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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말뚝기초에 대한 국내한계상태법의 적용
Application of the Domestic Limit State Design Method
for Driven Pile Foundation
The LRFD design process for steel pipe piles was introduced by applying the resistance
factors developed in domestic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design
situation, the main considerations and ground conditions were reviewed and reflected in
the limit state design example. AASHTO LRFD 2012 is applied to the additional
requirements that are missing from the domestic standard in the foundation stability
review. The process to evaluate when the bearing capacity against the design load meets
the required performance of the foundation is described using the corrected resistance
factors and the focus is on the review items and the calculation process necessary for the
limit state desig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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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상교량 및 기존설계 검토

1. 서론
1.1 개요

본 연구에서 설계에 적용된 ○○교는 ○○남도 ○
○군에 위치하는 총 연장 40m, 폭 10.9m, 왕복 4

국내 연구에서 개발된 저항계수를 적용하여 타입

차로 IC 교량으로서 경간장 40m의 단경간 P.S.C

(강관)말뚝의 실제 교량기초를 대상으로 도로교 설

Beam교이다. 양쪽 2기의 교대는 모두 강관말뚝기

계기준 2015(한계상태설계법)에 제시된 저항계수를

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지지층 출현심도가 깊

적용하여 LRFD 설계를 수행하였다.

어 말뚝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A2 교대 기초를 검토

기존설계 현황분석을 통해 주요 고려사항 및 지반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교대 A2의 상부 구조물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본 설계예제에 반영하였으며,

현황 및 말뚝 배치형태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기초 안정성 검토시 국내 기준에서 누락된 추가 필

연약지반에 의한 측방유동을 고려하여 함형교대를

요사항에 대해서는 최신 AASHTO LRFD 2012

적용하였으며 교대 하부로 전달된 하중은 강관말뚝

를 준용하였다.

으로서 지지되며, 상세 말뚝 제원은 [표 1]과 같다.

[표 1] 강관말뚝 제원

말뚝 직경(㎜)

말뚝 두께주)(㎜)

말뚝 길이(m)

푸팅 당 말뚝 수(배치)

508

12

27.0

39

주) 지중 내 강관의 부식두께는 2㎜로 가정

[그림 1] ○○교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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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단 면 도 (A-A)

[그림 2] ○○교 교대제원

[그림 3] ○○교 A2 교대 말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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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이 출현하며 풍화암 하부에 연암 및 경암이 분

1.3 지반조건

포되어 있다. 그리고 본 교대는 연약지반에 위치하
○○교가 위치한 구간의 지반은 심도에 따라 매립

고 있어 교대 축조 후 뒷채움시 편재하중으로 인하

층, 퇴적층, 풍화토층, 풍화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 측방유동에 대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심도 0.0~5.0m에서 전답층(모래질 실트)이 출현

검토되어 굴착치환공법을 적용하여 측방유동 요소

하며 심도 5.0~10.5m에서 퇴적층(모래 섞인 자갈)

를 제거하였다. 말뚝기초 지지력 설계에 적용된 A2

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래자갈층은

교대 근처에서 실시된 심도별 시추조사 결과 및 검

조밀～매우 조밀상태로 자갈의 직경은 1.0~4.0cm

토에 적용된 지층현황은 [표 2]와 같다. 말뚝 길이가

이다. 심도 10.5~21.0m에서 풍화토, 심도

27.0m이므로 본 강관말뚝은 풍화암층에 0.8m 근

21.0~39.0m에서 코어회수율과 RQD가 낮은 풍

입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표 2] A2 교대 위치 시추조사 결과 및 검토적용 지층현황

구분

상부 (m)

하부 (m)

두께 (m)

SPT N-value

3
γ
sub (kN/m )

성토층

0.0

4.9

4.9

10주)

8

주)

치환층

4.9

8.9

4.0

10

8

전답토(ML)

8.9

9.9

1.0

4

7.1

퇴적층(GP)

9.9

15.4

5.5

35

9

풍화토

15.4

26.1

10.7

50

9.3

풍화암

26.1

26.9

0.8

50

10.6

1.4 기초 지지층 및 형식 선정

으로 계획하였다.
기초형식 예비선정에 대한 비교를 아래와 같이 나

본 구조물 구간의 시추조사 결과 심도 10.5~

타내었다.

21.0m에서 풍화토, 21.0~39.0m에서 풍화암이
출현하며 풍화암 하부 GL.-39.0m에서 연암 및 경

1.5 시공법 선정

암이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토사층이
상대적으로 깊어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적용성

타입말뚝의 경우 환경조건(소음·진동) 및 지반조

측면에서 항타말뚝이 다소 유리하나 소음·진동 영

건(소용지지력확보 심도기준 기준 항타관입성)에 의

향검토 및 GRL-WEAP을 이용한 항타관입성 분

거한 적합성을 검토 후 최종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석을 실시하여 환경조건 만족여부 및 항타관입성(지

한다.

