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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방지 슬리브가 매설된 패널식 옹벽

Concrete-Panel Retaining Wall anti-crack sleeve inserted
 

장성호, 정지승

Sung-Ho Jang, Jee-Seung Chung

요 약 우리나라는 산지가 70% 이상으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의 기반시설 구축시 원지반 일부를 깍아 부지

를 형성하는 이른바 깍기 비탈면이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져 대규모 깍기

비탈면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용지사용으로 목적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공법들이 개발되어 적용되

고 있으며, 그 중 활발하게 적용되는 공법이 패널식 옹벽 공법이다. 패널식 옹벽은 지보재 보강을 통한 원지반의 전

단강도 증가와 그 지보재 전면에 프리캐스트 옹벽을 체결하여 벽체를 형성시킴으로써 수평토압에 저항하는 공법이다.

지보재는 쏘일네일링, 어스볼트, 그라운드앵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그라운드앵커는 강선에 미리 인장하중을

도입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강형태로 전면판인 패널에 큰 집중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집중하중은 콘크리트 패

널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옹벽 자체의 내구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패널식 옹벽의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패널 정착부에 강관 슬리브 및 보강재를 매입함으로써 균열을 방지하고, 패널 단부에 요철 모양

의 전단키를 적용하여 기존 그라우트앵커가 가지는 개별거동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옹벽

전면 콘크리트 노출 및 정착부 돌출에 의한 경관성 저하문제를 자연석 문양 연출과 정착부를 돌출시키지 않는 단면

구성으로 해결하였다. 패널에 사용된 균열방지 슬리브 및 보강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내시험 및 3차원 수치

해석을 수행한 결과, 강관슬리브 및 보강재의 사용으로 패널의 전반적인 강도 증가와 균열억제 효과가 입증되었다.

주요어 : 패널옹벽, 균열방지 슬리브, 강관 슬리브

Abstract In Korea, the mountainous area occupies more than 70% of the whole country, cutting of earth slope 
that cuts a part of the ground surface is widely used when building infrastructures such as road, railroad, and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In recent years,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damage have become more strict, 
and various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Among them, Concrete-Panel Retaining Wall technique is 
actively applied. Concrete-Panel Retaining Wall is a method to resist horizontal earth pressure by forming a 
wall by attaching a precast retaining wall to the front of the support material and increasing the shear strength 
of the disk through reinforcement of the support material. Soil nailing, earth bolt, and ground anchor are used 
as support material. Among them, ground anchor is a more aggressive reinforcement type that introduces tensile 
load in advance to the steel wire, and a large concentrated load acts on the front panel. This concentrated load 
is a factor that creates cracks in the concrete panel and reduces the durability of the retaining wall itself. In 
this study, steel pipe sleeves and reinforcements were purchased at the anchorage of the panel to prevent cracks, 
and by applying bumpy shear keys to the end of the panel, the weakness of the individual behavior of the 
existing grout anchors was improved. The problem of degraded landscape by exposure to front concrete of 
retaining wall and protrusion of anchorage was solved by the production of natural stone patterns and the 
construction of sections that do not protrude the anchorag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nti-crack 
sleeves and reinforcements used in the null, indoor testing and three-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and the use of steel pipe sleeves and reinforcements has demonstrated the overall strength increase 
and crack suppression effect of panels.

Key words :  Panel Retaining Wall, Anti-crack sleeve, Steel pipe sle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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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국내에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노후 주거

환경 대폭 개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전국 주요도시 교통 혼잡이 발생되는 도로의 시설

확장 및 정비를 통하여 신규 교통 인프라에 대한 건설

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시설 확장은 추가부지

마련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사면의 절토를 통해 공

간을 확보하며,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

표적으로 옹벽 구조물이 널리 사용된다.

