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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도심지에서 굴착공사가 주변구조물과 지하매설물에 근

접해서실시되는경우 흙막이벽의변형이크게되면지반,

의 강도가 저하되어 굴착지반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특히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은 굴착주변지반에도. ,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공중에 배면지반의 변형침(

하 인접구조물의균열이나붕괴사고가종종발생하게된),

다백영식 등 홍원표 등 문태섭 등( , 1990; , 1992; , 1994).

그러나 굴착으로 인한 주변지반 및 인접구조물의 변형문

제는 지반조건 흙막이벽의 종류 근입장 시공방법 지하, , , ,

수그리고인접구조물의상호작용등불확정요소가많이포

함되어 있어 정확히 예측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굴착공사에 의한 흙막이벽과 주변지반의 변형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년대 후반부터 유한요소법을 적용1960

한수치해석적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초기에는전.

응력해석법에 의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

는압밀해법을도입한유효응력해석 탄소성모델을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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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formation behavior of the excavated behind ground due to the displacement shape of retention walls is predicted
by numerical analysis, which can be performed using the artificial displacement method with elasto-plastic constitutive model.
The displacement shape of the behind ground around the retention wall is similar to the displacement shape of the retention
wall. However, far from the retention wall, it changes to the displacement shape of cantilever. The deformation (the
settlement, the lateral movement) of the excavated behind ground can be decreased by restraining the upper displacement
of the retention wall. The displacement shape of the retention wall due to excavation affects on the plastic failure zone
and decreasing zone of stability of the excavated behind ground.

요 지

탄소성구성방정식을 적용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에 따른 배면지반의 변형거동을 예측하였다 굴착배면.
지반의 변형형상은 흙막이벽 부근에서는 흙막이벽 변형형상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흙막이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켄틸레버

형상으로 변한다 그리고 흙막이벽의 상부변형을 억제시키면 배면지반의 변형침하량 측방이동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 , ) . ,
굴착에 따른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은 굴착배면지반의 소성파괴영역 및 안전율 저하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Artificial displacement, Prediction of deformation, Numerical analysis, Displacement shape, Plastic failur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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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 등 등 등(Palmer , 1972; , 1989; ,ケ梶 谷 中井
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현장계측을 통하여 흙막1993) .

이굴착에따른굴착배면지반의변형거동을분석하는연구

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등 유일형등( , 1993; , 1994;坂本
양구승 등, 1997).

굴착문제에 유한요소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굴착이

라는 외력을 응력해방하는 것에 의해 흙막이구조물을 포

함한 굴착배면지반의 변형거동을 검토하는 응력해방법

등 등 과 탄소성해석이나 현(Duncan , 1970; , 1988)市川
장계측으로부터 얻은 흙막이벽의 수평변위량을 입력자료

로 하는 강제변위법윤중만 등 이 있다( , 2006) .

본 연구에서는 흙막이벽의 수평변위를 강제적으로 입

력하는 강제변위법을 이용하여 굴착배면지반의 변형거동

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굴착에 따른 흙막이벽의 변형형. ,

상이 굴착배면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

제굴착현장에서발생하는흙막이벽변형형상을단순하게

모델하고흙막이벽의변형형상에따른배면지반의변형과

파괴거동을검토한다 그리고본연구결과를토대로도심.

지 굴착공사와 같이 주변에 인접구조물이나 매설물이 설

치되어 있어 계측기 설치가 곤란한 굴착배면지반의 변형

거동 및 그 영향범위를 예측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굴착지반의 수치해석2.

수치해석법2.1

굴착지반의 수치해석에는 유한요소법을 적용하는 방법

으로 굴착이라는 외력을 응력해방하는 것에 의해 흙막이,

구조물을 포함한 굴착배면지반의변형거동을검토하는 응

력해방법과 탄소성해석이나 현장계측으로부터 얻은 흙막

이벽의수평변위량을입력자료로하는강제변위법이있다.

