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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new temporary earth retaining wall system
using landslide stabilizing piles. This system is a self-supported retaining wall(SSR) without installing supports
such as tiebacks, struts and rakers. The SSR is a kind of gravity structures consisting of twin parallel lines of
piles driven below dredge level, tied together at head of soldier piles and landslide stabilizing piles by beams.
There are three types of excavation wall structures: standard method for medium retained heights(<8.0m),
internal excavation method and slope excavation method for deep-excavation applications(>8.0m). In the
present study, the measured data from seven different sites which the SSR was used for excav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behavior lateral wall movements associated with urban
excavations in Korea.

Key words : self-supported retaining wall(SSR), landslide stabilizing piles, standard method, internal excavation
method, slope excavation method

서 론1.

최근 경제성장과 지방도시 개발로 인한 대규모 신도시 및 지방 행정도시 개발사업을 위하여

구조물 건설을 위한 토지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와,

지하구조물 공사를 위한 지반굴착의 여건은 점차 어려워져 가는 경향이다 그 원인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전제 속에서 까다로운 관련법규와 주변 여건의 변화가 주원인이라 하겠다.

지반굴착 공정은 토목 및 건축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필수 공정이며 기초공사 기,

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공사기간의 단축이 중요한 과제

로 부각되고 있다 시공현장이 도심지에 있는 건축현장의 경우 주변 구조물의 영향에 의한 공.

간의 한정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은 시공성 개선 및 공사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더욱 증,

대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지하공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사기간의 단축과 원가절감을 이.

룰 수 있는 지하 흙막이 공법에 대한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열 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2 H- (SSR ;

공법은 지보재가 필요 없이 굴착되므로 부지활용 및 시공성 개Self-Supported earth Retaining wall)

선효과가 뚜렷하며 각종 지보재 절감에 따른 경제성 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 역시 우수하다고 할 수 있,

다 공법은 현재 아파트 지하차도 생활체육시설 등의 각종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공법의 경제성. SS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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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우수성을 입증받았으며 계속적인 연구 및 현장적용을 통하여 흙막이 벽체,

의 시공 및 굴착방법 개선 등으로 공법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법이 적용된 여러 현장의 시공사례 및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흙막이 벽체의 시SSR

공 및 굴착방법에 따른 공법의 거동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공사에서 경제성SSR ,

시공성 및 안정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법의 시공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SSR .

공법의 개요2. SSR

공법의 원리2.1 SSR

공법은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흙막이 벽체 후면에 사면파괴 방지용 억지말뚝의 역할을 하SSR 1

는 후열 말뚝을 활동토괴를 관통하여 부동지반까지 설치함으로써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사의 활동

하중을 말뚝의 수평저항으로 부동지반에 전달시키는 공법이며 억지말뚝으로 차적인 토압을 감소시켜, 1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분담하고 가로보의 연결을 통한 억지말뚝과 흙막이 벽체의 일체화로 인하여 흙막

이 벽체의 강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스크럿 레이커 및 어스앵커 등의 지보재가 필요 없이 지반굴착을 수,

행할 수 있는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다.

공법은 지반조건 및 최종 굴착심도에 따라서 흙막이 벽체와 후열말뚝의 간격 말뚝의 근입장 및SSR ,

말뚝의 강성 등을 조절해 준다면 지보재를 사용하는 기존 흙막이 공사와 비교하여 약 의 공사, 20~30%

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로보

후열말뚝

억지말뚝( )

흙막이 벽체
흙막이 벽체

사면안정용 억지말뚝 공법의 개념도SSR

그림 공법의 원리1. SSR

공법의 설계 및 시공2.1 SSR

공법의 설계단계는 적용가능성 평가 설계자료 획득 그리고 설계단면 결정 및 안정성 검토로 구SSR ,

분할 수 있으며 먼저 굴착심도 및 지반조건 등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적용가능성 평가가 완, .