반조건)을 확인한 후 최종 기초형식을 선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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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초형식 예비선정 비교표

구분

강관매입 말뚝기초

강관타입 말뚝기초

현장타설말뚝기초

개요

•항타기를 이용한 해머로
기성말뚝을 직타하여 시공

•선천공 후 매입방식
•말뚝내부 굴착방식

•케이싱을 매입하여 내부토사를 배출
후 콘크리트 타설하여 말뚝 형성

적용
범위 및
특징

•공사비 저가, 시공성 양호
•말뚝 항타시 소음·진동 문
제 발생

•모래자갈층 관통 가능
•항타공법에 비해 공종복잡
•본당 강성이 작고 공사비 고가

•지반조건의 영향이 적음
•본체의 균일한 품질관리 곤란
•본당 강성이 작고 공사비 고가

적용성

•재료의 품질관리가 용이
•상부하중이 작은 경우
경제적

•토사, 풍화암, 기반암 모두 적용
•저소음·저진동 공법
이 가능
•공사비 고가, 시공성 불리
•저진동저소음공법으로지장물에 유리

1.5.1 소음·진동영향 검토

인한 후 항타시공 적용성을 판단하였다.

국내 시방에 명시된 소음·진동 규제기준에 의거
하여 강관말뚝 항타시 소음·진동을 인근 시설물과

(1) 강관말뚝 항타에 따른 진동·소음에 대한 환경

의 이격거리별로 예측하여 허용기준만족여부를 확

영향 검토기준

[표 4] 소음 및 진동 환경영향 기준

구분

소

음

진

동

적용기준

녹지·취락지구, 공사장 및 주간작업

문화재

가옥(조적)

가옥(RC) 공업용 건물

기

허용기준

70dB(A), 작업시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0.2㎝/s

0.3㎝/s

0.5㎝/s

준

비고

소음진동규제법(2009년 1월 1일부터)
•소음도산정식(거리감쇠공식)
: SPL1= SPL0(SPL1)-20 log(y/yo)

산정방법

1.0㎝/s

•Attewell & Farmerd의 진동속도
추정식 : V=32.36( W/R)1.61

(2) 말뚝항타시 이격거리별 소음 및 진동예측

점음원 감쇄공식을 적용하여 구한 항타작업시의 이

상기 표로부터 강관말뚝 항타에 대한 15m 거리에

격거리별 항타 예측 소음도는 다음과 같다.

서의 기준 소음도는 유압해머 : 91dB(A)로 하였다.
[표 5] 이격거리별 항타소음도 (거리감쇠공식)

항목
장비

이격거리

기준소음도
(15m)

50m

100m

150m

200m

250m

300m

91

80.5

74.5

71.0

68.5

66.6

65.0

유압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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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대 구조물 인근 지중매설 송유관이 위치하는

였다.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중 매설물에 대한 허용진동규

진동규제기준은 1.0cm/sec를 적용하였다. 말뚝

제기준은 진동속도를 기준으로 안전범위, 대책범위,

항타 시공시 이격거리별 진동정도를 예측한 결과를

금지범위로 구분하고 이를 만족하는 최소 이격거리

아래 표에서 정리하였다.

는 진동발생원과 지장물의 최소이격거리로 산정하
[표 6] 이격거리별 예측 진동속도(Attewell, Farmer 제안식)

이격거리(m)
진동 속도
(cm/s)

유압
해머

20

30

50

70

100

120

50 kN

0.64

0.33

0.15

0.08

0.05

0.04

70 kN

0.83

0.43

0.19

0.11

0.06

0.05

녹지·취락지구, 공사장 및 주간작업 기준으로 소

리는 1.0cm/sec를 기준으로 20m로 검토되었다.

음영향 거리는 200m로 산정되었으며 진동영향거
[표 7] 소음 및 진동 허용치별 영향거리 기준

구

분

허용치

영향거리

소음에 대한 기준

70dB(A)

200m

진동에 대한 기준

1.0cm/s

20m

위 표에서 나타낸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영향거리

2. 국내 타입말뚝기초의 LRFD 설계

기준에 의거하여 소음·진동 영향 범위 내에 간섭
구조물 및 주택·상업시설 등의 정온시설이 없으므

2.1 개요

로 항타에 대한 환경조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타입말뚝 기초는 각각의 한계상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야 한다. 본 예제에서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

(3) 항타관입성 검토

한 구조계 미검토 조건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구조검

항타 관입성 분석은 GRL-WEAP을 이용한 Pile

토와 연동되는 검토항목은 배제하였으며 지반조건

Driveability Analysis를 수행하여 검토였다. 이

에 의해서 평가 가능한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검토를

와 관련된 자세한 검토결과를 2절에서 설명하였다.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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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타입말뚝 주요 검토항목 및 설계기준

