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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nalysis of the embanked slope stability using a jointed reinforcement, the internal stability and

the external stability have to be satisfied, respectively. But, because the lengths of ready-made

steel-grid were limited, the reinforcements must be connecting themselves to the reinforcing.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tes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tensile failure and the pullout

failure at the joint parts of them, which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reinforced slope in field. Through

the tensile tests in mid-air for the jointed steel-grid, the deformation behavior was seriously observed

as follows：deformation of longitudinal member, plastic deformation of longitudinal member and of

crank part. Those effects were due to the confining pressure and overburden pressure of the

surrounding ground. The bearing resistance at jointed part of jointed steel-grid was due to the latter

only. The maximum tensile forces were higher about 20kN～27kN than ultimate pullout resistance,

but, the results of those was almost the same in mid-soil.

The failures of steel-grid occurred at welded point both of longitudinal members and transverse

members and of jointed parts. The strength of jointed parts itself got pullout force about 20kN, which

was about 65% for ultimate pullout force of the longitudinal members N=2. To the stability analysis

of reinforced structure including the reinforced slope, the studying of connection effects at jointed part

of reinforcement members must be considered. Through the results of them, the stability of reinforced

structures should be satisfied.

Key words：Jointed steel-gird, Reinforcement, Reinforced embankment slope, Tensile force, Pullout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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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토 및 절토사면의 안정을 위한 보강토구조

물의 보강재로는 지오텍스타일, 지오그리드와

같은 합성수지의 연성보강재, 그리고 강재스트

립, 철근, 강그리드와 같은 강성보강재에 이르

기까지 많은 종류가 쓰여지고 있다. 이들과 같

은 다양한 보강재에 대한 재료물성시험과 보강

토구조물에 사용되는 보강재의 보강효과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그리드형태의 보강재는 마찰 및 지지저항의

메카니즘을 가지므로 마찰저항만을 갖는 다른

보강재에 비해 매우 보강효과가 뛰어나며 특

히, 비신장성 재료성질을 갖는 강그리드보강재

의 보강효과는 지진에 의한 진동이 많은 일본

에서도 과거 고베지진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유발되는 지역에서 증명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오그리드를 포함한 연성보

강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보강토옹벽의 높이가 상당히 요구되는 산악지

대, 도로성토의 시공이나 고속철도 등과 같은

높은 상재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보강토지반의

지지를 위하여는 지반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강토의 적용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성토에 의

한 도로폭이 광폭화되고, 이미 시공된 도로에서

도 도로확장을 위해 보강재를 이용한 보강성토

구조물들이 그림 1에서 같이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짧은 보강재를 연결하여 성토사면

을 시공하는 경우 성토사면의 안정해석을 위하

여는, 성토사면의 내적․외적안정 메카니즘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그러

나, 강그리드의 경우 연성보강재와 달리 제품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 보강재를 서로 연결하여

시동되게 된다. 따라서, 강그리드 연결하여 시

공하는 경우 결합부가 발생되는 것은 필연적이

다. 이때, 강그리드의 연결을 위해 적용되고 있

는 방법인 볼트이음 방법에 비해 그림 2의 방

법은 공사시간을 절약하고 시공성이 좋아지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결합부에

대한 역학적 특성 즉, 인장파괴 및 인발파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그리드 결합부에 대한 실험

적 고찰을 수행하므로서 강그리드 보강성토구

조물의 안정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기성제품에 대한 강그리드의

결합에 따른 역학적 특성을 인장 및 인발시험

을 통해 고찰하므로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토구조물의 안정해석을 통해 비교․고

찰하므로써 결합그리드 보강재를 사용한 성토

구조물의 성토하중에 대한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Ⅱ. 결합강그리드 보강성토사면의 안정

보강토구조물은 연직성토 옹벽구조물과 성토

에 의한 제방 혹은 도로성토와 같은 구조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때 보강토구조물의 경

우, 보강성토되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성토면적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강그리드보

강재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성토하는 경우

보강토구조물은 보강재의 재료적 안정성과 내

적안정 및 보강재를 포함된 전체구조물의 외적

안정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external stability

internal stability

reinforcement

(a)Reinforced soil retaining wall

internal stability external stability

(b) Roads or Embankment

Figure 1. Stability analysis of reinforced structure

따라서, 기성제품을 이용하는 강그리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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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두가지 경우에 대한 모든 안정성을 만족하

