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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ases for inevitable adjacent construction are increasing due to the limited spaces in urban area. When a 

new structure is constructed near an existing structure, interference effects induced by the pre-existing structure should 

be considered. Thus, numbers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jacent construction, while 

laboratory scales studies are not well reported. In this study, laboratory scale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bearing capacity and settlement variations with different adjacent construction cases. Results show an optimistic ground 

bearing capacity increase of the new foundation structure due to the existing foundation structure, while concerns on 

the increased settlement of the pre-existing structure. Thus, both bearing capacity of the new foundation structure and 

subsequent settlement of the existing foundation structure have to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the technical applicability 

of adjacent structure construction on site.

 

요   지

오늘날 도시 과밀화로 인해 한정된 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구조물과 인접한 조건에서 신규 구조물

이 시공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기존 구조물 근처에 신규 구조물이 시공되는 경우 기존 구조물에 의한 간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험실 규모에서 모사할 수 있는 근접 구조물

의 조건들이 한정적이라 실제 현장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근접시공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역학적 거동이 규명되어 있지 않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근접 구조물 시공 

조건에 대한 지지력 및 침하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사질토 지반에서 구조물이 

특정 거리 내에 근접 시공되는 경우 간섭효과로 인해 신규 구조물의 지지력 상승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기존 구조물의 

침하량이 증가하여 실제 근접 시공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Adjacent structure, Bearing capacity, Foundation,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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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시 과밀화로 인해 한정된 부지 내에서 구조물

을 인접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구조물

과 근접 시공되는 신규 구조물 간 간섭 효과에 대한 고

려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근접 시공 시 기존 구조물

의 추가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

지 근접시공에 대한 명확한 설계 기준이나 근접시공 시 

기존 기초구조물의 거동 메커니즘 등이 규명되지 않은 

실정이다(Burland and Wroth, 1975).

얕은 기초는 상부 구조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형식으로, 기초지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안정성, 시

공성, 경제성이 우수하다. 얕은 기초 설계 시 주요 고려

사항은 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반 지지력(Bearing 

capacity, qu) 산정과 침하량 예측이다. 특히 부정확한 

지반 지지력 산정과 침하량 예측은 실제 구조물 시공 

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하부지반 지지력

이 기존 이론식과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구조물 하부지반 근처에 

신규 구조물이 시공되는 경우 1) 기존 구조물의 크기, 

2) 기존 구조물과 신규 구조물 간의 거리를 주요 변수로 

고려한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근접 시공 시 신규 구조물

의 지지력(qu_new)과 기존 구조물의 침하(se)거동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 구조물

(Reference)의 지지력 qu와 qu_new를 비교하고, 기존 구조

물과 신규 구조물 간 중심 사이의 거리(L)과 구조물의 

크기(W)에 따른 신규 구조물의 qu_new와 기존 구조물의 

침하량 변화를 평가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L과 W 변화

에 따른 qu_new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인접기초의 간섭현상

지반의 기초 지지력(qu)은 Prandtl(1920), Terzaghi(1925) 

Meyerhof(1951), Meyerhof(1963), DIN 4017(2006) 등의 

제안식을 주로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물

이 근접 시공되는 경우 간섭효과로 인해 앞서 언급한 

제안식 결과들과 차이를 보인다. Terzaghi의 얕은기초 

지지력 메커니즘에 따르면 독립된 얕은 기초 구조물의 

파괴는 구조물 밑의 쐐기에 의해 지반의 수동 파괴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지표의 융기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만 근접 시공된 구조물 사이에서는 수동 파괴면의 변형

이 다른 구조물 하중에 의해 억제되고 지반이 압축되어 

지지력이 증가하게 된다(Ghosh and Kumar, 2009; Ghosh 

and Sharma, 2010; Stuart, 1962). 근접한 기존 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한 신규 구조물 하부에 완전한 파괴 메커니

즘 형성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설치되는 기초 

구조물의 지지력(qu_new)이 달라지게 된다. 

