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도심지에서의 지반굴착공사는 지상공간의 포화 그

리고 인접구조물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어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

게 지반굴착이 요구됨에 따라서 가설 흙막이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지에서의 지하굴착

에 이용되는 연직벽체는 강성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직

벽체로 활용하는 흙막이 구조물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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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earth retaining walls composed of ready-made piles have been studied for improving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wall 

and restricting adjacent ground deformation. However, these walls have been used in a limited manner as temporary retaining walls,

without considering the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which interacts with the building structure. Hence, in this study,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earth retaining walls with ready-made concrete and steel piles are analyzed. The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is estimated by quantitatively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ile retaining wall and building structure. A laboratory model

test i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based on the steel pile installation interval; numerical analysis 

is conducted for effect analysis based on the retaining wall height and ground condition. The earth pressure at the building structure 

decreases 15%-49.7%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ile retaining wall and build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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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향상 및 인접지반의 변형억제를 위해 기성말뚝을 흙막이 구조물 벽체로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설 흙막이 구조물로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건축구조물 벽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토압분담효과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 및 강관말뚝과 같은 기성말뚝을 이용하는 흙막이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확인하고 건축물벽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토압분담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내모형실험을 통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에 따른 토압분담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해 흙막이 벽체의 높이와 지반조건에 따른 토압분담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성말뚝을 사용하는 흙막이 벽체와 건축물 벽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건축물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15%~49.7%

의 감소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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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최근에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이용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조성하는 등 개량된 흙막이 구조물이 개발 적용되

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설벽체로서만 사용되고 있는 등 사용

성이 제한적이고 건축물벽체와 함께 영구벽체로서 적용되

는 조건에서는 토압분담효과가 규명되지 않은 실정이다.

콘크리트말뚝이나 강관말뚝과 같은 기성말뚝을 가설 흙

막이 구조물로 활용하는 많은 선행연구가 시행되었으며, 

You et al. (2005)은 억지말뚝을 이용하여 지보재가 설치되지 

않는 자립식 흙막이 벽체의 현장 적용성을 제안하였다. Han 

et al. (2005), Han et al. (2006)은 기성 PHC말뚝을 흙막이 

벽체로 활용하는 경우 흙막이 벽체의 거동특성을 보고하고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가설벽체로서의 적용성을 보고하였다.

기성콘크리트 말뚝을 이용하여 흙막이 벽체를 조성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말뚝의 수직도 유지 및 연속성 

문제로 인해 자립식 흙막이 벽체로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Choi et al. (2017)은 PHC 말뚝의 형상 자체를 개량하

여 시공성과 지지체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개선한 개량형 

PHC-W파일의 거동을 수치해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Kim 

et al. (2017)은 개량형 PHC-W파일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의 

거동과 말뚝의 지지력 특성을 보고하였다.

Yoon (2019)은 기성 PHC말뚝을 이용하는 흙막이 벽체를 

합벽으로 영구벽체로 활용 가능여부를 보고하는 등 최근까

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이용한 PHC 말뚝을 이용하는 

흙막이 벽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흙막이 벽체가 가지는 기술적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Jang et 

al. (2012)은 기존 C.I.P공법이 가지는 단점인 차수성능 그리

고 연속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형케이싱의 내부 양쪽에 

삼각형 형태의 조인트를 설치하는 개량형 C.I.P 공법을 개발

하여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고, Do et al. (2016)은 계면활성

제계 그라우트를 활용하여 C.I.P벽체를 개선할 수 있는 개량

형 공법의 적용성을 보고하였다.

Lee et al. (2021)은 C.I.P공법에 사용되는 H-형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각형의 판과 두꺼운 플랜지 판으로 구성하고 

콘크리트로 채워진 복합 단면을 갖는 신형상의 합성파일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흙막이 벽체의 휨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An 

et al. (2021)은 흙막이 벽체로 활용할 수 있는 강관철근망을 

제안하였고, Lee et al. (2019)은 섬유보강재를 흙막이 벽체로

서 활용하기 위해 섬유보강재의 공학적 특성을 평가한 바 

있다.

