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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시 뒷채움재의 투수특성에 따른 보강토옹벽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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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상 산악지가 대부분이므로 토목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토 사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절토사면을 지지함과 동시에 부지의 공간활용을

목적으 로 대표적인 토압구조물인 콘크리트 옹벽이 많이 시

공되어 왔으나 최근 시공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보강토옹

벽이 많이 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1,200~1,400mm 정도로 이러한 강우량의 대부분이 6~9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7~8월에 집중되어 도로 및 절·

성토사면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우특성이 절·

성토사면 및 보강토옹벽 붕괴의 발생과 큰 관련이 있음을 유

추 할 수 있다. 강우시의 보강토옹벽 붕괴와 관련하여 국내

에의 경우 유충식 등[6]은 집중강우 시 발생한 블럭식 보강

토옹벽의 붕괴사례를 현장답사를 통해 안정성을 검토하고,

강우와 붕괴의 연관성 검토를 위해 불포화토 개념의 침투해

석과 연계하여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권오현 등

[3]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의 변화를 통해 강우가 보

강토옹벽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보강토옹벽의 배

수관련 설계/시공 기준검토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

러한 국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강토옹

벽의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연평균 강우량에 대비하여 배수

처리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강우특성과 뒷채움재 투수특성이 보

강토옹벽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내의 보강

토옹벽 설계기준에 맞게 모델링 후 강우특성을 반영하여 침

투해석 및 유한요소해석을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강우특성

및 뒷채움재 투수특성에 따라 해석된 결과를 분석하여 강우

특성과 뒷채움재 투수특성을 고려한 보강토옹벽의 적절한 설

계기준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2.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강우시 불포화토의 매개변수인 점착력, 내

부마찰각, 체적함수비, 뒷채움재의 투수계수, 강우강도 등의

요인 중 강우특성과 뒷채움재의 투수특성에 따른 보강토옹

벽의 거동을 분석하고자 MIDAS GTS 프로그램으로 수치해

Abstract Since the collapse of MSE walls frequently occurs due to the rainfall,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ehavior of

MSE wall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ainfall and the properties of permeability of backfill. In order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MSE wall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ainfall and the properties of permeability of backfill, finite

element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typical MSE wall. With varying ratio of saturated permeability to rainfall intensity,

porepressures, displacements and factor of safety were analyzed. As the ratio of the saturated permeability to rainfall inten-

sity increases, the global factor of safety is found to increase. Based on the analyses, the use of permeability of backfill with

2.56×10-5m/sec is desirab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ainfall in Korea.

Keywords : MSE wall, Rainfall, FEM, Pore pressure, Maximum displacement, Saturated permeability

초 록 강우시 보강토옹벽의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강우특성 및 뒷채움재 투수 특성에 따른 보강토

옹벽의 거동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우특성과 뒷채움 재 투수특성에 따른 보강토옹벽의 거동

을 분석하고자 국내의 보강토옹벽 설계기준에 맞게 모델링 후 강우특성을 반영하여 침투해석 및 유한요소해석

을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해석 결과,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 96시간 조건에서 강우발생기간 및 포화투수

계수와 강우강도 비(ks/I)에 따라 보강토옹벽의 배면간극수압, 전면벽체의 최대발생변위, 옹벽전체 안전율의 변

화하는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포화투수계수와 강우강도 비(ks/I)의 조건에서 투수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옹

벽 전체안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강우특성을 고려할 때 보강토옹벽의 안정을 위해서는 뒷채움

재의 투수계수가 최소 2.56×10-5m/sec 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보강토옹벽, 강우, 유한요소해석, 간극수압, 최대발생변위, 포화투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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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하였다. 뒷채움재의 투수특성에 따른 보강토옹벽

의 거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김영상 등[5], 정상섬 등[8]의

연구를 바탕으로 100년 빈도의 Talbot형 확률강우강도 식에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 96시간을 적용하여 강우종료

후 100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가적인 침투해석을 수행하였

다. 또한, 김상규와 김영묵 [4]의 연구를 참고하여 포화투수

계수(ks)와 강우강도(I)의 비에 따라 수치해석을 실시한 후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와 전면벽체의 발생변위 및 옹

