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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서의 설계 변수에 따른 
에너지 소요량 변화 추이 분석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with Design Variables and Building Energy Certification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에너

지 법규를 연차별로 강화하고 있고, 최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까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

상으로 건축(열관류율), 기계(환기), 전기(조명밀도) 분야의 주요 설

계항목 변화에 따른 1차에너지 소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사용되는 ECO2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공동주택은 경기도 소재 727세대 단지로서 단열성능 및 

시스템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1차에너지 소요량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이 147kWh/㎡y 수준으로 1등급에 해당하였다.

표 1  대상 공동주택의 단열 성능 및 시스템 현황

구분 비고

외벽 평균 열관류율 0.46W/㎡K

난방 및 환기방식 지역난방/전열교환기

조명밀도 9.8W/㎡

표 2  대상 공동주택의 1차에너지 소요량 분석결과

항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합계

1차에너지 
소요량

40.9 29.4 49.2 27.8
147.3
(1등급)

1. 외벽 평균 열관류율

단열재 및 창호의 열관류율을 변화시켜 외벽 평균 열관류율을 

0.1W/㎡K씩 향상시킨 결과 ‘난방’만 영향을 미쳤으며, [그림 1]과 같

이 난방에너지는 약 6.5kWh/㎡y씩 비례적으로 감소하였다.

2. 환기시스템

환기시스템을 전열교환기에서 ‘바닥열급기+자연배기’로 변경할 경

우 ‘환기’와 ‘난방’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림 2]와 같이 환기에너지

는 13.9KWh/㎡y 만큼 감소하는 반면 난방에너지는 22.4KWh/㎡y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명밀도

조명밀도를 9.8W/㎡에서 4.8W/㎡까지 1.0W/㎡씩 감소시켰더

니 ‘조명’과 ‘난방’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림 3]과 같이 조명에너

지는 약 5.0kWh/㎡y씩 비례적으로 감소하지만, 난방에너지는 약 

0.9kWh/㎡y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명밀도가 감소

함에 따라 조명기기 발열이 줄어들어 난방에너지가 더 필요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❶  전현도, 박철용 (201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서의 설계 변수에 따른 에너지 소요량 변화 

추이 분석”,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6  No.2

 전현도 ＼ 건축기술팀 대리 ＼ jhdo@ssyenc.com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 cypark@ssyenc.com

[그림 1] 외벽 평균 열관류율에 따른 1차에너지 소요량 [그림 3] 조명밀도 변화에 따른 1차 에너지 소요량 [그림 2] 환기시스템 종류에 따른 1차에너지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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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Design and Construction for the Free-Form Building 

1. 비정형건축물의 공정관리 

비정형 건축물에서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Design-Engineering Manager(DEM)가 설계와 시공을 연결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Digital 

project와 같은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과정에서 패턴화 

및 부재사이즈의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나, 시공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 구조 등을 반영하는 Shop drawing과 Testing이 필요하다. 

DEM을 외장패널 제작자가 수행하는 것이, 설계자와의 협의사항 

반영, 생산, 품질, 조달 일정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다. 시공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디자이너의 의사결정이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협의 System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책임자는 

자재조달, 디자인과 시공의 코디네이션, 그리고 전반적인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장패널 제작자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비정형건축물의 관리분야 및 관리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분야(PM) : 진행구상, 경제성, 리스크 최소화 

②  건축설계분야(Architect) : 비정형설계 프로그램 등 운영체계, 

BIM, 공간계획, 시방서 및 관리분석, 입면합리화, 생산성 고려 

③  협력분야 : 비용 및 시간 등 프로젝트 관리목표의 공유 

구조계산, 전기설비시스템관리, 조립계획, 생산모델링 

④  시공분야 : 일정과 리스크관리, 수량-비용관리, 현장 코디네이션, 

프로젝트 관리 일원화, 필요 시 관리체계 변경과 자재 발주관리 

⑤  운영분야 : 운영체계 설계, 시설관리자료체계, 관리체계의 

일원화, 프로젝트 운영비 관리 

⑥  프로젝트 인프라 : BIM시스템구축, 사용자교육, 프로그램 

사용자화, 업무자동화, 기술개발, 소요처별 자료형식 전환 

2. 3D 설계를 통한 자재생산

비정형 건축물의 설계를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게리테크놀러지에서 개발한 Digital project가 대표적이며, 