Lee and Park (2021a)은 PHC 말뚝을 흙막이 벽체로서 

활용하기 위해 말뚝의 자립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고하였고, Lee and Park (2021b)은 PHC 말뚝과 강관말뚝

을 혼용하는 흙막이 벽체를 건축물의 영구벽체로 활용하는 

제작 및 시공기술에 대해 보고하여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

뚝을 혼용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기성말뚝 또는 개량형 연직벽체로 강성이 큰 흙막이 구조

물을 조성하는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설 구조물로서만 활용하고 영구벽체로서 활용하고

자 하는 시도는 매우 낮으며 특히 건축벽체와 융합하여 

영구벽체로 사용하는 합벽구조물 설계기법이나 효과에 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 또는 강관말뚝과 같은 

기성말뚝을 이용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건축벽체와 융합할 수 있는 합벽 구조물로서의 거동을 

규명함으로써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의 영구벽체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성말뚝 흙막이 구조물과 건축

벽체가 동시에 설치된 조건에서 기성말뚝 흙막이 구조물의 

토압분담효과로 인해 건축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의 저감효

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사용하는 흙

막이 벽체의 토압지지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모형실

험을 통해 흙막이 벽체의 최대지지하중을 산정하였으며, 

강관말뚝의 설치조건에 따른 지지하중의 변화를 통해 말뚝 

흙막이 벽체의 토압지지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내모형

실험을 통해서 지반조건 그리고 말뚝 흙막이 벽체의 높이변

화에 따른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기성 말뚝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 혼용 흙막이 벽체

2.1 기성 말뚝 흙막이 벽체 구성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혼용하는 흙막이 벽체는 기

존 콘크리트 말뚝만을 이용해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는 선행

연구의 기술적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기술

은 띠장과 같은 흙막이 구조물의 부재를 연직벽체와 연결하

기 위해서는 말뚝의 단면손실이 불가피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강관말뚝을 엄지말뚝으

로 활용하고 콘크리트말뚝으로 토류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성 말뚝 흙막이 벽체는 흙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건축물 벽체 외부로 존치되어 건축물 벽체와는 직접적으로 

Fig. 1. Composition of Earth Retaining Wall Mixed Concrete

Pile and Steel Pile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는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에 관한 연구  155

연결되지 않아 2개의 벽체가 토압에 지지하는 2중 벽체를 

형성하고, 외부의 말뚝 흙막이벽체와 내부의 건축물 벽체가 

각각 토압을 지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2 말뚝 흙막이 및 건축물 벽체의 토압지지 메커

니즘

말뚝 흙막이 벽체 그리고건축물 벽체의 2중 벽체가 구성되

는 경우의 토압지지 메커니즘은 Fig. 2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두 개의 벽체가 

합성벽체로서 토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2중 벽체로서 

토압을 지지한다고 보고하였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부재를 사용하여 벽체를 조성하는 경우 합성 

또는 비합성 효과에 의한 구조적 평형이 발생하고 건축물과 

흙막이 벽체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흙막이 벽체가 

1차로 토압에 저항하고 후면의 건축물 벽체가 2차로 토압에 

저항하게 된다.

또한 Gässler (1988)가 쏘일네일로 보강된 벽체에서 제안

한 ‘Two-Body Translation Mechanism (TBTM)’에 따르면, 

토압에 의한 활동면에 보강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강재

의 토압분담효과에 의해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저감되는 

것을 고려하면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는 억지말뚝으로서 

활동에 저항하게 되고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는 영구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흙막이 벽체의 

1차토압 분담효과로 인해 건축물 영구벽체의 작용토압은 

감소하게 된다.

3. 실내모형실험

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혼용하여 가

시설 흙막이 구조물의 연직벽체로 활용하는 구조체의 토압

지지효과를 확인하고자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

내모형실험은 토압 및 수압을 주로 지지하게 되는 주 부재인 

강관말뚝의 간격을 영향인자로 설정하여 배면지반에 연직

하중이 증가하는 동안 흙막이 구조물의 변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하중-변위 관계를 확인하고 지반의 항복하중

을 최대 지지하중으로 설정하였다.

실내모형실험은 흙막이 구조물의 조건에 따른 거동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제외하고 모형지

반의 조성상태 및 모형지반의 크기 등은 고정하여 흙막이 

구조물 이외에 영향은 발생하기 않도록 설정하였다.

3.2 실험방법

실내모형실험은 모형지반을 조성하고 배면지반에 재하

판을 설치하여 2 mm/min의 재하속도로 변위제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하중계를 이용하여 재하되는 하중을 측정하

였다. 모형벽체 전면에는 디지털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여 

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의 수평변위를 측정하였다. 실내모형

실험이 수행된 모형지반의 전경 및 모식도는 Fig. 3에 나타내

었다.

모형지반은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C33의 콘크리트 샌드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이는 200번체 통과량이 3% 이하인 통일분류상 SP에 해당된

다. 모형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조건의 지반을 조성하

기 위해 지반 조성에 필요한 흙의 중량과 물의 중량을 이용해 

일정한 함수비를 유도하는 중량-체적 할당법(Alfaro et al., 

1995)을 적용하여 함수비 11%, 최대건조밀도 18.4 kN/m3의 

모형지반을 조성하였다.

