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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n the Floating Cofferdam of Skin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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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Design Criteria for Structure Foundation (KGS, 2015) states end

bearing capacity by compression, but failed in introducing the shaft resistance or

pull-out. The shaft resistance of offshore structure is addressed using the equation

of shaft resistance in the cast-in-place pile installed on the rock base similar to

those of offshore structure. There are, however, major difference between

cast-in-place pile and steel pipe pile, resulting in over-estimation of the pile shaft

resistance.

These over-estimation may have negative effect on the structure stability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The study on the bearing behavior of steel pipe pile

embedded in the rock base and establishment of design formulae based on them is

necessary for designing and constructing the structures more safely and

econom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reviewe, per the design criteria, the

pull-out strength of pile base determined by visible pull-out of the pile base and

C.T diaphragm of P2 of a bridge and teste the stability of the caisson by

evaluating the bond strength of the grout material and steel pipe pile base attached

to rock ba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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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of tolerable shaft capacities were found to be over 600, indicating

the stability in the time of design, however, failed in fulfilling the design criteria

because the shaft resistance concept of embedded pre-cast pile is, unlike the shaft

resistance of cast-in-place pile, is from the association between shaft resistance of

surface of grout material and steel pipe pile.

It is considered that, since the design criteria for the behavior of steel pipe pile

embedded on the rock base in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bridge that accompanies

buoyancy has not been established, the pull-out strength of steel pipe pile used in

design and construction should be determined by various theoretical equation,

laboratory experiment, and fiel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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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말뚝기초는 느슨한 지반, 풍화암, 파쇄가 많은 기반암과 같이 지반의 지지력이 부족

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초형

식이다. 암반과 같이 지지력이 좋은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계획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

상구조물같이 특수한 구조물에서는 경제적 시공을 위해서 말뚝기초를 적용해야 한다.

지반 대부분이 느슨한 토사층 밑에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상구조물을 시공하

기 위해서는 암반에 말뚝기초를 시공해야 한다.

축하중을 받는 말뚝에 있어서 선단부와 주면마찰 지지 거동은 구조물의 지지력을 예

측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해상 강구조물에 관해 ISO 19902(2007) 규정에

서는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선단부와 주면마찰 지지력 평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에서도 압축

에 의한 선단지지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며, 암반에 근입된 말뚝기초의 주

면마찰력에 대한 산정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유사한 매커니즘을 갖는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마찰력 산정

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장타설말뚝과 매입말뚝은 지지력을 산정하는데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말뚝의 주면마찰력을 과대·과소 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한 구

조물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말뚝기초의 거동 예측에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

조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해서는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지지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설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Cassion Tube 가물막이(Dry Process Cassion Tube Method, 이하 C.T

가물막이)는 부력에 관한 안정성을 위해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마찰력으

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OO교 교각 Pier(이하 P) 2에서 C.T 가물막이가 부력으로 인해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이 인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내외 설계기준에 따른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마찰력과 매입말뚝 개념을 적용

한 부착력, 현장 인발재하시험을 통한 인발력을 산정하여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

과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인발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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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례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해상 교각의 매입말뚝 시공 및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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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동향

말뚝의 지지력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약지반 및 풍화암의 경우 현장시험 결과를 토대로 기초설계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암반에 근입된 말뚝기초에 관한 연구는 현장타설말뚝을 대상으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매입말뚝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

의 극한지지력에 대한 식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외에서 제안된 설계기준 및 지지

력산정식(FHWA, 1996; FHWA, 1999; Canadian Geotechnical Society, 1992)을 도입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외에서 제안된 설계기준 및 지지력 산정식을 도입하여 국내 기

준에 맞게 수정한 설계기준을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 도로교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6)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 현장타설말뚝의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마찰력은 항타말뚝과 달리 지지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으로 더 큰 주면과 선단변위량이 요구된다(De Beer, 1986; Reese and O’Neill, 1988).

주면마찰력은 선단지지력에 비해 일반적으로 작으며, 작은 변위가 발생하여도 그 최대

값이 발현된다. 따라서 사용하중 이내 재하시 대부분의 하중이 주면마찰력에 의해 지

지가 되고, 하중이 증가할수록 선단지지력이 발현된다.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마찰력은 국내외 많은 학자에 의해 연구되었지만(Horvath and

Kenny, 1979; Williams and Pells, 1981; Baquelin 등 1982; Rowe and Armitage, 1987;

정상섬 등 2013; 송명준 등 2013; 이형규와 이혁진 2008; 조천환 등 2004; 백규호와 사

공명 2003; 김형우 등 2002; 최진오 등 2000)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암반에 근입된 말뚝기초의 경우 암반의 불연속면의 간격, 방향, 거칠기나 상태 등 많

은 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지지 특성이 크게 달라지며, 국외에서는 이러한 영향들을 고

려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Ladarryi and Roy(1971)는 말뚝 근입의 깊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암의 일축압축

강도로부터 암의 허용주면마찰력을 제안하였다. Carter and Kulhawy(1988)은 현장타설

말뚝이 불규칙한 절리를 가진 암반에 근입되거나 그 위에 위치한 경우를 분석하여 지

지력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AASHTO(1996)은 암의 불연속면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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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마찰력 산정식을 제안하고 지지력 계수를 제안하였다.

또한, 퇴적암의 특징인 수평절리, 충전물 등의 존재가 말뚝기초의 지지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내시험 및 수치해석 연구 역시 다수 수행되었다(Parbon and Nelson,

1992; O’Neill and Hassan, 1994; FHWA, 1999).

국내에서는 윤민승 등(2013)이 암반의 일축압축강도를 기반으로 암 코아를 채취하기

어려운 파쇄가 심한 기반암이나 풍화암 지반에 SPT N값을 이용하여 산정식을 제안하

였다.

권오성과 김명모(2008)는 일반물성치를 통해 풍화암 상태에서 암반 상태가 불량한

암반까지 주면마찰력을 분석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훈일 등(2007)은 말뚝재하시험 결

과 Data를 구축하여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마찰력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김원철 등(2002)은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이론으로 제시된 산정식과 비교검토를 하였

으며, 국내 설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과 도로교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6)에서는 연

암에 근입된 강관말뚝에 대한 극한선단지지력 산정식을 경험식으로 제시하였으며, 주

면마찰력은 선단지지력 값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장타설말뚝에서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은 현장타설 시공조건, 지반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현장타설말뚝 표면과 암반과의 부착파괴, 암반 자체의 전단파괴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매입말뚝의 경우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은 매입말뚝 표면과 주면 고정

액 사이의 부착파괴, 주면 고정액 자체의 전단파괴, 암반과 주면 고정액 사이의 부착파

괴, 암반 자체의 전단파괴 등으로 볼 수 있어 파괴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현장타설말

뚝에서 매입말뚝의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을 평가하고 설계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매입말뚝의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매입말뚝의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분석결과,

Maertens(2002)는 풍화암에 강관말뚝을 설치하여 말뚝의 성능을 평가하고, 현장시험(일

축압축시험, 인발시험)을 수행하였으나, 제한된 현장조건에 대한 평가만 하였다는 한계

가 있었다.

Shakir-Khalil(1993a, 1993b)와 Nezamian 등(2002)은 강관 속에 콘크리트 채움이 되

었을 때 콘크리트와 강관 사이의 부착 강도에 대해 매입조건을 변수로 하여 시험연구

를 하였으며, 강관과 콘크리트의 부착 거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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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조사 결과, 문경태 등(2014)은 암반에 근입된 강관말뚝의 주면마찰력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암반에 근입된 강관말뚝의 주면마찰력은 강관의

표면과 주면고정액 사이의 마찰지지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문경태 등(2017)은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을 위한 주면 고정액의 역학적 특성을 평

가하였으며, 주면마찰력을 모형시험으로 약 1의 부착 강도를 나타냈다. 문경태와

박상렬(2018)은 주면 고정액의 배합비가 암반에 근입된 강관말뚝의 주면마찰력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잔골재(모래) 및 W/C비의 배합비를 달리하여 모형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W/C에 상관없이 그라우트재의 경우 약 540∼560 값을 나타내었다.

김도현 등(2018)은 강관말뚝의 주면에 하중전이 시험을 수행하여 하중전이 곡선(t-z)

를 제안하였으며, 지층의 N치, 암반의 압축강도, 주입된 그라우트에 의해 형성된 쏘일-

시멘트층의 일축압축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락현과 김동욱(2019)은 말뚝기초의 동재하시험을 통하여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

의 주면마찰력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채수근 등(2020)은 암반에 근입되는 SDA

(Separated Doughnut Auger) 매입말뚝의 연직지지력의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인발력 산정에 따른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결과, 매입말뚝

의 인발력은 대부분 그라우트재 부착력과 관련이 있으나, 설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타설말뚝의 인발력을 중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전 연구자들

은 대부분 매입말뚝 중 강관말뚝의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반에 관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설계기준 중 매입말뚝 거

동과 유사한 이론 및 경험식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매입말뚝 중 복합말뚝(상부: 강관,

하부: 철근콘크리트)의 하부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암반에 근입된 인발력에 대한 거동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 6 -

1.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말뚝기초 설계지지력에 대한 이론적 원리, 암반에 부착된 말뚝기초와

그라우트재의 부착 강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실내실험을 통해 복합말뚝기초

표면 및 암반의 부착 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현장 시공 여건과 지반조건에 대한 설

계정수 및 실내실험 결과를 토대로 설계정수를 재산정하여 C.T 가물막이의 부력에 대

한 안정성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말뚝기초의 선행연구조사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연구되어 온 현장타설말뚝과

매입말뚝의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암반과 말뚝기초

의 표면, 그라우트재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2)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존 이론식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주면마찰력 파괴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실내실험을 통하여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지반정수를 산정하였다.

(3)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과 그라우트재의 부착 강도를 평가하여 정확한 주면마찰

력을 재산정함으로써 현장 지반조건과 유사한 수치해석 모델링을 통해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C.T 가물막이의 부력에 의한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4) 문제가 발생된 C.T 가물막이에 수치해석을 통하여 인발에 대한 지반거동을 분석

하였으며, 지반보강에 따른 매입말뚝의 인발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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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말뚝 지지력 이론적 산정방법

2.1 말뚝 지지력 특성

국내에서 사용되는 Meyerhof (1976)식을 이용하여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계산할 때

대부분 지반에 대한 허용지지력은 말뚝의 설계하중이 된다. 그러나 실제 시공은 강관

말뚝이 풍화암, 풍화가 진행된 기반암, 신선한 기반암에 말뚝의 선단이 위치하여 충분

한 지반의 허용지지력이 확보되면 강관말뚝 재료의 강도에 의하여 말뚝의 지지력이 산

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말뚝의 길이가 짧고 암반 위에 말뚝의 선단이 위치하는 경우 대부분 말뚝의 주면마

찰력은 무시하고 선단지지력만 고려하며, 풍화암이나 기반암에 근입되는 경우 강관말

뚝의 주면마찰력은 매우 클 것으로 고려된다. 말뚝이 잔류토층이나 매립토층을 통과하

고 암반에 위에 말뚝선단이 위치한 말뚝 길이가 긴 말뚝의 경우, 선단지지력과 주면마

찰력의 비는 말뚝선단부의 변위, 말뚝의 강성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철근 콘크

리트 말뚝일 때 말뚝의 지지력은 철근 콘크리트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말뚝선단에 위치하는 암반의 강도를 정확하게 평가되어

야 한다.