벽의 전체안전율 등 보강토옹벽의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2.2 연구범위

강우시 뒷채움재의 투수특성에 따라 보강토옹벽의 거동을

분석하고자 강우강도는 100년 빈도의 Talbot형 확률강우강

도식에 대해 각각 48시간, 24시간, 96시간(각각 2880분,

1440분, 5760분)의 강우재현기간을 적용하였으며 투수특성

조건은 포화투수계수(ks)와 강우강도(I)의 비(ks/I)를 1/100,

1/1, 5/1, 10/1, 100/1, 1000/1의 비율로 구분하여 수치해석

에 적용하였다. 강우강도(I)에 따른 포화투수계수(ks)의 변화

가 보강토옹벽의 배면간극수압, 벽체발생변위, 옹벽의 안전

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해석결과를 분석하였

다. 표 1과 표 2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강우조건의 모사방

법과 강우재현기간별 산정된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투수 계

수 비(ks/I)에 따른 수치해석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우가 불포화 사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기 위해 Cai 등[12]의 연구를 참고하여 강우가 지속되는 동

안 보강토옹벽배면의 간극수압, 전면벽체의 발생변위, 옹벽

전체의 안전율뿐만 아니라 강우재현 후 강우침투로 인한 사

면의 안정성과 변위발생, 강우발생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강우재현 종료 후 100일 경과 시

까지 시간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침투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보강토옹벽배면의 간극수

압변화를 분석하고자 강우초기부터 침투해석단계로 구분한

시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우가 불포화 사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기 위해 Cai 등[12]의 연구를 참고하여 강우가 지속되는 동

안 보강토옹벽배면의 간극수압, 전면벽체의 발생변위, 옹벽

전체의 안전율뿐만 아니라 강우재현 후 강우침투로 인한 사

면의 안정성과 변위발생, 강우발생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강우재현 종료 후 100일 경과 시

까지 시간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침투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보강토옹벽배면의 간극수

압변화를 분석하고자 강우초기부터 침투해석단계로 구분한

시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Conditions for rainfall simulation

Factors Value Note

Duration of 

rainfall

24, 48, 96hr

(1440, 2880, 

5760 min, 

receptively)

Talbot type’s equation of rainfall 

intensity

Frequency of 

rainfall 

simulation

100 years
Conditions of each rainfall 

intensity for Talbot type rainfall 

Ratio of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ks) and

Rainfall 

intensity(I)

(ks/I)

1/100

6 Cases

1/1

5/1

10/1

100/1

1000/1

705.387

t
0.5

0.352+

-------------------------

Table 2 Numerical simulations with varying duration of rainfall

Duration of 

rainfall 

simulation (hr)

I (mm/hr) ks/I ks (m/sec)
Numerical 

conditions

24 18.42

1/100 5.12E-08 Case 1

1/1 5.12E-06 Case 2

5/1 2.56E-05 Case 3

10/1 5.12E-05 Case 4

100/1 5.12E-04 Case 5

1000/1 5.12E-03 Case 6

48 13.06

1/100 3.63E-08 Case 7

1/1 3.63E-06 Case 8

5/1 1.81E-05 Case 9

10/1 3.63E-05 Case 10

100/1 3.63E-04 Case 11

1000/1 3.63E-03 Case 12

96 9.25

1/100 2.57E-08 Case 13

1/1 2.57E-06 Case 14

5/1 1.28E-05 Case 15

10/1 2.57E-05 Case 16

100/1 2.57E-04 Case 17

1000/1 2.57E-03 Case 18

Table 3 Variation of time from the beginning of rainfall

Step 1 2 3 4 5 6 7 8 9 10 11 12

Hour 0hr 1hr 3hr 5hr 7hr 9hr 1day 2day 3day 14day 40day 100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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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3.1 침투-유한요소 연계 사면안정해석 개념

