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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거동에 대한 이론연구와 실험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봉합구조와

합리적인 설계 강도의 결정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수행 실험은 지오텍스타일 튜브 제품을 형성하.
기 위해 사용되는 봉합사에 대한 해수조건을 고려하여 내구성 평가와 봉합강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

한 봉합형태에 따른 봉합강도를 평가하여 고찰하였다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의 결정에서.
지오텍스타일 자체의 강도 감소인자 뿐 아니라 봉합부에서의 여러 감소인자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확

히 평가할 수 있는 시험규격의 정립이 요구된다 봉합사의 강도가 유사한 경우 봉합형태가 봉합강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봉합사의 봉합 후 긴장상태도 실험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Key words : 지오텍스타일 튜브 봉합강도 봉합형태 강도 감소인자 장기설계강도, , , ,

서 론1.

지오텍스타일 튜브는 튜브의 주입구에 펌프와 연결된 배송관을 연결하여 준설토 등 현장토사를 채워

긴 베개형태의 최종 형태를 완성하며 각종 침식에 대한 저항 구조물로서 각종 방사제 인공 방파제 인, , ,
공 모래언덕 해안 침식방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 오염토의 탈수처리를 위한 적용으로 그, .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오텍스타일 튜브에 대해서는 초기 적용성에 대한 사례연구와 재료에 대한 연.
구에 이어 설계를 위한 기본 이론정립에 대한 연구와 수치해석에 대한 연구 등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뤄

졌고 환경 분야까지 적용성 확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재료적 관심. ,
방향은 최근 가격 경쟁력의 확보와 장기적인 거동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제품의 생.
산과정에서 이뤄지는 봉제공정은 제품의 단가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장기거동의 안정성에도 봉합

부는 중요한 인자로서 그 거동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오텍스타일 튜브는 봉.
합부의 인장강도가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에 비해 보통 정도 수준으로 낮아 장기설계강도 산25-60%
출에 불리한 인자로 작용한다 또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지오텍스타일의 하자는 대부분 봉합부의 국부적.
혹은 전체 파단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지오텍스타일 튜브 봉합부의 장 단기거동이 지오텍스타. ,
일 튜브 전체 장기거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거동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연구의 전개를 위해 재료적 관점

에서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봉합거동에 대한 이론연구를 실시하고 봉합거동의 장단기적인 거동에 대,
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분석 개선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오텍스타일 봉합강도에 영, .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론연구 분석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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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2.

지오텍스타일 튜브 봉합부와 단기 파단거동2.1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적용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파단 혹은 하자 거동이 봉합부의 파단이다.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적인 파단거동처럼 봉합부의 조직이 와해되거나 파단되어 나타나는 국1
부적인 채움재의 누수현상이나 전체적인 봉합부의 파단으로 튜브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지오텍스타일.
튜브 단면의 외경에 작용하는 하중은 단면 외경을 형성하는 지오텍스타일 재료에 균일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할 때 상대적으로 강도가 작은 봉합부에 하중집중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지오텍스타일 튜브, ,
에서 우선적으로 파단이 예상되는 부분은 봉합부가 되는 것이다.

봉합부 국부적 파단 봉합부 파단(a) (b)

그림 대표적인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부 파단거동1.

봉합부에서 발현할 수 있는 강도는 지오텍스타일 튜브를 구성하는 직포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가

증가할수록 그 효율을 저하하여 채움재를 채우기 위해 작용하는 펌프 압력과 같은 작업하중에 의해 쉽

게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오텍스타일 봉합부가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단기 안정성을 결.
정하는 주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2.2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인장강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접근은 그림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오텍스타일2
튜브는 축 방향 하중(Taxial 과 튜브 단면의 원주방향을 따라 발현되는 하중) (T 의 평면상의 하중에 대해)
제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오텍스타일 튜브 재료내의 하중은 원주방향 발현 하중. , T 이,
축 방향을 따라 발현되는 하중, Taxial 보다 크며 따라서 설계시 강도 비교 기준은, T를 기준으로 하고 있

