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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일네일 보강벽체는 1972년에 랑스의 베르사이유에

서 최 로 사면 보강용으로 용된 이후 주로 독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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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등의 유럽지역에서 굴착면에 한 지보  사면보강

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78년에 통상 인 엄지말

뚝과 버 보에 의한 흙막이벽 신에 수평 보강 시스템이

라 불리우는 쏘일네일링 공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유

럽,

미국 등지에서는 70년  반부터 쏘일 네일링에 한 연

구  용이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는 1980년  후반부

쏘일 네일링을 이용한 굴착토류벽의 거동 분석

The behavior of excavation wall reinforced by Soil Nailing

김종수1)․최  2)․ 진규 ․이  송 3)

Kim, Jong-SooㆍChoi, HyuckㆍJeon, Jin-GyuㆍLee, Song

Abstract

 A soil wall reinforced by soil nailing is excavated in the typical soil conditions which are consisted of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and soft rock.  The resulting nail loads computed are compared to loads measured by utilizing 

strain gauges during construction . The wall deflection at two locations are related to construction events and specific 

soil conditions, providing an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of soil nailed walls. The load distribution along the nail 

indicated relatively high loads close to the wall. The mobilized load on the nail is proportional to the wall deflection 

showing the maximum value at the surface of the wall.  The construction monitoring for this project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soil nailed walls.

  Keywords : Soil Nailing, Wall deflection, Excavation

요      지

본 연구에서는 매립토, 풍화토, 연암등으로 구성된 지반의 흙막이 가시설 시공에 쏘일네일링을 용하 다.  굴착  지반  네

일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계측과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계측은 경사계로부터 벽면의 변 를 측정하 고 변형률계를 네

일에 설치하여 굴착  발생하는 네일의 축력을 측정하 는데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은 벽면의 변 와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은 벽면가까이에서 최 로 측정되었다. 한 수치해석과 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벽체변 는 실측치와 일치

하 으나 네일의 축력의 크기  축력이 발생하는 치등은 계측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쏘일네일링, 벽체변 , 축력, 굴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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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그에 한 기 이론  설계기법이 처음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재 시공 과정의 간편성, 경제성등의 장 으로 

인해 많은 장에서 쏘일네일링 공법을 용하고 있으며, 

흙막이 가시설 는 사면보강공법으로 용되고 있다.

  이러한 쏘일네일링에 한 본격 인 연구는 1986년 

랑스에서 “CLOUTERRE”를 시작으로 이론  배경, 설계

개념 등이 정립되었으며 쏘일네일링의 거동을 이해하기 

해 사질토지반에서 실크기의 네일보강벽체에 한 장계

측이 수행되었다. Cartier & Gigan(1983)도 네일을 이

용한 지하굴착의 거동을 측정하여 분석하 는데, 굴착  

네일의 인발시험을 수행하여 흙과 네일의 상호작용을 분석

하 다. Stocker & Riedinger(1990)도 네일에 1.5m 

간격으로 변형률계를 부착하여 굴착진행에 따른 네일에 작

용하는 축력과 굴착후 10년에 걸친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

의 분포를 계측한 결과를 분석하여 장기 인 쏘일네일링 구

조물의 거동을 분석하 다. Cheng & Hansen 등(1994)은 

잔 토층의 굴착지반에 변형률계와 경사계를 설치하여 쏘

일네일링의 거동을 계측하 는데, 네일에 작용하는 최 축

력은 네일벽면에서 어느정도 떨어진 곳에서 최 로 작용하

며 최 작용 을 연결하면 원호형의 괴형태를 보이는 것

으로 발표하 다. 쏘일 네일링 구조물의 계측을 통한 거동

분석에 한 연구는 꾸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부

분 단일 지반 는 흙지반에서 계측된 결과에 기 한 연구

이다. 따라서, 국내지반처럼 풍화토, 풍화암, 연암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반에서의 체계 인 계측에 기 한 쏘일네

일링 구조물의 거동에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매립토, 풍화토, 연암 순으로 구성된 지반

의 흙막이 가시설에 한 쏘일네일링의 용시, 굴착이 진

행됨에 따른 지반  네일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에 수평변 를 측정할 수 있는 경사계, 네일의 축력

을 측정하는 변형율계 등을 설치하여 굴착에 따른 지반  

네일의 거동을 계측하 다.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계

측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반 인 쏘일 네일링 구조물의 거

동을 분석하 다.

