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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the safety management method supplementing the field displacement prediction 

management technique was performed using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IDAS GTS / NX program based on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Approximating the 

displacement data and displacement trend as close as possible to the collapse site, the collapse 

prevention method was applied after estimating the cause of collapse. Result: The cause of the collapse was 

estimated by soil parametar, one of the results obtained by performing the Back-analysi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free length of the anchor was insufficient, and the free length of the anchor was 

changed by the collapse prevention method, and the displacement was significantly reduced. Conclusion: 

If Back-analysis technique is used in field management, estimating the cause of collapse and suggesting 

a reasonable collapse prevention measure will help to reduce col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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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한 역해석기법을 이용 현장변위예측관리기법을 보완하는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역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 기반인 MIDAS 

GTS/NX 프로그램을 이용 해석을 수행하였다. 붕괴현장의 계측데이터와 변위 경향을 가능한 근접시킨 

뒤, 붕괴원인을 추정 후 붕괴방지 공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역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물중 하

나인 지반정수로 붕괴원인을 추정한 결과 앵커의 자유장 길이 불충분으로 확인 되었고, 붕괴방지 공법

으로 앵커의 자유장 길이를 변화시켰으며, 변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역해

석기법을 현장관리에 참고, 붕괴원인을 추정하고 합리적인 붕괴방지 대책을 제시할 경우 붕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용어: 역해석 기법, 수치해석, 붕괴방지, F.E.M, 지반정수

서 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산업화를 통하여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도시집중화에 따른 

활용 가능한 토지의 부족 현상으로 가용 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주택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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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심지의 지하굴착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

으며, 그로 인해 이미 대규모로 발달한 도심지에 굴착공사가 가능한 흙막이공법의 시공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흙

막이공법은 벽체의 변형과 벽체 배면지반의 균열 및 침하를 야기하여 인접 건물과 지중매설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

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재해 및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

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공학적 특성에 의한 지반 거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계측은 필수 

항목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하지만, 현장계측관리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현장붕괴의 위

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붕괴된 현장의 변위 Data를 얻어 수치해석을 통한 역해석기법을 이용 현장변위예측관리기법

을 보완하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현장의 설계정수 및 각종 재료의 제원을 구했다면 더 자세한 분

석이 가능하겠지만, 붕괴된 현장의 특성상 변위 Data밖에 구하지 못하였다.

이론적 배경

지반굴착에 따른 각종 거동현상

흙막이 벽체는 지반굴착을 실시할 경우 여러 거동이 일어난다. 주된 거동은 벽체의 변위에 따른 배면지반의 침하, 굴착저

면의 히빙과 파이핑 문제, 벽체 사이로 토사가 유출되는 지반손실문제, 천공 및 굴착에 의한 지반침하 등이 있다. Fig. 1은 이

러한 거동들을 나타내었다.

Fig. 1. Behavior of Ground Excavation

유한요소법(FEM)

유한요소해석법은 지반의 탄소성 강도특성 및 흙막이벽체 와 지지구조의 탄성강도특성을 고려하므로써 실제 시공과 유

사한 응력-변형율 거동을 구한다. 해석 모델로 벽체는 보 요소, 지지구조는 탄성보 요소로 모델링하며, 벽체 및 흙의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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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유한의 요소망을 생성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반 및 흙막이구조

물의 거동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응력-변형율 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지반정수들의 정확한 추정이 해석

결과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2. Numerical analysis Method

연구지역 개요

연구지역 개요

본 연구지역은 배면지반이 암반으로 구성 된 흙막이굴착 현장이다. 최종굴착깊이는 23.0m이며 흙막이벽체는 H-pile+토

류판 공법이 적용되었다. 벽체지지방식은 ANCHOR지지 방식이 적용 되었으며, 북측 구간에 폭 32m의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었다. 파괴는 최종굴착 후 북측에서 Fig. 3과 같이 쐐기파괴가 일어났다. Fig. 4는 A-A구간의 단면도와 쐐기파괴 발생구간

의 단면도이다.

Fig. 3. Research area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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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A section and Wedgefail section

연구지역 역해석 실행시 고려사항

대체적인 암반의 경우 암반자체의 강한 지지력과 강성 때문에, 굴착공사 시공시 변위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지역에서는 허용변위를 초과한 뒤 쐐기파괴가 일어났다. 해석에 앞서 다음 Table 1과 같은 사항들

을 고려하였다.