비정형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자재생산을 고려하여, 곡면전개 

및 설계를 할 수 있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다. Auto CAD와의 

호환성이 매우 뛰어나, 디자인단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자재의 생산과 자동화 생산까지 고려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공장에서 사용되는 금속가공 기계, Robot의 운용을 위해 

패널제작과 공사용 설계도서 관리자인 Design-Engineering 

Manager는 생산자동화를 위한 별도의 작업도구인 3D Structure 

template을 통해, 시공사, 협력업체, 디자이너, 패널가공자가 각각 

필요로 하는 자료형태를 만들어 내야 한다. 3D Structure template을 

통해 개별적인 패널의 가공도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패널의 가공도면은 패널생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량의 패널이 생산, 현장조립되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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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 금속 패널의 Mock up 및 설치 

Panel production

Panel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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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한 현장관리
Construction Field Management and the Drone

1. 드론의 정의 및 기원

드론은 조종사의 탑승 없이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

된 비행체를 의미하는 무인 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의 일종으로, 무인 비행 본체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지상통제장치 

및 지상지원장비, 임무탑재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중심으로 공

사현장 적용사례 및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건설산업의 드론 적용 현황 및 제약

드론을 활용하면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역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

집할 수 있어 시설물 상태 및 현장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국내외 건설산업에도 드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해외 건설산업에서 드론은 건설현장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

로 사용되고 있다. CEW(영국 정부출연기구)는 건설 폐기물 관리 프

로젝트에, VINCI(프랑스 건설사)는 채석장 지형조사 및 보관량 측정에  

JACIC(일본건설정보센터)는 제방복구사업에 드론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주로 건설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당사에서는 동부산 관광단지 건설현장이 넓고 바다

로 둘러싸여 있어 현장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공정관리계획

에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드론은 건설산업 전과정에서 주로 건설현장 관리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드론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열악

한 제도적 환경, 기체성능 및 이미지 해석 기술의 부족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전파법과 항공법에 따라 공항 반경 5.5km, 

고도 150m 이상, 휴전선 인근 및 서울도심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드론 운행

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드론의 기체 성능 또한 건설

산업에 적용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복잡하

게 배치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 드론이 충돌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

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 높은 충돌방지시스템이 탑재되어

야 한다. 드론이 촬영한 이미지를 해석하는 기술 역시 실제 건설산

업에서 활용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취

득할 경우 카메라 촬영위치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촬영시점에 

따라 변하는 물체 크기, 각도, 왜곡, 오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PIX4D)이 개발되어 있지만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3. 결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이 미래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력은 

설계단계에서는 부지조사 및 BIM과 연계한 설계 등으로, 시공단계에

서는 실시간 공정관리, 공사진행상황 점검, 작업안전 점검 및 건설자

재 운송 관리 등으로, 사용단계에서는 건축물 열성능 점검(적외선 카

메라 장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불어 드론의 성능 개선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설산업의 드론 활용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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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쌍용건설, 동부산 관광단지 건설현장 드론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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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고화재를 이용한 CF공법의 적용성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CF Method Using Soil Solidification Agent

최근까지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활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례 없는 파일공급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기초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부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이 

작은 중ㆍ저층 건축구조물(설계지내력 300kN/m2 내외)에 대해 

친환경 토양고화재를 이용한 CF공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혼합 치환공법(Mixing and replacement method)은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원지반 상태로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심층혼합처리공법(DCM, FJS, DWM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Cho et al., 2015).