응력해방법은 굴착에 따른 응력의 변화를 절점력으로

작용시킴으로서흙막이벽및주변지반의변형을발생시키

기 때문에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을 제어하는 것이 곤란하

다 따라서 흙막이벽의 변형형상 및 그 변형량의 크기가.

굴착배면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그러나 강제변위법은 흙막이벽에 강제적으로 변위를.

작용시켜 흙막이벽 변형에 따른 굴착배면지반에 변형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강제변위로서 입력하는.

수평변위량의 크기에 의해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나 그

변형량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구성방정식 및 탄소성해2.2

지반은 의항복함수및 소성포텐셜을 가Drucker Prager･
진 탄소성체로 모델링한다 탄성계수는 구속압의 영향을.

받으므로 굴착에 따른 응력변화가 지반의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하기위하여식 과같이지반의탄성계수를(1)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 



(1)

여기서, 는기준상태에있어서탄성계수, 는기준상태에

있어서의유효응력, 는기준상태에있어서탄성계수, 

은 재료정수, ′은 평균유효주응력이다.

한편 지반의 항복함수는 식 와 같이, (2) Drucker Prager･
의 파괴규준을 적용하였다.

    (2)

여기서, 와 는재료정수, 은제 응력불변량1 , 는제

축차응력불변량이다2 .

소성포텐셜 함수는 지반의 다이런턴시 특성을 나타내

기 위하여 식 과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3) .

  ′ (3)

여기서, 는 지반의 다이런턴시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메

타이다.

한편 수치해석시 적용된 탄소성해는, 등 에Oritz (1986)

의해 주어진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고 있Return Mapping

다 등 이 방법은 탄소성 매트( , 1990; Matsui , 1994).田中
릭스를 사용하지 않고 탄성상태에 있는 응력변형률관계-

매트릭스만을 사용하고 이것을 반복계산하는 것에 의해

직접 응력상태를 결정하고 있다 지반이 파괴상태에 도달.

하게되면지반의응력은식 의파괴기준을만족해야만(2)

한다.

수치해석 시뮬레이션3.

수치해석 모델링3.1

그림 은 수치해석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경계조건1 .

으로서 좌측벽은 수평변위만을 저면은 수평과 연직변위,

모두구속하였으며우측벽은흙막이벽의설치면으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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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의 우측면에 강제변위로서 입력하여 굴착배면. 1

지반의 변형거동을 분석한다.

흙막이벽의 변형형상 모델링3.2

본 연구에서는 흙막이 굴착에 있어서 배면지반의 변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의 차

이가굴착배면지반의변형거동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흙막이벽의 변형은 실제 흙막이 굴착공사에서 나타나

는 변형형상을 그림 와 같이 가지 형상으로 단순화시켜2 4

모델링 하였다 그림 와 같이 사다리꼴의 경우는. 2(a), (b)

주로 대규모 굴착공사에서 버팀보 를 설치(Strut, Anchor)

한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다 그림 와 같이 켄틸레버. 2(c)

형의경우는소규모굴착공사에서지보공을설치하지않은

자립식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다 그리고 그림 와 같. 2(d)

이 삼각형의 경우는 흙막이벽 근입부의 지반이 견고하여

굴착면 하부의 흙막이벽 변위가 억제되고 흙막이벽 상부,

에 단의 또는 로고정된흙막이벽의변형1 Anchor Tie-Rod

형상이다.

한편 해석대상지반은 내부마찰각만 가지는 이상적인,

사질토지반으로 가정하였다 해석범위는 폭 깊이. 61m,

로 하였으며 경계조건은 그림 과 동일하게 하였다46m 1 .

표 은 흙막이벽 변형형상 및 해석에 이용된 토질정수를1

나타낸 것이다.

굴착배면지반의 변형거동4.

배면지반의 변형형상4.1

그림 은 각 흙막이벽 변형형상에 따른 배면지반의 변3

형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흙막이벽 부근에.