말뚝 시공 수준의 낙후로 강관말뚝 재료의 허용지지력보다 큰 허용지지력을 갖는 지

반조건에 대한 말뚝의 시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 말뚝재

료의 허용지지력보다 큰 허용지지력을 갖는 지반조건에 대한 말뚝 시공을 할 수 있다

고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말뚝재료의 고강도화가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강관말뚝

의 고강도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항타말뚝은 항타기로 타입하여 말뚝을 관입하며, 이때 말뚝재료에 항타력이 발

생한다. 발생한 항타 응력이 말뚝 재질의 강도보다 크거나 말뚝 종류마다 정해져 있는

관리기준보다 초과되면 말뚝에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

강관말뚝의 경우 말뚝재료의 항복 강도 90%까지 항타 응력을 허용하므로(FHWA,

2006) 말뚝재질이 고강도일수록 말뚝의 관입성이 양호하다. 또한, 그만큼 높은 허용지

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말뚝의 재질이 고강도라도 항타 장비의 배합이 불량하

여 항타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면 말뚝의 관입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고강도

말뚝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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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osed end pile (b) Open end pile

그림 2.1 강관말뚝 항타관입시 지반의 지지력(정성규, 2010)

말뚝의 극한지지력은 말뚝의 선단지지력과 말뚝주면의 주면마찰력의 합계로서 구해

진다. 그림 2.1은 선단이 닫힌 강관말뚝과 선단이 열린 강관말뚝의 지반지지력 발휘 개

념을 설명하고 있다.

Q u=Q s+Q b-W=f sA s+q bA b (2.1)

여기서, Q s : 주면마찰지지력( )

Q b : 선단지지력( )

W : 말뚝의 자중으로 설계에서는 무시( )

f s : 단위면적당 극한주면마찰력()

As : 말뚝의 면적()

qb : 단위면적당 극한선단지지력()

A b : 말뚝의 선단 지지면적()

위 식 (2.1)은 극한상태에서 말뚝 기초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한 것으로 변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말뚝기초 설계에서는 말뚝 머리에서 발생되는 연직하중과 침하

량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말뚝머리의 하중-침하량 관계는 말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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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변형 특성 및 강성, 말뚝의 주면마찰지지 거동 등의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결

정되는 복잡한 현상이다.

주면마찰력은 말뚝과 지반 사이의 상대변위량이 10∼20mm 정도 이하에서 전적으로

발휘되며, 말뚝의 깊이는 상대변위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우 적은 침하량에

서도 주면마찰력은 극한에 도달한다. 한편, 선단지지력이 극한상태로 되려면 상당히 큰

침하량이 필요하며, 항타말뚝에서는 말뚝 지름의 약 10%, 그 외 말뚝에서는 말뚝 지름

의 20∼30%의 침하량이 필요하다(Hansen, 1951). 이러한 주면마찰력과 선단지지력의

산정은 말뚝이 토사로 구성된 지반에 근입된 경우 기존의 여러 가지 산정식을 이용하

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지반에서와 같이 매립토층이나 퇴적층 및 잔류층을 통과

하며, 기반암에 관입된 말뚝의 경우 신뢰성 있는 산정식을 결정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내지반에서 고강도 강관말뚝의 적용이나 보급이 필요한 이유는 국내지반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말뚝재질의 강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항타 관리를 통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현장 원위치 시험을 이용한 말뚝의 지지력 공식은 국내지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럽에서 말뚝의 지지력을 결정하기 위해 개발된 CPT(Cone Penetration Test)

시험을 국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풍화암, 말뚝선단이 위치할 풍화토, 잔류층에

대해서도 콘이 관입되어 콘저항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지반에서는 콘

관입이 상부층의 매립층과 퇴적층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할 수 없어 국내에서는 콘관입 시험은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연약지반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풍화암이나 풍화토에도 원위치 시험이 가능한 SPT(Split

Spoon Sampler Test)의 결과를 이용하여 말뚝 기초의 지지력을 예측할 수 있는

Meyerhof 공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Meyerhof 공식의 배경은 사질토 지반에

서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결정된 산정식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수정된

Meyerhof 공식이 국내의 도로교 시방서(2016)에 수록되어 국내에서 항타 말뚝의 지지

력 산정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강도 말뚝이 관입되는 국내 풍화암은 표준관입시

험의 N치가 50회보다 클 뿐 아니라 기반암 지층으로 암반의 일축압축강도나 조암광물

의 특성, 차별풍화의 특성으로 신뢰성이 있는 저항치를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표준관입시험의 N치로 인한 지지력 산정식은 신뢰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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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정식이 국내에서 경제적인 말뚝설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말뚝과 항타기, 말뚝주면의 지반을 미소한 요소로 나누어 파동방정식의 미분을 적용

하여 말뚝 항타 시 말뚝거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지지력 곡선으로부터 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력 산정식 개념은 말뚝 항타시 말뚝의 거동을

분석하는데 항타기에 전달되는 충격에너지, 말뚝 주면부 및 선단부 지반의 정적저항력,

말뚝에 전파되는 압축/인장파, 동적인 지반의 점성 거동을 고려한다. 말뚝의 지지력은

말뚝 항타 시 측정한 최종 관입된 침하량과 파동방정식으로 구한 지지력 곡선으로 말

뚝 기초의 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다.

파동방정식은 말뚝의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 비나 주면마찰력 분포 등을 구하기

위해 선행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말뚝기초 재료의 압축강도에 대한 입력 자료도 필

요하다. 파동방정식에 의한 말뚝 기초의 지지력 산정 시 입력 자료의 신뢰도에 따라

신뢰성이 결정되며, 입력 자료 중에는 실내실험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경험

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정수들이 있으므로 입력 자료의 선정은 해석의 신뢰성에 영향

을 미친다.

최근 들어서면서 PDA(Pile Driving Analyzer)로 분석된 항타기의 에너지효율을 입력

함으로서 파동해석의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파동방정식은 말뚝 기

초의 지지력 결정보다는 말뚝의 관입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말뚝의 지지력이 시간 함수로 증가되는 Setup 효과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항타 시 고강도 강관말뚝의 국내 적용에 관한 관리기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말

뚝기초 재질의 손상 없이 말뚝의 관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

한 관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타기의 타격에너지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또

한, 항타기로 타격 시 항타 응력이 말뚝기초 재질의 90% 이상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항타 응력이 말뚝기초 재질의 90% 응력에 미치지

않으면, 최종 관입량이 낮아 지며 말뚝의 시공성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항타기의 타격

에너지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고강도 말뚝 시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뚝 항타는 초기항타와 재항타로 구분되는데, 초기항타 시 PDA와 CAPWAP(Case

Pile Wave Analysis Program)분석이 진행되어 말뚝의 지지력에 따른 적절한 시공관리

가 매우 중요하다. 시공관리 선정 시 PDA를 시공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간 경과에 따

른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한 재항타 시험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말뚝

의 시공관리 방안 수립에 말뚝의 시간 경과에 따른 지지력의 향상에 대한 고려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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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고강도 말뚝의 경제성과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말뚝에 대한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을 적용하

나 국내 지반조건에 대한 한계가 있다. 매립토층과 점토층의 주면마찰력은 정역학적지

지력 산정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잔류토층과 풍화암층의 전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란되지 않는 시료를 채취해야 하나 시료의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정

역학적 지지력 공식의 적용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선단지지력을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국내지반에서는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을 적용

하기 보다는 현장 원위치 시험을 이용한 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풍화암에도 표준관입시험이 수행되므로 N치를 이용한 말뚝의

지지력 평가 방법에 다양한 문제가 있으나, 많은 Data를 축적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산

정식을 개선한다면 더욱 신뢰성 있는 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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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말뚝 설계지지력

2.2.1 말뚝의 지지력 산정

식 (2.2)와 같이 말뚝의 지지력은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으로 구성되며, 두 요소의

저항력은 동시에 완전히 발생된다.

         (2.2)

여기서, f s : 단위주면마찰력()

        A s : 말뚝의 주면적()

        q p : 단위선단지지력()

        A p : 말뚝의 단면적()

식 (2.2)의 지지력을 구하는 이론식은 Rankine의 토압론이 발표된 후 많은 학자에

의해서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해 꾸준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

뚝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증진 되었으나, 지지력에 미치는 많은 변수로 인해 신뢰성

있는 지지력 산정식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제안된 지지력 산정식을 크게 분류하면 정역학적 지지력 산정법, 정재하

및 동재하시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설계 과정에서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나 경험

식이나 이론식에 의존한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가장 신뢰성이 높은 현장 원위치시험으로 정재하 및 동

재하시험에 의한 방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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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역학적 지지력 산정

 

(1) 말뚝의 선단지지력

단위선단지지력의 이론적 연구는 1930년대 중반 Caquot and Buisman에 의해서 연

구가 시작되었으며, Prandtl and Reisner에 의해서 연구가 확장되었다. 그림 2.2와 같이

다양한 파괴 형태를 한 이론적 근거가 계속하여 제시되었다. 이후 1940년대는

Terzaghi and peck, Debeer and Jacky와 1950년대는 Caquot and Kerisel, Meyerhof

등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반을 소성체로 가정하여 완전한 파괴가 발

생할 때까지 변형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며, 지지력계수는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의 함수로 표시하였다.

그림 2.2 압축하중에 의한 말뚝 주변의 파괴 형상(최혁준, 2008)

한편, 1950년대 초반 Skempton (1951)에 의해 다른 접근 방법으로 말뚝선단의 파괴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해에서 선단지지력을 식 (2.3)과 같이 나

타내었다.

Q p=A p (cN cs c+
1
2 γBN rs r + p 0N qs q) (2.3)

여기서, A p : 말뚝의 단면적(
)

c : 지반의 점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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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 흙의 단위중량()

B : 말뚝의 직경()

p o : 유효상재하중(
)

N r, N c, N q : 내부마찰각에 따른 지지력계수

s r, s c, s q : 말뚝기초의 형상계수

식 (2.3)의 경우 사질토 지반에서는   이고 두 번째 항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

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말뚝이 대부분이 원형 또는 사각형 단면이므로 형상계수는 같

다. 따라서 Berezantzev(1961)는 모래 지반의 경우 식 (2.4)와 같이 산정식을 제시하였

다.

    (2.4)

기본적인 변수인 지지력계수 N q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흙의 내부마찰각

과 유효구속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지지력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N q값의 결정이

필요하다. 반 경험적인 지지력계수 N q값은 이론적 모델에서 나타낸 파괴면에 따라 변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 N q값들은 표 2.1과 같은 범위를 나타내며, N q 값들

은 흙의 내부마찰각이나 말뚝기초 시공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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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내부마찰각에 따른 N q값

이론식
내부마찰각에 따른 N q

25〫 30〫 35〫 40〫 45〫

Terzaghi and Peck (1948) 12.7 22.5 41.4 81.3 173.3

De Beer (1945) 59 155 380 1150 4000

Hansen (1951) 32 54 97 190 400

Meyerhof (1951) 38 89 255 880 4000

Skempton (1951) 46 66 110 220 570

Caquot and Kerisel (1956) 26 55 140 350 1050

Hansen (1961) 23 46 115 350 1650

Berezantzev (1961) 16 33 75 186 0

Vesic (1967) 15 28 58 130 315

Vesic (1977) 60 79 103 131 164

Peck 등(1974)은 모래에 대해 N값과 내부마찰각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식 (2.5)로 정

하였다.

     (2.5)

동일한 N값에서도 입도분포와 입자의 형상에 따라 모래의 내부마찰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Dunham (1954)은 입도분포와 입자의 형성을 고려하여 입경이 균일하고

입자가 둥근 사질토의 경우 식 (2.6)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2.6)

(2) 말뚝의 주면마찰력

사질토 지반에 근입된 말뚝의 주면에서 작용하는 주면마찰력은 그림 2.3과 같다. 강

체 표면에서 발생되는 마찰을 고려한 이론에 따라 식 (2.7)과 같이 극한 단위주면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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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f s가 산정된다.