료되면 적용현장의 토질조사보고서와 상세 현장조건 파악 현장 시험 터파기 및 기존 문헌자료를 통해( )

지반 물성치를 결정한 후 말뚝 설계에 필요한 굴착사면의 활동력과 저항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 SSR

법 전용 해석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개략적인 설계단면을 결정하고 산정(DeSSR) ,

된 설계단면에 대하여 와 같은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굴착 안정성을 검토하는 단FLAC3D

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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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프로그램(a) 안정해석(b) 설계단면 결정(c) 안정성 검토(d)

그림 공법의 설계단계2. SSR

공법의 시공단계는 그림 과 같이 크게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SSR 3 4 ,

다 첫 번째 지반굴착이 이루어지는 굴착면을 따라 소정의 간격으로 흙막이 벽체 시공을 위한 전열. ,

을 설치하는 단계 두 번째 설치된 전열 과 소정의 간격을 띄우고 그 외측으로 후열H-Pile , , H-Pile

을 설치하는 단계 세 번째 흙막이 구조체의 일체화 거동을 위한 가로보 및 띠장을 연결하며 마H-Pile , , ,

지막으로 지반굴착의 순서로 진행한다 전후열 설치시에는 말뚝의 확실한 근입과 굴착 바닥면에. H-Pile․
서의 변위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타와 양질의 재료 현장 유용토 모래 등 또는 시멘트 밀크를 사( , )

용하여 채움다짐을 시행하며 전후열 말뚝의 두부체결 가로보 띠장 은 현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볼팅, ( , )․ ․
또는 용접으로 시공하게 된다 이 때 가로보 및 띠장은 현장의 작업여건에 따라 시공순서를(Bolting) . ,

변경하여도 구조적 안정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파일 설치(a) H- 띠장 설치(b) 가로보 설치(c) 지반굴착(d)

그림 공법의 시공단계3. SSR

현장조건에 따른 시공방법3.

현장적용 개요3.1

공법이 적용된 현장은 개 현장이며 적용현장의 굴착부 지반조건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SSR 7 ,

이는 있으나 상부 매립토와 그 하부에 풍화토가 분포하고 굴착심도는 대략 이다 표 은4.5m~7.0m . 1

공법의 현장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이다SSR .

표 공법 적용현장1. SSR

적용 현장 벽체 형식 굴착심도(m) 근입장 조건 원안 설계

광명 철산 재건축 APT SCW 5.3 토사 채움 어스앵커

화성 향남 상록 APT 토류판H-Pile+ 5.9 시멘트 밀크 채움 레이커

수원 신매탄 재건축 APT 토류판H-Pile+ 4.5~7.0 모래 채움 레이커

광주 수완 주공 APT 토류판H-Pile+ 5.5 토사 채움 레이커

인천 신현 재건축 APT 토류판H-Pile+ 5.8 토사 채움 스트럿

용인시 생활체육센터 토류판H-Pile+ 6.0 토사 채움 어스앵커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토류판H-Pile+ 7.0 토사 채움 스트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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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방법3.2

공법의 굴착심도 이내의 지반굴착시 별도의 지보재가 필요 없이 굴착이 가능한 자립식 흙막SSR 8m

이 공법이다 공법은 현재 아파트 지하차도 생활체육시설 등의 각종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공법의. SSR , ,

경제성 시공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우수성을 입증받았으며 적용 가능한 지반조건의 확대 및 제한 굴착, ,

심도의 증가를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현장적용을 통해 공법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공법이 적용된 개 현장에서 시공된 흙막이 벽체 형성 및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굴착심도 최. SSR 7 , ,

종 구조물 및 현장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다음의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그림3 ,

에 나타내었다4 .

일반굴착법 양호한 지반조건에서 굴착심도 이내의 일반적인 지반굴착- : 8m

내부굴착법 상부 지반이 연약하거나 굴착심도 이상의 대심도 지반굴착- : 8m

사면굴착법 양호한 지반조건에서 굴착심도 이상의 대심도 지반굴착- : 8m

일반굴착법(a) 내부굴착법(b) 사면굴착법(c)

그림 공법의 흙막이 벽체 형성 및 굴착방법4. SSR

일반굴착법은 자립성이 양호한 지반조건에서 굴착심도 이내의 비교적 얕은 심도의 지반굴착시 적8m

용되는 공법의 가장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써 도심지 굴착 등과 같이 작업공간이 협소할 경우 효SSR

율적이고 경제적인 흙막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내부굴착법은 지반굴착시 전면의 흙막이 벽체와 후.