Vesić Aleksandar(1973), Singh(1973), Verma and Saran 

(1988)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기초 구조물에 근접 하

중이 작용할 때 기초 구조물 중심과 근접하중 간 거리에 

따라 지지력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접

한 원형 기초 구조물 사이에 발생하는 간섭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는데 Srinivasan and Ghosh(2013)에 

따르면 기초 사이의 간격이 감소함에 따라 지지력이 증

가하였고, Naderi and Hataf(2014)의 연구에서는 구조물 

사이의 간격이 원형 기초 직경의 4배 이상부터는 간섭

에 의한 영향이 없었다. Mahmoud(2021)는 기존 연구들

을 통해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기초에 동일한 하중을 

가할 때의 간섭효과를 실험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두 구조물 사이의 간섭효과에 대

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 되고 있는데 Javid et al.(2015)

은 Hoek-Brown 방법을 통한 해석을 통하여 efficiency 

factor가 구조물 사이의 간격(S)과 기초의 폭(B)의 비가 

S/B = 0.5~1.0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Ekbote and 

Nainegali(2019)는 FEM 해석을 통해 S/B = 1.5~1.6일 

때 가장 큰 지지력이 나타났다. 현장 실험 및 대형 모형 

실험 크기의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 되었는데 Swain 

and Ghosh(2015)는 현장 스케일의 두 기초 구조물 사이

의 영향을 계측하였고, Sereshkeh and Chenari(2017)는 

근입 깊이를 증가하여 인접 구조물에 가해지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Fazeli Dehkordi et al. 

(2019)는 크기가 같은 원형 구조물의 근입 깊이와 거리

의 비가 2~3배 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Reddy et al. 

(2012) 연구에 따르면 크기가 같은 근접 기초 구조물 간 

중심 사이 거리(L)가 구조물의 크기(W)의 1.4-1.6배 일 

때 가장 큰 qu_new를 보이고, L/W 비가 3.5 이상일 때 두 

기초 구조물 간 간섭 영향은 없이 단독 구조물의 지지력

-침하 곡선과 유사함을 보였다.

3. 모형시험

본 연구에서는 사질토 지반에서 기존 구조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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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il box for model testing (b) Monitoring system configuration

(c) Model of the new foundation structure (d) Existing foundation structure models

Fig. 1. Experimental setup

Table 1. Basic properties of the Jumunjin natural sand used in this study

Basic soil properties Soil chamber

Maximum dry 
unit weight 
(γd_max)

Minimum dry 
unit weight 
(γd_min)

Coefficient of 
curvature 
(Cc)

Coefficient of 
uniformity 
(Cu)

Dry unit 
weight 
(γd)

Relative 
density 
(Dr)

Internal 
friction angle 

(ϕ)

18.0 kN/m3 15.6 kN/m3 1.61 2.38 17.1 kN/m3 65.7% 37°

(We)과 기존-신규 구조물 중심 간 거리(L)를 주요 변수

로 모형 토조시험을 이용해 구조물 간 간섭을 고려한 

신규 구조물의 지지력(qu_new)과 기존 구조물의 침하량

(se)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3.1 모형지반

모형지반은 모형토조 내에 모래를 채워 조성하였다. 

모형토조의 크기는 1800mm(width) × 300mm(depth) × 

900mm(height)로 제작되었다(Figs. 1a & b). 모형지반은 

주문진 자연사를 이용해 조성하였으며, 균질한 지반조

건을 유지하기 위해 샌드 커튼(sand curtain) 방식으로 

0.7m 높이에서 강사하여 조성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건

조된 주문진 자연사의 입도분포(ASTM D2487-17e1), 최

대･최소 건조단위중량(ASTM D4253-16e1), 비중(ASTM 

D792-20), 직접전단시험(ASTM D3080-04) 결과들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토조 내 지반은 점착력이 없

는 모래로 상대밀도 Dr = 70.3%로 조성하였으며, 직사

각형 기초의 국부전단파괴가 발생하며 하중 침하-곡선

에서 경사가 직선으로 변하는 지점의 하중을 극한지지

력으로 판단하였다(Holloway et al., 1975).