그림 2.3 Pile의 주면 마찰저항력(최혁준, 2008)

    tan (2.7)

여기서, K p : 수평토압계수

p 0 : 유효상재하중(
)

tanδ : 말뚝과 지반사이의 마찰계수( )

지반과 말뚝 사이에 있는 모래는 극한파괴상태로 가정하였으므로 마찰각은 지반의

단위중량과 말뚝 재질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모래의 잔류마찰각 와 같다고 제안하

였다. 그러나 Vesic (1943)의 방법에 따른 값과 차이는 크지 않다.

Meyerhof (1951)는 수평 토압계수를 결정하였다. 말뚝기초의 수직방향의 변형이 없

는 상태로 수평으로 지반을 배제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수평변위는 주변지반에 영향

일 미치기 때문에 흙과 흙 사이가 조밀해짐으로 다짐을 초래하고 말뚝과 흙의 접촉점

에서 최대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말뚝이 흙과 흙을 밀어내고 수평변형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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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지름에 비해 크므로 수평 토압계수가 수동 토압계수와 같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

능하다.

Kezdi (1964)에 의해 나타난 대표적인 수평 토압계수는 표 2.2와 같다.

표 2.2 수평토압계수 K

이론식 Basic Soil Type Value of K

Hansen (1951) heory sand cos

Meyerhof (1951)
analysis of

field data

loose sand

dense sand

0.5

1.0

Brooker and Ireland (1965) pulling test sand 1.75 to 3

Mansur and Kaufman (1958)
analysis of

field data
silt 0.3 to 0.6

Kezdi (1974) theory granular K p

Lundgren (1960) pile test sand 0.8

Henry (1956) theory sand K p

Lambe (1974) guess 2

이론식에 의한 정역학적 지지력 산정법은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을 구분하여

Meyerhof (1956), Poulos and Davis (1980), Vesic (1977), Berezantzev (1961) 등에 의

해서 제안되었다. 이론식에 따른 지지력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많은 특성이 요

구된다. 또한, 이를 산출하기 위한 실내 및 현장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내 및 현장

시험에 의해 구할 수 없는 값들은 가정을 하여 산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식에 의한 방법에는 실내 및 현장시험과 구할 수 없는 값들의 변수에 대

한 가정으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다양한 토질시험을 수행하여 경제성 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 설계에 적용 시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에서 적용되는 이론식에 관한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을 나타내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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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구분 제안식 제안자 적용성

주면

마찰력

f s= a c + q 'Ktanδ Tomlinson (1972) 전응력, 점성토

f s= K '
qtanδ = βq ' Jennings and

Burland (1973)
유효응력, 점성토

f s= λ(q ' + 2s u)
McClelland and

Focht (1967)
혼합법, 점성토

f s= a cu Meyerhof (1976) 점성토

f s= K sσ
'
vtanδ

Meyerhof,

Colye-Castello,

Vesic, API 등

사질토

선단

지지력

   ≤  tan Meyerhof (1976) 사질토

q p = cN c Meyerhof (1976) 점성토

q p = cN c
'+ σ '

0N
'
σ Vesic (1977) 공동팽창이론

q p = A kγB +B kq T

(q T = a Tγ DD)
Berezantzev (1961) -

점성토의 주면 마찰력은 α계수법, β계수법에 따라 산정되며(국토교통부, 2018), 본

논문에서는 비배수 조건에 적용하는 α계수법을 적용하여 말뚝기초의 주면마찰력을 산

정하였다. α계수법과 β계수법은 다음과 같다.

α계수법은 말뚝이 포화 점토층에 근입된 경우이므로 비배수 조건에서는   이

므로 δ=0이다. 이때 말뚝의 주면마찰력은 말뚝과 지반 사이의 부착력으로 표시된다.

f s=c a= αc u (2.8)

여기서, c a = 부착력(
), α = 부착력 계수, c u = 비배수 점착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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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α값은 점토층의 굳기와 말뚝의 종류와 시공법, 지층상태, 말뚝의 크기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그림 2.4에는 α계수와 비배수 점착력 c u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몇 개의 곡선이 제시되어 있으며, 육상 말뚝에 대해서는 Woodward 곡선을 사용하

며, 해상 구조물을 위한 말뚝 깊이가 긴 말뚝은 API 곡선을 사용한다.

그림 2.4 타입말뚝의 부착력 계수(한국지반공학회, 2008)

β계수법(유효응력 해석법)은 말뚝 관입 시 말뚝 주위 지반이 흐트러지며 과잉간극수

압이 발생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잉간극수압이 소산되면서 흐트러졌던 지

반이 재압밀 된다. 말뚝 시공 후 과잉간극수압이 소산되어 하중이 재하되면 말뚝의 주

면에 발생되는 주면마찰력은 주변 지반의 배수전단강도로 표시된다.

주면마찰력은 식 (2.9)와 같다.

 
′ ′ tan′ (2.9)

여기서, 
′ = 교란된 점토의 점착력()

 =  = 1-sin
′ (정규 압밀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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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sin
′ ) (과압밀점토)

 = 과압밀비

σ '
v = 마찰력이 작용하는 지층의 평균 유효 상재압(

)


′ = 교란된 점토가 재압밀 된 후의 배수전단 저항각( )

c '
r 값은 일반적으로 0이므로 식 (2.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tan′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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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입말뚝의 이론적 배경

말뚝기초를 시공하는 방법에는 크게 타입말뚝 공법과 매입말뚝 공법이 있다. 말

뚝기초 공법 중에서 항타말뚝이 시공관리 측면이나 지지력에서 가장 유리하나, 항

타시 소음・진동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 불리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인 매입말뚝 공법이 많이 시공되고 있다.

매입말뚝은 지반을 미리 굴착하여 기성말뚝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선 굴착으로

관입저항인 주면마찰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일정 심도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를 주입하거나 항타를 하여 말뚝주면을 보강한다. 매입말뚝 공법에서는 오거를 이

용하여 지반 굴착을 하는데, 오거는 연속오거(Continuous flight auger)가 일반적이

나, 경우에 따라서 오거 대신에 교반용 날개를 부착한다. 오거의 직경은 말뚝직경

보다 큰 50～200mm로 다양한 규격들이 있으며, 적용공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

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말뚝직경보다 큰 100mm 직경의 오거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지반굴착할 경우 오거를 이용하여 굴착액을 주입하는데 굴착액을 사용하는 목적

은 굴착공벽을 보호하고 동시에 굴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굴착액의 성분은

물＋시멘트＋벤토나이트가 대부분이며, 펌프로 압송 주입한다.

굴착이 진행되어 오거가 말뚝의 선단지지층에 도달하면 W/C비가 1/1.2～1/1.4인

고정액을 주입하여 선단부의 원지반 토사가 충분히 혼합되도록 한다.

선단부 고정액의 혼합 및 주입이 완료되면 오거를 통하여 굴착액을 주입하고, 오

거를 인발하여 시멘트 페이스트가 굴착공내에 충전되도록 한다. 굴착 및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이 완료되면, 굴착공 내에 기성말뚝을 삽입하고 해머로 최종 관입이

완료되도록 경타함으로써 시공이 완료된다.

매입말뚝 공법은 표 2.4와 같이 굴착장비 및 방식,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유무,

선단처리 방봅에 따라 중굴공법, 선굴착공법, 회전압입공법으로 분류한다.



- 22 -

표 2.4 매입말뚝공법의 종류

매입말뚝공법 말뚝 처리방법

중굴공법

- 최종항타

-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교반

- 콘크리트 타설

선굴착공법

- 최종항타

-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경타

-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압밀

회전압입공법 - 오거나 비트에 의한 회전압입

중굴공법은 말뚝 내부에 굴착장비로 말뚝 선단부까지 지반을 굴착하여 말뚝을

회전 관입하는 공법이다. 말뚝의 선단지지력 발현으로는 해머를 이용하여 경타하

여 고정하는 방법과 말뚝 선단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여 선단지반과 혼합된

소일 시멘트를 타설방식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선굴착공법은 미리 지반을 천공하여 말뚝을 압입이나 회전관입하여 최종 경타

또는 타격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다. 시멘트 밀크 주입방식과 최종 경타방식을 함께

적용하거나 최종타격방식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회전압입공법은 말뚝본체를 지반에 회전관입하여 시공하는 공법이다. 오거를 말

뚝과 같은 방향이나 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켜 굴진하면서 압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말뚝 선단에 드릴슈를 용접하여 말뚝을 회전하여 압입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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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서는 매입말뚝을 대표적으로 SIP(Soil-cement Injected

precast Pile)공법, SDA(Separated Doughnet Auger)공법, 속파기(중굴)공법,

Correx공법, PRD(Percussion Rotary Drill)공법으로 분류하고 있다(구조물기초설계

기준, 2015). 본 연구현장에서는 SIP공법을 사용하였다.

(1) SIP공법

선 굴착 시멘트풀 주입공법이 SIP공법이다. SIP공법은 최종 항타를 실시하는 방

법과 실시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림 2.5는 경타를 실시하는 시공순서이다. 우선 경타를 수행하는 SIP공법은 말

뚝의 직경보다 큰 약 100mm 오거로 먼저 선굴착을 한다. 굴착된 천공부를 통하여

굴착공 내에 시멘트풀을 주입(충전)한 후 삽입된 오거를 인발하여 강관말뚝을 삽

입한 뒤에 해머를 사용하여 말뚝 두부를 경타한다.

경타 시에 사용하는 해머는 일반적으로 드롭해머이며, 유압해머가 사용되기도 한

다. 그러나 경타를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아니면 말뚝 두부를 경타 하지 않고 적

용하는 방법도 있다.

SIP공법은 경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면과 선단을 고정시키기 위

해서는 별도로 고정액을 주입해야한다. 말뚝의 선단을 굴착면 하부로부터 이격시

켜야하므로 주면 및 선단고정액을 교반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다. 통상

적으로 주면고정액은 W/C=0.83∼1.0 이하의 빈배합비를 적용하고, 선단고정액은

부배합비를 적용한다. 경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원

시방 조건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SIP공법에서는 확실한 주면마찰력

이 발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족할만한 말뚝기초의 지지력에 대한 품질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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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IP 공법 개요도(김정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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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주면 마찰력 산정방법

말뚝을 따라 발생하는 전단응력은 지반과 말뚝의 전단변형률을 함수로 전제하

고, 이때 발생하는 전단응력의 최대값은 지표면에서 중립점까지 전단강도와 같다

고 가정한다.

여기서, 전단강도는 현장 및 실내시험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발생한 주

면마찰력은 점착력인 비배수 전단강도나 유효응력으로 해석하게 된다.

(1) α계수법

f = αS u (2.11)

여기서, α값은 말뚝의 재질과 점토의 비배수전단강도( S u )에 따라 변하므로 일

반적으로 0.3∼0.5 정도로 점토나 실트의 단기거동 해석에 적용한다. 마찰력이 발

생하면 작은 α값을 부마찰력이 발생하면 큰 α값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부주면 마찰력은 중립점 위에서는 하향력이 작용하고 중립점 아래에서는 주면마

찰력이 작용하여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실제 말뚝주면에는 정주면과 부주면이 함

께 발생하나, 이론적으로 부주면의 영향이 큰 부분은 하향력을 나타내며, 부주면의

영향이 없는 곳은 주면마찰력을 고려하여 힘의 평형으로 만든 것이다.

(2) β계수법

f = βσ v' (2.12)

여기서 β는 통상적으로 0.2∼0.5이며, 지반의 조건에 따라 점토의 경우 β=0.2∼

0.25, 실트의 경우 β=0.25∼0.30, 모래의 경우 β=0.30∼0.35 값을 갖다. σ '
v는 임의

의 깊이 Z에서의 유효수직응력()을 나타낸다.

β방법은 식 (2.12)와 같이 유효응력 방법으로 α방법과 다르게 사질토나 점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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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해석에 사용된다. 이론적 전제는 α계수법과 같이 부주면 마찰력이 지표면에

서 중립점까지 전적으로 발현된다고 가정한다.