모형지반은 60 cm (w) × 60 cm (b) × 60 cm (h) 크기의 

모형토조 내부에 조성하고, 모형벽체는 높이 30 cm, 근입 

15 cm의 자립식 벽체로 조성하여 크기 상사율 1/20로 설정하

Fig. 2. Schematic Diagram of Earth Pressure on Double Wall

Fig. 3. Schematic Diagram of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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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모형벽체는 말뚝의 강성을 모사하기 위하여 ASTM 

A213 스테인레스 강관을 이용하여 강도상사율 1/500로 모형

지반을 조성하였으며(Fig. 4), 실제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

뚝의 탄성계수 차이를 모사하기 위해서 모형말뚝 재료의 

탄성계수 차이를 고려해 모형말뚝으로 적용하였다.

3.3 실험조건

실내모형실험은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의 설치조건에 

따른 토압지지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

을 변수로 하여 총 6회를 수행하였으며, 실내모형실험이 

수행된 조건은 Table 1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4 분석결과

실내모형실험을 통해 모형벽체의 토압지지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연직하중-수평변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형실험을 통해 확인된 하중-수평변위 곡선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 나타낸 하중-수평변위 곡선을 이용하여 초기 

탄성구간과 소성구간을 이용해 항복하중을 산출하였으며 

항복하중을 흙막이 벽체의 최대지지 하중으로 산정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Table 2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a) Model Ground (b) Loading Plate

(c) Loading (d) Failure

Fig. 4. Process of Model Test

Classification
Wall Height

(cm)
Wall Type Composition

Steel Pile 

Interval
Remark

Case 1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None

Pile 

Diameter : 

2.5 cm

Pile 

Length : 

45 cm

Case 2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 Steel Pile 5D

Case 3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 Steel Pile 4D

Case 4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 Steel Pile 3D

Case 5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 Steel Pile 2D

Case 6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Steel Pile 1D

Table 1. Case of Laboratory Model Test

(a) Measure Point : 2H/3 (b) Measure Point : H/2 (c) Measure Point : H/3

Fig. 5. Load-Displacemen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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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실험 결과분석은 모형지반의 높이 2H/3, H/2 및 H/3지

점에 설치된 수평변위 측정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Fig. 5 및 Table 2의 결과를 살펴보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

이 줄어들수록 흙막이 벽체의 지지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평변위 측정 위치 모두에서 동일하게 흙막이 

벽체의 강성이 증가하는 만큼 최대 지지하중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비교를 위하여 Table 2를 이용해 

콘크리트말뚝만 설치된 조건을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분석

하면 토압지지효과는 8.6%~27.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4. 수치해석

4.1 개요

수치해석은 모형실험으로 확인된 말뚝 흙막이 벽체의 

토압지지 효과를 검증하고 실제 규모의 흙막이 벽체에서도 

토압지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혼용하

는 흙막이 벽체를 대표단면으로 구성하고, 콘크리트말뚝 

및 강관말뚝의 설치조건에 따른 토압분담효과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 분석을 위해 지보재가 없는 

자립형 벽체조건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단계별 시

공과정을 모사하여 실제 거동과 동일하게 수치모의를 수행

하였다.

4.2 해석방법

수치해석은 범용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 2D프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지반은 탄소성 모델인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였다. 강관말뚝 및 콘크리트 말뚝은 beam 

요소로 적용하였으며, 지반의 초기응력을 구현한 이후 흙막

이 벽체가 시공된 이후 영구 건축물이 합벽으로 설치되는 

조건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흙막이벽체에 작용하는 토

압과 영구건축물에 작용하는 토압을 각각 산정함으로써 

말뚝 흙막이벽체의 토압분담효과를 산정하였다.

수치해석에 적용된 단계별 모식도 및 격자요소망은 Fig. 

6에 나타내었다.