3.2 얕은 기초 구조물 모형

얕은 기초 구조물의 경우 L/W ≥ 3.5인 경우 근접에 

따른 간섭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Mahmoud, 

2021; Reddy et al., 2012; Stuart, 1962), 이를 고려하여 

기초 구조물 모형의 크기(W)과 기존 기초구조물-신규 

기초구조물 중심 간 거리(L)을 설정하였다. 신규 기초구

조물 모형은 크기(Wn) 150mm × 길이 300mm로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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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model test details. Dimensions and locations of new and existing foundation models

Table 2. Details of model dimensions and test conditions

Case Name

New foundation Existing foundation Center-to-center distance 
between foundations (L) 

[mm]
Wn/LWidth (Wn) 

[mm]
Length 
[mm]

Width (We) 
[mm]

Length 
[mm]

Weight
[N]

Reference

150 300

-

WE150-L150

150

300

27

150 mm 1.0

WE150-L225 225 mm 1.5

WE150-L300 300 mm 2.0

WE150-L450 450 mm 3.0

WE150-L600 600 mm 4.0

WE100-L150

100 18

150 mm 1.0

WE100-L225 225 mm 1.5

WE100-L300 300 mm 2.0

WE100-L450 450 mm 3.0

WE100-L600 600 mm 4.0

WE50-L150

50 9

150 mm 1.0

WE50-L225 225 mm 1.5

WE50-L300 300 mm 2.0

WE50-L450 450 mm 3.0

WE50-L600 600 mm 4.0

었으며(Fig. 1c), 기존 기초구조물 모형의 크기(We) Table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150mm(WE150), 100mm(WE100), 

50mm(WE50) 세 가지 경우로 설정하였다(Fig. 1d). 기

존 구조물의 길이(length)는 신규 구조물 모형과 마찬가

지로 토조 폭에 맞춰 300mm로 일치시켜 2차원 평면 변

형률(plane strain state)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신규 

구조물은 베이크라이트(bakelite)로 제작하여 충분한 강

성을 확보하였으며, 변위 제어방식(displacement control 

method)을 통해 변위에 따른 기초구조물 하부의 지지력

을 측정하였다. 기존 기초구조물은 구조물 모형 위에 추

를 얹어 0.6kPa의 하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

며, 이는 선행 실험을 통해 지반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의 하중으로 선정하였다. 모형 기초구조물들은 토조 내 

모형 지반 상부 위에 얹혀 근입 깊이를 무시하는 조건으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접 기초구조물간 영향이 없는 범위

(L/W > 3.0)까지 포함하여 기존-신규 기초 구조물 중심 

간 거리를 150mm(L150), 225mm(L225), 300mm(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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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50

(b) WE100

(c) WE150

Fig. 3. Ground settlement-bearing capacity curves of the new 
foundation models with different existing foundation width 
(We) cases

450mm(L450), 600mm(L600) 총 5가지 경우를 고려하

였다. 또한, 기존 기초구조물이 없는 독립 구조물의 지

지력 및 침하량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군(Reference)에 

대한 고려도 추가하였다.

모형시험에서의 기초 구조물 간 배치는 Fig. 2에 도시

되었으며, 근접 기초구조물의 크기, 중심간 거리, 작용 

하중 등의 상세한 실험 조건들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3.3 계측 및 시험 방법

모형시험기와 모형 기초구조물에 하중계(Loadcell)와 

변위계(LVDT)를 설치하여(Figs. 1a & c) 구조물 하중에 

의한 지지력과 거동을 파악하였다. 신규 구조물에 설치

된 3개의 하중계(500DBBP)와 LVDT(CDP-50)를 통하

여 신규 기초구조물의 침하에 따른 지지력 변화를 측정

하였다. 실험 중 신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 하중과 지표

침하 데이터는 Data logger(TDS-302)와 데이터수집 장

치(ASW-50B)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획득하였다. 