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보강재의 연결부분이

생성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보강성토구조물 특히, 결합강그리드 보강구

조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리드의 연결부에

대한 강성 및 안정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다. 이때, 강그리드에 대하여는 보강토 부분의

활동이 보강재의 인발 혹은 인장력으로 작용하

게 되므로 그림 3과 같이 강그리드에 대한 종

방향부재와 횡방향부재의 저항메카니즘을 알아

야 할 것이다.

internal stability

reinforced material

internal stability

Crank part

(crank

Figure 2. Jointed form of reinforced-soil structure

Ⅲ. 결합강그리드의 보강시스템

현장시공사례(그림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그리드를 서로 연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인발

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해 그림 3(b)처럼 보강

재의 종방향부재와 흙사이에 마찰저항이 발생

하고, 횡방향부재와 흙사이에는 지지저항이 발

생한다. 이 경우 횡방방향부재와 종방향부재의

미치는 영향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

방향부재의 경우 초기에는 압축력이 작용하다

가 압축력이 감소하며 종국에는 인장력이 작용

하게 된다(Mastui, et al,1997). 즉, 횡방향부재의

지지저항이 종방향재와의 용접부에 전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지저항은 전체 인발저항

의 80%이상을 차지한다(Bergado, et al., 1993;

Bishop, 1979; Matsui, et al., 1996).

(a) Construction of steel-grid reinforcement in field

Longitudinal

member
Transverse

member

Friction

resistance

Bear ing

resistance

Pullout

force

(b) Plan of steel-grid reinforcement

Figure 3. Configuration of jointed steel grid rein
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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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rain conditions of acting on longitudinal

members (Mastui, et al,1996)

Ⅳ. 결합강그리드 보강재 거동특성

짧은 강그리드를 이용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경우, 강그리드 망(mesh)에는 연결부가 발생하

게된다. 이 경우 보강된 지반의 안정은 보강된

상태에 따라 각각 단일보강재, 강그리드 보강재

의 연결부 및 연결부분을 포함한 보강재 전체

에 대한 거동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결합강그리드에

대한 인장 및 인발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대표적인 것들로 나타내었다.

1. 시험기구 및 시험방법

결합강그리드의 거동특성을 알기 위하여 그

림 5와 같은 실내인발시험장치를 구성하였으며

시험방법은 변형률제어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림과 같이 결합부는 상재압 및 인발하중을 조

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발하중에 따른 그

리드변화를 알기 위하여 공기중상태와 토중상

태에서의 결합그리드의 거동을 각각 조사하였

다. 또한, 지반내 보강상태는 현장에서의 성토방

법과 동일하도록 다짐 후 결합그리드 설치 그리

고 다시 다짐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보강토

는 현장성토 상태를 고려하여

D 50= 0.45(mm) , 상대밀도 80%, φ'= 37.3인

모래를 사용하였다.

강그리드의 거동특성은 공기중상태에서의 결

합강그리드 인발시험과 토중상태 즉, 보강성토

상태에서의 결합강그리드의 인발시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때, 인발시험에 적용된 결합강그

리드의 연결부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고,

강그리드는 종방향부재 및 횡방향부재의 간격

이 225mm×150mm인 부재를 사용하였고 각 부

재의 지름은 6mm 이며 크랭크부분의 연결핀은

9mm를 사용하였다.

2. 결합그리드의 보강효과

구속압이 없는 강그리드 보강재의 인장강도

및 결합부 파괴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기중

상태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공기중 결합그

리드 변형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 거동

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step 1) 인장력이 결합부에 작용하면 보강재

전면부의 종방향부재 휨발생

step 2) 휨발생 보강재의 소성변형발생

step 3) 결합후면부 보강재의 크랭크부분 이

완후 연결핀의 소성변형

Figure 5. Pullout test apparatus system

현장에서의 보강성토 구조물과 동일한 상태

로 취급이 가능하도록 현장상태를 재현하여 토

중인장시험을 상재압 98.1kPa인 상태에서 실시

하였으며 첨두인장강도와 인발변위의 관계를

그림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결합

그리드의 크랭크규격은 40mm, 45mm, 50mm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수행된 것으로 공기중상태

와 토중상태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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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기중과 토중에서의 그리드의 발생변위 및

크랭크규격별 첨두인장강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며 토중에서의 인장력은 공기중에서 보

다 2배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보강된 지반

내 보강재가 받는 인발력은 공기중상태의 보강

재가 받는 인발력보다 크며 이는 주위지반의

구속압 및 상재압에 기인한다.