구분

검토항목

침하량

설계기준및주요고려사항
•사용하조합 Ⅰ 적용
•부등침하 각변위 기준 (Moulton et al., 1985)
- 단순경간 : 0.008
- 연속경간 : 0.004 (인접 기초간)

횡방향 변위량

•사용하조합 Ⅰ 적용
•38.0mm (AASHTO 2004)
•상부 구조계의 허용범위이내 (AASHTO 2012)
; P-y 비선형 해석 수행
•국내기준 : 말뚝직경의 1% or 15.0mm (Φ1500이하)

교대 측방유동

•뒷채움 하중으로 인한 교대의 연직 및 수평이동 검토

사용한계상태

연직지지력

•QR = Φ·Qn = Φ·Quit (Φ=저항계수)
•QR > Σ ηi·γi·Qi (외말뚝 및 무리말뚝)

인발저항력

•QR = Φ·Qn = Φu·Qs (Φ=외말뚝 저항계수)
•QR = Φ·Qn = Φug·Qsg (Φug =무리말뚝 저항계수)

관입에 대한 저항력

•연약한 지층 위에 단단한 층의 말뚝 관입시
•선단 아래 지지력 : 선단부에서의 연약층으로 투영된 면적을 고려
하여 확대기초 기준으로 검토

극한한계상태
횡방향 지지력

말뚝항타관입성 분석
(PDA)
구조적인 파괴
극단한계상태

구조계 검토

•QR = Φ·Qn = Φ·QLg = ηΦLΣQL
(η= 무리말뚝 효율계수) / QR > Σ ηi·γi·Qi
•Static load test로 결정가능 (ASTM D3966)
•강재말뚝 (Φ=1.0)
- 압축 : 0.9ΦFyAg / - 인장 : 0.9ΦFyAn
•강재말뚝 (도로교 설계기준 2015, 6.5.4.2 참조)
; 휨, 전단, 축방향 압축력, 인장력 등
•세굴, 배나 자동차의 충돌, 지진하중 등에 의한 극단상황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저항계수는 1.0

2.2 사용한계상태 검토

정된 사용하중조합-Ⅰ내의 적용 가능한 모든 하중
을 사용하여 검토해야 한다. 만일 점토층의 시간에

2.2.1 침하량 검토

따른 압밀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일시하중을 제외하

본 예제에 적용된 사질토층에 설치된 타입말뚝기

고 영구적인 하중만을 사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

초의 침하는 도로교 설계기준 2015 3.4.2절에 규

한 인접한 기초 사이의 부등침하는 각 변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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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순지지 경간에는 0.008, 연속경관에서는
0.044보다 커서는 안 된다(Moulton 등, 1985).
본 검토에서는 기존 허용응력 설계법에 의해 산정된
상시하중을 한계설계법의 사용하중조합-Ⅰ으로 가
정하여 발생침하량을 계산하고 허용침하량과 비교
하여 안정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여기서, S=1-0.125

D′
≥0.5=1-0.125=0.87
X

Ncorr =[0.77log10(

1.92
)]·N=
σ
′
υ

(

0.77log10

1.92
×50=35.4
σ
′
υ

)

q : [그림 4] 에서 보는 것처럼 2Db/3 지점에 작용

(1) 말뚝침하량 산정
무리말뚝의 침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림 4]에

하는 순 기초 압력. 이 압력은 무리 말뚝의 상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층에 근입된 말뚝 깊이의

부에 가해진 하중을 등가 확대기초의 면적으로

2/3에 위치한 등가 확대기초에 하중이 작용하는 것

나눈 것으로, 말뚝의 무게나 말뚝 사이의 흙 무

으로 가정할 수 있다.

게는 포함하지 않는다(MPa).
q =V/A′
=17.945MN/103.7m2=0.17305 MPa
X : 무리말뚝의 폭이나 최소 치수(mm)=
7,400 mm=7.4m
S : 무리말뚝의 침하(mm)
I : 무리말뚝의 유효근입깊이에 대한 영향계수
D′
: 유효깊이(=2Db/3)=2×11,500/3=
7,667mm=7.67m
Db : [그림 4]에서와 같이 지지층에 근입된 말뚝의
길이(m) = 11.5 m
Ncorr : 등가 확대기초 아래 임의의 깊이 z까지의
SPT의 타격횟수로서 상재하중에 대해 보정

[그림 4] 등가확대기초의 위치(Duncan과 Buchignani, 1976)

한 대표적인 평균값(타/300mm)
N=침하층에서 측정된 SPT의 타격횟수

도로교 설계기준 2015(한계상태 설계법)에 의거
하여 사질토의 무리말뚝 침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타/300mm)
σ
v′
= 유효연직응력(MPa)=0.232 MPa

