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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식 쏘일네일링의 지반 굴착면 보강효과

Effects of Multi-Pressurised Soil Nails in the Underground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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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A series of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ling have been conducted to clarify the
behaviour of multi-pressurised soil nails with high strength steel pipes. In this study, the soil non-linearity, the
soil-nail interaction and staged construction are considered. It has been found that pressurised soil nails can
reduce lateral ground movement by 14-21% compared to general soil nails with very low pressure. In
addition, ground settlement was reduced when using multi-pressurised soil nails. The pressurised soil nail may
result in an increase in the surcharge loading on the groun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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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쏘일네일링 공법은 토류벽 성토사면 굴착 및 절토사면 등을 지지하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 1970

년대 이후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Recommendations Clouterre 1991; Watkins and Powell 1992;

등 국내에서는 년대 후반부터 쏘일네일링에 대한 기초이론 및 설계기법이 처음으로Byrne 1996). 1980

적용되기 시작했고 년대 이후 중력식 쏘일네일링 공법이 가시설 사면등의 보강에 널리 사용되어, 1990 ,

왔다 그 동안 쏘일네일링의 거동은 현장계측 실내모형실험 원심모형실험 및 수치해석 등을 통해 많은. , ,

자료가 축적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중력식 쏘일네(Lee & Ng, 2003),

일링 공법이 아닌 가압을 통한 그라우트 주입방식을 적용함으로서 그라우트의 충진성은 물론 인발저항

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고 김홍택 천병식 최창현 황영철 김낙영 및 배경태, (1998), & (2000), & (2002)

등 에 의해 가압식 쏘일네일링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가압식 쏘일네일링의 경우 현장(2008) .

계측 및 수치해석의 사례가 중력식 네일과 비교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압식 쏘일네일링에 대한 수치해석을 시행하였으며FLAC-3D ,

풍화토 및 풍화암 굴착사면에 중력식 네일과 강관 를 이용한 가압식 네일을 모델링하여 연, packer 10m

직 굴착면에 시공하고 상재하중 조건에서 굴착면의 횡방향 변위 및 배면의 지반침하량과 숏크리트 벽체

의 변위와 상재하중 관계를 통하여 두 공법의 지반에 대한 구속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지반과 그라.

우트 사이의 거동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요소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였다interface .



- 1615 -

유한차분해석2.

해석 메쉬와 경계조건2.1

본 연구에서는 차원 유한차분 해석 프로그램인3 FLAC-3D(Fast Lagrangian Analysis of Continua)

를 이용하여 중력식 및 가압식 쏘일네일로 보강된 사면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대표적인.

단면으로는 지반조건이 균질한 직육면체 의 메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메쉬는 실제 복(2m×20m×15m) .

잡한 네일 보강사면의 거동을 비교적 간단한 차원 해석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쏘일네일의 시공순3

서가 일정하고 대칭으로 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얇은 차원 유한차분해석 메쉬를 사용한 것이다3 (I.M.

따라서 네일간의 수평 및 수직간격은 로서 이는 메쉬의 방향의 두께와Smith and N. Su, 1997). 2m X

일치한다 그림 의 와 는 해석에 사용된 직육면체 메쉬의 정면도와 측면도를 나타내었다 해석에. 1 (a) (b) .

서는 전체 의 굴착 깊이를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길이의 네일이 간격으로 총 줄이 시공되10m 10m 2m 5

는 것으로 모델링 하였다.

해석 모델의 경계의 바닥은 핀으로 고정하였으며 방향의 수직 경계면은 모두 롤러로 가정하였, X, Y

다 또한 초기 지반 응력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시공 및 하중재하 전에 중력을 가하여 지반의 응력상태.

를 수렴시켰다 그림 는 해석 메쉬의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2 .

정면도(a) 측면도(b)

그림 해석에 사용된1. mesh

그림 해석의 경계조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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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모델 및 물성치2.2

본 해석에서는 원지반은 의 구성 법칙을 따르는 탄소성 재료로 가정하였고 네일의 보Mohr-Coulomb

강재 및 그라우트 숏크리트는 탄성재료로 가정하여 모델링하였다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수위는, .

해석대상 지반보다 하부에 위치한 것으로 가정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중력식 네일의 경우 일반 이형철.

근인 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압식의 경우 고강도 강관으로서 해석의 간편함을 위하여 환D29 .

산 단면을 이용한 탄성계수를 적용하였고 이형철근보다 큰 인장강도는 고려할 수 없었다, .

지반과 그라우트 사이의 의 수직 전단 강성도는 풍화암의 경우 현장타설말뚝과 연암을 대상interface ,

으로 한 직접전단시험 을 통해 구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풍화토의 경우 말뚝과 풍화토의(Williams, 1980)

불연속면 모델링에 사용한 값 을 적용하였고 부착력 및 마찰각은 원지반의 점착(Chen & Martin, 2001) ,

력과 내부 마찰각의 약 정도의 값 을 사용하였다 표 과 는 해석에 사용된 입력물2/3 (Bowles, 1988) . 1 2

성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해석에 적용된 물성치1.

