 하중을 재하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10%~90% 5

크리프 변형률을 시간 이상 측정한 후 지오그리드가 사용되는 구조물의 내구년수를 고려한 지오그리드1,000 ,

의 크리프 하중을 예측한다 또한 예측된 크리프 하중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하중비 크리프 변형 증가율( )-荷重比

곡선을 도시하여 크리프 변형률이 급증하게 되는 재하하중 수준과 비교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되어 크리프거동이 온도변화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HDPE(High

지오그리드에 대해 등시하중 고려법에 근거한 크리프 특성 평가가 시도되고 있Density Polyethylene)

다(Cho et al. 2006).

위에서 살펴본 장기 크리프시험법 시간 온도 중첩원리 활용법 및 등시하중 고려법은 공통적으로 시, , -

험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장기 크리프시험법은 시험기간 시간 이후의. (10,000 )

크리프 변형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시간 온도 중첩원리 활용법은 시험시료 간에 편차가 크고. - ,

고분자 소재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이동인자 산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등시하중. ,

고려법은 대단히 많은 시편에 대해 크리프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시편 간의 편차로 인한 오차발생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단계등온법을 이용한 크리프시험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시험기 전경 가 부착된 지오그리드 시료(a) (b) LVDT

그림 크리프시험 모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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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 온도 중첩원리를 이용한 합성곡선 유도의 모식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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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법을 이용한 지오그리드의 크리프 특성 평가 사례 구현진 등8. SIM PET ( , 2006)

단계등온법은 하나의 시료에 일정하중을 부여한 후 온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크리프변형률을 측,

정한다 크리프변형률 곡선을 탄성률곡선으로 변환시킨 후 온도별 크리프 탄성률 곡선의 기울기를 동일. ,

하게 맞추는 방법으로 크리프 탄성률 마스터 곡선을 구한 다음 로그시간 크리프 변형률 곡선으로 전환, -

하여 최종적으로 시간에 따른 크리프 변형률을 평가하게 된다 그림 참조 단계 등온법의 장점은 하나( 8 ).

의 시료를 사용하므로 시료 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험적인 이동인자를 적용하므로 이동인자에,

의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시험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년 이상의 수. 100

명예측이 가능한 크리프 마스터 커브를 산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16~32 (

현진 등 그러나 나 폴리오레핀 소재 외의 다양한 고분자 소재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 2006). PET

어지지 못한 실정이어서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

전면벽체 보강재 연결강도시험4.3 /

보강토 옹벽의 설계 시 국부적 안정을 위해 전면벽체와 보강재 사이의 연결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

법으로는 의 시험법NCMA(1997) SRWU-1 (Determination of connection strength between

그림 및 그림 참조 과 의 연geosynthetics and segmental concrete units)( 9 10 ) FHWA(1996, 2001)

결강도 시험법이 사용되고 있다.

블록 수직하중 적용 패드 수직하중 재하판① ② ③

수직하중 재하장치④ 보강재 받침대 클램프⑤ ⑥ ⑦

스크류 잭 변위 측정장치⑧ ⑨

그림 연결강도 시험장비의 개략도9. (NCM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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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력 변위 관계 곡선 연결강도 수직력 관계 곡선(a) - (b) -

그림 연결강도 시험결과를 활용한 연결강도 평가 곡선10. (NCMA, 1997)

현행 연결강도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실내시험 시 실제 현장의 완벽한 재현과 평가결과

에 반영되는 영향인자들의 적용이다 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험법은 모두 기존 의 시험법을. FHWA NCMA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연결강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더욱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제안하,

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설계적용 시 안전율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평가. , FHWA

법의 경우에는 매우 보수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년에 개정된 의 보강토옹벽. 2001 FHWA

설계지침 에서는 시험법을 기초로 시간 이상 시험을 지속하여 토목섬(Elias et al., 2001) SRWU-1 , 1,000

유의 크리프 변형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 의한 연결강도 특성 평가는.

국내 현실에 비추어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국내 보강토옹벽 시공 여,

건을 고려하여 전면벽체 보강재 연결강도 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 /

하다.

신공법 신기술 개발5. /

전면 식생형 보강토옹벽5.1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강토옹벽

에서도 전면벽체에 식생을 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전면 식생형 보강토옹벽은 크게, .

전면벽체 없는 포장형 녹화 보강토옹벽 화단식 녹화 보강토옹벽 식생공간을 갖는 블록식 수직 보강토, ,

옹벽 등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토목섬유학회 그림 은 전면 식생형 보강토옹벽3 ( , 2006). 11

종류별 시공사례를 보여준다.

전면벽체 없는 포장형 녹화 보강토옹벽은 이상의 경사를 갖는 급경사 보강토 사면의 한 형태1: 0.3

로서 일반적으로 포장형 보강토옹벽과 유사하나 뒤채움흙 다짐시 옹벽 전면부의 배부름 현상을 최소화, ,

하기 위해 지지체로서 형이나 판형 등의 강재틀을 사용하며 효율적인 식생을 위해 지오그리드 등의L ,

보강재와 함께 생장속도가 빠른 종자의 씨앗과 식생기반을 함유한 식생매트를 사용하거나 옹벽 전면부,

에 식생기반층을 설치하고 씨앗을 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옹벽 형태는 벽체 전면에 잔디류를.