계산한다.
30 q I X
S=
Ncorr

따라서, 본 예제에서 적용된 사질토에 설치된 타
(1)

입말뚝의 침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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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qI X 30·0.173·0.87 7,400
=
= 11.0mm
S=
σ
′
35.2
υ

형태, 예상 사용수명, 차량 주행성, 과대변위 발생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38.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말뚝기초의 일반적인 침하량 기준 25.4mm

단, 지반의 저항력과 말뚝변위 비선형성을 고려할

(Terzaghi and Peck, 1967) 이내로 검토되어 안

수 있는 p-y 비선형 해석 등의 정밀한 해석을 하는

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접한 기초와의 부등침하(각

경우 말뚝 본체에 구조적인 결합이 발생하지 않고

변위)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부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위까지
허용할 수 있다.

2.2.2수평변위 검토
기초의 수평방향 허용변위량은 구조물의 기능과

(1) 검토방법

P-y비선형해석 개념도

해석 개요
•말뚝의 변위 증가에 의한 지반반력과의 관계는 비선형
성을 보인다는 사실에 근거한 해석방법
•임의의 깊이에서의 말뚝변위는 그 위치에서의 지반
반력에만 의존하므로, 지반을 일련의 p-y곡선으로
표현함
•다층지반에 대하여 각 층의 응력-변형특성을 고려한
p-y곡선을 적용하여 말뚝머리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탄소성변위 산정

말뚝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조합은 푸팅상부에 3차

구분

수직력(kN)

수평력(kN)

모멘트(kN·m)

원적으로 분포하므로 이를 고려한 말뚝기초의 안정

A2

17,945

2,218

-4,088

성검토를 수행하였다.
실제 말뚝의 배열과 하중을 모사하여 군말뚝의 거
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GROUP 프로그램 적용하였
다.

(3) 검토결과
AASHTO 2004에서 제시한 38.0mm와 국내
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15mm, 또는 말뚝 직경
1%이 대비하여 변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

(2) 검토조건-상부하중(푸팅저면 말뚝군 도심
기준)
본 검토에서는 기존 허용응력 설계법에 의해 산정
된 상시하중을 한계상태설계법의 사용하중조합 -Ⅰ
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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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δ
h
본 예제에서는 도로교 설계기준 2015(한계상태 설계

2.3 극한한계상태 검토

법, 케이블교량편)에의거하여지지력을산정하였다.
2.3.1 연직지지력 검토
- 말뚝의 지지력은 지반과의 상호작용, 재하시험
등에 근거한 정약학적 해석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1) LRFD 저항계수
타입말뚝에 대하여 극한상태에서의 저항계수는

[표 9] 타입말뚝 저항계수

조건 / 지지력결정 방법

저항계수

주면마찰력과 선단지지 : 점성토와 혼합토
α방법 (Tomlinson, 1987; Skempton, 1951)
β방법 (Esrig과 Kirby, 1979; Skempton, 1951)
λ방법 (Vijayvergiya와 Focht, 1972; Skempton, 1951)

외말뚝의
연직압축저항력정역학적
해석법과
정재하시험,østat

0.35
0.25
0.40

정역학적 저항력공식(한국지반공학회, 2009) : 선단부 SPT / N값 50 미만
정역학적 저항력공식(한국지반공학회, 2009) : 선단부 SPT / N값 50 이상

0.37
0.35

주면마찰력과 선단지지 : 사질토
Nordlund/Thurman 방법 (Hannigan 등, 2005)

0.45

정역학적 저항력공식(한국지반공학회, 2009): 선단부 SPT / N값 50 미만
정역학적 저항력공식(한국지반공학회, 2009): 선단부 SPT / N값 50 이상

0.37
0.35

SPT 방법 (Meyerhof)

0.30

SPT 방법 (한국지반공학회, 2009): 선단부 SPT N값 50미만
SPT 방법 (한국지반공학회, 2009): 선단부 SPT N값 50이상

0.38
0.29

CPT 방법 (Shmertmann)
암반에 선단근입된 경우(캐나다 지반공학회, 1985)

0.50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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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인 규정된 값이 없는 한 아래 표에 제시된 값

위해 먼저 말뚝기초의 극한지지력(Qult)을 산정하였

을 적용한다. 본 예제에서는 국내 말뚝기초에 대하여

다. 국내저항계수에 해당되는 설계지지력공식은 구

연구한 산정식의 저항계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정력

조물기초 설계기준, 2009(Page 308~315)에서

학적 지지력 공식과 한국지반공학회의 SPT 방법에

제안하고 있는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과 N치를 이용

의한 지지력 산정식을 활용하였으며, AASHTO 시

한 Meyerhof 경험식(한국지반공학회 저항계수)을

방서에서 제안한 저항계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SPT

적용하였다. 그리고 AASHTO(2012) 시방서상의

결과를 이용한 Meyerhof 방법을 채택하였다.