강우침투로 인한 대부분의 사면파괴의 경우 파괴면 전체

에 걸쳐 동시에 파괴에 도달하지 않으며 국부적인 파괴지역

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전체사면의 불안정을 유발하게 되

는 진행성 파괴(progressive failure)의 형태를 보인다(Alonso

등[11]). Ng 등[9]은 사면안정해석 시 한계평형해석을 적용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시간에 따라 지반응력상태가 변화하

므로 한계 평형해석의 적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유한요소해

석을 이용한 침투-응력해석과 관련된 연구 중 Sun과 Y.[10]

의 경우 전체안전율을 계산하지 않고 거동해석에 그쳐 유한

요소해석법의 해석 능력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계평형해석은 지반의 파괴 에만 중

점을 둔 해석인데 비해 유한요소해석에서는 지반내의 응력

상태, 변형양상을 알 수 있는 동시에 파괴에 이르기까지의

국소적인 항복영역의 진행과정과 전체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은 침투-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사

면안정해석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Fig. 1 Schematic for seepage and slope stability analysis

3.2 해석에 적용된 물성 및 매개변수

보강토옹벽의 블록, 뒷채움재, 보강재, 원지반 등 재료에

따른 모델과 해석에 적용된 물성 및 매개변수는 표 4에 제

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해석에 적용된 물성 및 매개변

수는 한국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보강토옹벽 설계

기준[2], 이진욱 등[13] 및 권호현 등에 의한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결정하였다.

3.3 함수특성곡선 및 불포화 투수계수 모델 입력 데이터

수치해석에 사용된 MIDAS GTS는 투수함수의 종류가 한

정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보강토옹벽 설계기준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 뒷채움재의 불포화함수특성에 관한 실험을 수

행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임성윤, 류태진[7])를 통

해 얻은 경험계수를 수치해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2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투수함수 데이터에 사용된 경험계수 a, n과

함수비 함수 데이터에 사용된 a, n, m은 보강토옹벽 뒷채움

재로 널리 활용되는 화강풍화토에 대한 선행 연구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Fig. 2 Data of water characteristic for unsaturated soil used

3.4 보강토 옹벽의 해석 및 모델링 단면

본 연구에서 적용된 보강토옹벽의 해석단면은 한국도로공

사설계기준[2]에 따라 옹벽높이는 6m, 보강토 전면블록은 높

이0.6m, 두께 0.4m이고, 보강재의 포설길이는 옹벽높이의

0.7에 해당하는 4.2m로 모델링 하였다. 그림 3은 유한요소

해석에 적용된 최종단계의 보강토옹벽의 해석단면을 나타내

고 있으며, 그림 4는 대상 보강토옹벽의 부정류 침투해석 시

적용한 유한 요소모델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보강토옹벽

의 해석모델링에 있어 지반은 4절점 평면요소를 적용하였으

Table 4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used in the analyses

Model
Elastic modulus

(kN/m2)
Poisson’s ratio

Dry unit weight 

(kN/m3)

Saturated 

unit weight

(kN/m3)

Internal angle 

of friction

Hydraulic 

conductivity 

(m/sec)

Block Elastic 26985000 0.3 20.4 20.4
·

1×10-7

Backfill Mohr coulomb 13000 0.3 16.0 16.9

Geogrid Elastic 181436000 0.25 0.1
· · ·

Soil Mohr coulomb 26000 0.35 16.9 17.7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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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계조건의 설정에 있어서 하부기초지반의 측면 경계면

을 고려하여 경계조건을 지정하였다. 보강토옹벽의 상부에 강

우조건을 모사함에 있어서 상부 전반에 걸쳐 면유동(Surface

flux) 조건을 통해 강우조건을 모사하였다. 또한 모사된 강

우의 침투방향 설정을 위해 보강토옹벽의 하부에 절점유동

(Nodal flux) 조건을 모사하였다. 침투해석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강우는 각각의 강우재현기간(24hr, 48hr, 96hr)동안 지

속되는 것으로 옹벽상부에 모사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4.1 강우재현기간 24시간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4.1.1 강우재현기간 24시간 조건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배면 간극수압

강우재현기간 24시간 조건에서 Case별 간극수압의 변화,

시간경과에 따른 보강토옹벽 배면의 간극수압의 변화관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투수특성조건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와 각 Case별 시간