표 2.5는 지반조건에 따른 β값이다.

β 지 반 조 건 제 안 자

0.2∼0.25 점토 Lambe (1974), Garlanger (1974)

0.25∼0.30 실트 Lambe (1974), Garlanger (1974)

0.30∼0.35 모래 Lambe (1974), Garlanger (1974)

0.2
연약하거나 중간정도의

Norwegian 해상점토
Johanessen and Bjerrum (1965)

0.18∼0.23
연약하거나 중간정도의

Norwegian 해상점토
Johanessen and Bjerrum (1965)

0.25∼0.26
실트질에 가까운 Norwegian

해상점토
Johanessen and Bjerrum (1965)

0.20∼0.35 매우 연약한 실트질 점토 Endo 등(1969)

표 2.5 지반조건에 따른 β제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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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동역학적 지지력 산정방법

동역학적 공식은 일반적으로 식 (2.19)와 같다.

WHh = R uS+Q (2.19)

여기서,  : 해머 중량( )

h : 해머의 낙하고(m)

 : 말뚝의 극한지지력(
)

S : 해머 1회의 낙하 시 말뚝의 관입량(m)

Q : 타입할 때의 에너지손실(∙)

(1) Sander의 공식

에너지손실은 해머나 말뚝과의 충격, 지반에 생기는 압축, 말뚝과 말뚝머리에 생기는

탄성압축 등에 의한 손실이다. 에너지손실의 평가는 각 제안자에 따라 다르며,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는 대신 안전율 8을 취하면 Sander의 공식인 식 (2.20)과 같다.

R a =
R u

S =
WHh
8S

(2.20)

여기서,  : 허용지지력(
)

말뚝의 동적 공식에서 가장 통상적인 것은 Hiley의 공식이다. Hiley의 공식은 말뚝타

격시의 지반이나 말뚝의 탄성변형에 의한 손실, 타격에너지 손실 등을 고려하여 만든

것으로 자갈이나 사질토층 등이 지지층일 때 현장 재하시험결과와 잘 일치한다. 또한,

최종 관입량의 S가 적어도 5mm 이상이면 비교적 정확한 적용이 가능하다. 관입량에

대한 낙하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말뚝 무게의 1.5∼2.5배의 해머 무게가 적당하다.



- 28 -

(2) Hiley 공식

R u =
E HR LW Hh

S+1/2(C c+C p+C q)
(2.21)

또는 R u =
E HW Hh
S+1/2C : 완전탄성체(e=1)인 경우

R L=
W H+eW p

W H+W p

R a =
R u

F s

여기서, R u, R a : 말뚝의 극한 및 허용지지력(디젤 해머의 경우 2배)

F s : 안전율 3(디젤 해머의 경우 2배)

WH, h : 해머의 무게 및 낙하고(mm)

W p, S : 말뚝의 무게 및 1회 타격 시 관입깊이(mm)

E H : 해머의 타격효율

R L, e : 에너지 손실계수, 말뚝과 해머의 반발계수

C : 순간 탄성변형량의 합 = C c+ C p+ C q

C c : 쿠션재의 압축량(mm)

C p : 말뚝의 압축량(mm)

C q : 지반의 압축량(mm)

리바운드량 : C p+ C q= K

(3) Hiley 공식류의 다른 표현들

① 개정 Engr. News Records : 안전율( F s)은 4∼6

R u =
R LE HW HH

S+C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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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 H, S의 실측치를 Inch로 환산하고, 드롭 해머는 1 in, 증기/디젤 해머는 0.1 in

② Michigan 주립도로위원회 : 안전율( F s)은 6

R u =
1.25H E

S+C
(2.23)

여기서, H E : Hammer 제조공장에서 주어진 검정된 것으로서 단위는 길이단위는

inch

C : 무조건 0.1 in

③ 태평양 연안 건축시방서 : 안전율( F s)은 4

R u =
R LE HH E

S+
R uL
A pE p

(2.24)

그 밖에 이론에 의한 동역학적 지지력 공식은 표 2.6과 같다.



- 30 -

제 안 자 공 식 Fs

Krapf - Stern R u=
AE
L [-S+

S 2+2WHHL
AE

W H+e 2W p

WH+W p
] 3

Redtenbacher R u =
AE
L [-S +

S 2+2W HHL
AE

WH

WH+W p
] 3

Pacific Coast R u =
AE
2L [-S +

S 2+4W HHL
AE

WH+e 2W p

W H+W p
] 4

Bureau of Yards

and Docks
R u =

W HH
S+0.075

3

Ritter R u =
W Hh
S

W H

W H+W p
+W H+W p 3

Gates R u = 104.5 e f×W HH(2.4 - logS) 3

Modified ENR R u =
1.25e fW HH
S+0.1

W+n 2W p

W+W p
6

일본건설성고시식(5S) R a =
2W HH
5S + 0.1

-

Mason R u =
W HH
S

W H

W H+W p
3

Eytelwein R u =
e fW HH

S + 0.1
W p

W
6

Navy-Mckay R u=
e fW HH

S(1+0.3
W p

W )
7

표 2.6 경험식에 의한 동역학적 지지력 공식(조천환, 2010)

* FS : 안전율(Factor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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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설계자료 검토

3.1 C.T 가물막이 공법

C.T 가물막이 공법은 수중구조물 신설 또는 보수나 보강 시에 조립식으로 강재케이

슨과 고무재를 이용하여 차수공간을 제공하는 공법이다.

차수의 원리는 고무튜브 밀착형과 고무팩킹재 압착형이 있으며, 그림 3.1(a)와 같이

고무튜브 밀착형은 강재케이슨 단부에 부착된 고무튜브를 레벨링 콘크리트에 밀착하므

로서 수압보다 큰 압력으로 외부유입수를 차단하는 공법이다. 그림 3.1(b)와 같이 고무

팩킹재 압착형은 강재케이슨 하단에 부착된 고무팩킹재를 수압보다 큰 케이슨 자중으

로 압착시켜 레벨링 콘크리트에 외부유입수를 차단하는 공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무

튜브 밀착형 타입의 C.T 가물막이를 사용하였다.

(a) 고무튜브 밀착형 (b) 고무팩킹재 압착형

그림 3.1 C.T 가물막이 공법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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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가물막이 공법의 특징은 완벽한 건조상태에서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 품질관리

가 용이하고, 조릭식으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

다. 또한, Sheet pile 공법 적용시에 발생되는 기반암층 훼손과 항타소음이 미발생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장시간 해수에 존치되면 활용성이 저하되고 부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C.T 가물막이 공법의 시공순서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나 공장에서 제작한 가물막이

운반 후 물량장에서 가조립하며, 가물막이 설치 위치에 수중 준설, Guide Pile 설치, 수

상 조립 및 정위치 거치, 하부 말뚝기초 시공 완료 후 레벨링 콘크리트 타설, 가물막이

내부 배수, 건식 공간 확보, 구조물 시공 및 거푸집 해체, C.T 가물막이 인발 및 해체,

이동 설치하여 하상 복구 및 세굴 방지공 설치 순서로 시공한다.

그림 3.2는 C.T 가물막이 중 말뚝기초 신설용 가물막이 개요도이며, 그림 3.3은 C.T

가물막이의 정면도 및 평면도이다.

그림 3.2 C.T 가물막이 - 말뚝기초 신설용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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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면도

(b) 평면도

그림 3.3 C.T 가물막이 정면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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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장 개요

OO교 P2 구간 외관조사시 가시설 상판을 기준으로 0°면, 90°면, 180°면, 270°면을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C.T 가물막이 상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C.T 가물막이 하부

에는 복합말뚝(상부: 강관(L=6.2m 고정), 하부:철근콘크리트(L=암반 근입까지))을 W/C

비 70%로 하여 그림 3.4와 같이 선단고정주입액(평균 1.92m 시공) 방식의 매입말뚝

공법으로 시공하였고, 상부에 레벨링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그림 3.4 매입말뚝 시공 단면도(P2)

OO교 P2의 경우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에서 발생된 부력으로 인하여 매입말뚝이

약 0.17∼0.34m 인발되어 C.T 가물막이가 부상하므로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3.5는 문제가 발생된 P2의 C.T 가물막이 인발 전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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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물막이 인발 현황

(b) P2 C.T가물막이 90°인발량(0.17m) (c) P2 C.T가물막이 270°인발량(0.34m)

그림 3.5 C.T 가물막이 인발 전경(P2)



- 36 -

3.3 설계기준에 따른 매입말뚝의 인발력 분석

본 절에서는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과 현장타설말뚝의 인발력을 비교・분석하기 위

해 국내외 설계기준에 따른 다양한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인발력

을 산정하였다. C.T 가물막이의 설계 구조계산에서 적용된 말뚝의 인발력은 600으

로 말뚝의 실근입 깊이(약 1.92m)를 고려한 이론식을 적용하여 설계시 사용된 인발력

600이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반조사를 통하여 적용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은 140으로 C.T 가물막이

설계 구조계산서에 적용한 말뚝의 인발력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정

역학적 지지력 산정공식으로 주면마찰력 보다는 선단지지 말뚝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주면마찰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역학적 지지력에 따른 주면마찰력은 검

토에서 제외하였다.

(1) C.T 가물막이 설계 구조계산 결과

표 3.1과 같이 C.T 가물막이 총 자중은 3,665.250으로 탱크 내부 물하중의 크기는

5,078.34, 수밀부 내부 물하중은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은 7,591.710이

며, 설계 구조계산서의 하중 산정시 말뚝의 저항력은 본당 600kN(설계시)으로 산정되

어 부력에 대한 안정성이 1.4로 1.2보다 높아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3.1 C.T 가물막이의 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구 분 선정 하중()

저항 하중

C.T 가물막이 자중 3,665.250

탱크 내부 물하중 5,078.340

수밀부 내부 물하중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 7,591.710

말뚝의 저항력(본당 600 적용) 21,600.000

말뚝자중(본당 45.2 적용) 1,630.000

부 력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 29,929.973

Fs(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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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기준에 따른 매입말뚝의 인발력 이론식에 대한 검토

매입말뚝에 대한 인발력은 대부분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주면마찰력(암반 상부 토사

구간 제외)에서 발생하므로 각 설계기준에 따른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주면마찰력을

산정하였다.

국내외에서 아직 매입말뚝에 관하여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의 설계기준은 제시되

지 않은 실정이며, 현장타설말뚝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암반의 주면마찰력을 산정하였

다.

본 말뚝의 주면마찰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깊은기초 (2002) 개정 4판,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2016), 매입말뚝 공법 (2006), 말뚝기초 실무 (2010) 등의 참고문헌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를 앵커공법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하여 지반앵커 공법 (2016)을 참고하여 검

토하였다. 그라우팅 시공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단 그라우팅은 평균 약 1.92m로 확인되

어 그 값을 근거로 주면마찰력 값을 계산하였다.

1)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주면마찰력

① AASHTO (1996)에 따른 극한주면마찰력 산정

AASHTO (1996)에서 제시된 식 (3.1)은 현장타설말뚝의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주면

마찰력을 구하는 지지력 산정공식이다.

    (3.1)

여기서,  : 소켓부의 직경()

 : 소켓부의 길이()

 : 소켓과 압반접촉면에서의 극한주면마찰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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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벽면 거칠기가 부드러운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평균 

단위주면마찰력(한국지반공학회, 2002)

그림 3.6과 같이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은 0.7 QSR로 제한되어야 하며, 암반의 일

축압축강도()나 콘크리트의 일축압축강도() 중 약한 것으로 암반에 근입된 단위주

면마찰력을 설계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용한 그라우트재의 정확한 일축압축강도 값

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반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값을 적용하

였다.

을 구하는 공식은 식 (3.2)와 같다.