구 분 풍화토 풍화암 숏크리트 이형철근 강 관 그라우트

E (MPa) 50 200 30000 210000 85079 20000

(t/mγ 3) 2.0 2.0 1.6 2.0 2.0 2.0

υ 0.3 0.25 0.2 0.2 0.2 0.2

 0.6 0.6 - - - -

c (MPa) 36 50 - - - -

(°)Ф 30 40 - - - -

K (MPa) 41.67 133.33 16666 116666 47266 11111

G (MPa) 19.23 80 12500 87500 35449 8333

구성모델 Mohr-Coulomb Elastic

표 해석에 적용된 물성치2. interface

구 분 풍화토 풍화암

 (MPa/m) 100 1000

 (MPa/m) 100 5000

c (MPa) 24 33

(°)Ф 2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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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의 모델링 및 해석절차2.3

쏘일네일로 보강된 사면의 거동을 수치해석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분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굴착( ,

네일 숏크리트 시공 상재하중 재하 중력식 네일의 경우 직경 로 천공 후 네일 보강재 를/ , ). 105mm (D29)

삽입하고 천공홀을 그라우트로 채워 물성을 적용하였고 가압식은 천공과정과 보강재 고강도 강관 삽입, ( )

과정 사이에 천공홀에 수직방향의 일정한 압력을 작용시켜 를 이용하여 주입압이 천공홀 전체에packer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모사하였다 천공홀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과 네일 보강재 삽입 및 그라우트의 충.

진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해석을 시행하였으며 그림 은 가압을 한 후 천공홀과 지반사이에서 방향의, 3 Z

수직응력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수직응력 증가로 인한 그라우트와 지반사이의 전체적인 전단강도의 향.

상이 전체 지반의 구속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쏘일 네일 보강체의 해석절차는 실제 현장의 시공순서와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전체 방향 길이. Y

의 초기 지반에서 각 시공단계에 방향으로 방향으로 씩 굴착을 하고 직경 의 천20m Y 5m, Z 2m 105mm

공과정을 거친 후 중력식 네일은 보강재 삽입 그라우트 충진 숏크리트 타설 순으로 시공단계를 설정, ,

하였고 가압식 네일은 주입압력 을 천공홀에 작용하면서 보강재 삽입 이후의 일련의 단계들을(500kPa)

그대로 모사하게 된다 또한 요소는 천공과정 직후 격자망을 천공홀과 지반의 접촉. interface interface

면 사이에 형성하고 물성을 입력함으로서 강성이 다른 두 개의 구성요소 사이의 거동을 실제와 가깝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강사면을 시공한 후 굴착면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방향으로 에서 까지 씩 단계별로Y 6m 11m 10kPa

하중을 증가 시키면서 사면 굴착면의 횡방향 변위 및 배면 지반의 침하량과 숏크리트 벽체의 변위량을

통하여 중력식 네일과 가압식 네일의 보강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가압에 의한 수직응력의 증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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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분석3.

숏크리트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 비교3.1

그림 는 풍화토와 풍화암 사면에서 중력식 네일과 가압식 네일의 지반 구속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4

세가지 상재하중 조건에서 굴착면 지반의 수평변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반의 최대 수평변위는 상재.

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전체 굴착심도의 약 지점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2/3 7m~9m

다 또한 상재하중이 증가하면서 최대 수평변위 발생 지점은 중앙부의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력식 네일로 보강한 사면의 지반 수평변위가 가압식 네일과 비교하여 동일한 상재하중

조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압식 네일의 지반 구속효과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약 의 변위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재하중이 증가할수록 감소율도 소폭. 14~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은 가지 경우의 상재하중 조건에서 가압식 네일의 지반 최대수평변위. 3 6

를 중력식 네일과 비교하여 변위 감소율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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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반의 수평변위 분포4.

표 지반 최대수평변위 비교3.

구 분
풍화토 풍화암

중력식 네일 가압식 네일 중력식 네일 가압식 네일

0(kPa) 11.56mm 9.92mm(-14.17%) 2.94mm 2.41mm(-18.03%)

100(kPa) 14.16mm 11.82mm(-16.53%) 3.80mm 3.18mm(-16.31%)

200(kPa) 18.25mm 15.20mm(-16.71%) 5.15mm 4.31mm(-16.31%)

300(kPa) 24.52mm 19.98mm(-18.52%) 7.16mm 5.74mm(-19.83%)

400(kPa) 31.96mm 26.89mm(-15.58%) 9.96mm 7.90mm(-20.68%)

500(kPa) 42.75mm 34.50mm(-19.3%) 13.50mm 10.60mm(-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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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배면 지표면의 수직침하량 비교3.2

상재하중 조건에 따른 굴착면에서 부터 배면 전체의 수직 침하량분포가 그림 에 나타나 있다 지반5 .

의 수평변위분포와 마찬가지로 가압식 네일로 보강된 배면의 침하량이 작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굴착면으로부터 지점은 상재하중이 작용하는 구간으로서 침하량이 다른 지점보다 크1~6m

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숏크리트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굴착사면의 배면 침하량 분포는 굴착.