Table 1. Considerations when Back-analysis

반영 요소 고려한 이유

불연속면
암반의 거동은 불연속면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쐐기파괴가 일어났을 시 에는 파괴를 유발하는 

불연속면이 존재

앵커의 적합성 불연속면이 존재하더라도 파괴가 일어난 것은 앵커체가 변위억제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큼

탄성계수 암반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정수중 하나로써, 탄성계수가 클수록 변형률은 줄어듦

점착력
암반의 전단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정수중 하나로써, 점착력이 증가할수록 암반의 전당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암반의 강성이 강해짐

내부마찰각
점착력과 마찬가지로 암반의 전당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정수중 하나로써, 내부마찰각이 

증가할수록 암반의 전단강도가 커짐과 동시에 앵커의 마찰저항의 증가 

차량하중 연구지역의 북측과 접하여 폭 32m의 왕복6차선 도로가 존재

연구지역 계측자료

본 연구지역은 붕괴현장의 특성상 자료수집의 한계로 모든 굴착구간의 계측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Fig. 5은 입수한 

계측자료이며, 허용수평변위량은 철도설계기준-노반 편에 기재되어 있는 최종굴착깊이의 0.2%인 46mm이다. 16.3m 굴착

시 이미 허용수평변위량(46mm)을 초과한 약 80mm의 수평변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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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eld measurement displacement data

유한요소망 모델링

역해석기법은 현장변위예측관리기법 으로써 현장계측자료를 기준으로 현장의 초기상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해석모델

링은 Fig. 6과 같이 반단면으로 진행 하였으며, 지반층은 풍화가 많이 진행 된 G.L.0 ~ G.L.-3 상부풍화암, 보통의 풍화가 진

행 된 G.L.-3 ~ G.L.-6.5 하부풍화암, G.L.-6.5 ~ G.L.-46의 연암지반으로 구성하여 모델링을 설정하였다. 상재하중은 

DB-24(1.27tf/m)을 32m구간에 적용하였고, 불연속면은 쐐기파괴 발생 구간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Fig. 6. Modeling



6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6, No. 1, March 2020

추정된 지반정수

Table 2는 역해석기법의 결과중 하나인 지반정수이다. 상부층은 단위중량과 포와송비를 제외한 세 가지 지반정수가 풍화

토와 가까운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풍화가 많이 진행된 풍화암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층의 경우 보통의 풍화암보다 

탄성계수와 점착력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하부층의 경우 보통의 기반암과 유사한 상태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은 Table 2의 지반정수를 이용하여 해석한 변위이다.

Table 2. Parameter found by Back-analysis

지층면
단위중량

()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탄성계수

(MPa)
포와송비

상부층 22.0 1 30 9 0.3

중간층 22.0 10 33 11 0.3

하부층 23.0 40 38 20 0.25

Fig. 7. Back-analysis displacement

계측자료와 역해석 변위 비교

현장계측자료와 역해석을 수행한 변위를 16.3m, 19.2m, 23.0m 굴착시의 변위로 비교하였다. Fig. 8은 19.2m와 23m굴착

시의 변위를 비교한 것이다. 수치해석 수행시 모델링의 한계로 인해 최상단부분과 벽체가 근입되어있는 하부는 현장계측자

료와 비슷하게 표현이 안되었지만, 상단부분부터 근입깊이 전 까지의 변위경향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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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measurement data and analysis dispacement

붕괴방지

붕괴원인 추정

붕괴추정을 위하여 시공중에 보강이 가능한 Earth Anchor를 검토했다. Anchor의 정착장은 주동파괴면 으로부터 0.15H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지역은 Fig. 9와 같이 주동파괴면 내부에 정착장이 위치해 변위억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유장 길이를 증가시켜 붕괴방지 보강공법을 적용하였다.

Fig. 9. Earth Anch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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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공법 적용 해석

Fig. 10은 보강공법을 적용 후 변위를 정리 한 것이다. 자유장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구간의 변위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Dispacement applied by reinforcement method

결 론 

굴착단계중 역해석기법을 현장관리에 참고, 적절한 대책이 취해졌다면 본 연구지역은 붕괴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최근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토지활용을 위해 굴착공사가 불가피 하게 됨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에서의 붕괴사고 현장

도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를 참조하여 역해석기법을 현장관리에 참고, 붕괴원인을 추정하고 합리적인 붕괴방지 대책을 제시

해 흙막이굴착 붕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흙막이벽체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추후 흙

막이벽체 붕괴방지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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