경과에 따른 보강토옹벽 배면의 간극수압의 변화양상을 살

펴보면, 강우재현시작부터 강우재현기간 24시간까지는 모든

Case에서 점차 증가하다 9시간 경과부터 일정 값에 수렴하

는 양상을 보였으며 또한, 옹벽 하부로 갈수록 간극수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우재현기간 24시간 경과부터 간

극수압 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옹벽상부의 감소

율이 더 큰 경향으로 나타났다. 집중강우 를 모사한 Case1

의 경우 뒷채움재의 투수능력이 강우강도보다 작아 지표유

출로 인한 강우초기에 간극수압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재

현강우강도보다 뒷채움재의 투수성이 더 큰 Case3~6의 경

우 간극수압발생 분포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강우

발생 후 2주 경과 이후의 간극수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옹벽배면의 간극수압이 전체적으로 감

소하나 옹벽하부에서 3.0m에서는 100일이 경과해도 일부 간

극수압이 소산되지 않고 잔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간극수압은 뒷채움재의 투수계수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

났고 특히 뒷채움재의 투수능력이 강우강도보다 작은 Case1

의 경우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다.

Fig. 3 Cross-section used in the analysis 

Fig. 4 Cross-section of FE model 

Fig. 5 Pore water pressure distribution for 24 hour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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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강우재현기간 24시간 조건에서 전면벽체의 최

대발생변위

Case 1부터 Case 6에 이르기까지 보강토옹벽 포화시(24hr)

에 해석된 보강토옹벽 전면벽체의 최대발생변위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발생한 최대변위를 살펴보면 Case1~4의 경우 0.175~0.620m,

Case5~6의 경우 0.107m로 나타났다.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

투수계수 비(ks/I)에 따라 뒷채움재의 투수계수가 커질수록

최대발생변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5~6의 뒷채

움재 투수계수가 5.12 × 10-4m/sec 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나

라의 보강토옹벽의 수평변위 허용기준(0.02H = 0.12m)내로

산정되어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1.3 강우재현기간 24시간 조건에서 투수계수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보강토옹벽 배면의 전범위에 걸쳐 포화가 진행된 시점에

서의 침투연계 옹벽전체활동에 대한 안정해석을 수행한 결

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안전율의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

투수계수 비(ks/I)에서 투수계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안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ase3~6의 뒷채움

재 투수계수가 2.56 × 10-5m/sec 보다 큰 경우에는 우기시 허

용기준안전율(Fs = 1.3)보다 상회하여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

다.

4.2 강우재현기간 48시간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4.2.1 강우재현기간 48시간 조건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배면 간극수압

강우재현기간 48시간 조건에서 Case별 간극수압의 변화,

시간경과에 따른 보강토옹벽 배면의 간극수압의 변화관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투수특성조건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와 각 Case별 시간

경과에 따른 보강토옹벽 배면의 간극수압의 변화양상을 살

펴보면, 강우재현시작부터 강우재현기간 48시간까지는 모든

Case에서 점차 증가하다 9시간 경과부터 일정 값에 수렴하

는 양상을 보였으며 또한, 옹벽 하부로 갈수록 간극수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우재현기간 48시간 경과부터 간

극수압 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옹벽상부의 감소

율이 더 큰 경향으로 나타났다. 집중강우를 모사한 Case7의

경우 뒷채움재의 투수능력이 강우강도보다 작아 지표유출로

인한 강우초기에 간극수압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재현강

우강도보다 뒷채움재의 투수성이 더 큰 Case8~12의 경우 강

우초기에는 간극수압이 점점 증가하고 7시간 이후에는 간극

수압발생 분포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강우발생 후

2주 경과 이후의 간극수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옹벽배면의 간극수압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나 옹

Table 5 Maximum displacement at the face of the MSE wall for

24 hour rainfall 

Case 1 2 3 4 5 6

Maximum 

displacement 

(m)