2. 장계측결과  분석

  2.1 장 지반 개요

  

  쏘일네일링 가시설 굴착 시공 장은 ○○지역의 건축공

사 장이며, 굴착공법은 Shotcrete로 구성된 토류벽체를 

쏘일네일링으로 지지하면서 굴착하는 방법으로 -11.40 ～ 

-12.20 m까지 굴착하 다.

  해석 상단면에서 사용된 Shotcrete의 강도는 28일 강

도를 기 으로 200 kg/cm
2
이상이고, 두께는 20cm로 하

으며, Soil Nail의 제원은 D25(ψ25.4mm)철근을 사용

하고, 길이는 5.5m이며, 수직간격 1.0m 는 1.2m, 수평

간격 1.2m로 설치하 다. 그림 1 은 공사 장의 평면과 

설치한 계측기의 치, 종류, 해석단면의 치를 보인 것이

다.

그림 1. ○○ 지역의 건축공사 장 평면도

해석 상단면은 그림 1 에서와 같이 폭20m 도로에 인 한 

20m 도로구간단면과 폭 35m 도로에 인 한 35m 도로구

간 단면으로 구분하 다. 그림 2 는 20m, 35m 도로구간

의 가시설 단면을 보인 것이다. 20m 도로구간 단면에서는 

10단의 네일이 시공되었으며, 4,5단 사이, 6,7단 사이, 

9,10단 사이 3개소에는 굴착  인발시험을 수행할 시험네

일을 설치하 다. 한 35m 도로구간 단면에서는 11단의 

네일이 시공되었으며, 4,5단 사이, 7,8단 사이의 2개소에

도 시험네일을 설치하여 장인발시험을 수행하 다.

  일반 으로 CLOUTERRE(1991)에 의하면 본 장과 

같이 Borehole에 그라우 하는 네일인 경우 굴착심도의 

0.8～1.2배로 네일 길이를 즉 9.6～14.4m길이로 설계하

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본 장의 경우 5.5m로 비교  

짧게 설계되어 있으며, 네일 설치각도는 (-)15°의 기울기

로 시공되었다. 수직간격은 20m 도로구간단면에서 1～7

단 사이가 1.0m, 7～10단 사이가 1.2m이며, 35m 도로구

간단면에서 1～7단 사이가 1.0m, 7～11단 사이가 1.2m

로 각각 네일간격이 다르게 시공되었다.



시험네일

수직간격=1.0m

수직간격=1.2m

매립토층

풍화토층

연암층

수평간격 = 1.2m

STEP 1 99.6.21 STEP 7 99.7.26

  20m 도로구간 네일 1단 설치(2m 굴착)
  20m 도로구간 네일 8단 설치(9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9단 설치(10m 굴착)

↓ ↓

STEP 2 99.6.26 STEP 8 99.7.29

  20m 도로구간 네일 2단 설치(4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1단 설치(2m 굴착)

  20m 도로구간 네일 8단 양생 (9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9단 양생 (10m 굴착)

↓ ↓

STEP 3 99.7.5 STEP 9 99.8.4

  20m 도로구간 네일 4,5단 설치(6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3,4단 설치(4.5m 굴착)

  20m 도로구간 네일 8단 후 굴착 (10.2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9단 후 굴착 (10.4m 굴착)

↓ ↓

STEP 4 99.7.12 STEP 10 99.8.5

  20m 도로구간 네일 6단 설치(7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2,3,4단 사이 네일보강후 6단 설치
  (7m 굴착)

  20m 도로구간 네일 9단 설치(11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10단 설치(11.4m 굴착)

↓ ↓

STEP 5 99.7.19 STEP 11 99.8.9

  20m 도로구간 네일 6단 설치(7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7단 설치(8m 굴착)

  20m 도로구간 네일 10단 설치(12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11단 설치(12m 굴착)

↓ ↓

STEP 6 99.7.22 STEP 12 99.8.26

  20m 도로구간 되메움  네일 3,4,5단 사이 앵커 보강후 7단
  설치(8m 굴착)
  35m 도로구간 네일 8단 설치(9m 굴착)

  굴착종료 후 집수정 굴착

시험네일

매립토층

풍화토층

연암층

수직간격=1.0m

수직간격=1.2m

수평간격 =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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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층상태는 상부의 매립토층과 그 하부에 N치 50이

상을 상회하는 매우 조 한 상태의 모래 지층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암반층은 편마암으로 풍화가 심한 상태를 나타

낸다. 20m 와 35m 도로구간의 지층상태는 같은 지층순서

를 보이지만, 35m 도로구간의 지층이 매립층, 풍화토층의 

두께가 얇고 N치도 20m 도로구간보다 크게 평가되었는

데,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이 그림 2이다.