강사를 통해 조성한 모형지반 표면에 기존 기초구조

물과 LVDT를 각 case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여 기존 기

초구조물의 침하량을 측정하였다. 신규 기초구조물은 

유압잭을 이용해 모형지반 내로 압입하면서 신규 기초

구조물이 받게 되는 지지력 하중, 침하량, 그리고 기존 

기초구조물의 침하량을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실험은 

신규 기초구조물의 침하량이 35mm 발생할 때까지 일

정한 변위속도(1mm/min)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실시하

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신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 거동

근접 기초구조물의 간섭에 의한 신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qu_new) 변화는 Reference case를 기준으로 기존 

기초구조물의 위치 상황별로 정리한 결과가 Fig. 3과 같

다. 시험 결과, 침하-지지력 곡선의 형태는 뚜렷한 최대

점을 보이지 않고, 압입 변위에 따라 하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국부전단파괴 형상을 보이고 있다. Reference

를 비롯한 본 연구의 대부분 실험 조건들에서 압입 침하

량이 17.75mm일 때 침하-지지력 곡선이 완만하게 수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규 기초구조물의 압입 

침하량이 17.75mm(se) 때의 신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

을 qu_new at Se로 정의하여 비교하였다. 

신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qu_new at Se)은 기존-신규 기

초구조물 중심 간 거리 L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L/Wn = 1.5에서 최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였다. 침하-지

지력 곡선의 기울기는 L/Wn < 3 조건에서 간섭이 없는 

Reference 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L/Wn ≥ 3에서는 간섭

이 없는 Reference와 간섭 효과가 있는 신규 기초구조물 

모두 유사한 침하-지지력 거동을 보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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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earing capacity increment ratio of the new foundation 
model with L/Wn variation

Fig. 5. Bearing capacity increment ratios of the new foundation 
model affected by different existing foundation width (We) 
values

Fig. 4에서는 기존 기초구조물이 신규 기초구조물의 

qu_new at Se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간섭이 없는 

Reference의 qu 값 대비 qu_new at Se의 변화율을 도시하였

다. 기존 기초구조물의 크기(We)에 따라 절대적인 증가

량은 WE150 = 123%, WE100 = 118%, WE50 = 110%

로 상이하였으나, L/Wn < 3이내의 경우에서는 간섭 효

과로 인해 신규 기초구조물이 더 높은 지지력을 확보함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L/W < 3.5; Reddy et al.(2012))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qu_new at Se가 L/Wn < 

1.5 구간에서 점차 증가하다 L/Wn = 1.5에서 최대치를 

보이고, 그 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에서는 같은 위치 조건(L/Wn 

<3)에서 We가 증

가함에 따라 qu_new at Se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We 

= 150mm, 100mm, 50mm 조건 모두 기존 기초구조물이 

지표면에 가해지는 응력은 0.6kPa로 일정하지만 구속 

면적이 클수록 근접 시공 시 간섭 영향이 커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Fig. 5는 기존-신규 기초구조물 간 거리(L)

에 따라 신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qu_new at Se)이 Reference

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는지 기존 기초기조물의 크기(We)

에 따라 도시한 결과이다. Fig. 5에 의하면 L = 450mm, 

600mm의 경우(기초구조물 간 거리가 큰 경우) qu_new at Se 

증가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나, L ≤ 300mm에서는 qu_new at Se

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기존 기초구조물의 크기(We)

가 클수록 간섭효과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기초구조물 크기(We)와 상관없이 L = 225mm, 즉 

L/Wn = 1.5에서 qu_new at Se가 최대가 됨이 확인된다. 

4.2 구조물의 침하

근접 시공 시 신규 구조물 하중으로 인해 기존 구조

물이 영향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 간섭 효과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하부에 추가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구조물 하중 증가에 따른 기

존 구조물의 추가 침하량 발생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간

섭이 없는 기초구조물의 순수 침하량(Reference)과 기

존 기초구조물이 근접한 경우의 침하량을 비교하여 Fig. 

6과 같이 정리하였다. Fig. 6에서 검정색 선들은 간섭효

과가 없는 조건에서의 신규 기초구조물이 모형지반 내

로 25mm 압입될 때 기초구조물 모형 하부와 주변 모형

지반의 표면 침하 분포(LVDT로 계측)를 나타내고 있으

며, 회색 선들은 기존 기초구조물 모형들이 근접한 경우

의 표면 침하 분포를 비교하여 표시하고 있다. 즉, Fig. 