타입말뚝 지지력 공식인 SPT 방법(Meyerhof)을
적용하여 해외에서 산정된 저항계수를 활용한 지지

(2) 극한지지력 산정방법

력 산정을 수행하였다. 본 검토에 지지력 산정식을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한 감가된 지지력(QR)계산을

아래의 표에서 정리하였다.

[표 10] 적용 지지력 산정식

구분

지지력 산정식

비

고

σ
′
: 말뚝선단 깊이의 유효상재압(kPa)
v
N q N c : 깊은 기초의 지지력 계수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Qu = qpAp +∑( f sAs)

C

: 말뚝지지층의 점착력(kPa)

qp = σ
′
υ+ cNc

Ca

: 말뚝과 주변 흙 사이의 부착력(kPa)

—

f s = Ca+Ks σ′
tanδ

Ks

: 말뚝주면에 작용하는 법선토압계수

σ′
υ

: 말뚝주변 지층의 평균 유효상재압(kPa)

δ

: 말뚝과 주변 흙 사이의 마찰각

—

N160 : 말뚝선단부 부근의 N값 (헤머의 타격에너지 효율(60%) 및

Qu =mN160 Ap+nN60 As

한국
지반공학회
SPT

N 160 =C N ×N 60
σ
′
≥ 23.9 kPa

유효상재하중에 대하여 보정한 N값)
N

60

—
σ′

υ

Qu =qp Ap +∑(qs As)

AASHTO
SPT

0.038NcorrDb
qp =
≤ ql
D
—

q s = 0.0019 N

: 말뚝주면부 지반의 평균 N값(헤머의 타격에너지 효율을 실측
하여 60% 보정한 N값)
: 말뚝이 근입된 지반의 유효상재하중(kPa)

N corr =

(

0.77 log10

1.92
N
σ
′
υ

)

N corr : 상재응력 σ
′
υ에 대하여 수정한 말뚝 선단근처의 대표적인
SPT 타격횟수(타/300mm)
N

: SPT 타격횟수(타/300mm)

D

: 말뚝의 폭 또는 직경(mm)

Db

: 지지층에 관입된 말뚝길이(mm)

ql

: 한계 선단지지력으로 사질토인 경우 0.4Ncorr,
비소성 실트인 경우 0.3Ncorr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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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말뚝의 부식을 고려하여 부식두께 2㎜를 적

qp=σ
′
Np는 단위면적당말뚝의최대선단지지력
v

용하였으며, 표준관입시험 N치는 주상도에 명시된

2
σ
′
v=말뚝 선단부 유효상재압(kN/m ),

값을 적용하였다. 지하수위는 지표면에 위치하고

Nq=깊은 기초의 지지력 계수.

있다.
선단부 근입 지층은 풍화토 및 풍화암층이며, 적
(3) 말뚝의 극한 지지력 산정(Qn or Qult)

용된 N치는 45~50, 선단부근의 평균 내부마찰각
(ø)은 31°
이다. 말뚝 선단부 유효상재압 σ
′
v은 다

① 정역학적 지지력공식
ㄱ. 선단지지력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사질토 지반에 근입된 말뚝의 선단지지력 공식은
다음과 같다.

σ
′
v =(4.9×8.0)+(4.0×8.0)+(1.0×7.1)+(5.5×9)
+(10.7×9.3)+(0.8/2×10.6)=231.6 kPa

Ｑp = qp Ap

(2)
항타강관말뚝에 대한 내부마찰각(ø)과 지지력계

여기서, Ｑp = 극한 선단지지력(kN)

수( Nq) 상관관계를 참고하면, 지지력계수( Nq)는

Ap = 말뚝 선단 면적( m2),

24이다.

[표 11] 내부마찰각(ø)과 지지력계수(Nq)의 관계

ø

26

28

30 31

32

33

34

35

36

37

38

Nq(NAVFAC DM 7-2, 1982)

10

15

21 24

29

35

42

50

62

77

86 120 145

따라서, 선단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말뚝 선단면
적 계산시 부식두께 2.0mm를 적용하였다.

39

40

As = 말뚝 주면면적(m2)
—
fs = ca+Ks σ
′
는 단위면적당 최대
v tanδ
주면마찰력(kN/m2)

π
Ｑp=σ
′
Ap=231.6×24× 4 (0.504)2=1,112 (kN)

ca = 말뚝과 주변 흙 사이의 부착력
(kN/m2)

ㄴ. 주면마찰력
사질토 지반에서의 말뚝 주면마찰력 공식은 다음

Ks = 말뚝면에 작용하는 법선토압 계수
—
σ
′
v = 말뚝주변 지층의 평균 유효 상재압
(kN/m2)

과 같다.