   × (3.2)

여기서,    ≥ 

 : 말뚝선단 2D 이내에서 채취된 암석 코아에 대한 일축압축강도( )

을 확인한 결과, N치가 50/8∼50/3이므로 RQD가 70% 이상으로 는 0.297이며,

는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평균값으로 47,850이나 암반의 불연속면을 고려하여

안전율 1/5 적용하면 9,570이다. 이를 안전측으로 검토하기 위해 은 406psi를

적용하면 그림 3.6과 같이 은 385
이다.

따라서 표 3.2와 같이 암반에 근입된 극한주면마찰력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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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AASHTO(1996)에 따른 암반에 근입된 극한주면마찰력

   비고

406psi 55psi = 385

   

×××

=200.5

② Canadian Geotechnical Society (1985)에 따른 극한주면마찰력 산정

암반에 근입된 천공말뚝의 주면마찰력은 식 (3.3)과 같다. 암의 일축압축강도가

280psi (1,969) 이하일 경우의 단위주면마찰력(f)는 Cater and Kulhawy (1988)이

제시한 식 (3.3)과 같다.

   (3.3)

여기서,  = 암의 압축강도(psi)

천공말뚝 콘크리트의 일축압축강도와 암의 일축압축강도를 비교하여 작은 쪽이

280psi보다 큰 경우, 단위주면마찰력(f)는 Horvath and Kenny (1979)가 제시한 식

(3.4)와 같다.

   (3.4)

따라서 표 3.3과 같이 암반에 근입된 허용주면마찰력을 산정하였다.

표 3.3 C.G.S(1985)에 따른 암반에 근입된 허용주면마찰력

구분 계산 식 비고

단위 주면

마찰력
암석강도       psi 296

주면

마찰력
암석강도

  
  ×  ×  × 
 

F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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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 시험결과에 따른 극한주면마찰력 산정

SDA 공법의 경우 풍화암의 단위주면마찰력은  ≧ 100로 산정하므로 풍화

암 근입시 주면마찰력은 식 (3.5)와 같다.

∴   ×

  ×××  

      

(3.5)

또한, 말뚝 시공방법에 따른 극한주면마찰력은 표 3.4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시공방법은 사질토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암반의 주면마찰력에 비해 상당히 낮은

극한주면마찰력으로 산정되었다.

표 3.4 현장 시공방법에 따른 암반에 근입된 허용주면마찰력

시공법
단위 주면마찰력()

(사질토 기준)

허용 주면마찰력

(FS = 3)

항타공법     
  ×××  

  

현장타설공법     
  ×××  

  

매입공법     
  ××× 

  

④ 기타 이론식에 따른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 산정

상기 3가지 방법 외에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은 도로교설계기준 (2016)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주면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여 표 3.5와 같

이 말뚝의 주면마찰력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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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기타 방법에 따른 암반에 근입된 허용주면마찰력

구 분 단위 주면마찰력 허용주면마찰력(Fs=3)

NAVFAC

(1982)

구조물설계

기준(2018)

직경>406mm 경우 :   ∼′


직경<406m 경우 :   ∼′


 : 단위면적당 극한주면마찰력(kPa)

′: 암반과 콘크리트의 일축압축강도 중

작은 값(kPa)

 ×
 

  ×××

 

  

FHWA

(1988)

Carter and Kulhawy(1987)

:     ≤

Horvath and Kenny(1979)

:    ≥

 : 극한 주면마찰력(kPa)

 : 암반과 콘크리트 일축압축강도 중

작은 값(kPa)

Horvath and Kenney(1979)

  ×
 

  ×××

 

 

FHWA

(1999)

Horvath and Kenny(1979)

 max    


≤   ′ 
 = 대기압 = 101 kPa

′ = 천공말뚝에 위치된 콘크리트 압축

강도(28일)

Rowe and Armitage(1984)

-연약한 암반(사암, 회록암, 석회암, 이

암, 셰일, 초크)

max   


Horvath and Kenney(1979)

 ×× 


 

  ×××

 

 

Rowe and Armitage(1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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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기타 방법에 따른 암반에 근입된 허용주면마찰력(계속)

구 분 단위 주면마찰력 허용주면마찰력(Fs=3)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해설(2008)

Williams et al(1980)

:   


Rowe and Armitage(1987)

-매끈한 소켓 :

   


-거친 소켓 :    


Horvath and Kenney(1979)

:    


Carter and Kulhawy(1988)

:    


Willams et al.(1980)

 ×


 

 ×××

 

 

Rowe and Armitage(1987)

 ×


 

  ×××

 

 

Horvath and Kenney(1979)

 


 

  ×××

 

 

Cater and Kulhawy(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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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기타 방법에 따른 암반에 근입된 허용주면마찰력(계속)

구 분 단위 주면마찰력 허용주면마찰력(Fs=3)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해설(2008)

Reynolds and Kaderabek(1987)

:    


Gupton and Logan(1984)

:    


Reese and O`Neil(1987)

:    


Rosengerg and Journaeaux(1976)

:   
 

Reynolds and Kaderabek(1987)

 ×

 

  ×××

 

 

Gupton and Logan(1984)

 ×

 

  ×××

 

 

Reese and O`Neil(1987)

 ×

 

  ×××

 

 

Rosengerg and Journacaux(1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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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앵커 공법에 따른 지반앵커의 인발력 산정

① 앵커의 인발력

앵커의 인발력 계산은 그림 3.7과 같다. 앵커의 인발저항력에서 를 90°로 가정하여

합리적인 말뚝의 인발력을 산정하였다.

그림 3.7 앵커의 인발저항(김지호와 정현식, 2016)

인접앵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앵커의 인발력(Q)은 식 (3.6)과 같다.

×tancossincostan (3.6)

여기서, 정착장 직경 d와 앵커경사 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d=0, sin=0이고, =

이면 인발저항력(Q)는 식 (3.7)과 같다.



- 45 -

 
tan

 ×
×tan× 

  ××× 

    

(3.7)

② 지반과 그라우트의 마찰저항

앵커의 정착에서 지반과 그라우트의 마찰저항은 불확실성 요소를 가장 많이 내포하

고 있는 부분이며 인위적으로 조건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지반과 그라우트의 마찰저항

에 관계되는 요소는 정착지반이 비교적 일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지반의

불균질성 및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그라우트의 강도특성, 주입방법, 지하수 조건 등 다

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반과 그라우트의 마찰저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반조건에 따른 지반앵커

의 정착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암반에 설치되는 대

부분의 앵커는 직선형 앵커로써 인장재를 설치할 때 그라우트를 주입할 주입호스를 함

께 설치한다. 암반에 설치된 앵커는 앵커 정착부에 발생하는 전단강도를 이용하여 극

한인발력을 산정하게 되며 식 (3.8)과 같다(Littlejohn, 1975).

   (3.8)

여기서, D는 앵커직경(), Lb는 정착장 길이(), 는 그라우트와 암반 사이에 발

생되는 최대 전단강도()이다. 이때 발생하는 전단강도는 앵커 정착장에서 그라

우트가 국부적인 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정착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전단응력이 균일한

분포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는 식이다.

는 지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N치를 이용하여 식 (3.9)와

같으며, 지반과 그라우트의 마찰저항력은 표 3.6과 같다.

  
 (3.9)



- 46 -

  
 (3.10)

표 3.6 지반과 그라우트의 마찰저항력

(
) 계산 값

 × 
 ××× 

 

 × 
 ××× 

 

③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착저항

앵커는 일차적으로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착저항에 의해 앵커력을 발휘한다. 앵커

에서 정착장을 형성하기 위해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 천공홀과 인장재 사이에 공간이

부족하여 그라우트가 충분히 주입되지 않아 인장재와 그라우트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그라우트의 일축압축강도가 너무 작아 앵커에 하중을 재하할 때 그라우트가 파괴되어

부착응력이 감소함으로 필요한 긴장력을 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앵커의 정착장은 반드시 그라우트의 일축압축강도 및 인장재에 보조재료를

이용하여 앵커에 안전한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식 (3.11)은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착강도에 대한 식을 나타내고 있다.

  ×××× (3.11)

여기서, n : 인장재의 개수

 : 인장재의 유효직경()

 : 인장재의 정착길이()

 :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최대부착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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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그라우트와 인장재의 부착강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또한

적절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기존 외국문헌 등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BS

code에 의한 부착강도는 표 3.7과 같다.

표 3.7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최대부착강도

구 분

그라우트의 강도(, 
)

20 25 30 40+

최대부착강도()

Plain(매끈한 면) 1.2 1.4 1.5 1.9

Deformed(매끄럽지 않음) 1.7 1.9 2.2 2.6

또한, AASHTO(1990)에서는 그라우트 강도에 따른 최대허용부착강도는 식 (3.12)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 압축강도는 W/C 70%, 그라우트 압축강도 시험 결

과 중 가장 작은 8.8MPa를 적용하였다. 그에 따른 최대 부착강도는 표 3.8과 같다.

 

 (3.12)

여기서, d : 인장재의 직경()

 : 그라우트 압축강도(
)



- 48 -

표 3.8 최대 부착강도에 대한 결과

구 분  비 고

부착강도 계산식

  ××××

 

  

AASHTO (1999)

  ×


 

  

(3)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주면마찰력에 관한 이론식 검토결과

설계당시 말뚝기초에 적용된 인발력은 600으로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이론식 검토결과, 표 3.9와 같이 대부분 600 이상으로 허용주면마찰이 발휘되어 안

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장타설말뚝의 설계기준이 대부분으로 매입말

뚝 공법에 따른 주면마찰력은 현장조건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 평가는 지반과 그라우트재의 부착력

및 주면마찰력이 아닌 그라우트재와 말뚝기초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부착력 및 주면마

찰력 값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매입말뚝 적용시 천공홀에 해수 유입, 슬러리,

W/C비 불량 등으로 인한 부착력 저하가 발생하므로 안전율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며,

여러 설계기준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특별한 경우(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에 대한 설계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지반공학회 (2008)에 따르면 현재까지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에

관하여 확립된 기준은 없는 실정이며, 표 3.9와 같이 제안된 이론식으로 주면마찰력을

추정한다. 이때 암반의 지지력 강도와 암반과 말뚝 본체 사이의 부착강도를 기준하여

구한다. 지지층 암반의 극한강도를 구할 수 있을 때는 극한강도의 20%를 최대 허용지

지력으로 구한다.

실제로 암반의 강도는 현장에서 채취한 코아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과 상

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축압축시험 결과는 암반의 절리 및 구조, 불연속성, 균열 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감소율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즉, 코아의 압축시험 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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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시험 결과값의 1/5～1/8을 허용지지력으로 나타내나, 설계시에 가장 합리적인 감

소율을 선정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말뚝을 암반

에 관입시켰을 때에 주면마찰력을 고려할 수 있으나, 원위치 현장시험을 하지 않을 경

우에는 신빙성 있는 허용부착강도()를 구하기가 어렵다.

설계에 적용된 주면마찰력과 이론식에 따른 주면마찰력의 결과는 표 3.9와 같다.