주로 식생하여 전체적으로 우수한 녹색 경관을 조성할 수 있으나 급경사 사면의 형태로 시공되기 때문,

에 연직옹벽에 비해 유효활용 용지의 확보에 다소 불리하다 화단식 녹화 보강토옹벽은 블록식 보강토.

옹벽의 전면블록 형태를 변형시켜 전면블록의 앞쪽 부분을 돌출시키고 그 곳에 화단을 조성하는 기법을

사용하며 옹벽높이가 대체로 이하로 제한적이다 식생공간을 갖는 블록식 수직 보강토옹벽은 수직, 6m .

성을 유지하면서 전면부에 식생이 가능하도록 전면블록 형태를 변형시킨 보강토옹벽으로 전면블록 내,

에 수목의 식생이 가능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목의 뿌리가 전면블록과 인접한 보강토체 내에 설,

치된 식생기반층에서 자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녹화 보강토옹벽은 식생기반층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식생 종자나 수목의 선택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시공 현장 환경 조건 특히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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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 따라 식생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 .照度

또한 시공성과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공법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재틀 보강토옹벽, .

은 기존 보강토옹벽과는 달리 전면벽체를 크게 하여 전면벽체의 안정효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면벽체는 정도의 현장조립 강재틀 내에 쇄석을 속채움하여 시공하며, 160x160x80cm ,

전면벽체는 식생이 가능하도록 전면기둥 안쪽에 메탈스크린을 설치하여 메탈스크린과 전면부 사이에

이상 두께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이중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광우 등 그림 참135mm ( , 2007)( 12

조 이와 함께 기존의 목재틀 옹벽에 보강토 개념을 접목시킨 목재틀 보강토옹벽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

다 목재틀 보강토옹벽은 자연 친화적인 벽면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존 목재틀 옹벽의 장점과 시공성. ,

및 경제성이 우수한 보강토옹벽의 장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기존 목재틀 옹벽의 전면벽체 단면 크기

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높은 옹벽에의 적용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3

참조).

포장형 녹화 보강토옹벽 화단식 녹화 보강토옹벽(a) (b)

식생공간을 갖는 블록식 수직 보강토 옹벽(c)

그림 식생공간을 갖는 블록식 수직 보강토옹벽 사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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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재틀 보강토옹벽의 구성 그림 목재틀 보강토옹벽 개요도12. 13.

일반적으로 토목섬유 보강토옹벽에서는 전면벽체 내부와 경계부에 있는 토목섬유 보강재가 꺾임에 의

해 유발 인장력이 크고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벽체와 보강재.

사이에 연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형 연결장치 문희정 등, . I ( , 2007)

는 연결장치의 한쪽 끝부분은 전면블록에 결속하고 반대쪽 끝부분은 지오그리드와 결합되는데 전면블,

록과 결속되는 부분에 비해 지오그리드를 체결하는 부분의 치수를 크게 하여 연결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면블록 배면에 시공되는 쇄석배수층의 침하시 형 연결장치가 함께 침하할 수. , I

있도록 되어 있어 쇄석배수층 침하로 인한 지오그리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참조( 14 ).

형 연결장치를 이용한 블록 보강재 연결 침하 발생 모식도(a) I / (b)

그림 형 연결장치를 이용한 블록식 보강토옹벽1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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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토목섬유 보강토옹벽 공법에 대하여 토목섬유 보강

재와 설계방법 시험방법 및 공법 등에 대한 기술현황과 개발동향을 분석 고찰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 , ,

면 다음과 같다.

토목섬유 보강재의 경우 아라미드섬유와 같은 고강도 섬유의 활용이 시도되는 등 우수한 인장강도(1) ,

특성과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갖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토목섬유 보강토옹벽의 설계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뒤채움재 선(2)

정기준 상부 성토사면 고려방법 다단식 보강토옹벽 설계방법 전면벽체 보강재 연결강도 평가방법 등, , , /

을 들 수 있으며 이 항목들의 개선을 위한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최근 보강토옹벽 설계시 요구되는 토목섬유의 공학적특성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3)

한 새로운 시험방법들이 제안 검토되고 있는데 특히 현장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내시공성시험과, ,

시험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등온법 에 의한 크리프시험 및 전면벽체 보강재의 연결강도시험(SIM) /

등에 대한 국제 규격화 논의가 활발하다.

보강토옹벽의 친환경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이 활발하며 특히 보강토옹(4) / ,

벽 전면에 식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목재 등의 천연재료로 전면벽체를 구성하는 친환경적 공법과 전면

벽체를 크게 하여 전면벽체의 안정효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 및 특별한 연결장치를 사

용하여 전면벽체와의 연결부에서 토목섬유 보강재의 손상 및 유발인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등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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