열 억지말뚝 사이의 상부쪽 토사를 제거함으로써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을 경감시켜 대심도 굴착

이 가능한 방법이다 사면굴착법은 굴착작업 공간에 여유가 있을 경우 흙막이 벽체 후면으로 일정 경사.

의 사면을 따라 토사를 제거하고 지반굴착을 수행하여 흙막이 벽체 형성에 소요되는 자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심도 지반굴착이 가능한 방법이다.

현장적용 결과4.

공법이 적용된 개 현장 중에서 개 현장은 일반굴착법으로 시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개 현장SSR 7 5 , 2

은 각각 내부굴착법과 사면굴착법으로 시공이 되었다.

일반굴착법 적용현장4.1

광명 철산 재건축- APT

광명 철산 재건축 현장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써 당APT ,

초의 흙막이 설계는 어스앵커 지지공법이 적용되었으나 어스앵커의 대지경계 침범 및 지중 구조물의 간

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법으로 변경되어 시공되었다 지하수위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열부S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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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벽체는 벽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굴착심도 에 대해 전열 및 후열 말뚝의 설치간격은S.C.W , 5.3m

각 각 그리고 전후열 말뚝의 설치간격은 가 적용되었다 또한 지반굴착에 따른 현1.35m, 1.80m 1.50m .․
장의 시공관리와 흙막이 벽체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기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및( , ,

변형률계 를 설치하여 계측을 수행하였다 지중경사계는 최대발생변위 지표침하계는 최대) . 3.68mm,

침하 그리고 지하수위계는 약 의 수위변화를 보임으로써 흙막이 벽체의 변위발생이 상대적4mm , 0.5m

으로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열말뚝과 가로보에 발생되는 응력은 최대 약 로써 모두 계, 30kgf/㎠

측기준 허용치 이내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신매탄 재건축- APT

수원 신매탄 재건축 현장의 생활편익시설 구간에 적용된 공법의 경우 당초설계에서는 레이APT SSR

커 지지공법이 적용되었으나 현장의 준공기한에 따른 급속시공과 후속 공정의 시공성 개선을 통한 최종

구조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본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굴착조건은 굴착심도 에 대하여. 4.5~7.0m

흙막이 벽체의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단계별 굴착을 계획하였으나 하절기의 계속되는 강우 영향으로

단계별 굴착과 급속굴착을 병행하여 시공하였다 현장시공에 따른 계측결과 최대 발생변위는 단계별 굴. ,

착시 와 급속굴착시 로 나타나 급속시공에서도 열 말뚝으로 설치된 자립식 흙막이의 안정5.0mm 18mm 2

성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지표침하계는 최대 침하 지하수위계는 약 의 수위변화를 보이, 9.7mm , 0.9m

며 전후열말뚝을 연결하는 가로보에 발생되는 응력은 최대 약 로써 모두 계측기준 허용치 이, 227kgf/㎠․
내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광명 철산 재건축 시공전경5. APT 그림 수원 신매탄 재건축 시공전경6. APT

화성 향남 상록- APT

화성 향남 상록 현장의 지반 굴착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은 당초 설계에서 레이커 지지공법이 적APT

용되었으나 아파트 본체 및 지하주차장 구조물 시공시 방수 등 품질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SSR

공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흙막이 벽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열부 흙막이 벽체의 엄지말뚝.

시공시 말뚝의 근입장 부분에 시멘트 밀크채움을 시행하였다 본 현장 역시 하절기 강우 영향 및 공사.

일정에 의하여 굴착심도 를 회에 걸쳐 급속하게 굴착하였으나 계측값은 모두 계측기준 허용치 이5.9m 2

내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속 구조물의 시공성 개선 및 품, 7(b)

질확보에 매우 우수한 공법임을 알 수 있다.