- 50 -

표 3.9 설계에 적용된 인발력과 설계기준치의 비교

구 분

말뚝의

허용주면마찰력

(인발력, )

비 고

기존

설계자료

C.T가물막이 설계 구조계산서

(1.0m 암반 근입)
600

암반

근입깊이

1.92m

말뚝의

지름

0.6m

말뚝의 실근입 깊이를 고려한 인발력

(2.197m 암반 근입)
1,209

설계기준

AASHTO (1996) 200.5

Canadian Geotechnical Society

(1985)
356.9

NAVFAC (1982) 931.8

FHWA (1988)

Horvath and Kenny (1979)
648.8

FHWA (1999)

Horvath and Kenny (1979)
770.4

FHWA (1999)

Rowe and Armitage (1984)
746.8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2008)

Wiliams 등(1980) 659.6

Rowe and Armitage (1987) 1,774,3

Horvath and Kenney (1979) 819.9

Carter and Kulhawy (1988) 770.9

Reynolds and Kaderabek (1987) 3,460.5

Gupton and Logan (1984) 2,307.8

Reese and O`Neil (1987) 1,730.8

Rosengerg and Journaeaux (1976) 1,489.7

앵커공법

앵커의 인발저항력 292.8

지반과 그라우트의 마찰력 566.7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최대부착강도 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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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말뚝과 그라우트재의 부착력 분석

3.4.1 말뚝과 그라우트재의 부착력 개념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파괴는 그림 3.8에 나타낸 것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주면고정액과 말뚝 사이의 부착파괴, 암반과 주면고정액 사이의 부착파

괴, 암반 자체의 전단파괴, 마지막으로 주면고정액 자체의 전단파괴이다. 각 부분의 저

항력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전단파괴에서 주면파괴가 발생한다.

대부분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는 일반적으로 그라우트재의 일축압축강도 보다 높은 강

도를 나타내므로 암반의 전단파괴가 발생하기 전에 주면고정액에서 통상적으로 전단파

괴가 발생하며, 암반에 근입된 말뚝의 주면마찰력은 말뚝과 주면고정액 사이의 부착강

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8 매입말뚝의 인발파괴 모델링(문경태와 박상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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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태 등(2017)은 주면고정액의 W/C비와 잔골재 배합비가 일축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주면고정액의 일축압축강도는 배합비에 따라 약 7～36의 값

을 나타내었다.

문경태 등(2014)은 현무암에 BX구경으로 천공하여 W/C비 50%로 그라우트재를 주

입하고 구조용 강관(외경 48.6mm)를 삽입하여 말뚝 두부에서 하중과 변위를 측정한

결과, 암반에 근입된 강관말뚝의 주면마찰력은 강관과 그라우트재의 부착강도에 의해

결정되었고, 단위극한주면마찰력은 0.92～1.04의 범위로 나타났다.

문경태와 박상렬(2018)은 잔골재가 없는 경우 단위극한주면마찰력은 W/C에 상관없

이 0.54～0.56를 나타내었다.

표 3.10은 선행연구에서 결정된 단위극한주면마찰력 값에 본 현장조건인 직경

D=0.6m, 암반 근입조건 1.92m를 적용하여 허용주면마찰력을 산정하였다. 검토결과, 문

경태 등(2014)에 따르면 허용주면마찰력은 약 1,109.29을 확인하였으며, 문경태와 박

상렬(2018)에 따르면 허용주면마찰력은 651.11을 확인하였다.

시험조건인 W/C 비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선행연구에 따른 허용주

면마찰력은 기중타설 및 기중양생으로 수중타설 및 수중양생, 슬러리, 해수 유입 등 현

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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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허용주면마찰력

구  분 허용주면마찰력 시험 방법

문경태 

등(2014)

  ×××

  ×××
 

  





 

∴ 시험조건

  W/C : 50%

문경태와 

박상렬

(2018)

  ×××

  ×××
 

  





 

∴ 시험조건

  W/C : 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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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실내시험

이론식에 따른 암반에 근입된 말뚝기초의 주면마찰력은 대부분 600 이상으로 허

용인발력 이상의 주면마찰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이는 매입말뚝 공법에

따른 주면마찰력이 아닌 현장타설말뚝의 설계기준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 평가는 지반과 그라우트재의 부착력 및 주면

마찰력이 아닌 그라우트재와 말뚝기초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부착력 및 주면마찰력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시공시 천공홀에 해수 유입, 슬러리, W/C비 불량 등으로

인한 부착력 저하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 평가를 위해 현장에서 채취된 철근콘크리트 말뚝 표

본 샘플 5개를 채취하여 현장에서 배합한 W/C비 70%의 그라우트재를 수중 타설, 기

중 타설 조건으로 28일간 양생하여 암반에서 말뚝기초와 그라우트재의 부착강도를 확

인하였다.

(1) 배합과정

현장조건과 유사한 배합비를 제작하고자 W/C비를 70%를 설정하였고, 공시체 틀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채취해온 말뚝기초 표면에 그라우트재를 기중 조건과 수중 조건으

로 타설하여 공시체를 그림 3.9와 같이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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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합재료 (b) W/C 70% 배합

(c) 기중타설 (e) 공시체 제작완료

그림 3.9 공시체 제작 전경

(2) 시험전경

실내시험은 말뚝기초 표면과 그라우트재의 부착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3.10(a)와 같이 그라우트재 표면을 4cm×4cm로 절단기로 절단하였으며, 그림 3.10(b)와

같이 인발장비의 표면과 그라우트재 표면에 에폭시 코팅하여 그림 3.10(c)와 같이 인발

시 발생하는 인발력을 부착강도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림 3.10과 같이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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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라우트재 표면 절단 (b) 에폭시 코팅

(c) 인발시험 (e) 인발시험 후 전경

그림 3.10 부착력 확인을 위한 시험전경

(3) 시험결과

실내시험결과, 기중타설 3개소에서 부착력은 0.65∼0.81로 나타났으며, 수중타설

2개소에서 부착력은 0.43∼0.47로 확인되었다. 표 3.11은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

착강도를 측정하였고 해당 공시체에 대한 허용주면마찰력을 산정하였다.

기중타설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값으로 실험방법은 다르나 신뢰성이 있는

결과로 판단되고, 수중타설의 경우 기중타설의 60% 부착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장

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장 변수 사항(슬러리, 해수 유입 등)을 고려할 경우 부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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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말뚝과 그라우트의 부착력에 따른 허용주면마찰력

구 분 허용주면마찰력
평균 허용

주면마찰력

수중

타설

WT-1

  ×××

  ×××
 

 





 

542.55

WT-2

  ×××

  ×××
 

 





 

기중

타설

AT-1

  ×××

  ×××
 

 





 

881.03AT-2

  ×××

  ×××
 

 





 

AT-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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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장 인발재하시험 검토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을 항타말뚝에 대하여 제시한 제안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때에

는 최종 항타의 정도, 주면고정 및 선단부 고정을 위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여부, 선

굴착 직경 등에 따라 상이한 계수를 사용한다. 타입말뚝 시공이 어려운 지반조건이나

건설공해가 우려되는 시공에서 주로 적용되는 매입말뚝은 표준관입시험 N값을 이용하

여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을 산정하며, 도로교설계기준해설 (2016), 건축기초구조설

계기준 (2005) 및 대한주택공사 말뚝기초설계 개선지침 (2008) 등에 제시된 범위에서

참고하였다.

C.T 가물막이 구조설계시 적용된 말뚝의 인발력 600 이상 설계 가능한 설계기준

이 많지만, 제시된 설계기준은 대부분 현장타설말뚝의 설계기준이다. 따라서 아직 명확

히 정립되지 않은 경험식에 근거한 매입말뚝의 설계기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

양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지력 Test를 위한 말뚝재하시험은 동재하/정재하 시험 중 말뚝시공 완

료 후 기준에 따라 말뚝 본 수 5% 이내에서 재하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발재하시

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지침사항이 없어 당 연구현장에서는 인발에 대한 문제가 발

생된 후 해당 지점의 매입말뚝에 대한 인발력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정확한 인발력은 2018. 4월 OO교 P2의 T1 말뚝에서 수행된 인발재하시험 측

정값으로 표 3.12와 같이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 21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그라우트 타설 후 13일 만에 인발시험을 수행한 결과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해설,

도로교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78.7%를 보정하여 표 3.13과 같이 허용인발력을 결정

하였다.

보정 값은 ACI 208R-92 기준을 참고하여 재령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추정식을 이용

하였으며, 현장극한인발시험 값은 629.2으로 타설시간 및 인발시험 시간을 계산하여

안전측으로 재령 12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콘크리트 재령일수 12일에 따른 보정계수

는 0.828이며, 보정계수(0.828)에 5% 수중타설보정에 따라 0.787로 산정하였으며, 629.2

 / 0.787 = 799.95으로 단기하중에 대한 안전율 2로 399.7으로 산정되었다.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허용인발력 재검토결과, 399.7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설계에 적용된 600의 인발력과 다소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현장 여건상

천공홀에 해수 유입, 슬러리, 해수 과다 유입으로 W/C비 불량 등으로 인한 말뚝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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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트재의 부착력 저하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 인발재하시험의 경우 399.7의 인발력으로 설계시 적용된 허용인발력

600의 약 60%를 나타내고 있어 설계하중(/본)에 미달되어 매입말뚝이 인발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 인발재하시험의 결과와 이론식 결과를 비교하면 CGS(1985)

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암과 콘크리트의 일축압축강도를 비교하여

산정한 결과로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을 산정하는 개념과 비슷하므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 인발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허용인발력

구 분 허용인발력
허용

인발력

현장

인발

시험

P2

①    (Offset Point 기준)

 ÷ 

②   (0.25in 기준)

 ÷ 

217

표 3.13 인발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허용인발력 재검토 결과

구 분 허용인발력 재검토
허용

인발력

현장

인발

시험

P2

①    (Offset Point 기준)

양생기간 및 수중타설의 보정

  ÷ 

 ÷  

②   (0.25in 기준)

양생기간 및 수중타설의 보정

  ÷  

 ÷ 

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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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T 가물막이의 안정성 검토

4.1 개요

기초형식의 형식은 선단고정액 매입말뚝(내부굴착복합말뚝)으로 말뚝의 직경은

0.6m, 말뚝개수는 36본이다. C.T 가물막이 내외경은 각각 16.5m, 18.5m이며, C.T 가물

막이 높이는 10.8m+1.5m = 12.3m이고, 단위중량은 콘크리트 25.0로 결정하였다.

그림 4.1은 지반조건에 따른 C.T 가물막이 및 매입말뚝 배치도를 나타내었다.

인발력 재산정에 따른 C.T 가물막이의 부력에 대한 안정성은 P2 연암 근입조건

1.92m(말뚝자중 45.2)에 대하여 기존설계, 실내시험결과, 현장실험, 설계자료에 따라

검토하였다.

말뚝기초 조건과 지반조건이 유사한 P1과 P10의 연암 근입조건 1.92m(말뚝자중 26

), P3과 P8 연암 근입조건 1.92m(말뚝자중 78), P9 연암 근입조건 1.92m(말뚝자

중 45.2), P4∼P7 연암 근입조건 1.0m(말뚝자중 90)에 대한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4.1 매입말뚝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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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발력 재산정에 따른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

(1) 기중타설 부착력 시험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2)

표 4.1과 같이 C.T 가물막이 총 자중은 3,665.250으로 탱크 내부 물하중의 크기는

5,078.34, 수밀부 내부 물하중은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은 7,591.710이

다.

말뚝의 저항력은 기중재령을 통한 실내실험 부착력 881을 사용하였으며, 연암 근

입조건은 1.92m로 이에 대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결과, 1.7로 기준안전율 1.2보

다 높아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기중재령에 따른 실내시험 결과는 현장조건인 수중타설, 해수유입, W/C비 불량 등

의 현장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며,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기중타설시 높은

부착력을 나타내어 상당히 높은 안전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장조건을 반영한 말뚝

기초의 인발력을 재산정하여 설계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기중타설 부착력 시험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2)

구 분 선정 하중()

저 항

하 중

C.T가물막이 자중 3,665.250

탱크 내부 물하중 5,078.340

수밀부 내부 물하중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 7,591.710

말뚝의 저항력(본당 881/36본 적용) 31,716.000

말뚝자중(본당 45.2 적용) 1,630.000

부 력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 29,929.973

Fs

(안전율)
      

   

(2) 수중타설 부착력 시험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2)

표 4.2와 같이 말뚝의 저항력은 수중재령을 통한 실내실험 부착력 542을 사용하

였으며, 연암 근입조건은 1.92m로 이에 대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결과, 1.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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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전율 1.2보다 높아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수중재령에 따른 실내시험 결과는 현장조건인 해수유입, W/C비 불량 등의 현장조건

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현장조건을 고려시 말뚝기초의 인발력은 더욱 낮아질 것

으로 판단된다.