옹벽 구조물은 대표적으로 T형 및 L형 과 같은 현

장타설형 옹벽과 보강토 옹벽 등이 있다. 이러한 옹벽

은 타 구조물에 비해 구조 형식이 간단하고 정형화가

되어있어 현장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옹벽표

준도와 같이 기본적 형상에 의해 계산된 자료를 바탕으

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 현장타설에 의한 공기 증가, 콘크리트 품질저

하, 원지반 과다절취에 의한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재래식 옹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

근 패널식 옹벽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서론에서 전

언한 바와 같이 패널식 옹벽은 지보재와 프리캐스트 패

널을 사용하여 Top-Down 방식으로 시공하므로 기존

옹벽에서 발생되었던 콘크리트 현장타설에 의한 공기

증가, 콘크리트 품질저하, 원지반 과다절취에 의한 환경

훼손 등 상당부분을 해소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

는 패널식 옹벽은 크게 지보재 형식으로 구분되며, 네

일형과 앵커형으로 나뉜다. 네일형의 경우 인장, 전단응

력 및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보강재를 지반 내부에 촘촘

한 간격으로 삽입함으로써 원지반의 전체적인 전단 및

활동저항력을 증가시켜 비탈면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

반의 변위를 억제하는 공법이다. 해당 지반의 점착력이

작고 보강높이가 큰 절취사면의 경우 가상파괴면 바깥

쪽에 위치한 네일의 마찰저항력 또는 수동저항력만으

로는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2]

반면 앵커형의 경우에는 가상파괴면 바깥쪽에 정착장

을 형성하여 지보재에 인장력을 가함으로써 가상파괴

면의 마찰저항력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지보재의 인

장력은 전면판에 펀칭이나 전단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계를 가지게 되어 실제로 정착부에 하중이 집중되

어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패널식 옹벽의 문제점인 정착부

의 균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패널 정착부에 강관 슬

리브 및 보강재를 매입하여 국부적인 집중하중을 분산

시켜 펀칭 및 전단균열을 방지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내시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Ⅱ. 균열방지 슬리브가 매설된 패널

균열방지 슬리브가 매설된 패널은 기존 그라운드앵

커를 사용하는 패널식 옹벽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착부

에서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앵커 정착

부에 강관슬리브 및 방사형 보강철근이 매설되어 앵커

긴장시 발생하는 집중 지압력을 분산시켜 정착부 균열

발생 억제가 가능한 패널이다. 또한 패널 단부에 요철

모양의 전단키를 적용하여 예기치 않은 하중이나 시공

불량에 의한 개별 앵커의 성능저하 시 인접 패널에서

하중을 분담할 수 있어 기존 그라운드앵커가 가지는 취

약점을 보완하여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전단키에 의

해 패널 시공위치가 유도되어 정확성 및 시공성 향상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옹벽 전면 콘크리트 노출 및 정착부의 돌

출에 의한 경관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패널 전면을 자

연석 문양으로 연출하였고[1], 패널 배면측으로 정착부

단면을 확대하여 패널 전면으로 정착부가 돌출되지 않

아 경관성이 우수한 친환경 패널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균열방지 슬리브가 매설된 패널의

특징 및 상세는 그림 1과 같다.

(a) Steel pipe sleeve and stiffener in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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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hear key

(c) Non-protruding protective cab

그림 1. 균열방지 슬리브가 매설된 패널의 특징

Figure 1. Feature of concrete-panel anti-crack sleeve

inserted

1. 패널 실내시험

균열방지 슬리브가 매설된 패널의 강도 및 거동특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시험을 시행하였다. 패널의 강

도시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규정이 없으며[1], 실제

현장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우므로 패

널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패널은 2.0m×2.0m 규격품으로 총 2개의 시료를 제

작하였다. 하나의 시료는 강관슬리브 및 보강재를, 다른

하나는 PVC 파이프를 매설하였으며, 기타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양생조건은 모두 동일하도록 하였다. 패널의

주철근에 작용하는 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착부 주

위의 철근에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2개씩의 변

형률계를 그림 3과 같이 설치하였다.

실험실에서는 패널 규격보다 50mm 가량 큰 강재거

치대를 만들고 네 모퉁이에 지점조건이 되도록 강재원

판을 거치한 후 실제상황과 유사하도록 모래를 부설하

였다. 패널의 파단까지 재현하기 위하여 인장재는

Ø55mm, 인장기 용량은 1,500kN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

는 제원을 사용하였다. 실내시험 전경은 그림 3과 같다.