있어서배면지반의변형형상은흙막이벽의변형형상과유

사하게나타나고있지만흙막이벽으로부터거리가멀어질

수록배면지반의변형형상은켄틸레버변형형상으로변하

여가고있다 따라서배면지반의변형형상은흙막이벽부.

근에서는흙막이벽의변형형상에영향을받지만흙막이벽

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에 영향을

받지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는 배면지반의 변위 를 나타낸 것이다4 Contour .

그림에서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 사다리꼴 과 켄틸레버-1

형과 같이 흙막이벽 상부변위가 억제되지 않은 경우 배면

지반의 변형은 흙막이벽 상단 부근에서 변형이 크게 발생

하고 있으며 쐐기형상으로 그 영향범위가 확대되어 간다.

한편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 사다리꼴과 삼각형과 같이,

흙막이벽 상부변위가 억제된 경우 배면지반의 변형은 흙,

막이벽 중앙부근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구

간까지는타원형상을그리며영향범위가확대되어가다가

흙막이벽으로부터멀리떨어지게되면켄틸레버의경우와

유사한 형상으로 확대되어 간다 그리고 사다리꼴 의 경. -1

우가배면지반의변형및영향범위도가장크게나타났다.

흙막이벽

강

제

변

위

수평,연직변위구속

수

평

변

위

구

속

그림 해석 모델링1.

사다리꼴(a) 사다리꼴(b) -1 켄틸레버형(c) 삼각형(d)

그림 흙막이벽의 변형형상 모델링2.

표 흙막이벽 변형형상 및 토질정수1.

변형형상
최대수평변위

위치
굴착깊이

변위부동점

위치
토질정수

사다리꼴 5m

10.0m

최종굴착면

에서부터

G.L-3.0m



 

 

  


 

사다리꼴-1 5m

켄틸레버형 0m

삼각형 5m



34 한국토목섬유학회논문집 제 권 제 호7 3

사다리꼴(a) 사다리꼴(b) -1

켄틸레버형(c) 삼각형(d)

그림 배면지반의 변형형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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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틸레버형(c) 삼각형(d)

그림 배면지반의 변위4.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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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지반의 침하량4.2

지표면침하4.2.1

그림 는 배면지반의 지표면 침하량을 나타낸 것이다5 .

여기서 침하량 및 벽체로부터의 거리는 굴착면까지의 거

리로 무차원화 시켰다.

그림에서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 사다리꼴 과 켄틸레-1

버형과같이흙막이벽상부변위가억제되지않은경우 지,

표면침하량은흙막이벽부근에가까울수록증가하고있으

며 최대침하량도 흙막이벽 천단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 사다리꼴과 삼각형 같이

흙막이벽 상부변위가 억제된 경우 지표면침하량은 흙막,

이벽에어느정도가까워질때까지는증가하지만흙막이벽

부근에서는 반대로 침하량이 감소하고 있다 최대침하량.

은 벽면으로부터 가 정도위치이내에서발생D/H 0.1 0.2～
하고 있다.

지중침하4.2.2

그림 은배면지반의지중침하량을나타낸것이다그림6

에서 지중침하형상도 흙막이벽 변형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을 알수 있다 흙막이벽의변형형상이 사다리꼴. -1

과켄틸레버형의경우에는지표면으로부터하부로내려갈

수록 지중침하량 및 침하영향범위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

나흙막이벽의변형형상이사다리꼴과삼각형의경우에는

흙막이벽에어느정도가깝게될때까지는지표면에서의침

하량이지중침하량보다크지만흙막이벽부근에서는지중

침하량이 지표면침하량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대침.그림 지표면침하량5.

사다리꼴(a) 사다리꼴(b) -1

켄틸레버형(c) 삼각형(d)

그림 지중침하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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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은 지표면으로 하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2 3m . ,～
흙막이벽의변형형상이삼각형과같이흙막이벽의상부변

위가완전히억제된경우에는지표면침하량보다지중침하

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표면측방이동4.2.3

그림 은 배면지반의 지표면측방이동량을 나타낸 것이7

다 지표면측방이동 형상은 그림 의 지표면침하형상과. 5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흙막이벽의 변형형. ,

상이 사다리꼴 과 켄틸레바형의경우에는 흙막이벽 부근-1

에 가까울수록 측방이동량은 증가하며 최대측방이동량도

흙막이벽이 설치된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흙막.