δ= 말뚝과 주변 흙 사이의 마찰각

Ｑs =∑fs As
여기서,Ｑs = 극한 주면마찰력(kN),

(3)

타입강관말뚝의 경우 비배토말뚝으로서 토압계수
( Ks)는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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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질토 토압계수(Ks)

말뚝의 형태

느슨한 모래

촘촘한 모래

타입 H말뚝

0.5

1.0

강관 말뚝

20

타입치환말뚝

1.0

1.5

콘크리트 말뚝

3/4 Φ

타입치환쐐기형 말뚝

1.5

2.0

나무 말뚝

3/4 Φ

타입사수말뚝

0.4

0.9

굴착말뚝(B≤1500mm)

구

분

말뚝 표면과 흙의 마찰각 δ(℃)

0.7

또한, 강말뚝에 대한 말뚝과 주변 흙 사이의 마찰
각(δ)은 20도이다.

—
질토층의 단위면적당 주면마찰력은 fs =ca+Ksσ
′
vtan
δ이다. 점토층을 제외한 사질토층에서의 주면마찰

—
단위면적당 주면마찰력(fs=ca+Ksσ
′
v vtanδ
)에서,

력은 다음과 같다.

사질토층의 경우 ca≃0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사

따라서, 말뚝의 전체 설계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표 13] 사질토층에서의 주면마찰력(한국지반공학회 SPT 방법)

—

γ
σ
′
σ
′
σ
′
suv
v(상단)
v(하단)
v
(kN/m2) (kN/m2) (kN/m2) (kN/m2)

지층

층후
(m)

성토층

4.9

8.0

0

39.2

치환층

4.0

8.0

39.2

전답토

1.0

7.1

퇴적층

5.5

풍화토
풍화암

주)

fs

tanδ

Ks

(kN)

주면마찰력
(kN)

19.6

0.364

1.0

7.13

55.35

71.2

55.2

0.364

1.0

20.09

127.25

71.2

78.3

74.8

-

0.00

0.00

9.0

78.3

127.8

103.1

0.364

1.0

37.51

326.63

10.7

9.3

127.8

227.3

177.6

0.364

1.5

96.94

1,642.31

0.8

10.6

227.3

235.8

231.6

0.364

1.5

126.42

160.13

합

-

계

2,311.66

주) 전답토층(N=4)의 주면마찰력 무시

Qu = Qp+Qs= 1,112+2,312 = 3,424 (kN)
② 한국지반공학회 SPT(Meyerhof 경험식)

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Qu= mN160 Ap+ nN60 As(kN)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3)에서는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말뚝의 극한지지력을 표준관

여기서, Qu = 말뚝의 극한지지력, Ap= 말뚝선단면

입시험의 결과인 N치를 이용한 경험식(Meyerhof,

적, As= 사질토 지반에 묻힌 말뚝의 겉면적이며,

1976)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

N160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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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60 = CN·N60

(5)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말뚝의 선단부 지지력을 산
정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N160 : 말뚝선단부 부근의 N값(유효상재
하중 및 표준관입시험에서 해머의

먼저, m= 30

11.5
Lb
= 30(
)=
0.054
B

타격에너지효율을 실측하여 60%
684.5(≤300)=300, N160 = 35.2이므로,

로 보정한 N값)
—
N60 : 말뚝주면부 사질토 지반의 평균 N

Qp = mN160 Ap =300×35.2×

π
×(0.504)2=
4
2,107(kN)

값(표준관입시험에서 해머의 타격
에너지 효율을 실측하여 60%로 보
정한 N값)

ㄴ. 주면지지력

(

CN : 0.77×log10

20
0.0105×σ
′
υ

)

타입말뚝에 대한 m과 n은 다음 식으로 결정한
다.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말뚝의 주면부 지지력을 산
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n = 2.0 이므로,
— A =2×단위주면장×
Q = nN
s

m = 30≤

Lb
300,
B

60

s

n

∑H N
i=1

i

60i

= 2×π
×0.504)×(4.9×10+4.0×10+35
×5.5+45×10.7+50×0.8)=2.543(kN)

여기서 mN160 ≤15,000 kN/m2

(6)

n=2.0, 여기서 nN60 ≤100kPa (7)
여기서, Lb = 조밀한 층의 관입깊이이며, 균질한

따라서, 말뚝의 전체 설계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Qu =Qp+Qps =2,107+2,543=4,650 (kN)

흙에서는 전체 관입깊이를 적용한다. 선
굴착말뚝의 지지력을 위 식을 이용하여

③ AASHTO SPT 방법(Meyerhof)

계산할 때에는 선굴착직경, 주면고정 및

AASHTO LRFD BRIDGE(2012)에서는 사질

선단부 고정을 위한 시멘트풀 주입여부,

토 지반에 설치된 말뚝의 극한지지력을 표준관입시

최종 항타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한 계수

험의 결과인 N치를 이용한 경험식(Meyerhof,

m, n이 사용되고 있다.