다 지오텍스타일 튜브 시스템에서 재료의 합리적인 선택은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 식 에 적용되는 여러 감소인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기술 데이터를 확(1)
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봉합과 관련하여서는 제시된 식 의 기준 값처럼 가장 큰. (1)
감소인자가 적용됨을 알 수 있고 통상, RFSS 보다는 보다 향상된 봉합효율에 의한 값을 적용하는= 2.0
것이 우수한 기능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1)

여기서,
Twork 계산에 의해 얻어지는 지오텍스타일 내에 발현되는 하중 통상= , Twork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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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t 에 의해 결정되는 지오텍스타일의 최대강도로= ASTM D 4595 Twork의 방향의 대응 강도.
RFid 시공중 주입압에 의해 유발되는 봉합부의 파단을 고려한 감소계수 최소 이상을 고려= , 1.3
RFss 봉합강도의 감소계수 고강도의 지오텍스타일에 비해 봉합효율이 낮으므로 최소 이상= , 2.0

을 고려하며 에 의해 얻어진 봉합효율을 근거하여 산출함 봉합효율ASTM D 4884-90 , 1/( )
RFd 지오텍스타일 튜브 내외부 인자에 의한 화학적 분해와 생물학적 분해를 고려한 감소계수= ,

와 에 의해 고려되는 화학적 및 자외선 분해인자를 고려 토목ASTM D 5322-92 D 4355-92 ,
섬유는 화학적으로 비활성으로 안정하고 자외선 안정 처리된 제품에서는 최소 이상을1.0
고려

RFc 크리프 감소계수 사용되는 지오텍스타일 재료의 와 에 따라 결정되는= , ASTM D 5262 D5263
크리프 관련 감소계수로 고분자재료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고려1.5

그림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단면과 하중 관계도2.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효율2.3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효율이란 튜브를 형성하는 지오텍스타일 인장강도와의 비율이다 이 값은.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 강도에서 아주 중요하다 전체 지오텍스타일 튜브에서 봉합부의 강도가.
지오텍스타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강도감소를 고려하는 감소인자로서 봉합효율을 고려한다 대.
부분 시방기준에 근거하여 봉합효율을 로 설정하고 봉합에 의한 강도감소를 고려하며 지오텍스타일50% ,
인장강도의 에 해당하는 강도 값이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 기본 값으로 결정되게 된다50% .
그러므로 봉합효율이 높을수록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 결정에 유리하며 이는 곧 지오텍스타

일 튜브의 경제성과 연관된다 봉합강도는 나 에 준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시편. ASTM D4884 ISO 10321 .
폭은 여분으로 양 폭 변부에 여분을 봉합부에 두고 시편을 절단하고 정해진 시험 속도 보200mm, 25mm (
통 에 따라 시험하여 봉합강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봉합효율은 얻어진 값과 아래 방법으로 얻10%/min) .
어진 인장강도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기한다.

접합효율   


×  (2)

여기서 Tseam은 봉합강도 시험법에 의해 얻어진 최대 봉합강도, Tgeotextile은 광폭인장강도 시험법에 의해

얻어진 최대 인장강도이다.
그리고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는 다른 토목섬유와 같은 나 에 준하는 방법ASTM D 4595 ISO 10319

으로 평가된다 이 값은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허용강도 결정의 기본 값이 된다 시료크기는 폭. .
초기 시료장 로 하여 파지한 후 인장속도는 약 로 평가하여 최대200mm, 100mm 10~20%/min, (20±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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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와 신도를 구한다 대표적인 지오텍스타일에서의 봉합효율은 지오텍스타일의 종류에 따라 표. 1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제품의 종류와 인장시험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대표적인 지오텍스타일 봉합효율1.

지오텍스타일 형태

봉합효율(%)

강도Grab

(ASTM D4632)

광폭인장강도

(ASTM D4884)

부직포 90 90

슬릿 필름 직포 90 40-60

모노필라멘트 직포 90 40-60

고강도 직포PET 90 40-60

실 험3.

지오텍스타일 튜브에서 봉합부의 장기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현재 생산되는 제품의 봉합강도보다

향상된 강도를 보이는 봉합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이론배경을 통해 고려된 봉합구조인자를 감안하여 겹

침봉합구조 의 봉합강도를 결정하였다 몇 가지 구조적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값을 구(overlap stitching) .
하였다 그리고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거동에 미치는 봉합부의 장기거동을 고찰하기 위해 봉합사를.
중성염수조건에 처리하여 거동을 평가하였다.