혼합재로 사용되는 친환경 토양고화재는 일반적인 고화재 

보다 시멘트 배합율이 50% 미만으로 사용되어 CO2톤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으며, Cr6+, 중금속(납, 카드늄, 구리, 비소, 수은) 

용출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안전하기 때문에 

시멘트계 고화재 중에서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최근 연구를 보면 기존의 심층혼합처리공법은 지반의 복잡한 

거동으로 인해 수평방향에 대한 지지성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직방향에 대한 지지성능은 만족할 만큼 진보했음을 연구사례를 

통해 보고되었다(한국지반공학회, 2005).

1. CF공법의 특성 

CF공법의 적용범위는 치환율과 치환심도에 따라 표층부(2m 

이내), 중ㆍ심층부(2~34m)로 구분하며, 고화재가 혼합된 개량체의 

강도는 지하수위와 지질특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원지반 

대표시료에 대한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고화재 배합비를 결정한다. 

토양고화재는 일반적인 시멘트보다 포졸란반응이 우수하기 때문에 

장기강도와 차수효과에 유리하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개량체의 

형성이 가능하다. 표층부는 하부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및 하부 개량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층부의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두께로 고화재가 혼합된 혼합토를 포설하고 

전압다짐을 실시하여 표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중ㆍ심층부는 천공장비의 하부ROD(2~4축)에 교반날개가 

부착되어 지지층 (N값 25~30)까지 개량체를 형성하여 기초하중을 

지지층에 전달함으로써 상부구조물에 대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법이다.

2. 평판재하시험 결과

CF공법이 완료된 개량체의 지지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판 

중심에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극한지지력과 침하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설계지내력의 3배에 해당하는 하중에서 

6.4mm의 최종침하량이 측정되었으며, 극한지지력은 침하량이 

매우 작아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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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F공법 시공전경

천공장비(3축 Auger) 고화재 주입/교반 (소형)전압다짐/면정리

[그림 2] 평판재하시험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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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 분포지역 절취사면의 안정성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Stability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Cut Slopes in Limestone Terrain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반은 용해 및 용식, 풍화 작용 등에 의해 형성

된 공동이 발달하며, 지질의 불균질성 및 지하수 유동 등에 의한 차

별풍화로 불규칙한 기반암선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점으로 인해 석회암 분포지역에서의 토목공사 시 구조물 기초의 지

지력 문제, 대규모 공동부에 충전된 점토층에 의한 사면안정 문제, 

지반 침하 및 함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석회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면안정 검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인 

절토사면은 광역지질도상 하부고생대 퇴적암인 석회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사면전반에 걸쳐 다수의 석회암 공동(점토충전공동 및 빈 

공동)이 출현한 괴상 석회암(Massive limestone)과 층리상 석회암

(Thin-bedded limestone)이 주분포 하고 있다. 시공 중 다수의 석

회암 공동(점토충전공동 및 빈 공동)이 사면에 노출되었으며, 층리

면을 따라 평면파괴가 기 발생된 불안정한 사면을 형성하고 있었

다. 조사대상 절토사면의 특징을 살펴보면, 삼척방향 우측사면은 총

연장 100m, 최대높이 40m의 암반사면이며, 괴상 석회암이 주로 분

포하고 있다. 사면 전반에 걸쳐 폭 1~3m의 공동이 다수 발견되었

으며 공동부는 대체로 점토충전공동 및 블록형암괴로 구성된 암질

불량구간과 네트워크 형태의 빈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면파괴

가 예상되는 불안정한 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삼척방향 좌측사면

은 총연장 60m, 최대높이 15m의 암반사면이며 층리상 석회암이 주

로 분포하고 있다. 사면 전반에 걸쳐 발달하고 있는 층리는 사면과 

표 1  지표지질조사 결과

괴상 

석회암

층리상 

석회암

ㆍ괴상 석회암 주분포, 공동 다수 분포(점토충전공동 및 빈 공동 발달)
ㆍ점토충전공동 및 불안정 암괴블록 등에 의한 사면파괴 예상

ㆍ층리상 석회암 주분포, 층리면을 따른 평면파괴 발생
ㆍ층리와 절리의 교차에 의한 쐐기파괴 및 층리면을 따른 평면파괴 예상

거의 평행한 주향(5~15°) 및 평균 34°의 경사각을 보이고 있고, 간

격은 6~20cm(부분적 <6cm)로 조사되었다. 사면 절취 중 층리면을 

따른 평면파괴가 다수의 개소에서 기 발생되었으며, 층리면에 의한 

추가적인 사면파괴가 예상되는 불안정한 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이

러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연구대상 사면의 안정성 검토 결

과 추가적인 파괴가 예상되므로 최적의 대책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영구적인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면안정대책으로 공동발달구간에 대해서는 사면에 노출된 공동

의 발달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강안을 선정하였다. 