1976)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
으며 이 방법은 사질토 및 비소성 실트에 대해 적용

ㄱ. 선단지지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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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단지지력

ㄴ. 주면지지력

사질토에서 깊이 Db까지 타입된 말뚝의 공칭 단위
선단지지력은 다음과 같고 단위는 MPa이다.

qp =

0.038NcorrDb
≤ ql
D

Ncorr = 0.77log10 1.92 N
σ
′
υ

(

)

사질토에 설치된 말뚝의 공칭 주면마찰력 qs는 다
음과 같으며 단위는 MPa이다.

(8)

(9)

•배토 말뚝(예, 타입말뚝)
—
qs= 0.0019 N

(10)

•비배토 말뚝 (예, H형 강말뚝)
—
qs= 0.0096 N

(11)

여기서,

Ncorr = 상재응력 σ
′
에 대하여 수정한 말뚝 선단근
υ

여기서,qs=타입말뚝에 대한 단위 주면마찰력

처의 대표적인 SPT 타격횟수(타/300mm)

(MPa)
—
N =말뚝 주면을 따라 얻은 보정하지 않은

N

= SPT 타격횟수(타/300mm)

D

= 말뚝의 폭 또는 직경(mm)

Db = 지지층에 관입된 말뚝길이(mm)
ql = 한계 선단지지력으로 사질토인 경우 0.4

평균 SPT 타격횟수(타/300mm)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배토 말뚝의 주면부 지지력
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Ncorr, 비소성 실트인 경우 0.3 Ncorr(MPa)
[표 14] 사질토층에서의 주면마찰력(AASHTO SPT 방법)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산정
하면 다음과 같다.

(

Ncorr = 0.77 log10

1.92 ×50 =35.4이므로
0.232

)

이를 대입하면,
0.038×3.54×11.5
qp =
= 30.694 MPa, ql =
0.504
0.4×3.54=14.160 MPa→qp, ql중 최소값 선택

As= π
DL qs=1.9N Qs=qs×As
(m2)
(kPa)
(kN)

구분

N

성토층

10

7.76

19.0

147.4

치환층

10

6.33

19.0

120.3

ML

4

1.58

7.6

-

GP

35

8.71

66.5

579.2

풍화토

50

16.94

95.0

1,609.3

풍화암

50

1.27

95.0

120.7

합계

2,577

따라서, 말뚝의 전체 설계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Qu =Qp+Qs=2,825+2,577=5,382(kN)
따라서, Qp=qp·Ap=14,160×0.1995= 2,825k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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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력 산정(QR)

erhof 경험식 그리고 AASHTO 시방서에서 제안

타입말뚝 지지력 산정공식인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한 SPT에 의한 지지력 산정식을 적용하여 말뚝의

(건설교통부, 2003)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역학적 지

극한(공칭) 지지력(Qn)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요약

지력공식과 한국지반공학회 N치를 이용한 Mey-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5] 말뚝 극한 지지력

구분

정역학적 지지력공식

한국지반공학회 SPT/2009

AASHTO 2012 SPT(Meyerhof)

선단지지력

1,112

2,170

2,825

주면마찰력

2,312

2,543

2,577

극한지지력

3,424

4,650

5,382

본 예제에 적용된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지반공
학회 SPT 방법 그리고 AASHTO SPT 방법에 의

한 지지력 공식등에 해당되는 저항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6] 적용된 산정식의 저항계수

선단부 N치 50 이상

Meyerhof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N치 경험식
한국지반공학회

N치 경험식
AASHTO

0.35

0.29

0.30

본 설계 예제에서 제시된 항타 강관말뚝의 경우
39본의 무리말뚝으로 설계되었다. 상기 표에서 제시

타강관말뚝의 감가된 외말뚝 지지력을 산정하면 다
음 표와 같다.

된 저항계수를 적용하여 한계상태 설계법에 의한 항
[표 17] 한계상태 설계법에 의한 외말뚝 저항력 산정 결과

구분

정역학적 지지력공식
ø=0.35

SPT 방법 / 한국지반공학회
ø=0.29

SPT 방법 / Meyerhof
ø=0.30

극한지지력(Qn)

3,424

4,650

5,382

감가된 지지력(øQn)

1,198

1,349

1,614

상기의 검토결과에서 최소값을 나타내는 정역학

음 [그림 5]와 같다.

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지지력으로 정규화 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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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가된 지지력의 상대비교

[그림 5]에서와 같이 AASHTO 시방서에서 제안

해서는 효율계수를 항상 1.0으로 본다.

