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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 공법의 소개

흙은 아주 훌륭한 건설재료이지만, 독립된 흙 입자 사이의 점

착력 또는 마찰력에 의하여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어 쉽게

분리되어 흐트러진다.

이러한 토체 내부에 인장강도가 크고 흙과 결속력이 우수한

보강재를 삽입하면 원래 흙 보다는 전단강도가 개선된 보강

토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보강토 공법이라 한다.

이러한 보강토 공법을 토류구조물에 적용하면 비교적 얇은

판(전면판)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높이의 토류구조물을 축조

할 수 있으며 이를 보강토 옹벽이라 한다. 

특히 1980년대 초 보강기술(주)에 의하여 국내에 도입된 보보보보

강토강토강토강토 조립식조립식조립식조립식 옹벽옹벽옹벽옹벽은 두께 18 cm의 콘크리트 전면판과 띠형

섬 유 보 강 재 를 사 용 하 는 패 널 식 보 강 토 옹 벽 으

로 경제성과 구조적 안정성 등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꾸준

히 보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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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의 특 징

� 뛰어난 경제성

� 우수한 시공성

• 일반 콘크리트 옹벽에 비해 편심하중이

극히 적음

• 국내 시공실적 28m로 기존 RC 옹벽에

비해 높이제한 없음

• 지진 및 진동에 안정

- 고베지진시 보강토구조물만 안정성 확보

� 탁월한 구조적 안정성

• 구성재료가 값싸고 시공성이 우수하여

공사비 절감

• 뒷채움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공장

에서 미리 제조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용이

• 일반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지반지지력

보다 불량한 조건에서도 시공이 가능

• 부등침하에 대한 내성이 커서 기초처리

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단순치환에 의

해 시공 가능

• 거의 모든 구성재료가 완제품으로 현장

에 공급되므로 단순 조립설치에 의한

시공성 향상

수직말뚝
((((永定柱永定柱永定柱永定柱 ;;;;
7.57.57.57.5자자자자 간격간격간격간격))))

가로고정목
((((橫用紐木橫用紐木橫用紐木橫用紐木 ;;;;

5555자자자자 간격간격간격간격))))

새끼
((((草要草要草要草要 ; 3; 3; 3; 3자자자자 간격간격간격간격))))

나무말뚝
((((木木木木橛橛橛橛子子子子))))

버팀목
((((夜叉木夜叉木夜叉木夜叉木))))

한국 토성의 추정 단면도.

고대 보강토 흔적 (중국의 만리장성)

만리장성 단면도



구구구구 성성성성 요요요요 소소소소

• 고강도 폴리에스테르 섬유 사용에 의한 낮은 크리프 변형

• LDPE 코팅에 의한 내시공성

뒷채움재료 Backfills

5.5 ±0.390 ±3100PET/LDPE100 kN

3.0 ±0.390 ±350PET/LDPE50 kN

두께(mm)폭(mm)인장강도(kN)재 질종 류

100 ~ 75101.6 mm (4 in.)

0 ~ 15No.200 (74 μm)

�삼축압축 또는 직접전단시험에 의한 내부마찰각이 30도

이상일 것

�단, No.200체 통과율이 15 % 이상인 경우라도 0.015 mm 

입경 통과율이 10 % 이하이면 사용가능하고, 10~20 % 

인 경우라도 내부마찰각이 30도 이상이면 사용가능

100254 mm (10 in.)

비 고통과백분율(%)입 경

보강재 Friction Tie



전면판 PC Panel

• 수직줄눈수직줄눈수직줄눈수직줄눈 채움재채움재채움재채움재 ((((부직포부직포부직포부직포)))) : 콘크리트 전

면판의 조립부 배면에 포설되어 흙 입자의

유실을 방지하는 필터기능

• 수평줄눈수평줄눈수평줄눈수평줄눈 채움재채움재채움재채움재 ((((콜크콜크콜크콜크)))) : 콘크리트 전면

판 위에 설치하여 완충재 역할

• 빗장고리빗장고리빗장고리빗장고리 : 섬유보강재와 콘크리트 전면

판의 상호연결기능

부속 자재

일반형 패널 줄무늬 패널

1.5×1.5×0.18

줄무늬형

300 (kg/cm2)

[29.5 (N/mm2)]
콘크리트

표 준 형

크기(mm)압축강도재 질종 류



1층 성토층 형성3 단계. 

시시시시 공공공공 순순순순 서서서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

기초터파기 및 다짐을 실시하고 옹벽 선형에 맞추어 콘크리트 기초

를 타설한다. 양생후 몰타르로 수평고르기를 시행한다

� 1111층층층층 패널패널패널패널 설치설치설치설치

기초위에 반쪽크기의 패널을 1.5m간격으로 설치한 후 그 사이에

표준형 패널을 설치 한다.패널의 선형 및 이음매, 기울기 등을 조절

한다.

� 버팀목버팀목버팀목버팀목, , , , 크램프크램프크램프크램프 및및및및 수직수직수직수직 줄눈줄눈줄눈줄눈 채움재채움재채움재채움재 설치설치설치설치

기 설치된 패널이 다짐작업에 의해 변형되지 않게 버팀목으로 고정

하고 크램프를 이용하여 이웃하는 패널끼리 고정한다. 또한 배수 및

여과기능을 갖는 수직줄눈 채움재를 설치한다.

기초에서 첫번째 부착고리까지 뒷

채움을 실시하고 다짐한다.

1 단계. 

1층 패널 설치2 단계. 



• 보강재가 포설되면 뒷채움작업을 실시한다. 

• 패널 배면부에서 2m 이내에서는 다짐하중에 의해 패널에 변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형장비

를 이용하여 다짐작업을 실시한다.

• 뒻채움을 다짐도는 실내시험의 9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술한 적업을 반복하여 설계 높이의 보강토 옹벽을 완성하고 후속 공정을 실시한다.

• 섬유보강재의 설계길이 만큼 이격시킨 배면에 정착철근을 고정한다.

• 섬유보강재를 정착철근과 패널의 부착고리사이를 왕복하면서 연속형태가 되도록 포설한다. 이

때 섬유보강재는 충분히 당겨진 상태로 포설하여야 한다.

반복작업에 의한 보강토 옹벽 완성6 단계. 

보강재 포설4 단계. 

1층 뒤채움 성토 및 다짐5 단계. 



보강토 조립식

철도노반 - 경의선 복선화 전철사업

교대 - 경춘국도 입체교차로

예천-안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동해항 배후도로공사

가남-장호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신남-인제간 도로공사



옹벽의 시공사례

포천 베어스 타운 부지조성공사인천하나아파트 부지조성공사

여주PC 공장부지 신축공사

부산 모라지구 부지조성공사

사당동 대림아파트 부지조성공사

경주 OO공장부지 조성공사



패널식 보강토 옹벽의 표준도

� 보강토 조립식 옹벽 평면도

� 보강토 조립식 옹벽 표준 단면도



적 용 분 야

� 고속도로, 지방도 신설 및 확장공사

� 부지조성공사

� 철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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