(a) 20m 도로구간 단면

본 굴착 장의 굴착 시공과정을 단계별로 요약정리한 것

이 그림 3 이며 이러한 굴착과정을 수치해석에 반 하

다.

  

2.2 장 계측  분석

  

  본 해석단면의 장계측에서는 경사변 계, 지하수 계,  

  

(b) 35m 도로구간 단면

그림 2. 가시설 단면 개요도

그림 3. 장 시공 과정



해석단면에서의 수평변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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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율계가 사용되었으며, 설치 치는 그림 1 에서와 같

다. 변형율계는 기 항식 변형율계를 사용하 다. 20m 

도로구간단면 3,4단과 35m 도로구간단면 3단에서의 네일

길이방향에 따른 변형율계 설치지 은 그림 4 (a)에서와 

같이 1.0m, 1.5m, 1.5m, 1.5m의 간격이며, 20m 도로

구간단면 6, 8, 10단과 35m 도로구간단면 5, 7, 9, 11단

에서의 네일길이방향에 따른 변형율계 설치지 은 그림4 

(b)에서와 같이 1.5m,  1.0m, 1.0m, 1.0m, 1.0m의 간

격으로 설치하여 굴착공사 진행  네일에 작용하는 인장

력, 지 변 를 체계 으로 계측토록 하 다.

(a) 20m 구간(3,4단), 35m 구간(3단)

(b) 20m 구간(6,8,10단), 35m 구간(5,7,9,11단)

그림 4. 네일에 설치한 변형율계 치

  (1) 경사계 계측결과

  해석 상단면에서의 굴착심도별, 공사기간별 경사계 계

측결과는 공사완료 시 (99년 8월 9일～26일)까지는 수

평변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굴착이 완료된 시

부터 변화가 거의 없이 수렴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변 양상은 지표면에서 가장 변 가 많이 생기고, 하단

으로 내려갈수록 변 가 작게 발생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20m 도로구간과 35m 도로구간의 벽체 수평변 는 그림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m 도로구간에 최  73mm의 변

를 보이는 반면 35m 도로구간에서는 38mm의 수평변 가 

계측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부토사지반의 심도와 강도차이에 의한 지반조건, 네일의 

배수조건, 세부 인 시공순서 등에 의한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 해석단면에서의 경사계 결과

   

  (2) 굴착  네일의 축력 변화

  변형율계는 20m 도로구간단면에서 3단(심도-2.73m), 4

단(심도-3.73m), 6단(심도-5.73m), 8단(심도-7.93m), 

10단(심도-10.33m)에, 35m 도로구간단면에서는 3단(심

도-2.48m), 5단(심도-4.48m), 7단(심도-6.48m), 9단

(심도-8.88m), 11단(심도-11.28m)에 설치되었으며, 네

일 길이별 세부 인 설치 치는 그림 4 에서와 같다. 그림 

6～13의 결과는 변형율계가 설치된 각각의 네일에서 상하

단 변형율계의 계측결과를 평균함으로써 네일축력을 계산

하 다.

  체 으로 네일축력은 공사완료시 까지 증가하다가, 

공사완료이후에는 어느 일정한 값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즉,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발생의 직 인 원인은 

지반굴착과 계가 있으며, 굴착완료후에는 네일 축력이 변화

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Stocker  Riedinger(1990)

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한 각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의 분포는 굴착벽면에 

가까운 쪽에서 큰 축력이 발생하다가, 차 감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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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m 도로구간단면에서 3단 네일의 변형율계 결과

그림 7. 20m 도로구간단면에서 4단 네일의 변형율계 결과

  그림 6 은 20m 도로구간의 지표면으로부터 2.73m깊이

에 설치한 네일 3단에 걸리는 축력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축력의 분포는 네일 앞쪽에서 축력이 크게 작용하고 네일 

뒤쪽으로 갈수록 그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네일 설치후 네일의 축력은 굴착에 따라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은 같은 단면의 4단 네일의 축력 변화를 보인 것