봉합형태에 따른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강도 실험3.1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강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봉합형태에 따른 봉합강도를 평가 고찰하였다, .
지오텍스타일에 봉합을 부여하기 위해 표 와 같은 종류의 봉합사와 종류의 봉합 열을 채택하였다2 4 2 .
그림 와 같이 폴리프로필렌 직포를 이용하여 열 오버랩 봉합과 열 오버랩 봉합을 실시하였다 폴리2 6 12 .
프로필렌 직포를 사용한 것은 면이 해안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특성상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다 각3 .
봉합된 시편에 대한 봉합강도는 에 근거하여 평가였다KS K ISO 10321 .

(a) 6row seam (b) 12row seam

그림 실험에 이용된 봉합 형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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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봉합사의 종류와 봉합형태2.

봉합사

A B C D

가연사4500D 가연사3000D
4000D

기본봉합사

4500D

열 가연사2

봉합형태 6row 6row 6row 6+6row

Seam strength

(KN/m)
99.6 117.9 131.0 60.3

해수조건을 고려한 봉합사 내구성 평가 실험3.2

봉합사에 대해 해수조건을 고려하여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건하에서 실험을 실시하였

다 주어진 조건에 처리한 후 얻어진 인장강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우선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에. .
흔히 쓰이는 고강도의 폴리에스테르 사를 봉합사로 선정하였다 케블라 다이니마 등과 같은 고강도 봉. ,
합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높은 가격으로 사용이 보편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료 고강도 폴리에스테르사 데니어: (2000 )
실험방법 의 염수분무 시험기를 이용: KS D 5902

염수조건은 이 첨가된 증류수- 5% Nacl
온도조건은- 35 (pH = 6.9)℃

약 시간 동안 처리- 48
평가항 인장강도의 변화:

결과 및 고찰4.

봉합형태에 따른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강도4.1

에 근거하여 얻어진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유형의 봉합강도가 유형의 봉합KS K ISO 10321 3 . A D
강도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편 는 열의 봉합을 부여하여 큰 봉합강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D 12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봉합하는 과정에서 바늘에 의한 원 지오텍스타일의 손상이 유발되어 해당 부분.
에서 지오텍스타일의 파단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 의 에서 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3 (b) .

표 봉합사 종류 및 봉합형태에 따른 봉합강도3.

봉합사
A B C D

4500D 3000D 4000D 4500D

봉합형태 열6 열6 열6 열6+6

봉합강도 (KN/m) 99.6 117.9 131.0 60.3

봉합효율 (%) 46.1 54.6 60.6 27.8

열의 경우 첫 열은 꼬임이 없는 봉합사를 두 번째 열은 꼬임을 부여한 봉합사를 각기 적용하였는12 6 6
데 동일한 봉합선상에 추가적으로 열 봉합을 부여하는 방식은 강도 저하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6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시편에 대한 결과를 보면 봉합사의 인장강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봉. A, B, C
합형태나 봉합형태가 보다 중요한 영향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봉합부에서 슬립이나 원 지오텍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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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파단이 일어나는 경우는 최적의 봉합으로 보기 어렵다 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면 원 지오텍스타. A
일의 파단이 발생을 방지하고 슬립을 방지할 적합한 봉합사의 긴장상태 유지를 위한 방법 등이 평가되

어야 한다 또한 인장강도평가 동안에 시편의 채취를 위한 절단에 의한 봉합사의 긴장상태의 교란이 야.
기되었으며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개선된 평가법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편 의 파단 형태 시편 의 파단 형태(a) a (b) b

그림 각 시편의 파단 형태3.

위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양하다 봉합형태.
에 따라서 봉합강도가 변할 뿐만 아니라 봉합밀도 봉합사의 특성 봉합 후 봉합사의 상태 등 인자도 봉, ,
합강도에 영향을 준다.