점토충전공동 및 불안정 암괴블록의 발달이 우세한 구간은 ‘가압식 

쏘일네일링 공법’ 또는 ‘FRP 그라우팅 공법’을, 소규모의 점토충전

공동 및 불연속면 발달•이완 암괴로 구성된 암질불량구간은 표면

부 숏크리트 타설을, 빈 공동 발달구간은 콘크리트 채움 방안을 제

안하였다. 또한 층리면을 따른 평면파괴 기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층리면을 따른 평면파괴 및 층리와 절리의 교차에 의한 쐐

기파괴가 예상되므로 사면의 구배를 층리면의 평균각도(34°)인 1:1.5

로 완화함으로써 층리면 및 쐐기교선(Plunge)을 따른 추가적인 붕

괴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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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구조 영향에 의한 암반 비탈면 붕괴 사례 연구
Case Study on Rock Slope Failures Caused by Geologic Structures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약 70%가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산업적 급변 속에 이의 효율적인 개발이 요구되면서 도로 신설•확

장,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국토개발에 의해 비탈면이 날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 도로변 절개비탈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 절개비탈

면의 약 75% 이상 및 위험 절개비탈면의 79%가 암반 비탈면으로 

구성(백용 외, 2000)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다양한 암종 및 복잡한 지질구조 특성상 대

규모 비탈면 시공 시 다양한 내부 및 외부 요인에 의한 붕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절취공사 도중이나 완공 

후에 급작스런 파괴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공기지연이

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암반 비탈면에서의 

안정성 문제는 건설공사 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 비탈면에서의 주요 붕괴요인 중 불연속면과 지

질구조의 중요성 및 이에 의한 붕괴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불연

속면 중 비탈면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질구조(단층, 엽리 

및 암맥관입접촉부 파쇄대) 및 국내 사례가 거의 없는 특수한 지질

구조(심부 암종경계면 - 부정합면으로 점토대)에 의한 암반 비탈면

의 붕괴현황, 조사,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주요 기술검토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유사 암반 및 지질 조건에서 비탈면 재해저감을 위한 

유용한 기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암반 비탈면의 경우에 있

어서는 불연속면이나 지질구조 특성 등이 붕괴의 주요인으로 고려되

고 있으므로, 암반 비탈면의 설계 및 시공 시 원지반의 지질 상태와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지반 조사 및 시험의 실시와 

더불어 이의 종합적이고 정밀한 지반분석기술이 한층 더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밀지반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 품질, 경제

성 등이 고려된 최적의 대책공법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주요 지질구조 유형별 비탈면 붕괴현황 및 대책방안 적용 사례

단층(Fault)

ㆍ유문석영안산암 주분포
ㆍ단층면(W≒10~15cm 단층점토 협재) 

교차에 의한 쐐기파괴 발생

영구앵커(7단, C.T.C=2.5m) + 
계단식옹벽

엽리(Foliation) 및 암맥관입접촉부 파쇄대(Shear zone by dyke intrusion)

ㆍ천매암 및 암맥(화강반암) 주분포
ㆍ엽리면 및 암맥관입 접촉 파쇄대를 

따른 평면파괴 발생
PAP옹벽 + 경사완화공법(1:1.7)

심부 암종경계면-점토대(Deep-seated lithologic boundary-clayey layer) 

ㆍ  붕적층, 사암, 셰일, 역암 및 회장암 
주분포

ㆍ  인장균열 발생(시공 전 L=40m, 시공 
중 L=90m)