4.3 해석조건

수치해석은 실제 규모에서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의 토압

분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벽체의 높이를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3 m, 5 m 및 7 m의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말뚝의 직경은 강관말뚝과 콘크리트 말뚝이 혼용되기 

용이하도록 직경 500 mm로 가정하였으며, 강관말뚝만으로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설치간격 1 D에서 5 D까지 강관말

Classification Steel Pile Interval Max. Load (2H/3) (kN) Max. Load (H/2) (kN) Max. Load (H/3) (kN)

Case 1 None 2.90 3.30 3.05

Case 2 5D 3.10 3.50 3.50

Case 3 4D 3.30 3.60 3.40

Case 4 3D 3.70 3.75 3.60

Case 5 2D 3.80 3.90 3.70

Case 6 1D 3.90 3.95 3.90

Table 2. Maximum Retaining Load

(a) Model for temporary wall (b) Model for permanent wall (c) Numerical analysis model

Fig. 6. Schematic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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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는 조건 그리고 강관말뚝 없이 

콘크리트 말뚝만으로 흙막이 벽체가 설치되는 조건을 해석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지반의 조건에 따라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면지반의 조건을 내부마찰각 

10°, 20°, 30° 및 40° 조건으로 변화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반의 내부마찰각을 변수로 적용할 때에는 지반의 강성

에 따라 단위중량과 점착력 그리고 탄성계수 역시 내부마찰

각의 크기를 고려해 지반 강성에 적합하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 조건은 Table 3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으며, 수치해석에 적용된 지반의 강도정수 그리고 

흙막이 벽체로 사용된 말뚝의 강도정수는 Table 4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4.4 해석결과

4.4.1 흙막이 벽체 높이조건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3 m~5 m이고, 지반의 구성조건인 

내부마찰각이 10°에서 40°로 변화할 때 흙막이 벽체의 발생 

수평변위와 벽체에 작용하는 수평응력(토압)은 Figs. 7 및 

8에 나타내었다.

Figs. 7 및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10̊로 느슨한 경우, 작용토압이 커 최대수평변위가 굴착하부

Classification
Wall Height 

(m)
Retaining Wall Condition

Steel Pile
Remark

Installation Interval

Case 1 3 PHC concrete pile None 0 m

Ground condition

friction : 

10°, 20°, 30°, 40°

Total 48 times

Variable Analysis

Case 2 3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5D 2.5 m

Case 3 3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4D 2.0 m

Case 4 3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3D 1.5 m

Case 5 3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2D 1.0 m

Case 6 3 Steel pile 1D 0.5 m

Case 7 5 PHC concrete pile None 0 m

Case 8 5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5D 2.5 m

Case 9 5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4D 2.0 m

Case 10 5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3D 1.5 m

Case 11 5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2D 1.0 m

Case 12 5 Steel pile 1D 0.5 m

Case 7 7 PHC concrete pile None 0 m

Case 8 7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5D 2.5 m

Case 9 7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4D 2.0 m

Case 10 7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3D 1.5 m

Case 11 7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2D 1.0 m

Case 12 7 Steel pile 1D 0.5 m

Table 3. Numerical Analysis Case

Classification
Unit Weight Cohesion Friction Elastic Modulus

Poisson’s Ratio Remark
(kN/m3) (kPa) (°) (MPa)

Ground 1 17 5 10 15 0.38 Friction 10°

Ground 2 18 10 20 30 0.37 Friction 20°

Ground 3 19 15 30 50 0.35 Friction 30°

Ground 4 20 40 40 100 0.33 Friction 40°

Classification
Diameter Thickness Area Inertia Moment Elastic Modulus

Remark
(mm) (mm) (cm2) (cm4) (MPa)

Concrete 500 80 1,056 247,749 20,000 Pile

Steel 508 12 184 54,800 210,000 Pile

Table 4. Material Properties for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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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 = 3 m, φ = 10° case (b) H = 5 m, φ = 20° case

(c) H = 7 m, φ = 30° case (d) H = 7 m, φ = 40° case

Fig. 7. Results of Horizontal Displacement

(a) H = 3 m, φ = 10° case (b) H = 5 m, φ = 20° case

(c) H = 7 m, φ = 30° case (d) H = 7 m, φ = 40° case

Fig. 8. Earth Pressure on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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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며,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20°, 30° 및 40°로 

증가하면서 발생수평변위가 1 m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 및 7 m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의 해석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각 흙막이 벽체의 수평변위는 2 mm 및 5 mm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를 강성이 큰 강관말뚝으로 

사용하는 경우 벽체에 작용하는 수평응력은 약 13.8%~40.2%

의 토압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반의 강성

이 클수록 토압분담 효과도 크게 평가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인 조건에의 느슨한 지반에서 

콘크리트말뚝을 이용하여 토압을 지지하는 영구벽체로 활

용하는 경우 건축물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을 42.6%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느슨한 지반에서 콘크리트말뚝

과 강관말뚝을 혼용하는 경우 건축물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을 45.0%~54.6%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콘크

리트 말뚝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2.4%~12.0% 정도의 추가 

토압분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7 m 조건에서 느슨한 지반에서는 

콘크리트말뚝을 영구벽체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물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의 39.9% 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콘크리트말뚝