면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후면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숏크리트 보강으로 굴착면에서의 침하가 억제되고 상재하중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지반 침하가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침하량의 감소율을 살펴보면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재하중 이 작용할 경우를 제외하고0kPa

약 의 침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표 에서는 지반의 최대 수직침하량을 비교하였으며 배면의6~11% . 4

수직침하량 감소는 실제 현장에서 기존 구조물 측면을 굴착하는 경우나 사면위에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

우 구조물의 침하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시공 안정성에 있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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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반의 수직 침하량 분포5.

표 지반의 최대수직침하량 비교4.

구 분
풍화토 풍화암

중력식 네일 가압식 네일 중력식 네일 가압식 네일

100(kPa) 15.44mm 14.23mm(-7.84%) 3.99mm 3.75mm(-6.01%)

200(kPa) 29.36mm 27.61mm(-5.96%) 7.70mm 7.45mm(-3.24%)

300(kPa) 46.01mm 42.40mm(-7.84%) 12.20mm 11.40mm(-6.56%)

400(kPa) 65.20mm 59.19mm(-9.22%) 17.8mm 16.2mm(-8.99%)

500(kPa) 87.11mm 77.78mm(-10.71%) 23.90mm 21.60mm(-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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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하중 벽체 변위관계3.3 -

현재 국내의 경우 쏘일네일링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벽체의 사용한계에 대한 기준은

로서 그 이상의 변형에 이르면 쏘일네일링 구조체의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0.3%H

외국 연구 보고서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연구보고서 에 의하면 지반의 조. (Clouterre, 1991)

건별로 쏘일네일로 보강된 벽체 최상부의 변위에 대한 최소값을 통하여 사용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에서는 지반 조건에 따른 쏘일네일 벽체 최상부의 변위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5 .

본 연구에서는 풍화암의 기준 및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점토질 흙의 기준을 풍화토에 적용하여 중력식

네일 또는 가압식 네일로 보강된 사면에 시공된 숏크리트 벽체의 최상부 수평변위를 상재하중과 함께

비교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굴착면의 높이는 이므로 풍화토의 경우 풍화암의 경우 의. 10m 30mm, 10mm

허용변위가 적용 되었다 그림 에서는 풍화토와 풍화암에서 상재하중과 숏크리트 벽체의 최상부 변위관. 5

계 곡선을 나타냈으며 점선은 중력식 네일 실선은 가압식 네일을 나타내고 있다 풍화토에서 중력식 네, .

일의 경우 상재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가압식 네일은 상재하중 에서480kPa 30.04mm, 730kPa

의 벽체변위가 발생하였다 또한 풍화암의 경우 중력식 네일과 가압식 네일은 각각 에30.00mm . 510kPa

서 와 에서 의 변위발생을 보이고 있다10.32mm 570kPa 10.086mm .

이것은 동일한 하중에서 가압식 네일로 보강된 사면에서 숏크리트 벽체의 변위가 작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구속효과 증가에 따른 지반의 수평변위 감소와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쏘일네일 벽체의 변형5. (Clouterre, 1991)

지반 조건 풍화암 모래질 흙 점토질 흙

벽체수평변위( ) H/1000 2H/1000 3H/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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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재하중 벽체변위 곡선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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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4.

차원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중력식 네일과 가압식 네일의 보강효과를 풍화3 FLAC3D

토 및 풍화암의 지반조건에서 지반의 거동 및 벽체의 거동을 통하여 비교하였으며 향후 가압식 네일에,

대한 현장 계측자료 확보 및 수치해석과의 비교분석과 전단강도 감소기법을 이용한 보강사면의 안전율,

네일과 숏크리트 사이의 결속 및 모델링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interface .

지반의 수평변위 분석 결과 가압식 네일 보강사면의 수평 변위량이 중력식 네일과 비교하여 약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압으로 인한 천공홀에서 지반에 대한 수직응력의 증가14~21%

로 네일 보강 토체의 구속효과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직응력의 증가로 인한 네일 구조체.

전체의 전단저항력 증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굴착배면의 침하량 감소는 실제 시공 구조물의 안정성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가압식 네2. ,

일로 보강된 사면의 경우 중력식 네일 보강사면보다 약 의 침하량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또한6~11% .

숏크리트의 시공 모델링을 통하여 굴착 단계에서의 굴착면의 국부적인 붕괴를 방지함으로서 상재하

중에 대한 네일 보강 사면의 침하량을 비교할 수 있었다.

벽체의 허용 변위에 대한 보강사면에 작용하는 상재하중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풍화토에서 중력식3.

네일 보강사면은 가압식 네일 보강사면은 로 나타났으며 풍화암에서는 각각 중력식480kPa, 730kPa ,

가압식 의 상재하중 크기를 보였다 이는 지반의 수평변위와 침하량 비교 결과와 종510kPa, 570kPa .

합하여 보강 사면의 구속효과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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