하중은 변위제어방식으로 60sec/mm의 속도로 재하

하였으며, 시험조건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 PVC Sleeve Inserted

(b) Steel pipe sleeve and stiffener inserted

그림 2. 시료 제작

Figure 2. Sample concrete-panel production

(a) Steel top and bottom horizontal

(b) Steel top and bottom vertical

그림 3. 변형률계 설치

Figure 3. St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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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boratory test

(b) Control booth

그림 4. 실내시험 전경

Figure 4. Photographs of Laboratory Test

표 1. 실내시험 조건

Table 1. Condition of Laboratory Test

Panel size

(mm)
Loading

speed

(sec/mm)

Stiffener

Width Height Thickness

Case 1

2,000 2,000 200 60

PVC

sleeve

Case 2

Steel pipe

sleeve and

stiffener

2. 실내시험 결과

보강재가 매설되지 않은 패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은 637.0kN이며, 강관슬리브 및 보강재가 매설된

패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은 833.0kN으로 나타났

다. 정착부 철근에 설치한 변형률 계측 결과, 보강재가

매설되지 않은 패널의 철근 최대 변형률은 2,199.1μs(철

근 하부 가로방향)발생하였고, 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응력은 461.8MPa으로 나타났으며, 강관슬리브 및 보강

재가 매설된 패널의 철근 최대 변형률은 2,571.8μs(철근

상부 가로방향)발생하였고, 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응

력은 540.1MPa으로 나타났다. 실내시험 결과를 정리하

면 그림 5 및 표 2와 같다.

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Stra
in (

µs)

Steel Top (Vertical)

Steel Top (Horizontal)

Steel Bottom (Vertical)

Steel Bottom (Horizontal)

0.0

100.0

200.0

300.0

400.0

500.0

Stre
ss (

MP
a)

Steel Top (Vertical)

Steel Top (Horizontal)

Steel Bottom (Vertical)

Steel Bottom (Horizontal)

(a) Case 1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Strr
ain

 (µs
)

Steel Top (Vertical)

Steel Top (Horizontal)

Steel Bottom (Vertical)

Steel Bottom (Horizontal)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Stre
ss (

MP
a)

Steel Top (Vertical)

Steel Top (Horizontal)

Steel Bottom (Vertical)

Steel Bottom (Horizontal)

(b) Case 2

그림 5. 실내시험 결과

Figure 5. Result of Laboratory Test

표 2. 실내시험 결과

Table 2. Result of Laboratory Test

Panel Steel

StiffenerFailure load

(kN)

Max. Strain

(μs)

Max. Stress

(MPa)

Case 1 637.0 2,199.1 461.8
PVC

sleeve

Case 2 833.0 2,571.8 540.1

Steel pipe

sleeve and

stiff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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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그림 6. 시료의 파괴

Figure 6. Failure of Sample Concrete-Panel

패널의 파괴양상은 보강재가 매설되지 않은 패널은

가로방향의 전단파괴가 발생하였으며, 강관슬리브 및

보강재가 매설된 패널은 강관슬리브 주위의 따라 배면

에서 전반적인 균열이 발생하며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6).

이러한 파괴양상의 차이는 강관슬리브 및 보강재에

의한 응력분산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강관슬리

브 및 보강재에 사용으로 패널 파괴하중은 약 30.8%,

철근의 응력은 약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그라운드앵커를 사용하는 기존 패널

식 옹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안

을 하였다.

1. 앵커의 긴장력에 의한 앵커 정착부의 균열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강관슬리브 및 보강재를 매입하여 패널의

전반적인 강도증가와 균열을 억제하였으며, 실내시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입증하였다.

2. 그라운드앵커가 가지는 개별거동의 취약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패널 단부에 요철 모양의 전단키를 적용

하여 앵커의 개별거동 시 인접 패널에서 하중을 분담할

수 있어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전단키에 의해 패널

시공위치가 유도되어 정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켰다.

3. 옹벽 전면 콘크리트 노출 및 정착부의 돌출에 의

한 경관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패널 전면을 자연석 문

양으로 연출하였고[1], 패널 배면측으로 정착부 단면을

확대하여 패널 전면으로 정착부가 돌출되지 않아 경관

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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