과 강관말뚝을 혼용하는 경우 건축물벽체에 42.0%~49.7% 

토압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동일하게 콘크리트말뚝과 강관

말뚝을 혼용해 흙막이 벽체의 강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토압감소효과를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수치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반의 

강성이 큰 내부마찰각 40°인 조건에서는 강관말뚝과 콘크리

트 말뚝 모두 토압분담효과가 크게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콘크리트 말뚝과 강관말뚝의 토압분담효과 차이는 

약 2.1%~2.4%로 미미하게 확인되어 흙막이벽체 자체의 

강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2 토압분담효과

본 연구에서는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벽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랭킨토압이론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론 토압을 기준으로 수치해석으로 확인된 토압을 정규화

하여 토압의 분담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흙막이 벽체의 강성에 따른 토압분담효과의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에 따른 수평토압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수평토압 저감효과는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 1 D에서 

5 D까지 멀어지는 경우에는 토압저감효과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뚝 흙막이 벽체가 설치되어 

2중 벽체를 형성하는 경우 영구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저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약 19%~58%의 토압 저감효

(a)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of φ = 10° (b)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of φ = 20°

(c)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of φ = 30° (d)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of φ = 40°

Fig. 9. Load-Displacemen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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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압저감효과는 말뚝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 인 조건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약 10° 

정도로 느슨한 경우에는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에 따라 토압

의 저감효과도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3 m로 비교적 높이가 작을 때는 토압 저감효과

가 약 13%~40%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강관말뚝으로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여 강성이 큰 경우 가장 큰 토압저감효과를 

보이며 말뚝 흙막이 벽체의 강성에 따라 토압저감효과도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20°, 30° 및 40°로 증가하여 지반의 

강성이 커지는 경우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강관말뚝을 혼용하여 흙막이 벽체의 강성이 증가

하여 토압분담효과가 증가하는 효과의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마찰각이 20° 정도로 보통조밀한 정도의 

상대밀도 지반에서는 말뚝 흙막이 벽체의 높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3%~13% 정도의 토압분담효과가 흙막이 

벽체의 강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40°인 매우조밀한 정도의 상대밀도를 갖는 

지반에서는 흙막이 벽체 자체만의 토압분담효과로 인해 

영구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약 19%~57%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말뚝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는 강관말뚝 및 콘크리

트 말뚝의 벽체 강성이 영구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3 m, 5 m 및 7 m 조건 모두에서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이 토압저감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강관말뚝과 콘크리

트 말뚝을 혼용하는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 효과는 지반의 

강성이 비교적 작은 지반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9의 결과를 살펴보면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일 

때 토압저감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수치해

석의 조건이 별도로 지보재가 설치되지 않은 자립형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인 지보재가 설치되

는 경우에는 토압의 분담효과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사용하는 흙

막이 벽체가 영구벽체와 함께 활용되어 영구벽체에 작요하

는 토압의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모형실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압저감효과를 분

석하였다.

실내모형실험을 통해 모형실험을 통해 확인된 하중-수평

변위 곡선을 이용하여 모형벽체의 최대 지지하중을 산정하

였고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이 줄어들수록 흙막이 벽체의 

지지하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콘크리트말뚝만 

설치된 조건을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분석하면 강관말뚝을 

혼용하는 경우 토압지지효과가 8.6%~27.9%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3 m에서 5 m 및 7 m로 증가하는 

경우 흙막이 벽체의 수평변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는 경우 벽체의 변위억

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흙막이 벽체를 강성이 큰 강관말뚝으로 사용하는 경우 

벽체에 작용하는 약 13.8%~40.2%의 토압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반의 강성이 클수록 토압분담 효과

도 크게 평가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 7 m로 증가하는 경우에서도 

역시 건축물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을 39.9%~42.6% 감소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콘크리트 말뚝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2.4%~12.0% 정도의 추가 토압분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반의 강성이 

큰 내부마찰각 40°인 조건에서는 강관말뚝과 콘크리트 말뚝 

모두 토압분담효과가 크게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콘크리트 말뚝과 강관말뚝의 토압분담효과 차이는 약 

2.1%~2.4%로 미미하게 확인되어 흙막이벽체 자체의 강성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흙막이 벽체와 건축물의 벽체가 2중벽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토압의 분담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흙막

이 벽체의 강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벽체가 분담하

는 토압이 증가되어 건축물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이 감소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는 흙

막이 벽체가 가설벽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영구벽체와 

함께 토압을 지지하는 기능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자 실내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수

치모의 해석을 통해서 토압저감효과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에는 한계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암할 때 추후 실제규

모의 현장에서의 계측 등을 통한 거동분석과 함께 토압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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