0.620 0.350 0.352 0.175 0.107 0.107

Table 6 Safety factor with varying hydraulic conductivity for 24

hour rainfall condition

I (mm/hr) ks (m/sec)
Global safety factor 

(duration of rinfall)

18.42

5.12E-08 1.19

5.12E-06 1.26

2.56E-05 1.46

5.12E-05 1.46

5.12E-04 1.53

5.12E-03 1.53

Fig. 6 Pore water pressure distribution for 48 hour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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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하부에서 3.0m에서는 100일이 경과해도 일부 간극수압이

소산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간극수

압은 뒷채움재의 투수계수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고 특히

뒷채움재의 투수능력이 강우강도보다 작은 Case7의 경우 가

장 큰 값으로 나타났다.

4.2.2 강우재현기간 48시간 조건에서 전면벽체 최대 발

생변위

Case 7부터 Case 12에 이르기까지 보강토옹벽 포화시

(48hr)에 해석된 보강토옹벽 전면벽체 의 최대발생변위 결

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발생한 최대변위를 살펴보면 Case7~8의 경우 0.176~0.350m,

Case9~12의 경우 0.062~0.107m로 나타났다. 강우재현기간

24시간 조건에서와 동일하게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투수계수

비(ks/I)에 따라 뒷채움재의 투수계수가 커질수록 최대발생

변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9~12의 뒷채움재 투

수계수가 1.81 × 10-5m/sec 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보

강토옹벽의 수평변위 허용기준(0.02H = 0.12m)내로 산정되

어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2.3 강우재현기간 48시간 조건에서 투수계수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보강토옹벽 배면의 전범위에 걸쳐 포화가 진행된 시점에

서의 침투연계 옹벽전체활동에 대한 안정해석을 수행한 결

과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안전율의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

투수계수 비(ks/I)에서 투수계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안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ase7~12의 뒷채움

재 투수계수가 3.63 × 10-8m/sec 보다 큰 경우에는 우기시 허

용기준안전율(Fs = 1.3)보다 상회하여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

다.

4.3 강우재현기간 96시간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4.3.1 강우재현기간 96시간 조건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배면 간극수압

강우재현기간 96시간 조건에서 Case별 간극수압의 변화,

시간경과에 따른 보강토옹벽 배면의 간극수압의 변화관계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투수특성조건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와 각 Case별 시간

경과에 따른 보강토옹벽 배면의 간극수압의 변화양상을 살

펴보면, 강우재현시작부터 강우재현기간 96시간까지는 모든

Case에서 점차 증가하다 24시간 경과부터 일정 값에 수렴

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또한, 옹벽 하부로 갈수록 간극수압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우재현기간 96시간 경과부터

Table 7 Maximum displacement at the face of the MSE wall for

48 hour rainfall 

Case 7 8 9 10 11 12

Maximum 

displacement

(m)

0.350 0.176 0.106 0.107 0.062 0.062

Table 8 Safety factor with varying hydraulic conductivity for 48

hour rainfall condition 

I (mm/hr) ks (m/sec)
Overall safety 

(duration of rainfall)

13.06

3.63E-08 1.30 

3.63E-06 1.46 

1.81E-05 1.56 

3.63E-05 1.56 

3.63E-04 1.76 

3.63E-03 1.76 
Fig. 7 Pore water pressure distribution for 96 hour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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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수압 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옹벽상부의 감

소율이 더 큰 경향으로 나타났다. 집중강우를 모사한 Case13

의 경우 뒷채움재의 투수능력이 강우강도보다 작아 지표유

출로 인한 강우초기에 간극수압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재

현강우강도보다 뒷채움재의 투수성이 더 큰 Case15~18의 경

우 강우초기에는 간극수압이 점점 증가하고 24시간 이후에

는 간극수압발생 분포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강우

발생 후 2주 경과 이후의 간극수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옹벽배면의 간극수압이 전체적으로 감

소하나 옹벽하부에서 3.0m에서는 100일이 경과해도 일부 간

극수압이 소산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

류간극수압은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에서와는 달리 뒷

채움재의 투수계수에 상관없이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다. 