이벽의변형형상이사다리꼴과삼각형의경우에는흙막이

벽에 어느정도 가까울때까지는 측방이동량이 증가하지만

흙막이벽 부근에서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 최대측방이.

동은 벽면으로부터 D/H가 정도 위치에서 발생하0.3 0.4～
고 있으며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 사다리꼴 과 켄틸레, -1

버형의경우보다흙막이벽부근에서의측방이동량은상당

히 작게 나타나고 있다.

침하면적과 흙막이벽 수평변위량의 관계4.2.4

그림 은침하면적및침하면적비와흙막이벽의수평변8

위량의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좌측의 축의 침. Y

하면적비( 는 배면지반의 침하면적을 흙막이벽의)

변형면적으로 무차원화시켜 나타낸 것이다 침하면적은.

흙막이벽 수평변위가 증가할수록 즉 변형면적에 비례하,

여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침하면적비는 흙막이벽의 변형.

면적 뿐만 아니라 변형형상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나고있다 즉 흙막이벽의변형형상이켄틸레버형인경우. , ,

흙막이벽 변형면적은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 사다리꼴-1

보다는작지만흙막이벽의변위가증가할수록침하면적비

는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흙막이벽의 변형형상. ,

이삼각형인경우는흙막이벽의변형형상이켄틸레버형의

경우와흙막이벽변형면적은동일하지만침하면적비는상

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다.

지표면침하량과 지표면측방이동량의 관계4.2.5

그림 는 지표면침하량과 지표면측방이동량의 관계를9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 사다리.

꼴 과 켄틸레버형의 경우에는 침하량이 측방이동량보다-1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이 사다.

리꼴인경우에는흙막이벽의변형이작게발생하였을때는

침하량보다측방이동량이크지만흙막이벽의변형이증가

하게 되면 침하량이 측방이동량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크게 나타나고있다 한편 흙막이벽의변형형상이 삼각형. ,

인 경우에는 흙막이벽의 변형이 작게 발생하였을때는 지

표면침하량과 지표면측방이동량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그림 측방변위량7.

그림 침하면적과 흙막이벽 수평변위량의 관계8.

그림 최대침하량과 최대측방변위량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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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흙막이벽의 변형이 증가할수록 측방이동량에

비해침하량이상당히크게나타나고있다 그림에서흙막.

이벽의변형형상이삼각형인경우를제외하고는지표면침

하량은 지표면측방이동량의 배 사이에 분포하는0.5 1.0～
것을 알 수 있다.

소성파괴영역4.3

그림 은 흙막이벽 변형형상에 따른 배면지반의10 13～
소성파괴영역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수치해석에서.

는 굴착전 원지반의 응력상태가 평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 에서 나타낸 평균응력상태를 파괴기준치(2)

로 설정하였다 이 파괴기준치와 흙막이벽의 변형에 따른.

배면지반의응력변화에의하여발생된일반화된전단응력

의 비로서 안전율을 산정하였다(q) .

그림 에나타난바와같이흙막이벽변형형상이사다10

리꼴인 경우 초기에는 소성파괴영역이 수평변위가 최대,

가 되는 중앙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며 안전율이 저,

하되는영역도중앙부에서부터상부좌측면으로확대되고

있다 흙막이벽 상부 배면지반 부근의 안전율이 주변보다.

크게되는 부분도 있다 흙막이벽의 수평변위가 증가하게.

되면 소성파괴영역은 먼저 흙막이벽의 변위가 시작되는

하부 배면지반쪽에서 소성파괴영역이 확대되고 점차 상,

부면쪽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안전율 저하영역도 수평.