봉합사의 특성과 봉합강도4.1.1

봉합부에서의 파괴는 봉합사의 파단 지오텍스타일 구조의 붕괴 조직 섬유의 슬라이딩에 의해 직물조, (
직이 무너지는 현상 지오텍스타일 구성섬유의 파단 등으로 나타나는데 최적의 봉합강도를 얻기 위한),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대한 고강도의 봉합사의 사용은 비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며 단순한.
봉합사의 강도 고려뿐 아니라 봉합구조 봉합 열 등 의 최적화를 함께 고려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봉합밀도와 봉합거동4.1.2

봉합밀도는 기본적으로 조밀할수록 봉합강도는 증가하나 일정 값 이상에서는 원 지오텍스타일의 손상

을 유발하여 강도 값의 감소를 보인다 이러한 거동은 일반적인 거동이며 원 지오텍스타일을 구성하는.
섬유의 형태에 따라 그 거동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스플릿 필라멘트를 적용하는.
폴리프로필렌 직물의 경우 바늘에 의해 봉합과정중 원사의 손상이 발생하여 동일한 봉합조건에서 멀티

필라멘트 섬유구조보다 낮은 봉합강도를 보인다 그리고 봉합 열 을 구성함에 있어 간격. (row of stitching)
과 복수 열의 구성방법 또한 봉합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오텍스타일 섬유를 구성하는 섬유의 종류.
와 제직방법과 봉합기의 바늘의 형태 굵기와 함께 봉합밀도도 봉합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오텍스타,
일 튜브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봉합사의 종류와 지오텍스타일 구성 섬유의 종류에 따른 봉합밀도를 결

정하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합 후 봉합사의 상태4.1.3

봉합사의 긴장상태를 지칭하는 항으로 봉합 후 봉합사가 느슨한지 과긴장 상태인지에 따라 봉합거동

에 큰 영향을 미친다 봉합사의 긴장상태에 대한 한 자료는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장봉합과 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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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합에 의한 봉합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봉합 후 봉합사의 긴장상태

에 기인한다 봉합사의 긴장상태는 지오텍스타일의 직물조직의 상태와 봉합과정에서 각 지오텍스타일과.
봉합사에 가해지는 긴장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공장봉합에서 이러한 긴장상태의 제어가 용이하여 현장봉

합보다 큰 봉합효율을 보고된 바 있다 이 항이 중요한 이유의 또 다른 부분은 실내시험을 통해 봉합강.
도를 평가할 때 시료의 교란에 의해 봉합조직이 느슨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강도변화가 크

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지오텍스타일 봉합 효율4.

해수조건을 고려한 봉합사 내구성4.2

해수조건을 고려한 시험의 경우 봉합사는 시험 종료 후 꺼내어 증류수에 표면의 염수를 세척한 후 24
시간의 자연건조를 거친 후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에 인장강도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인장. 4 .
강도는 처리 전 에서 로 얻어졌으며 시간 조건에서도 시험에 사용된 고강도 폴16.14kgf 15.76kgf , 48 35℃
리에스테르 봉합사의 강도가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중성염수조건이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환.
경조건이 아니고 처리기간이 짧아 큰 분해거동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폴리에스테르는 수용액환경에서 가수분해 되어 물성저하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해거동은 환경조.
건에 따라 폴리프로필렌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시험결과를 통해 주지해야할 것은 합성고분자재료인 폴.
리프로필렌 직포의 분해거동과 폴리에스테르 봉합사의 분해거동이 서로 다르며 주어진 환경조건에 따라

분해정도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표 해수조건에서의 봉합사 인장강도 변화4.

Treatment Before After

Tensile strength 16.14kgf `15.76kgf

봉합부 및 지오텍스타일의 장기거동4.3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를 결정하는 식 에서 적용되는 감소인자는 지오텍스타일의 시공(1)
시 손상 특성 지오텍스타일의 장기 분해 특성 지오텍스타일의 크리프 특성 그리고 봉합부의 효율에 의, ,
한 강도 감소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자료 및 본 연구의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오텍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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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튜브에서 최약의 강도를 보이는 곳은 봉합부이며 이 부분에서 봉합사의 분해거동역시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거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강도감소 거동이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봉합부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오텍스타일에서만 나타나는 여

러 감소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설계가 되지 못하여 결국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예상치 못한 파단