6상의 검은색 선과 회색 선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할수록 

간섭효과로 인해 침하량이 많이 발생하여 기존 기초구

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We

의 크기와 상관없이 L150(Fig. 6a), L225(Fig. 6b), L300 

(Fig. 6c) 경우에서는 기존 기초구조물 하부에 많은 침

하량이 발생하여 기존 기초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가 필

요하게 된다. 반면, L/Wn 

≥ 3의 경우(Figs. 6d & e) 전체

적인 침하량 분포는 Reference의 침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jerrum(1963)에 의하면 추가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물 안정성 유지를 위해 각변위(δ/L)

가 1/5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 기초구조물 압입에 따른 기존 

기초구조물의 각변위(δ/We)를 기존 기초구조물 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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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150 (b) L225

(c) L300 (d) L450

(e) L600

Fig. 6. Surface subsidence distribution with different center-to-center distance (L) values between the existing and new foundation models

Fig. 7. Angular displacement (δ/We) of the existing foundation 
model affected by the adjacent new foundation model 
installation with L/Wn variation

치된 두 개의 LVDT 사이 간격과 수직 변위차(δ)를 이용

하여 계산하여 L/Wn에 따라 Fig. 7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앞서 확인된 기존-신규 기초구조물 간 지지

력 간섭효과가 없는 L/Wn 

≥ 3 조건에서는 기존 기초구

조물의 침하 및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L/Wn 

< 3에서 대부분의 결과는 δ/We의 값이 

전도 또는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범위(δ/L > 0.002)에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L/Wn 

< 3 경우 중에서도 상대

적으로 We 크기가 작은 WE50-L300 case (L/Wn 

=2)에서

는 δ/We의 값이 1/500보다 작은(δ/We = 1/687)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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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verall summary and comparison of the bearing capacity values of the new foundation models and the settlement behaviors 
of the existing foundation models assessed via laboratory testing

Test cases

New foundation Existing foundation

Bearing capacity 
(qu_new at Se) 
[kN]

Increase 
rate

Vertical displacement of 
differential settlement 

(δ)  [mm]

Angular displacement (δ/We) 
due to adjacent foundation 

installation
Stability*

Reference 114.7 100% -

WE150-L150 133.5 116% 6.82 1/22 Nonstable

WE100-L150 126.7 113% 3.57 1/28 Nonstable

WE50-L150 124.4 108% 1.43 1/35 Nonstable

WE150-L225 141.0 123% 3.49 1/43 Nonstable

WE100-L225 135.5 118% 2.22 1/45 Nonstable

WE50-L225 126.3 110% 1.09 1/46 Nonstable

WE150-L300 124.3 108% 1.95 1/77 Nonstable

WE100-L300 123.1 107% 0.59 1/169 Nonstable

WE50-L300 121.8 106% 0.07 1/687 Stable

WE150-L450 114.7 99.91% 0.23. 1/650 Stable

WE100-L450 114.5 99.83% 0.14 1/722 Stable

WE50-L450 114.8 100.09% 0.06 1/854 Stable

WE150-L600 114.3 99.65% 0.15 1/1033 Stable

WE100-L600 114.7 100% 0.06 1/1562 Stable

WE50-L600 114.6 99.91% 0.003 1/17900 Stable

* Bjerrum (1963) : Stable when δ/We < 1/500

(a) WE150-L300 condition

(b) WE50-L300 condition

Fig. 8. Angular displacement (δ/We) of the existing foundation 
structure affected by the new adjacent foundation structure 
installation simulated by Plaxis 2D

4.3 고찰

모든 모형 실험에 대한 신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

(qu_new at Se)과 기존 기초구조물의 침하 및 각변위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실험 결과 L/Wn < 3일 때 기존

-신규 기초구조물 사이의 간섭효과가 존재하며 기초구조

물이 간섭 없이 설치될 때 보다 높은 지지력(qu_new at Se)

을 확보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qu_new at Se가 가장 크게 발

생하는 기존-신규 기초구조물 간 거리 조건은 L/Wn = 1.5 

일때가 된다. 하지만 지지력과 달리 기존 기초구조물의 

침하량은 L/Wn = 3인 경우 발생하기 시작하여 L/Wn ≤ 

2 조건들에서는 매우 크게 발생함이 확인된다(Fig.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안정성 판단 기준인 각변위 

관점에서 보면 L/Wn = 3일때, 또는 L/Wn ≤ 3 이지만 구

조물의 크기가 작은 경우 근접시공이 허용될 수 있는 조

건으로 평가된다. 이 결과가 실제 현장 규모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WE150-L300과 WE50-L300 