변위가증가함에따라확대되고있으나흙막이벽상부에서

는 소성파괴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안전율

이 주변보다 높은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림 에나타난바와같이흙막이벽변형형상이사다11
리꼴 인 경우 배면지반에서 소성파괴영역 및 안전율 저-1 ,
하영역이 발생되는 과정은 초기에는 흙막이벽 상부 배면

지반에서부터 최대변위가 발생하는 중앙부까지 나타나다

가 흙막이벽 수평변위가 증가하게 되면 흙막이벽 변형형

상이 사다리꼴인 경우와 유사한 형상으로 나타내지만 흙

막이벽상부배면지반에서는소성파괴영역이나타나지않

고 안전율이 주변보다 큰 부분이 있다.
그림 에나타난바와같이흙막이벽변형형상이켄티12

레바형인 경우 초기에는 소성파괴영역이 수평변위가 최,
대가 되는 흙막이벽 상부 배면지반에서부터 발생하고 있

으며 안전율이 저하되는 영역도 흙막이벽 상부 배면쪽으,
로만 확대되고 있다 흙막이벽의 수평변위가 증가하게 되.

수평변위(a) 2cm 수평변위(b) 5cm

수평변위(c) 10cm 수평변위(d) 20cm

그림 사다리꼴 변형형상의 소성파괴영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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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변위(a) 2cm 수평변위(b) 5cm

수평변위(c) 10cm 수평변위(d) 20cm

그림 사다리꼴 변형형상의 소성파괴영역11. -1

수평변위(a) 2cm 수평변위(b) 5cm

수평변위(c) 10cm 수평변위(d) 20cm

그림 켄틸레버 변형형상의 소성파괴영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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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성파괴영역 및 안전율 저하영역은 흙막이벽 상부 배

면쪽에서부터 흙막이벽의 변위가 시작되는 하부지반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소성파괴영역의 발생범위는 의Rankine
소성파괴영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에나타난바와같이흙막이벽변형형상이삼각13

형인 경우 배면지반에서 소성파괴영역 및 안전율 저하영,

역이 발생되는 과정은 초기에는 수평변위기 최대가 되는

중앙부에서만 나타나다가 흙막이벽의 수평변위가 증가하

게 되면 흙막이벽 변형형상이 사다리꼴인 경우와 유사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 론5.

흙막이벽 변형형상에 따른 굴착배면지반의 변형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제변위법을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굴착배면지반의변형형상은 흙막이벽부근에서는흙막

이벽의 변형형상에 영향을 받지만 흙막이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에 영향을 받지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굴착배면지반의 변형형상은. ,

흙막이벽부근에서는흙막이벽변형형상과유사하지만흙

막이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켄틸레버 형상으로 변한다.

2. 흙막이벽의상부변위를억제하는것에의해배면지반의

침하량 측방이동량 침하면적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
3. 배면지반의 지중침하는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에 따라

차이가있다 흙막이벽상부변위와억제되지않은경우.
에는최대침하량은지표면에서 발생하지만흙막이벽의

상부변위가 억제된 경우 최대침하량은 지표면으로부,
터 전체굴착깊이의 배에 해당되는 하부에서0.2 0.3～
발생한다.

4. 굴착에 따른 흙막이벽의 변형형상은 배면지반의 파괴

영역및안전율저하영역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흙막이벽의 상부변위가 억제된 경우 배면지반의,

소성파괴영역은최대변위가발생하는흙막이벽의 중앙

부에서부터 발생하지만 흙막이벽의 상부변위가 억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흙막이벽 상부에서부터 발생한다.

5. 본 연구에 적용된 해석수법은 도심지 굴착공사에 흙막

수평변위(a) 2cm 수평변위(b) 5cm

수평변위(c) 10cm 수평변위(d) 20cm

그림 삼각형 변형형상의 소성파괴영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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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의 수평변위만으로 계측기 설치가 곤란한 굴착배

면지반의 변형거동 및 그 영향범위를 예측하는데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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