이다. 그림 6,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일축력의 경향은 굴

착면 가까이에서 최 를 보이다가  네일 끝단으로 갈

수록 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림 6의 3단 네일

과 비교해 볼 때 변형률계(1)에 작용하는 축력은 3단 네일

보다는 4단 네일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

만, 동일한 네일의 변형률계 (3)에서 계측된 네일의 축력

은 3단 네일보다는 4단 네일에서 작게 평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한 6단 네일 역시 네일축력은 굴착면 가까이에서 

크고, 네일에 작용하는 최 축력은 앞의 3단, 4단 네일보

다 반 으로 작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굴착깊이에 따라 

동일한 변형률계 치에서의 네일 축력을 보인 것이 그림 

8, 9이다. 

(a) 변형률계 (1)에서의 네일축력

(b) 변형률계 (3)에서의 네일축력

그림 8. 20m 도로구간단면에서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분포

(a) 변형률계 (1)에서의 네일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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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변형률계 (3)에서의 네일축력

그림 9. 35m 도로구간단면에서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 분포

  20m 도로구간에서와 같이 35m 도로구간에서도 굴착면 

가까이에서 최 축력이 발생하 다가 굴착면에서 멀어질

수록 축력이 감소하는 경향과 굴착면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네일에 발생된 축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네일의 축력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 벽체의 변 로 단되어 벽체의 변 와 네일에 걸리

는 최 축력과의 계를 그린 것이 그림 10 이다. 그림에

서 벽체에 발생한 변 와 네일에 걸리는 축력은 직 으

로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벽체의 변 가 크게 발생

했던 20m 도로구간에서의 네일의 축력이 크게 발생한 것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벽체변 와 네일의 축력이 항상 비례하

는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m 도로구간의 3단

네일과 4단네일의 축력을 비교해 볼 때 상부변 가 많이 

발생한 3단네일의 축력이 크게 발생하여야 하나 그림 8(a)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 축력은 오히려 변 가 작은 4단

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굴착면에서 떨

어진 변형률계 (3)에서의 네일축력은 그림 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보다 3단에서 크게 발생하여 발생변 에 비

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3단 네일의 경우 반

으로 네일 체에 변 가 발생하여 벽체에서 떨어진 치

에서도 축력이 크게 발생하는 반면, 4단 네일에서는 아직

까지 네일의 반부에서만 큰 축력이 발생하고 벽체에서 

떨어진 치에서는 최 축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변 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네일에 걸리는 

축력은 벽체에 가까운 치로부터 진 으로 벽체에서 먼 

치로 벽체의 변 와 함께 이되는 것으로 단할 수 있

다.

  이러한 상은 굴착심도가 증가할수록 벽체 변 가 증가

하고 지반의 소성상태가 벽체의 하단쪽으로 진 으로 진

행한다는 김홍택 외(1995)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단된다. 즉, 3단 네일 부근의 지반은 소성상태가 유발되기

에 충분한 변 가 발생되어 최  단 강도의 발휘가 상

되고 4단 네일의 경우에는 아직도 탄성상태에 해당되어 네

일의 인장력 발휘가 불충분한 것으로 단된다. 이와같이 

20m 도로구간에서 굴착면 가까이에서 지반의 수평변 가 

지표면에서 최  72mm를 보이다가 굴착면하부로 내려갈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굴착심도 2.73m에 치

하는 네일 3단에서 55mm 정도의 벽체변 가 발생하여 변

형률계 (1)에서의 단응력이 최 값을 지나 잔류응력값에 

수렴됨에 따라 네일의 축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5m 도로구간은 20m 도로구간보다 벽체의 수평변 가 

작게 발생하 는데, 3단네일의 설치심도가 2.48m로 벽체

의 수평변 가 28mm 발생한 경우와 5단 네일의 설치심도

가 4.48m 인 경우, 벽체수평변 가 16mm 발생하 을 경

우, 20m 도로구간과 다르게 벽체의 변 가 크지 않아 3단

에 걸리는 네일축력이 5단에 걸리는 네일의 축력보다 크게 

계측된 것을 그림 9(a)에서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는 3

단 네일이 28mm의 수평변 가 발생하여도 아직 단응력

이 최 (peak)값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벽체의 변 가 발생할수록 최 축력이 발생하는 치는 