두 조건에 대한 Plaxis-2D 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일 거

리(L = 300m)만큼 떨어져 있지만 기초구조물의 크기가 

각각 150m, 50m로 다른 경우 WE150-L300의 경우 각 

변위가 δ/We = 0.0103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WE50-L300인 경우에는 δ/We = 0.0017으로 실내 실

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변위가 허용한계 0.002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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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실제 현장에서 

근접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신규 기초구조물 간 거

리(L/Wn)를 고려해 볼 때, L/Wn ≥ 3인 경우 침하량에 대

한 우려뿐만 아니라 지지력 증가 효과도 미미하여 독립 

기초구조물로 간주하여 설계가 할 수 있으며, 반대로 

L/Wn < 3인 경우에는 지지력 증가 효과는 있지만 기존 

구조물에 추가 침하량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구조물의 크기가 신규 구조물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침

하 각변위를 통하여 허용 가능한 침하 범위 내에서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반 조건 및 설계 

정수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려한 침하 거동 예측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신규 구조물을 설

치할 때 기존 구조물의 간섭에 의한 지지력 변화를 실험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기존-신규 기초구조

물 중심 간 거리(L)과 기존 기초구조물의 크기(We)를 변

화하여 신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qu_new at Se)과 기존 기

초구조물의 침하(Se and δ/We)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시

험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 qu_new at Se는 L/Wn < 1.5에

서 점점 증가하다가 L/Wn = 1.5에서 최댓값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여 L/Wn ≥ 3에서는 더 이상 간섭효과

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2) 같은 L/Wn의 경우, We가 작아질수록 간섭에 대한 영

향과 그로 인한 qu_new at Se 또한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3) 기존 기초구조물의 침하량 Se는 간섭효과로 인해 L/Wn 

< 3에서 크게 발생하였고, L/Wn ≥ 3에서는 신규 기

초구조물 시공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음이 확인되

었다.

(4) 특히 인접 구조물에 의한 침하와 그로 인한 부등침

하를 영향을 확인한 결과 L/Wn ≥ 3인 경우 부등침하

에 대한 우려가 없으나, L/Wn < 3에서 기존 기초구

조물의 부등침하가 상부 구조물 안정성에 영향을 끼

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기존 기초구조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2 < L/Wn < 3 조건에

서도 기존 기초구조물의 부등침하가 허용 범위 내로 

발생됨을 확인하였으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

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기존 기초구조물 주변에 신규 기초구조물을 

설계 및 시공해야 하는 경우 L/Wn ≥ 3일 때는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에 큰 우려가 없으나, 불가피하게 

L/Wn < 3 조건에서 시공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근

접시공이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이 본 연구의 실험결과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s)

1. ASTM (2004), “D3080-04:Standard Test Method for Direct Shear 

Test of Soils Under Consolidated Drained Conditions”,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2. ASTM (2016), “D4253-16e1:Standard Test Methods for Maximum 

Index Density and Unit Weight of Soils Using a Vibratory Table”,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3. ASTM (2017), “ASTM D2487-17e1:Standard Practice for Classification 

of Soils for Engineering Purposes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4. ASTM (2020), “D792-20:Standard Test Methods for Density and 

Specific Gravity (Relative Density) of Plastics by Displacement”,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5. Bjerrum, L. (1963), “Problems of Settlements and Compressibility 

of Soils”, deutsche gesellschaft für erd und grundbau, 2, pp. 

135-137.

6. Burland, J. and Wroth, C. (1975), “Settlement of Buildings and 

Associated Damag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65.

7. DIN (2006), “4017 Beiblatt 1:Calculation of Design Bearing Capacity 

of Soil Beneath-shallow Foundation”, 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

sation.

8. Ekbote, A. G. and Nainegali, L. (2019), “Interference of Two Closely 

Spaced Footings Embedded in Unreinforced and Reinforced Soil 

Medium: A Finite Element Approach Using ABAQUS”, Arabian 

Journal of Geosciences, Vol.12, No.22, pp.1-21.