표 4.2 수중타설 부착력 시험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2)

구 분 선정 하중()

저 항

하 중

C.T가물막이 자중 3,665.250

탱크 내부 물하중 5,078.340

수밀부 내부 물하중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 7,591.710

말뚝의 저항력(본당 542/36본 적용) 19,512.000

말뚝자중(본당 45.2 적용) 1,630.000

부 력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 29,929.973

Fs

(안전율)
       

   

(3) 현장 인발재하시험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2)

표 4.3과 같이 말뚝의 저항력은 현장 인발시험 값인 399을 사용하였으며, 양생기

간에 관하여 보정된 결과이다. 연암 근입조건은 1.92m로 이에 대한 C.T 가물막이 안

정성 검토결과, 1.1로 기준안전율 1.2보다 낮아 불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는 현장여건인 수중타설, 해수유입, W/C비 불량 등의 현장

조건과 가장 유사하고 신뢰성이 높은 결과로 C.T 가물막이의 안정성 검토결과 불안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매입말뚝의 인발력 산정시 이론식에 의한 계산 및 실내

시험, 현장시험 등을 고려하여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인발력을 산정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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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현장 인발시험 재산정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2)

구 분 선정 하중()

저 항

하 중

C.T가물막이 자중 3,665.250

탱크 내부 물하중 5,078.340

수밀부 내부 물하중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 7,591.710

말뚝의 저항력(본당 399/36본 적용) 14,364.000

말뚝자중(본당 45.2 적용) 1,630.000

부 력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 29,929.973

Fs

(안전율)
       

   

(4) 현장 인발재하시험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1, P10)

실내시험 및 현장시험 검토결과, 현장 인발시험결과가 가장 신뢰성이 높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말뚝의 저항력을 본당 399으로 산정하였으며, P1, P10에 대하여 C.T 가물

막이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표 4.4와 같이 연암의 근입조건은 1.92m로 말뚝자중은 26.0/본으로 검토결과, C.T

가물막이에 대한 안정성이 1.1로 기준안전율 1.2보다 낮아 불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

다.

표 4.4 현장 인발시험 재산정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1, P10)

구 분 선정 하중()

저 항

하 중

C.T가물막이 자중 3,665.250

탱크 내부 물하중 5,078.340

수밀부 내부 물하중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 7,591.710

말뚝의 저항력(본당 399/36본 적용) 14,364.000

말뚝자중(본당 26.0 적용) 936.000

부 력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 29,929.973

Fs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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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인발재하시험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3, P8)

표 4.5와 같이 말뚝의 저항력은 본당 399으로 산정되었으며, 연암 근입조건은

1.92m로 말뚝자중은 78.0/본 작용하는 P3, P8의 C.T 가물막이에 대한 안정성은 1.1

로 기준안전율 1.2보다 낮아 불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4.5 현장 인발시험 재산정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3, P8)

구 분 선정 하중()

저 항

하 중

C.T가물막이 자중 3,665.250

탱크 내부 물하중 5,078.340

수밀부 내부 물하중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 7,591.710

말뚝의 저항력(본당 399/36본 적용) 14,364.000

말뚝자중(본당 78.0 적용) 2,808.000

부 력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 29,929.973

Fs

(안전율)
       

    

(6) 현장 인발재하시험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4∼P7)

표 4.6과 같이 말뚝의 저항력은 본당 207으로 산정되었으며, 연암 근입조건은

1.0m로 말뚝자중은 90.0/본으로 작용하는 P4∼P7의 C.T 가물막이에 대한 안정성은

0.7로 기준안전율 1.2보다 낮아 불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연암의 근입깊이 조건에 따라 말뚝의 저항력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그에

따른 C.T 가물막이의 안정성도 상당히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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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현장 인발시험 재산정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4∼P7)

구 분 선정 하중()

저 항

하 중

C.T가물막이 자중 3,665.250

탱크 내부 물하중 5,078.340

수밀부 내부 물하중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 7,591.710

말뚝의 저항력(본당 207/36본 적용) 7,481.000

말뚝자중(본당 90.0 적용) 3,240.000

부 력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 29,929.973

Fs

(안전율)
       

   

(7) 현장 인발재하시험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9)

표 4.7과 같이 말뚝의 저항력은 본당 399으로 산정되었으며, 연암 근입조건은

1.92m로 말뚝자중은 45.2/본으로 작용하는 P9의 C.T 가물막이에 대한 안정성은 1.1

로 기준안전율 1.2보다 낮아 불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4.7 현장 인발시험 재산정에 의한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P9)

구 분 선정 하중()

저 항

하 중

C.T가물막이 자중 3,665.250

탱크 내부 물하중 5,078.340

수밀부 내부 물하중 548.311

레벨링 콘크리트 자중 7,591.710

말뚝의 저항력(본당 399/36본 적용) 14,364.000

말뚝자중(본당 45.2 적용) 1,630.000

부 력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 29,929.973

Fs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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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결과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은 당초 설계, 연구자료의 분석, 설계기준의 검

토, 말뚝기초와 그라우트의 부착강도 시험,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현

장조건과 유사한 인발력을 재산정하여 C.T 가물막이의 안정성 검토를 평가하였다.

표 4.8과 같이 C.T 가물막이의 안정성 검토결과, 말뚝기초의 인발력이 최소 500

이상이 확보되어야 최소 안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 사항(슬러리, 해수 유입 등)을 고려할 경우 부착강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으

므로 암반의 근입깊이, W/C비 등을 설계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해야 한다.

표 4.8 인발력 재산정에 따른 C.T 가물막이 안정성 검토결과

구 분
말뚝인발력
()

안전율(기준 1.2) 비 고

P2

기존
설계

당초 설계
(1.0m 암반 근입) 600 1.4 안정 추정 값

실내
실험

그라우트재
공기중 타설

(1.92m 암반 근입)
881 1.7 안정

현장 여건
결여 됨

그라우트재
수중 타설

(1.92m 암반 근입)
542 1.3 안정 수중 타설 조건 만

고려 됨

현장
실험

현장 인발 시험
(1.92m 암반 근입) 399 1.1 불안정

시험방법
신뢰성 높음

설계
자료

설계사 재검토
(2.197m 암반 근입) 1210 2.0 안정

현장타설 말뚝
기준

선행
연구

각종 연구 자료
(1.92m 암반 근입)

680∼1,160 1.4∼2.0 안정 공기중 타설

각종 설계 기준
(1.92m 암반 근입)

220∼1,700 0.8∼2.6 안정∼
불안정

현장타설 말뚝
기준

P1, P10
구간

현장 인발 시험
(1.92m 암반 근입) 399 1.1 불안정 연암 1.92m

P3, P8 구간 현장 인발 시험
(1.92m 암반 근입)

399 1.1 불안정 연암 1.92m

P4∼P7 구간 현장 인발 시험
(1.0m 암반 근입)

207 0.9 불안정 연암 1.0m

P9 구간
현장 인발 시험
(1.92m 암반 근입) 399 1.1 불안정 연암 1.9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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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수치해석을 통한 매입말뚝의 인발량 검토

5.1 수치해석 개요

각 현장시험말뚝은 조건에 맞게 수치모델링을 결정하였다.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에 따른 말뚝기초의 인발량을 확인하고자 말뚝의 형상과

현장지반 조건을 고려하였고, 현장 지반의 경우 각종 지반조사보고서와 경험식, 참고문

헌을 토대로 지반정수를 산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2개소(NX)의 시추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부로부터 대략 퇴적층, 풍화

토, 풍화암, 연암층 순으로 단순한 지층구조를 가진 지반조건이며, 공내지하수위를 측

정한 결과, 지하수위는 가설 교량 상판에서 GL(-) 8.3∼8.5m로 퇴적층에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지반조건을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5.1.1 해석 프로그램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Midas GTS((주)마이다스아이티, 2012)를 이용하였다.

Midas GTS는 지반해석 시 지반의 형상과 시공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델

링 할 수 있으며,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의 비선형성, 이방성 및 원지반 응

력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반분야의 복잡한 비선형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Midas GTS는 다양한 구성 모형

과 탄소성 상태에서 해석을 종료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으며, 요소망 자동

생성기능 등 필요한 중요 기능을 포함한다.

1) 탄소성 해석

선형탄성 해석이 변형성만을 다루는 것이라면, 탄소성 해석은 안정성과 변형성을 고

려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반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안정성은 통상적으로 전단강도

정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변형성은 탄성과 전단강도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주어지는

하중 조건이 지반의 전단강도에 비하여 커지면, 지반에서는 소성상태에 도달하고, 소성

영역이 발생했다고 해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탄성영역에 나타난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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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파괴면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국부적인 파괴가 전체적인 파괴로 발전하지는 않

기 때문이다.

주어진 하중에 대하여 발생한 총 변형률은 누적된 전체 변위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탄성변형률과 소성변형률의 합이다.

     (5.1)

여기서,  : 총 변형률

 : 탄선 변형률

 : 소성 변형률

그리고 수식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들이 사용된다. 소성변형의 시작을

규정하기 위한 항복 조건(Yield criteria), 소성변형을 정의하기 위한 흐름 법칙(Flow

rule), 변형경화를 정의하기 위한 경화 법칙(Hardening rule)이다.

2) 항복조건

탄성 영역에 대한 경계를 정의하는 항복함수 F는 다음 식과 같다.

          ≤  (5.2)

여기서,  : 현재의 응력도

 : 등가 or 유효 응력도

 : 의 함수인 경화인자

 : 등가 소성 변형도

소성이론에서 항복함수의 값이 양이 되는 응력도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 항복이 발

생하면 응력는 항복함수가 ‘0'으로 될 때까지 소성변형도를 축적하여 수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정과정을 일반적으로 소성보정단계 혹은 회귀사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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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흐름법칙

흐름법칙을 이용하여 소성변형을 나타내면 식 (5.3)과 같다.

  


  (5.3)

여기서, 

: 소성 변현의 방향

 : 소성 변형의 크기를 나타내는 소성계수

함수 g는 ‘소성포텐셜 함수’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응력불변량의 항으로 정의된다. 그

리고 소성 포텐셜 함수 g가 항복함수 F와 같으면, 즉 g=F이면 ‘연속흐름 법칙’이라 하

고, g≠F이면 ‘비관련흐름 법칙’이라고 한다. Midas GTS의 구성모델은 연속흐름 법칙

을 따른다.

5.2 해석조건

5.2.1 시추단면도

모델링 된 지반조건은 C.T 가물막이 270 방〫향에서 90 방〫향으로 상판위에서 지반조

사를 수행하였다.

지층구성은 퇴적층의 경우 현 지표에서 확인되었으며, 12.2∼16.3m의 층후로 분포하

고 있으며, 구성성분은 중ㆍ세립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표준관입시험 결과 N치는

1/30∼12/30(회/cm)로 상대밀도는 매우 느슨∼보통 조밀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풍화토층은 BH-1번공에서 1.3m의 층후로 분포하고 있으며, 구성성분은 실트질 모래

이고, 조밀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풍화암층은 심한풍화 된 상태로 4.8∼6.4m의 층후로

분포하고 있으며, 구성성분은 실트질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관입시험 결과 N치는

50/10∼50/3(회/cm) 정도로 상대밀도는 매우 조밀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

암층은 전체 시추공에서 2.0m 층후로 분포하고 있으며, 육안관찰에 의한 암상태는 심

한 풍화에서 보통 풍화이고 암강도는 약함에서 보통 강함의 강도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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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은 해석단면에 사용된 지층단면도이다.

