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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보강토 옹벽의 소요지지력과 허용
지지력

일반적으로 보강토 옹벽은 일반 RC 옹벽에 비하여 소요
지지력이 작으며, 따라서 일반 RC옹벽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나 보강토 옹벽
으로는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보강토 옹벽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강토 옹벽
은 지반지지력이 거의 없는 초연약지반 상에도 시공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기술노트에서는 보강토 옹벽의 소요지지력과 허용지
지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보강토 옹벽의 소요지지력
보강토 옹벽은 기초지반에 하중으로 작용하게 되며, 보
강토 옹벽을 설치함으로서 하부지반에 발생하는 수직응력
(applied vertical stress)을 보강토 옹벽의 소요지지력
(required bearing pressure)이라 한다.
보강토 옹벽에 의하여 하부지반에 부과되는 수직응력의
전형적인 분포는 그림 1. a)에서와 같으며, 이러한 수직응
력의 분포로부터 보강토 옹벽 하부의 수직응력 분포를
Meyerhof type의 응력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보강
토 옹벽 저면에서 하부지반에 가해지는 수직응력( )은
다음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한국지반공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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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강토 옹벽 하부의 수직응력 분포

(b) 설계에 적용하는 수직응력 분포

그림 1. 보강토 옹벽 하부의 수직응력 분포(BSI, 2010)

받을 수 있지만,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는 근입깊이의 영향

건설교통부, 2000; Elias 등, 2001).

을 제외하고 다음 식 (2)와 같이 극한지지력을 계산한다



  
  

(1)

여기서,  : 보강토 옹벽 하부지반에 발생하는 수직

(한국지반공학회, 1998; Elias 등, 2001).

         


(2)

응력

 : 보강토 옹벽의 자중을 포함하는 수직력

여기서,  : 기초지반의 극한지지력

의합



: 기초지반의 점착력
: 기초지반의 단위중량



: 보강재의 길이





: 편심거리

, 

: 지지력계수

보강토 옹벽 상부에 성토사면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보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은 앞의 식 (2)에서 구한 극

강토 옹벽의 소요지지력은 개략적으로 보강토체 자중

한지지력에 지반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 )의 1.3배 정도가 된다.

같이 계산할 수 있다(한국지반공학회, 1998; 건설교통부,
2000; Elias 등, 2001).

나.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반면, 허용지지력(allowable bearing pressure)은 기


  

(3)



초지반의 극한지지력(ultimate bearing capacity)에 안
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여기서 지반의 극한지지력은
얕은기초의 지지력 공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극한지

여기서, 

: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 지반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지력은 기초지반의 전단강도(shear strength)에 크게 영
향을 받으며, 기초의 폭( ), 근입깊이( ) 등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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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R.C. 옹벽과 같은 강성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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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rigid structures)를 지지하는 기초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안전율 3.0을 적용하여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보강토 옹벽은 강성 구조물(rigid structure)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강토 구조물은 R.C. 구조물에 비하

인 R.C. 옹벽에 비하여 유연성이 크므로, 하부지반에 부과

여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으므로 2.5의 안전율을 적용하

되는 수직응력(소요지지력)이 작고, 지반지지력에 대한

여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한다(The Reinforced Earth

기준안전율이 작으므로, R.C. 옹벽으로는 지반지지력에

Company, 2005).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강토 옹벽으로
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 보강재 길이를 증가시키면 소요지지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불충한 경우, 보강토 옹벽의 소요

그러나, 보강토 옹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강
토체의 성토자중( )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허용지지
력은 확보되어야 한다.

지지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강재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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