한편, 상재압에 따른 결합그리드의 보강효과

는 그림 7과 같이 최대인장력과 극한인발저항

에 대하여 상재압 증분에 따라 표시하였다. 그

림에서와 같이 상재압이 증가할수록 최대인장

력과 극한인발저항이 증가하며, 극한인발저항

은 최대인장력보다 항상 작으며 거의 비슷한

증분을 갖는다. 즉, 결합강그리드 결합부에서

지지저항의 증분은 토중에서의 인발시험과 인

장시험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상재압에 영향

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재압 증가에 따

른 최대인장력은 극한인발저항보다 약 20kN～

27kN 큰 값을 보이며 상재압 증분에 비해 인장

강도증분 차이는 비교적 적은 폭을 보이므로

상재압 증가에 따른 최대인장력과 극한인발저

항 차이는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3. 결합강그리드보강재의 결합부 거동

그림 5의 단면도에서와 같이 3개의 종방향부

재를 갖는 결합강그리드에 대하여 인발시험을

실시하였다. 앞 절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상재

압에 따른 결합강그리드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

하여 토중인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상재압이 196.2kPa과 294.3kPa인 경우를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또한, 시험결과 그림과 같이 종

방향부재와 횡방향부재의 용접부와 결합부의

용접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인발력

은 상재압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결합부자체에

서 약 20kN의 인발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그리드 결합부에서의 극한인발강도는

종방향부재가 2본인 경우 극한인발강도의 61.5

%, 70% 값을 보이므로 실제 현장에서의 강그

리드파괴에 대한 허용강도는 이 값을 적용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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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nsile force and displacement of jointed grid

reinforcement in mid-soil and in mid-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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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lationship between max. tensile force or

ultimate pullout resistance and normal pressure

Ⅴ. 결합강그리드 보강사면의 안정해석

강그리드를 이용한 절․성토사면을 보강하는

경우, 보강되는 배면의 길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보강된 사면지반의 안정은 보강지반의 내

부파괴와 외부파괴로 구분된다. 강그리드 보강

사면에 대한 안정해석방법은 기타 다른 보강재

들로 구성된 사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가 된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강그리드와 같

이 강그리드 보강재는 횡방향부재와 종방향부

재의 연결부와 용접부와 강그리드 망(mesh)의

연결을 위한 결합부(크랭크부)가 생기며 이때

인발 및 인장에 의한 강그리드의 강성에 영향

Maximum

tensile force

Ultimate pullout

resistance

mid-soil

mid-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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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lationship between pullout force and displacement at joint part and mesh of steel grid(N：

Longitudinal member number)

Division
non-reinforced

non-displacement

Steel-grid mesh Jointed steel-grid

1step 2step 3step 4step 1step 2step 3step 4step

Fs 0.56 0.68 1.04 1.26 1.45 0.65 1.00 1.23 1.40

Table 2. Safety factor of steel-grid reinforced slope due to the construction steps

을 미치는 요소는 강그리드 자체의 강성보다는

종․횡방향부재의 연결부 강성과 강그리드 망

의 결합부에 대한 강성이 된다(그림 8참조).