20m 도로구간 경우에서처럼 벽체변 가 12m 굴착깊이에

서 최  72mm 발생하여 상부 네일에 걸리는 축력이 잔류

단응력에 이르는 값을 보이며 굴착면에서 먼 쪽으로 

이하는 경우을 보이나, 일반 인 네일의 최 인장력 발생

치는 굴착면 가까이에 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강토옹벽에서 벽체로부터 어느정도 떨어진 보강

재의 간정도에서 최  인장력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CLOUTERRE, 1991)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CLOUTERRE(1991)에 의하면 쏘일네일링 벽체의 상

부수평변 를 계측한 결과 3H/1000이상의 변형에 이르면 

쏘일네일링 구조물의 사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는데, 20m도로구간의 경우 이러한 허용변 는 보다 

많은 변 가 발생한 상태에서 즉, 소성 역이 충분히 발달

한 상태에서도 네일에서 계측된 최 축력을 연결하여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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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면을 측해 보면, 그림 11 과 같이 계측에 의한 괴

면이 기존의 연구결과 는 설계시 가정한 괴면보다 훨

씬 가까이에 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0. 해석단면에서의 네일 축력의 비교

   그림 11. 20m 도로구간에서의 최 네일축력의 치

                   (벽체변 가 72mm인 경우)

3. 수치해석에 의한 쏘일네일링 벽체 거동해석

  3.1 벽체에 한 모델링

  

  본 지층과 지층형상은 매립층, 풍화토층, 연암층으로 구

성되어 있다. 퇴 토층의 경우 모래와 자갈이 혼재되어 있

는 상태로 매우 조  는 조 한 상태이다. 기반암은 편마

암의 약간풍화 는 보통 풍화된 상태로 암석코아에 리

가 발달된 상태인 지반이다. 

  이러한 지반의 물성치를 추정하기 해서는 한 

장, 실내시험을 통해 구해야 하지만 본 지반조사에서는 표

입시험만 수행되어 신뢰성있는 물성치 산정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계측결과인 벽체의 수평변 를 기 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 사용한 로그램은 지반해

석 범용 FEM 로그램인 2D Pentagon을 이용하 으며 

Mohr-Coulomb Model을 사용하 다.  해석을 한 

node수는 5620개, element는 2229개를 사용하 으며, 

메쉬의 경계조건은 하단경계는 상하방향을 구속하고, 좌우

측 경계는 좌우방향움직임을 구속하 다. 이러한 지반물성

치의 산정과정을 나타낸 것이 그림 12 이고 표 1 은 해석

결과와 계측결과를 비교하여 근사값  경향을 얻을때까지 

반복수행함으로써 결정한 지반의 물성치이다.

그림 12. 시행착오법에 의한 역해석 과정

        (지반 물성치 산정)

표 1. 굴착지반의 각 지층별 토질정수

  굴착단면에 한 모델링은 굴착심도, 지층구분, 네일제

원 등을 고려하여 모델링하 고, 벽체는 Solid 요소로 해

석하 다. 네일에 한 모델링은 그라우트를 무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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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시공과정은 각각 굴착과 벽체, 네일설치가 한 단

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굴착심도까지 11단계에 걸

쳐 모델링하 으며, 이러한 굴착과정의 모델링은 그림 4 

의 실제굴착과정을 모델링하 다. 해석단면  35m 도로

구간에 한 해석메쉬를 보인 것이 그림 13 이다.

  벽체의 면 은 Beam 요소와 Solid 요소등으로 모델

링할 수 있지만 Beam 요소와 Solid 요소를 모두 사용하

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Solid 요소를 사용한 경우가 보다 

실제 계측치의 분포에 근 하게 해석되어 Solid 요소를 사

용하 다. 표 2 는 면 의 물성치를 표시하 으며 이러

한 물성치도 역해석과정을 거쳐 결정하 다. 하지만 네일

과 지반 사이에 interface model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벽체의 변 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지반과 네일의 상

 변 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표 2. 벽체를 Solid 요소로 모델링한 경우, Shotcrete의 물성치

그림 13. 35m 도로구간에서의 수치해석단면

4. 수치해석 결과 분석

  4.1 수평 변  결과 비교

  

  35m 도로구간단면에 하여 벽체를 Solid 요소로 모델

링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장계측결과와 비교

한 것이 그림 14 와 같다. 35m 도로구간단면의 결과를 비

교해 보면, 수치해석결과와 계측치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해석결과는 계측결과를 기 으로 