ㆍ  심부 회장암 점토대(W≒1~2m 다수 
분포, 역암과 회장암의 암종경계 
부정합면, 열수변질 및 풍화 영향)를 
따른 대규모 암반블록 이동(Rock 
Slide), 재활성 산사태 발생

영구앵커(15단, C.T.C=2.0m) + 
쏘일네일링(8단) + 억지말뚝 + 

지반보강 그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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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시 현장 불포화 사면지반의 함수특성 이력과 흡수력 변화
Rainfall Effects on Hysteretic of Soil Suctions in Field Slope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는 전체적인 강우량의 증가 및 집중호우를 

유발하며, 동아시아에서 집중호우 시 국부적으로는 20%정도 증가

된 강우를 유발한다(김옥연, 2013)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의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사면의 지표면에서도 반복적인 건조-습

윤 및 동결 융해의 변화폭이 커져, 강우 시 지표 내 침투 및 흙의 함

수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반-수리 상호작용에 의한 사면안정 문제, 지반 침하 및 함

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붕괴를 예측하는데 가장 신뢰성 있는 인자로 인

식되는 불포화사면의 흡수력 부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 임기리에 위치한 현장사면으로서, 현장계측기

와 실내실험을 통해 획득된 흡수력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대상구간의 현장사면 흡수력은 2013년 7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

지 지표면 이하 0.5m와 1.0m 깊이에서 각각 계측되었다. [그림 1]은 

0.5m, 1.0m 깊이에서 측정된 체적함수비와 흡수력을 실내실험을 

통해 획득한 건조곡선(Drying), 습윤곡선(Wetting)과 같이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0.5m 깊이에서 측정된 함수특성은 1.0m에서 측정된 함수특성과는 

다르게 습윤곡선에 근접하게 나타났으며, 0.5m에서의 흡수력 변화 

폭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는 시간별 강우강도, 0.5m에서 계측된 현장흡수력변화, 침

투해석을 이용한 건조/습윤곡선 의 흡수력변화 비교를 보여준다.

 

2013년 10월 9일 가장 큰 강우발생 시 측정된 흡수력은 급격하게 

감소 하였으며, 건조곡선을 적용하여 예측된 흡수력의 변화는 측정

된 흡수력 보다는 매우 크게 산정되었다. 반면에 습윤곡선을 적용

하여 예측된 흡수력의 변화는 계측기를 통하여 측정된 흡수력과 비

슷하거나 조금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실제 불포화 현장사면에서 측정된 흡수력과 건조/습윤곡선을 이용

하여 예측된 흡수력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건조과정으로 해석을 

실시할 경우 흡수력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조곡선

보다는 습윤곡선을 적용하여 침투해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깊이별 함수특성곡선 비교 시 깊이가 깊어질수

록 건조곡선에 가깝게 존재하므로 건조곡선과 습윤곡선을 복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 사면의 흡수력을 예측하는데 보다 합리적

이고 현실적인 불포화 사면안정 설계방법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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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깊이별 흡수력 및 현장함수특성곡선 비교

[그림 2] 강우시 흡수력 변화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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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Evaluation of Stability for the Reactivated Landslide
along Deep-Seated Weakness Zones

Large-scale tension cracks of the studied slope were developed 

during the excavation at the tunnel portal area where landslides 

had occurred in the past. And detailed geotechnical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to identify causes of the landslides and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to secure long-term stability of the 

slope. The major findings of this case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estimated that the lower part of the slope in the study 

area had been once moved by landslides in the past. Then, it 

is inferred that approximately 12 meter-thick colluvium had been 

accumulated at the base of the steep slope by the action of 

gravity, and several tension cracks were extended and occurred 

in the slope. In spite of efforts to reduce the slope gradient to 

1:1.3 including removal of the observed tension cracks(Length : 

40m, Depth : 3~4m) for stabilization of the slope, a large-scale 

tension cracks(Length : 90m, Depth : above 7m) reoccurred 

during the excavation. And additional tension cracks occurred 

in the slope by relaxation of rock masses. It is inferred that the 

slope in the study area has very poor rock mass characterization 

as landslides continuously occurred prior to and during the 

excavation.