4.3.2 강우재현기간 96시간 조건에서 전면벽체 최대 발

생변위

Case 13부터 Case 18에 이르기까지 보강토옹벽 포화시

(96hr)에 해석된 보강토옹벽 전면벽체 의 최대발생변위 결

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발생한 최대변위를 살펴보면 Case13~14의 경우 0.176~

0.345m, Case15~18의 경우 0.062~0.110m로 나타났다. 강우

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 조건에서와 동일하게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투수계수 비(ks/I)에 따라 뒷채움재의 투수계수가

커질수록 최대발생변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15~

18의 뒷채움재 투수계수가 1.28 × 10-5m/sec 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보강토옹벽의 수평변위 허용기준(0.02H = 0.12m)

내로 산정되어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3.3 강우재현기간 96시간 조건에서 투수계수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보강토옹벽 배면의 전범위에 걸쳐 포화가 진행된 시점에

서의 침투연계 옹벽전체활동에 대한 안정해석을 수행한 결

과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안전율의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

투수계수 비(ks/I)에서 투수계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안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ase13~18의 뒷채

움재 투수계수가 2.57 × 10-8m/sec 보다 큰 경우에는 우기시

허용기준안전율(Fs = 1.3)보다 상회하여 안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

4.4 강우 및 투수특성에 따른 보강토 옹벽의 거동에

관한 고찰

4.4.1 간극수압 특성에 관한 고찰

강우에 따른 최대발생간극수압은 강우재현기간(24시간, 48

시간, 96시간)이 길수록 즉, 강우강도가 작을수록 작은 값으

로 나타났다. 강우재현기간 24시간의 경우 강우강도가 크고

배면 뒷채움재의 투수계수도 커 상대적으로 강우재현기간이

긴 48시간, 96시간 조건보다 간극수압이 크게 발생되어 집

중강우가 보강토옹벽의 거동 및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투수특성조건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

와 각 Case별 시간경과에 따른 보강토옹벽 배면의 간극수

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모든 강우조건 및 투수조건에서

강우재현시작부터 강우재현기간까지는 점차 증가하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일정 값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또한,

옹벽 하부로 갈수록 간극수압의 발생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

향을 보였다. 강우재현기간 경과부터 간극수압은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옹벽상부의 감소율이 더 큰 경향으로

나타났다.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 96시간 모든 조건

에서 집중강우를 모사한 Case1, Case7, Case12의 경우 뒷채

움재의 투수능력이 강우강도보다 작아 지표유출로 인한 강

우초기에 발생 간극수압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강우발생 후 2주 경과 이후의 간극수압의 변화를 살펴보

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옹벽배면의 간극수압이 전체적으

로 감소하나 옹벽하부에서 3.0m에서는 100일이 경과해도 일

부 간극수압이 소산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잔류간극수압은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의 경우 강

우강도에 대한 포화투수계수 비(ks/I)의 조건에서 뒷채움재

의 투수계수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고 특히, 뒷채움재의 투

수능력이 강우강도보다 작은 Case7과 Case14의 경우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우재현기간 96시간의 경우 잔

류간극수압은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에서와는 달리 뒷

채움재의 투수계수에 상관없이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다. 이

는 상대적으로 강우강도 및 투수계수가 작고 강우지속시간

의 길어서 유사한 잔류간극수압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4.4.2 전면벽체 최대발생변위에 관한 고찰

발생한 최대변위를 살펴보면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

간, 96시간의 모든 조건에서 강우 강도에 대한 포화투수계

수 비(ks/I)에 따라 뒷채움재의 투수계수가 커질수록 최대발

생변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강토옹벽 전면벽체

의 최대발생변위는 강우재현기간 24시간 조건에서 뒷채움재

투수계수가 5.12 × 10-4m/sec 보다 큰 경우에 보강토옹벽의

Table 9 Maximum displacement at the face of the MSE wall for

96 hour rainfall

Case 13 14 15 16 17 18

Maximum 

displacement 

 (m)

0.345 0.176 0.110 0.110 0.062 0.062

Table 10 Safety factor with varying hydraulic conductivity for 96

hour rainfall condition

I (mm/hr) ks (m/sec)
Overall safety 

(duration of rainfall)