지반물성치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평변 가 계측치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 35m 도로구간 해석단면에서의 수평 변  결과 비교

  4.2 네일 길이방향별 축력 비교

  

  지반의 수평변 가 일치할 때 굴착단계에 따른 네일의 

축력을 실측치와 계측치를 비교하여 쏘일네일 구조물의 거

동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네일의 축력은 네일의 상하단에 

설치한 변형률로부터 축력을 계산하 다. 설계단계에서 계

측단면을 선정하여 네일에 변형률계를 설치하 지만 변형

률계의 일부 손등으로 인해 네일 체에 걸친 응력분포를 

반 으로 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20m 도로구간 6

단 네일과 35m 도로구간 5단 네일의 계측된 축력과 수치

해석 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15, 16 과 같다. 

  계산된 축력의 분포는 굴착면에서 최 로 되었다가 굴착

면에서 멀어질수록 축력의 크기가 어드는 경향을 보인

다. 한 계측치와 비교하 을 경우, 계산치가 크게 평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네일에 걸리는 이러한 축력의 분포는 지

반의 단강도와 직 인 계가 있다. 

  일반 으로 네일과 지반의 상 변 에 의해서 단응력

이 발생하면 지반을 탄소성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발생했

던 단응력과 지반의 괴규 을 비교하여 괴여부를 

단하게 되며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은 발생했던 단응력으

로부터 구하여진다. 그러므로 네일에 작용하는 수직력이 

커지면 네일에 작용하는 단응력은 커지게 됨으로 네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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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력은 증가하게 된다. 한,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은 지반

의 단강도, 수직응력, 지반과 네일의 상 변  등에 향

을 받게 된다. 

그림 15. 20m 도로구간단면에서 6단 네일의 축력결과 비교

그림 16. 35m 도로구간단면에서 5단 네일의 축력결과 비교

  그림 17 은 수치해석결과 각 네일에 따라 작용하는 축력 

분포를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반의 단

강도가 낮은 상부지반보다도 지반의 단강도와 수직응력

이 큰 굴착하부 네일의 축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굴착면 하부의 연암층에서 네일의 축력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굴착면 하부의 연암층의 변

가 미소하여 네일의 축력은 크게 평가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치해석결과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은 

굴착심도의 간정도에서 최 축력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해석결과는 계측결과와는 상당히 상이함

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벽체의 변 는 수치해석 방법으

로 최 변 발생 치, 크기 등을 하게 모델링할 수 있

으나, 네일에 작용하는 축력의 방향, 크기 등을 모델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반

과 네일의 상호작용을 히 모델링할 수 있는 Interface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17. 20m 도로구간단면에서 네일축력 수치해석결과

5. 결  론

  쏘일네일링을 이용한 지하굴착 장에 한 장계측, 분

석, 수치해석을 통하여 쏘일네일링 벽체의 거동에 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으며, 국내지반처럼 풍화암, 연암 등

에 네일을 시공하는 경우, 쏘일네일의 거동분석을 한 보

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1. 벽체의 변 는 지표면에서 최 를 보이다가 굴착하단부

로 내려 갈수록 어 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계측되

었으며, 네일에 걸리는 축력은 이러한 지반변 와 비례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네일의 축력은 굴착상단부에서 크게 발생하며 굴착면에 

가까운 네일에 최 인장력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수평변 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네일의 최 축

력은 하단 네일로, 각 네일에 작용하는 최 축력의 

치는 네일 뒤쪽으로 진 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

다.

3. 12m 굴착심도에 벽체 상부 변 가 72mm 발생한 경우 

굴착면 각단에 작용하는 네일의 최  축력은 굴착면에

서부터 1～2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여 실제로 쏘일 네

일로 보강된 벽체의 가상 괴면은 굴착면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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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

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수치해석결과 네일에 작용하는 계측치와 다르게 굴착면 

간에서 최  축력이 발생하여 굴착면 상부에서 최

축력이 발생한 계측치와 차이를 보 으며, 그 크기도 

크게 평가되었다.

5. 벽체의 변 는 수치해석방법으로 최  변  발생 치, 

크기 등을 하게 모델링할 수 있으나, 네일의 축력

을 모델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지반과 네일의 상호작용을 히 모델링할 수 

있는 Interface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 수일자 : 200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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