거동을 초래하게 된다 그림 의 를 보면 통상적으로 접근하는 장기거동해석에 근거한 경우로 사용연. 5 (c)
한 내에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강도를 결정하는 강도 값은 지오텍스타일 자체의 인장강도(service life)
로 식 의 모델을 이용하여 장기설계강도를 결정하여도 타당한 경우이다 와 의 경우에는 장기거동(1) . (a) (b)
에서 봉합부의 장기강도 저하가 지오텍스타일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로 장기거동에서 미쳐 예상

치 못한 파단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에는 식 의 장기거동을 결정하는 여러 분해 특성. (1)
을 고려한 감소인자를 지오텍스타일이 아닌 봉합부의 분해특성을 고려한 감소인자를 적용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이와 같이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적 설계강도에 적용되는 화학적 분해를 고려한 감소인자. ,
RFD를 결정할 때 현재 직포 지오텍스타일 자체의 화학적 분해특성만을 고려하는데 이보다는 직포 지오,
텍스타일과 봉합부의 분해거동을 함께 고려하여 사용연한에 보다 큰 강도 감소를 보이는 항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시험을 위해서는 실제 제품에 대한 현장.
노출시험과 실내 시험을 병행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그림 봉합강도와 지오텍스타일 인장강도의 장기거동 개념도5.

봉합부의 화학분해 저항성4.3.1

국내 지오텍스타일 제품의 경우 직포 지오텍스타일은 폴리프로필렌 능직을 이용하고 봉합사는 고강도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이용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지오텍스타일 튜브가 특정 화학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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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분해거동은 당연히 상이하게 나타난다 재료의 특성상 염수 분해거동에 취.
약한 경우 자외선 분해에 취약한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장기적 설계강도에서는 이러한 봉합부와, ,
지오텍스타일 부분의 상이한 분해거동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공시 손상.
이나 크리프 거동 또한 지오텍스타일부와 봉합부가 각기 다르며 이때 고려되는 감소인자의 크기는 상황

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서는 봉합부의 크리프나 시공시 손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현재 결정 식에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파단거동.
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폴리프로필렌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고강도 폴리에스테르 사 를. ( )絲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섬유가 염수에 지극히 취약하다 해수와 접하는 구조물에. .
지오텍스타일 튜브를 사용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기술적 근거 없이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섬유를 봉합,
사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한 부분이다 더불어 슬러지 형태의 주입액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특성.
이 평가되지 않은 조건에서도 화학적 분해 거동을 고려하여 장기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봉합부의 자외선 저항성4.3.2

자외선 저항성에 대해서는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재질과 관련하여 민감한 특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
든 감소인자를 적용할 때 각 인자별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기술적 자료에 근거하여 인

자의 평가를 위한 접근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자외선 저항성의 시방기

준 등이다 자외선 저항성 평가를 위해 보유강도를 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봉합강도 봉합. 95% (
효율 보다 큰 강도를 요하므로 결국 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 자외선 분해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는 년간 현장에 시공된 튜브물질을 회수 시험한 기술 자료이다. 5 3 .

표 여러 토목합성재료의 자외선 분해거동 강도 유지율5. [25] (unit : %)

Fabric type Land-Climate Sea Climate Intertidal Zone* 50 m under the sea*

PET-stabilized 63 62 94 93

PA-stabilized 33 8 85 91

PA-No 14 6 80 71

PP-stabilized 41 46 93 95

PP-No 1 16 92 95

과 설치의 경우에는 설치 직후 해조류가 튜브를 덮어 자외선 차단 층으로서 역* intertidal 50m under sea
할을 하여 우수한 자외선 저항성을 보임.

한 예로 의 경우 년 지난 후 이상의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해PET 3 60 % .
조류에 의해 적절한 자외선 차단 층이 형성되어 장기거동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표 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강도가 효율 수준이라면 년 후에도 자외선5 50% 3
에 의해 강도가 저하된 원 지오텍스타일의 강도보다 작다 사용연한이 년의 임시구조물로서 적용된. 2~5
경우라면 이 경우 자외선 분해저항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통상의 관리 시방기준인, ASTM

에 의한 시험결과 를 필히 만족해야 하는지 이에 의문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술 자료의 확보D 4355 95% ?
를 위한 연구들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봉합부에 대한 자외선 저항성의 고려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질적 취약점의 장기거동에 대한 고려의 관점에서 봉합부에 대한 자외선