2) Detailed geotechnical investigations such as surface geological 

survey, electric resistivity survey, boring survey, BIPS, seismic 

tomography, in-situ and laboratory tests were performed three 

times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on features of strata, lithology, 

geological structures and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s. An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and stability analysis were effectively 

applied for analysis on causes of the landslides and selection of 

the optimum countermeasures.

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the study area 

consists of conglomerate in the upper part which is mainly 

fractured and highly weathered, and anorthosite in the lower part, 

forming an unconformity between them. There are weakness 

zones such as the fracture zone, the clayey layers and the 

hydrothermal alteration zone of anorthosite, distributed along 

the lithologic boundary between conglomerate and anorthosite. 

Especially, it is inferred that the clayey layers are formed due 

to highly altered hydrothermal alteration and weathering. These 

layers have the average thickness of 1~2 meters, slanting 

10~15 degrees upward. As a result of hazard assessment for 

the reactivated landslide of the study area, it can be inferred 

that the deep-seated(about 15~35m) clayey layers are the slip 

surface and the trigger for the movement. Primary causes of 

the landslides are due to increased water pressure, decrease of 

shear strength and frictional resistance along the clayey layers of 

anorthosite. The type of the landslides is a rock slide caused by 

parallel movement along  the planes of the weakness zones.

4) Countermeasures such as permanent anchors, stabilizing piles, 

grouting for ground reinforcement and soil nails are applied to 

ensure sufficient resistance against the active force of the slope.  

Table 1  Results of the geotechnical investigations and LEM analysis

Inferred sliding surface
Limit Equilibrium Method at wet

condition : FS = 1.3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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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Shield TBM Driving across the Riverbed of the 
Hangang(River)

This case study discusses of a shield TBM operation for 

construction of a tunnel of the Yongjong-Gyoha main gas line(Lot. 

2) project, which planned to pass under the Hangang(river). 

The shield TBM tunnel was designed based on results of the 

preliminary geotechnical investigation on the project site. The 

maximum depth of the tunnel is 45m with 15m of the maximum 

water head. The length of the tunnel is 1,497m. The boring 

diameter of the TBM is 3.01m, the equipment type is the Earth 

Pressure Balanced(EPB) and the thickness of segments is 20cm.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geotechnical investigation during 

the design stage ground condition of will excavation by TBM 

was composed of bedrock and weathered rock. Also, additional 

geotechnical investigation result which reflect lower the tunnel 

linear expect that TBM tunnel will be passed through the 

bedrock layer. However, irregular geological conditions that 

are not identified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emerged from 

the about 50m TBM excavation. It was a main reason of lower 

the TBM advance rate.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geotechnical investigation data and actual geology data of TBM 

excavation, there expected global tectonic activity similar with trust, 

fold activity, differential weathering and Irregular sedimentation 

activity at river bed at 55~600m away from the launching shaft. 

This global geological activities have led to complex ground 

conditions that is emergence of siallitization of rock, gravel layer in 

deep depth than expected, gravel layer from bottom of the rock, 

inclined sedimentary layer consist of rock, gravel and soil, etc.

As for the resistance of water pressure in TBM tunneling, the 

0.35~0.45 MPa water pressure measured during the excavation 

could be solved through applying double screw conveyor and 

multistage tail seal of shield TBM. Review the compatibility of EPB 

shield TBM which is adapted in this project by statistical model of 

based on the general design and manufacturing of shield TBM. 