9.25

2.57E-08 1.32

2.57E-06 1.48

1.28E-05 1.65

2.57E-05 1.65

2.57E-04 1.84

2.57E-03 1.84



김대현·이익효·김선학·서준형·이광기

26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3호(2012년 6월)

수평변위 허용기준(0.02H = 0.12m)내로 산정되어 안정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강우재현기간 48시간 조건 에서는 뒷채움

재 투수계수가 1.81 × 10-5m/sec 보다 큰 경우에 안정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우재현기간 96시간 조건에서는 뒷

채움재 투수계수가 1.28 × 10-5m/sec 보다 큰 경우에 보강토

옹벽의 수평변위 허용기준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국내강우 특성을 고려할 때 보강토옹벽 전면

벽체의 수평변위 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뒷채움재의

투수계수가 최소 1.28 × 10-5m/sec 보다 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4.3 투수계수 변화에 따른 안전율에 관한 고찰

전체안전율의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 96시간의 모든 조건에서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투수

계수 비(ks/I)에 따라 투수계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보강

토옹벽의 전체안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강

토옹벽의 전체안전율은 강우재현기간 24시간 조건에서 뒷채

움재 투수계수가 2.56 × 10-5m/sec 보다 큰 경우에는 우기시

허용기준안전율 보다 상회하여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

우재현기간 48시간 조건에서는 뒷채움재 투수계수가 3.63 ×

10-8m/sec 보다 큰 경우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

우재현기간 96시간 조건에서는 뒷채움재 투수계수가 2.57 ×

10-8 m/sec 보다 큰 경우에 우기시 허용기준안전율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강우특성을 고려할 때

보강토옹벽의 전체활동에 대해 안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뒷

채움재의 투수계수가 최소 2.56 × 10-5m/sec 보다 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우시 보강토옹벽의 거동해석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불포화사면 해석과 관

련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확률-강우강도개념을 도입한 수치

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보강토 옹벽의 전체 안전율

산정은 물론, 시간에 따른 응력분포 및 변위량을 분석하였

다. 강우시 사면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수계수가 실제로 보강토옹벽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뒷채움재의 투수계수에 대한

강우강도의 비(ks/I)를 변수로 입력하여 투수특성 대한 안정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강우에 따른 최대발생간극수압은 강우재현기간(24시간,

48시간, 96시간)이 길수록 즉, 강우강도가 작을수록 작은 값

으로 나타났으며 강우재현기간 24시간의 경우 강우강도가 크

고 배면 뒷채움재의 투수계수도 커 상대적으로 강우재현기

간이 긴 48시간, 96시간 조건보다 간극수압이 크게 발생되

어 집중강우가 보강토옹벽의 거동 및 안정성에 더 큰 영향

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옹벽배면의 간극수압이 전체적

으로 감소하나 옹벽하부에서 3.0m에서는 100일이 경과해도

일부 간극수압이 소산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잔류간극수압은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의 경우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투수계수 비(ks/I)의 조건에서 뒷채움

재의 투수계수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고 강우재현기간 96

시간의 경우 잔류간극수압은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

에서와는 달리 뒷채움재의 투수계수에 상관없이 유사한 값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강우강도 및 투수계수가 작

고 강우지속 시간의 길어서 유사한 잔류간극수압이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 96시간의 모든 조건에

서 강우 강도에 대한 포화투수계수 비(ks/I)에 따라 뒷채움

재의 투수계수가 커질수록 최대발생변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국내강우특성을 고려할 때 보강토옹벽 전면벽

체의 수평변위 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뒷채움재의 투

수계수가 최소 1.28 × 10-5m/sec 보다 큰 재료를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강우재현기간 24시간, 48시간, 96시간의 모든 조건에

서 강우강도에 대한 포화투수계수 비(ks/I)에 따라 투수계수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보강토옹벽의 전체안전율이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내강우특성을 고려할 때 보강토

옹벽의 전체활동에 대해 안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뒷채움

재의 투수계수가 최소 2.56×10-5m/sec 보다 큰 재료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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