인천 신현 재건축- APT

인천 신현 재건축 현장의 생활편익시설 구간의 지반 굴착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은 당초 설계에APT

서 스트럿 지지공법이 적용되었으나 공법으로 변경하여 적용되었으며 굴착에 따른 계측값은 모두SSR

계측기준 허용치 이내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은 지반굴착 완료되고 되메움 후 구조물이. 8

시공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며 전후열을 연결하는 가로보는 해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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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적용 전경(a) SSR 후속 구조물 품질확보(b)

그림 화성 향남 상록 시공전경7. APT

그림 인천 신현 재건축 시공전경8. APT 그림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시공전경9.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의 지하차도 구간 지반굴착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은 당초 설계에서

스트럿 지지공법이 적용되었으나 굴착공정의 시공성 불량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시 방수 불량 및 강재, ,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설계변경이 수행되었다 현장.

의 지반여건 및 굴착심도 등을 고려한 결과 그림 와 같이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공법과 어스앵커, 9 SSR

지지공법이 각각 적용되어 기존 공법과의 시공성 및 경제성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었다 공법이. SSR

적용된 구간에서는 어스앵커와 같은 지보재 설치가 생략됨에 따라 약 의 공사비 절감 및 약20% 30%

이상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굴착에 따른 계측값을 검토한 결과 안정성 측,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굴착법 적용현장4.2

광주 수완 주공- APT

광주 수완 주공 현장 내 지하 저수조 설치 구간은 당초 설계에서 레이커 지지공법으로 지반 굴APT

착이 계획되었으나 레이커 단 지지에 따른 후속 구조물의 시공성 및 품질확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 2

여 공법으로 변경되었다 공법이 적용된 구간은 아파트 구조물이 바로 인접해 있으며 굴착SSR . SSR ,

상부에 매립층과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흙막이 벽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굴착법이

적용되었다 내부굴착법으로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을 일부 제거함으로 인하여 굴착에 따른 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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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법 시공전경 광주 수완 주공10. SSR ( APT)

사면굴착법 적용현장4.2

용인시 생활체육센터-

용인시 생활체육센터 현장은 당초 어스앵커 지지공법이 적용되었으나 현장의 토목공정 준공기한의 문

제로 인하여 급속시공이 요구되어 공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이상의 비교적 대심도 굴착이 요SSR . 8m

구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반조건 및 현장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사면굴착법이 적용되었다 대심도.

굴착이 수행된 구간의 경우 흙막이 벽체는 높이로 시공되었으나 사면의 높이가 임을 고려했을, 6m 3m

때 본 공법은 현장 조건에 따라서 약 정도의 대심도 지반굴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굴착에 따9m

른 계측값은 모두 계측기준 허용치 이내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공법 시공전경 용인시 생활체육센터11. SSR ( )

결 론5.

본 공법을 굴착공사에 적용한 결과 지보재 설치 공정의 생략 및 원활한 굴착작업의 진행으로 현장1) ,

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후속공정의 시공성 개선과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를 통해 최종 구조물의 품,

질확보가 유리한 점 등으로 공사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공법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상세한 현장 지반조사와 수치해석 을 통한2) (FLAC3D)

최적 설계단면 산정 및 전체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시공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지반굴착과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각종 계측을 수행하였다.

현장의 작업일정 준공기한 강우 등 으로 인해 급속시공으로 지반굴착을 수행한 경우에도 최대 발생3) ( , )

변위가 모두 계측 허용치 이내에서 만족하였으며 이는 열 말뚝으로 일체화된 자립식 흙막이 벽체, 2

가 강성이 큰 강재틀과 같은 구조체로 작용하여 발생토압에 대한 변위에 효과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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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상부지반이 연약하거나 이상의 대심도 지반굴착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열 흙막이 벽체 사4) 8m 2

이의 토사를 제거하는 내부굴착법을 적용한 결과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을 경감시킴으로써,

흙막이 벽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굴착작업 현장에 부지여유가 있을 경우 흙막이 벽체 후면으로 사면을 형성하여 굴착작업을 수행하는5)

사면굴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상의 대심도 지반굴착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8m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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