9. Fazeli Dehkordi, P., Ghazavi, M., Ganjian, N., and Karim, U. (2019), 

“Effect of Geocell-reinforced Sand base on Bearing Capacity of 

Twin Circular Footings”, Geosynthetics International, Vol.26, No.3, 

pp.224-236.

10. Ghosh, P. and Kumar, P. (2009), “Interference Effect of Two Nearby 

Strip Footings on Reinforced Sand”, Contemporary Engineering 

Sciences, Vol.2, No.12, pp.577-592.

11. Ghosh, P. and Sharma, A. (2010), “Interference Effect of Two Nearby 

Strip Footings on Layered Soil: Theory of Elasticity Approach”, 

Acta Geotechnica, Vol.5, No.3, pp.189-198.

12. Holloway, D. M., Clough, G. W., Vesic, A. S., and Station, W. 

E. (1975), “The Mechanics of Pile-soil Interaction in Cohesionless 

Soils”, Duke University.

13. Javid, A., Fahimifar, A., and Imani, M., “Numerical Studies on 

the Bearing Capacity of Two Interfering Strip Footings based on 

Hoek-brown Materials”, Proc., 13th ISRM International Congress 

of Rock Mechanics,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14. Mahmoud, G. P. and Fazeli Dehkordi (2021), “Interference Influence 

on behavior of Shallow Footings Constructed on Soils, Past Studies 

to Future Forecast: A State-of-the-art Review”, Transportation 



24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7권 제8호

Geotechnics, 27, 100502.

15. Meyerhof, G. G. (1951), “The Ultimate Bearing Capacity of 

Foudations”, Géotechnique, Vol.2, No.4, pp.301-332.

16. Meyerhof, G. G. (1963), “Some Recent Research on the Bearing 

Capacity of Foundations”, Canadian Geotechnical Journal, Vol.1, 

No.1, pp.16-26.

17. Naderi, E. and Hataf, N. (2014), “Model Testing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f Interference Effect of Closely Spaced Ring and 

Circular Footings on Reinforced Sand”, Geotextiles and Geomembranes, 

Vol.42, No.3, pp.191-200.

18. Prandtl, L. (1920), “Über die härte plastischer körper”, Nachrichten 

von der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Mathematisch- 

Physikalische Klasse, 1920, pp.74-85.

19. Reddy, E. S., Borzooei, S., and Reddy, G. (2012), “Interference 

between Adjacent Footings on Sand”,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Engineering Research and Studies, Vol.1, No.4, pp.95-98.

20. Sereshkeh, A. M. and Chenari, R. J. (2017), “Induced Settlement 

Reduction of Adjacent Masonry Building in Residential Constructions”, 

Civil Engineering Journal, Vol.3, No.7, pp.450-462.

21. Singh, R. D. (1973), “Internal and External Prices Vis-A-Vis Supply- 

Price Relationship : the Case of Virginia Tobacco in India”, Foreign 

Trade Review, Vol.8, No.3, pp.275-282.

22. Srinivasan, V. and Ghosh, P. (2013),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Interaction Problem of Two Nearby Circular Footings on Layered 

Cohesionless Soil”, Geomechanics and Geoengineering, Vol.8, No.2, 

pp.97-106.

23. Stuart, J. G. (1962), “Interference Between Found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Surface Footings in Sand”, Géotechnique, Vol.12, 

No.1, pp.15-22.

24. Swain, A. and Ghosh, P. (2015), “Experimental Study on Dynamic 

Interference Effect of Two Closely Spaced Machine Foundations”, 

Canadian Geotechnical Journal, Vol.53, No.2, pp.196-209.

25. Terzaghi, K. (1925), Erdbaumechanik auf bodenphysikalischer 

grundlage, F. Deuticke, Leipzig u. Wien.

26. Verma, G. and Saran, S. (1988), “Interference Effect on the behaviour 

of Footings”, Indian geotechnical journal, Vol.18, No.2, pp.171-185.

27. Vesić Aleksandar, S. (1973), “Analysis of Ultimate Loads of Shallow 

Foundations”, Journal of the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s 

Division, Vol.99, No.1, pp.45-73.

Received : June 17th, 2021

Revised : July 26th, 2021

Accepted : August 2nd,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