따라서, 그림 9에서와 같이 성토되는 지반(여

기서는 실제 00도로의 성토부 시공이 되는 일

부 구간의 설계도면 및 실험결과를 사용하였

음)구간을 대상으로 강그리드 보강사면과 지반

치환효과를 고려한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강그리드의 안정 및 적용

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Table 1. Soil strength parameters

Parameter Embankment
Soft ground(silt) Weathered

soil1step 2step 3step 4step

UU-test

cu(t/m
2)

1.5 1.8 2.96 3.69 4.3 1.5

Internal friction

angle( φ)
25 - 25

본 해석을 위한 대상지역의 단면도는 그림 9

와 같고 지층별 지반강도정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9는 도로구간중 최대성토구간

을 선정하였으며 성토높이는 9.7m, 연약층 깊이

는 9.9m이며 연약층의 GL-3～4m 깊이에서 채

취된 불교란시료 비배수전단강도

c u=1.4～2.5 t/m 2의 평균값을 성토 1단계

에 적용하였다. 지반의 성토단계를 4단계로 하

여 압밀도가 96% (계획압밀도는 95%)인 경우

에 대하여 지반강도증가율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지반강도를 예측한 값을 적용하였다. 또

한, 본 해석에 사용된 사면 안정해석은 수정

Bishop법을 적용하였으며범용프로그램인

SLOPILE(ver 3.0)을 이용하였다.

한편, 강그리드의 기성제품을 이용하여 그림

9와 같이 시공하는 경우, 무보강사면의 안정여

부에 따라 보강여부가 결정되며 보강되는 사면

에 대하여, 강그리드 보강시 결합강그리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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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허용인발강도에 따라 각각의 사면의 안정

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장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성토층내의 강그리드 보강에 대하여

는 결합강그리드의 인장강도를 바탕으로 하여

강그리드망의 허용인장강도는 92kN을 적용하

여 그림 10과 같이 결합강그리드 보강사면의

안정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4단계 시

공시 사면안정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표 1의 단계별 해석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결합부만의 허용인장강도를 고려하

는 경우에는 극한허용인장강도의 65%인 60kN

을 적용하여 4단계 시공단계에 대한 해석결과

를 그림 11에 대표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시공단

계별 해석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ure 9. Stability analysis on the non-reinforced and

non-displacement of ground

해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강그리드

시공시 보강사면의 안정은 결합부를 고려한 경

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0.03～0.0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정한 상태를 요구하는 소

요안전율에 대하여 최종시공단계에서는 사면안

정평가시 오차로 작용하게 되며, 사면파괴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므로 지반

구조체의 심각한 안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검토된 것과 같

이 강그리드에 의한 결합을 이용한 보강토구조

물의 안정을 위하여는 강그리드자체의 강성과

결합부에서의 인발 및 인장강성에 대하여 조사

후 결합상태에 따른 허용인장강도 시험결과를

적용하여 보강사면의 안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

Figure 10. Stability analysis on the 4step embankment

within steel-grid mesh

Figure 11. Stability analysis on the 4step embankment

within jointed steel-grid

Ⅵ. 결 론

결합강그리드로 보강된 성토지반의 안정해석

을 위하여 강그리드망과 강그리드 결합부에 대

한 특성을 실내시험을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현장사례에 적용하여 강그리드 보강

재의 적용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결합그리드의 공기중 인장실험을 통해 3

단계 변형거동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고, 결

합강그리드 파괴는 종방향부재의 변형과 소성

변형 그리고 결합부인 크랭크부분의 소성변형

순으로 나타났다.

2) 공기중 및 토중의 인장시험에 의해 공기

중과 토중에서의 그리드의 발생변위 및 크랭크

규격별 첨두인장강도는 거의 비슷하다. 또한,

토중에서의 인장력은 공기중에서 보다 2배정도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위지반의 구

속압 및 상재압에 기인한다



한 중 근22

3) 결합강그리드 결합부에서 지지저항의 대

부분은 상재압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른 최

대인장력은 극한인발저항보다 약 20kN～27kN

큰 값을 보이며 최대인장력과 극한인발저항 차

이는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4) 종방향부재와 횡방향부재의 용접부와 결

합부의 용접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인발력은 상재압의 영향과는 무관하였다. 또한,

결합부자체에서 약 20kN의 인발력을 갖으며

이는종방향부재 2본인 경우의 인발력에 대하여

약 65%에 해당한다.

강그리드 보강된 보강사면의 안정해석에는

강그리드 결합부의 발생여부를 반드시 파악하

여야 하며 강그리드결합을 이용한 보강토구조

물의 안정을 위하여는 강그리드자체의 강성과

결합부에서의 인발 및 인장강성에 대하여 조사

후 결합상태에 따른 허용인장강도 시험결과를

적용하여 보강사면의 안정을 검토하여야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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