As a result, required specification of shield TBM is similar to the 

result of statistical model. Maximum thrust and torque of EPB 

shield TBM is design and manufactured 6.8~9.1% larger than 

estimated value of statistical model. So, shield TBM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sufficient factor of safety. Analyzed result of 

shield TBM excavation data until the end of excavation, The thrust 

and torque of shield TBM was controlled below the maximum 

capacity. On the other hand, cutter penetration depth is in a very 

low level, while the vertical force of cutter shown to occur very 

significantly in STA.0+350~0+450m. The construction delay is 

determined to be due to the unexpected emergence of gravel 

containing cobble stone that is observed muck from the tunnel 

excavation. However, the analysis result of 1 day TBM advance 

rate shown 14m/day to a record maximum since STA.0+450m 

until completion of the TBM excavation. It was confirmed that 

shield TBM excavation was completed safely securing the 

stabilities of th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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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unnel line of the under passing the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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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 Formulation of Concrete Creep under Stress History

A constitutive model of the age-dependent concrete 

characteristics was recently formulated by Park and Lee(2016) 

using a two-level formulation framework, with a material level to 

depict the creep strain due to stress history, and a mechanical 

level to model the stress change due to the time-dependent 

development of mechanical strain. This research work is focused 

on highlighting the performance of the creep constitutive model 

by comparing the predicting characters among the existing 

four creep models. The performances of various models 

were extensively studied by Gilbert and Ranzi(2010) through 

a comparison of mathematical formulations and numerical 

applications. This paper adopts an incremental creep curve 

formulation that combines a vertical parallel creep curve concept 

for the rate-of-creep method(W. H. Glanville, 1930) and a 

horizontal parallel creep curve concept.

Three types of laboratory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presented age-dependent constitutive 

equation; these included cylindrical concrete specimen tests with 

and without axial reinforc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s of the presented constitutive model,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

1) In the incremental form of a two-way parallel creep curve, a 

constant ageing factor value of   provided reliable predictability. 

2) SSM(Step by Step Method) and the presented model that use 

an age-dependently varying elastic modulus showed better 

agreement with experimental observations than the other three 

models that use a constant elastic modulus.

3)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presented formulation and 

SSM was because the incremental solution process of the 

presented model had the same conceptual basis as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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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otal strains predicted by five creep models: (a) test A, (b) test B, and (c) tes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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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ion of Non-Symmetrically Prestressed Flexural Member

The role of prestressing forces was mechanically examined to 

pave the way to control the torsional rotation of a PS flexural 

member.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aimed at enhancing 

the torsional resistance by introducing fiber and composite 

materials, thereby forming a composite cross section Torsional 

behavior of a PS thin-walled flexural member has been analyzed 

by transforming the cross section of the PS tendon into an 

equivalent area of concrete, similar to the case of a composite 

cross section. However, the transformed section approach does 

not account for torsional resistance due to the restoring action of 

a prestressing force that develops when the prestressing tendon 

is deformed under torsional rotation. The mechanical role of 

prestressing force in PS flexural member is investigated through 

numerical examples applied to a curved girder bridge based on 

the recent works.

A 130m-long continuous part of three spans was taken from 11 

continuous spans of the Anpyeong-1 Bridge. The straight girder 

was redesigned to a curved one by imposing a curvature of 

R=500m.

The efficiency of the tendon profile against torsion was compared 

for the three types of tendon profiles in Fig. 1. In the case of the 

type 2 tendon profile, the rotational angle of the beam cross 

section decreased by 32.0% at the outer span and 6.4% at the 

inner span, whereas in the case of the type 3 tendon profile, it 

decreased by 67.7% at the outer span and 47% at the inner span.

The effect of the non-equal prestressing forces on the torsional 

resistance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rotational angles of 

the cross section calculated for the three cases of analysis by 

the two numerical methods. The rotational angle decreases in 

the order of types 1, 2 and 3. The large decrease in the rotational 

angles for types 2 and 3, when compared with types 1, illustrates 

the torsional resistance due to the non-equal prestressing forces 

at the outer and inner tendons.

This result explains the roles of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of prestressing force. Here, the increase in the couple force 

caused an increase in the torsional stiffness, and the increase 

in the vertical component of the non-equal prestressing forces 

caused an increase in the torsional resisting moment. However, 

the couple force is not related to the flexure because there is no 

coupling between the flexure and to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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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ngitudinal view and dimensions : (a) Basic case(type1), (b) 
Case with a continuous extra tendon(type2), (c) Case with 
an intermittent extra tendon(type3), and (d) Cross-sectional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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