저항성 평가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봉합거동4.4

표 에 봉합형태에 의한 봉합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여기서 얻어진 봉합효율6 , 46.1%, 54.6%,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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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 에 나타낸 중첩봉합에 의해 나타나는 최대 봉합효율은 전후이며 동일조건에서 비교27.8% 7 20%
해 볼 때 겹침 봉합을 통해서는 최대 약 수준까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60% .
지오텍스타일 튜브에서의 봉합거동은 겹침 봉합을 통한 봉합이 중첩봉합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합형태 봉합 열 수 봉합사 봉합밀도 등은 모두 봉합거동에서 중요한 인자이므로 앞으로의 진일보로, , ,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실행하여야 하며 최적의 조합을 찾는 동시에 경제적방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표 봉합형태에 따른 봉합효율6.

Description
Single

Wrapped
Folded

Single

Wrapped
Folded

Shape

Strength of the seam

in % of the strength

of the woven fabric

25-50 30-60 60-80 60-80

표 국내 지오텍스타일 튜브 중첩 봉합방법에 따른 봉합강도7.

Seamed Type
Tensile Strength

(test result)

woven geotextile 216.1 (kN/m) / 100 (%)

overlap seam 130.1 (kN/m) / 60 (%)

preyer seam 43.3 (kN/m) / 20 (%)

지오텍스타일 튜브 장기강도 결정 방법 제안4.5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 에 고려된 여러 감소인자를 지오텍스(1)
타일과 봉합부에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적용 시스템의 사용연한을 고려한 장기강도를 산출하여 비

교값 중에서 한계평형해석에 유리한 값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봉합부의 장기강도.
값이 지오텍스타일의 장기강도 값보다 작다면 해당 지오텍스타일 튜브 적용 구조물의 장기설계강도는

봉합부에 근거하여 결정된 값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림 의 와 같이 초기 강도 값은. 5 (c)
지오텍스타일이 우수하였지만 사용연한에서 장기강도 값이 봉합부 값이 크다면 장기설계강도로 지오텍

스타일의 장기강도 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여 지오텍. 6 Two process
스타일 튜브 제조업체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각 와 을 결정하여 설LDTS-GT LDTS-seam
계단계에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 결정방안일 것이다 그림 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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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t - GT는 지오텍스타일의 최대인장강도, Tult - GT-uv는 지오텍스타일의 자외선 분해특성을 고려한 장기강

도, Tult - GT-cd는 지오텍스타일의 화학적 분해특성을 고려한 장기강도, Tult - GT-cr는 지오텍스타일의 크리

프 특성을 고려한 장기강도이며, Tult - seam은 봉합부의 최대인장강도, Tult - seam-uv는 봉합부의 자외선분해

특성을 고려한 장기강도, Tult - seam-cd은 봉합부의 화학적 분해특성을 고려한 장기강도, Tult - seam-cr은 봉합

부의 크리프 특성을 고려한 장기강도이다.

그림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 결정을 위해 제안된 법의 개념도6. Two process

결 론5.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봉합 열 수 봉합밀도 지오텍스타일의 강도 봉, , ,
합사의 강도 봉합형태 등이며 이론고찰과 실험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중첩봉합보다는 겹침봉합이 우수,
한 봉합거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실험을 통해 얻어진 봉합효율은 약 수준으로 중첩. 60%
봉합의 보다 우수한 봉합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부의 장기거동을20% .
고찰하기 위한 해수조건에서의 봉합사의 강도변화 봉합형태에 따른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강도의,
평가 등 시험을 수행한 결과 중성 수증기 환경 조건하에서 봉합사의 강도가 에서 으로, 16.14kg 15.76kg
저하하였다 합리적인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 결정을 위해 법을 제안하였으며. Two process ,
합리적인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장기설계강도는 지오텍스타일의 장기강도와 봉합부의 장기강도를 사용연

한에서 상호 비교하여 한계평형해석이 유리한 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제안된.
방법에 대해 실내 및 실외시험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프로세스의 제공을 위한 연구와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봉합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여러 영향인자의 봉합부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한 시험법 표준

화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음(RTI0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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