그림 5.1 지층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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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지반의 물성치 산출

원지반 Mohr–Coulomb(M-C) 모델의 재료로 가정하였고, 복합말뚝은 강관말뚝

SKK490과 철근콘크리트 말뚝제원과 동일하게 모델링하였다. 또한, 현장의 지층구조는

퇴적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으로 비교적 단순한 지층구조로 분포하고 있으며,

상부 원지반이 매우 연약한 모래지반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반의 설계정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층의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탄성

계수에 대한 특성치를 지반조사보고서, 경험식 및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표 5.1과 표 5.2는 수치해석에 사용된 지반정수이다. 풍화암과 연암에 주입된 그라우트

재의 적용 물성치는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현장 인발재하시험 399.7과 실내

기중타설 881를 비교한 결과, 현장 인발재하시험이 실내 기중타설 강도 대비 약

45.4%이므로 안전측으로 검토하기 위해 40%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콘크리트 탄성계수

인 2,320,000의 40%에 해당하는 928,000을 해수 및 슬라임 영향을 고려한

그라우트재의 탄성계수로 결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탄성계수는 탄성침하

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풍화암, 연암의 탄성계수는 다르나 그라우트 적용 이후

의 조건으로 풍화암, 연암 모두 현장조건을 고려한 그라우트의 탄성계수를 적용하였다.

표 5.1 수치해석에 적용된 물성치

구분 퇴적토 풍화암 연암
레벨링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강관
말뚝

습윤
단위중량



()
17 23 25 25 25 78

포화
단위중량



()
18 23.5 25.5 25.5 25.5 79

점착력


()
13 30 50 - - -

내부
마찰각



(°)
0 33 35 - - -

탄성
계수



()
4,000 167,500 2,180,000 2,320,000 2,320,000 2.1x108

프아
송비

 0.38 0.3 0.26 0.2 0.1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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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풍화암과 연암에 주입된 그라우트재의 적용 물성치

구분 풍화암(주입재) 연암(주입재)

습윤단위중량 (
) 23 25

포화단위중량 (
) 23.5 25.5

점착력 () 30 50

내부마찰각 (°) 33 35

탄성계수  () 928,000 928,000

프아송비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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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모델링

모델링 된 내부굴착복합말뚝은 레벨링 콘크리트에서 6.5m 깊이까지 강관말뚝으로

직경은 600mm, 두께는 14mm로 나타내었다. 강관말뚝 끝단에서 선단까지는 직경

600mm의 철근콘크리트 말뚝으로 표현하였으며, 지층구조는 BH-2 시추주상도를 기준

으로 그림 5.2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복합말뚝의 강관말뚝과 철근콘크리트 말뚝은 탄성체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레벨

링 콘크리트 저면 부력은 29929.973 을 레벨링 콘크리트 상부에 상향으로 적용

하였다.

그림 5.3∼5.4는 해석에 사용된 지반 모델링 및 현장의 현황을 수치해석으로 표현하였

으며, 전체변위는 각 절점에서 발생된 수직변위량 중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말뚝선단의

변위는 그림 5.3∼그림 5.4 네모칸에 해당하는 절점의 변위량 중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5.3(a)는 풍화암과 연암이 말뚝기초와 일체형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모델링하였

다. 그림 5.3(b)는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을 모델링하기 위해 말

뚝이 근입된 풍화암과 연암의 물성치를 표 5.2와 같이 탄성계수가 낮은 그라우트재의

물성치를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5.3과 그림 5.4는 P2 지반의 퇴적토, 풍화암,

연암 순으로 지반물성치를 결정하였다.

그림 5.2 해석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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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암 근입조건 1.92m, 말뚝기초와 지반의 일체형 거동

(b) 연암 근입조건 1.92m,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 반영

그림 5.3 P2 진월방향(90°-> 270°방향) 해석조건에 따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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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암 근입조건 2.21m, 말뚝기초와 지반의 일체형 거동

(b) 연암 근입조건 2.21m,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 반영

그림 5.4 P2 교각의 직각방향(0°-> 180°방향) 해석조건에 따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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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치해석 검토결과

P2 진월방향의 경우 그림 5.5(a)와 같이 일체형 거동시 말뚝기초 선단의 인발 변위

는 0.22∼0.29cm로 나타났으며, 구조물 전체 인발 변위는 0.70∼0.77cm로 1인치 기준인

2.54cm보다 작아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5.5(b)의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는

현장조건을 반영한 수치해석 결과로 풍화암과 연암 지반의 주입그라우트재 탄성계수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에 40%를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말뚝기초 선단에서의 인발

변위는 0.64∼0.89cm로 나타났으며, 구조물 전체 인발 변위는 2.37∼2.61cm로 1인치 기

준인 2.54cm보다 높아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2 교각의 직각방향의 경우 그림 5.6(a)와 같이 일체형 거동시 말뚝기초 선단의 인

발변위는 0.22∼0.29cm로 나타났으며, 구조물 전체 인발 변위는 0.70∼0.77cm로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현장조건을 고려한 그림 5.6(b)는 진월방향과 유사하게 구

조물의 전체 인발 변위가 2.37∼2.61cm로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치해석 검토결과, 말뚝기초와 지반의 일체형 거동은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장조건을 고려한 수치해석 검토결과, 인

발 변위가 1인치 기준을 초과하여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인발력) 설계시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수치해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수치해석 결과

구 분 변위량(cm) 판정(1인치 기준)

P2 진월방향
연암 1.92m

말뚝선단 0.22∼0.29 0.29 ≤ 2.54_안정

전체변위 0.70∼0.77 0.77 ≤ 2.54_안정
P2 진월방향
수중그라우트
물성치 고려

말뚝선단 0.64∼0.89 0.89 ≤ 2.54_안정

전체변위 2.37∼2.61 2.61 ≥ 2.54_불안정

P2 교량방향
연암 2.21m

말뚝선단 0.22∼0.29 0.29 ≤ 2.54_안정

전체변위 0.70∼0.77 0.77 ≤ 2.54_안정
P2 교량방향
수중그라우트
물성치 고려

말뚝선단 0.64∼0.89 0.89 ≤ 2.54_안정

전체변위 2.37∼2.61 2.61 ≥ 2.54_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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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암 근입조건 1.92m, 말뚝기초와 지반의 일체형 거동

(b) 연암 근입조건 1.92m,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 반영
그림 5.5 P2 진월방향 수치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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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암 근입조건 2.21m, 말뚝기초와 지반의 일체형 거동

(b) 연암 근입조건 2.21m,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 반영
그림 5.6 P2 교각의 직각방향 수치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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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강에 따른 수치해석 검토결과

5.4.1 보강안

레벨링 콘크리트 하부에서 발생된 부력으로 인하여 말뚝기초의 인발이 된 경우 표

5.4와 같은 대안공법을 결정하였다. 대안 공법은 레벨링 콘크리트를 천공하여 하부 원

지반을 그라우트재로 주입하여 보강하는 방안이다.

표 5.4 대안공법 

공법 레벨링 콘크리트 하부 보강 및 파일 속채움콘크리트

개요

시공방법

1) 가물막이 상부 복공판 설치

2) 레벨링콘크리트 천공

3) R.J.P 주입완료 후 복공판철거

4) 교각 기초 시공

공법특징

·기존 공법 고수 가능

·레벨링콘크리트(철근,H빔) 천공시 어려움 예상

·R.J.P 주입시 가물막이 영향 예상(어려움 예상)

·추가 공사기간 약 2.0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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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지반보강에 따른 물성치 산출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에서부터 풍화암 지층까지의 퇴적토 구간을 그라우트로 보강

한 방안을 적용하여 매입말뚝의 인발 변형량을 수치해석으로 검토하였다. 보강에 사용

된 그라우트재의 지반물성치는 표 5.2와 같이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연암(주

입재)의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이는 매입말뚝 인발시험시 현장조건을 반영한 결과로

지반보강시 안전측으로 검토하고자 그라우트재의 물성치를 표 5.5와 같이 결정하였다.

그림 5.7은 보강안에 따른 수치해석 모델링이다.

표 5.5 그라우트재의 물성치

구분 그라우트재

습윤단위중량 (
) 25

포화단위중량 (
) 25.5

점착력 () 50

내부마찰각 (°) 35

탄성계수  () 928,000

프아송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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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월방향

(b) 교량 직각방향
그림 5.7 P2 그라우팅 보강에 따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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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보강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P2 진월방향의 경우 레벨링 콘크리트 저면에서부터 풍화암 상부까지 퇴적토를 그라

우팅으로 보강시 그림 5.8(a)와 같이 말뚝선단의 변위는 0.42∼0.57cm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위는 1.44∼1.59cm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2 교각 직각방향의 경우

그림 5.8(b)와 같이 말뚝선단의 변위는 0.42∼0.57cm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위는 1.44∼

1.59cm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층을 그라우트재로 치환할 경우 하부지반의 자중 증가, 말뚝기초와 그라우트재

의 결합, 그라우트재와 지층의 결합 등에 따른 인발저항력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치해석 결과를 요약한 결과 표 5.6과 같다.

표 5.6 그라우팅 보강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구 분 변위량(cm) 판정(1인치 기준)

P2 진월방향
말뚝선단 0.42∼0.57 0.57 ≤ 2.54_안정

전체변위 1.44∼1.59 1.59 ≤ 2.54_안정

P2 직각방향
말뚝선단 0.42∼0.57 0.57 ≤ 2.54_안정

전체변위 1.44∼1.59 1.59 ≤ 2.54_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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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월방향

(b) 교량 직각방향
그림 5.8 P2 그라우팅 보강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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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O교 교각 P2의 매입말뚝과 C.T 가물막이의 인발이 육안으로 확인

되어 설계에 반영된 매입말뚝의 인발력을 설계기준에 따라 재검토하였으며, 암반에 부

착된 콘크리트 표면과 그라우트재의 부착강도를 평가하여 C.T 가물막이의 안정성 검토

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 설계자료 및 암반에 근입된 주면마찰력 이론식 검토결과, 허용주면마찰력이

대부분 600 이상으로 나타나 설계시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장검토 결

과 매입말뚝이 인발되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시 적용된 현장타설

말뚝과 시공시 적용된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이 상이한 결과로 매입말뚝의 인발

저항력이 현장타설말뚝의 인발 저항력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인발된 것으로 판단

된다.

2. 부착강도에 대한 실내시험결과, 설계시 적용된 인발력 600 대비 기중타설은

881으로 과대평가 되었으며, 수중타설은 542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장 변수 사항(슬러리, 해수 유입 등)을 고

려할 경우 부착강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장 인발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허용인발력 재검토결과, 399.7으로 검토되어

설계에 적용된 인발력 600 대비 약 66%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현장

인발재하시험과 이론식을 비교해보면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을 구하는 개념과 유

사한 암과 콘크리트 말뚝의 일축압축강도를 비교하여 산정된 주면마찰력에서 유

사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4. C.T 가물막이의 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결과, 설계에 적용된 인발력 600은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조건을 고려한 인발력 399.7은 불안정한 상태

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경우 시공 및 설계시 기준 안전율

1.5배 이상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대평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신뢰성 있는 Data를 확보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제안식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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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수치해석 검토결과, 말뚝기초와 지반의 일체형 인발 거동의 경우 전체 구조물의

변위가 허용변위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장조건을 고려한 그라우

트재의 물성치를 사용할 경우 전체 구조물의 변위가 허용변위를 초과하여 불안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설계 당시 예상치 못한 지반의 복잡성, 해수 및 슬라

임 처리 등 시공의 한계성으로 부착강도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6. 본 연구결과는 제한된 Data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매입말

뚝과 해수조건 및 슬라임 영향 등이 고려된 그라우트재의 부착에 따른 압축강도

시험 결과가 추가된다면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인발력 산정식을 제안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향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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