한 SPT에 의한 설계지지력이 가장 크게 산정되었
으며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및 한국지반공학회 SPT

2.3.2 말뚝의 항타관입성 분석

방법에 의한 설계지지력은 AASHTO SPT방법에

타입말뚝 설계의 시공성은 파동방정식 해석 프로

비해 22~35% 정도 작게 산정되어 국내에서 연구

그램으로 평가한다. 파동방정식은 적절한 규격의 타

한 저항계수로 산정된 말뚝의 저항력이 다소 작은

격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입하중기준(allowable

것으로 나타났다.

driving load levels) 안에서 말뚝의 각 부분이 원
하는 깊이와 극한지지력으로 시공되었는지를 파악

(5) 무리말뚝 효과를 고려한 최종 압축저항력 산정
(ηiQR)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검토에서는 항타 관입성
분석을 위해 GRL-WEAP을 이용한 Pile Dri-

사질토에 설치된 무리말뚝의 지지력은 무리 내에
있는 모든 말뚝 지지력의 합과 같다. 모래지반은 말

veability Analysis를 수행하였다. 검토시 장비
및 말뚝의 제원조건과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뚝을 타입할 때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래지반에
서 무리말뚝의 지지력은 개별 말뚝 지지력의 합보다
작지 않다. 따라서 모래지반에 있는 무리말뚝에 대

구분

외 경(mm)

두 께(mm)

ø508-12t

508

12

(1) 말뚝 및 헤머 제원
① 강관말뚝

단면적(cm2) 탄성계수(MPa) 항복강도,fy(MPa)
187

210,000

240

재질
SPS 400

② 해머

브로, 드롭해머 등이 있다. 해머의 능률은 디젤해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타용 해머에는 유압, 바이

가 우수하지만 소음, 진동, 기름 연기 등 환경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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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신 유압해머의 사용이

항타관입성을 판단하였다.

증가하고 있다. 본 검토에서는 유압해머를 적용하여
구분

램 중량(kN)

램 길이(mm)

최대 Stroke(mm)

Efficiency

DKH PH-40

392.4

3,710

1,500

0.95

(2) 최대허용 항타하중 (도로교 설계기준 2015, 한

- 압축 = 0.90øFyAg (ø= 1.0)

국지반공학회)

- 인장 = 0.90øFyAn(ø= 1.0)

말뚝 상부의 최대 타입하중은 아래에 제시된 식에
의해 계산된 설계지지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강재말뚝

(3) 항타응력 및 항타횟수 기준값(FHWA;
AASHTO 2012, 한국지반공학회)

구분

응력조건

강관말뚝

항타 횟수

•fmax ≤ 0.9fy (0.9fy = 216MPa, ASTM A252-Grade 2)
•용접 1회 이음을 고려한 항타응력 = 216×0.95 = 205 MPa

BPM ≤ 500

FHWA 및 AASHTO에서는 허용항타응력(allo

안하고 있다. 본 검토에서는 상기 두 조건을 동시에

-wable driving stress)을 상기의 표와 같이 추

만족하는 근입 깊이를 기준으로 항타관입성을 판단

천하고 있으며 한국지반공학회(PHC 말뚝의 설계와

하였다.

시공요령 2006)에서는 강관말뚝에 대하여 타격횟
수(Blow count per meter)를 500회 이하로 제

구분

항타중지시 관입량, 응력

(4) 항타관입성 검토결과

BPM

항타응력(MPa)

발생 항타수
(BPM)

발생응력
(MPa)

평가

비 고

500

205

376.3

201

항타가능

•낙 하 고 : 1.0m
•계획심도 : 27.0m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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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관입성 검토결과 지지력 확보심도(27.0m)

정하여 발생침하량을 계산하고 허용침하량과 비교

까지 항타응력 및 항타횟수가 기준치 이내로 본 지

하여 안정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침하량 검토결과

반조건에서 타입강관말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타입말뚝기초의 일반적인 침하량 기준 25.4mm

평가되었다.

(Terzaghi and Peck, 1967) 이내로 검토되어 안
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접한 기초와의 부등침하
(각변위)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론
두 번째, 본 예제에서는 국내 말뚝기초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개발된 저항계수를 적용

연구한 산정식의 저항계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정력

하여 타입(강관)말뚝에 대한 LRFD 설계과정을 소

학적 지지력 공식과 한국지반공학회의 SPT 방법에

개하였다. 기존 국내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한 설계

의한 지지력 산정식을 활용하였으며, AASHTO 시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한계상태 설계법 적용시 요구

방서에서 제안한 저항계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SPT

되는 검토항목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과를 이용한 Meyerhof 방법을 채택하였다.

보정된 저항계수를 이용하여 하중에 대한 저항의

AASHTO 시방서에서 제안한 SPT에 의한 설계지

능력이 구조물 기초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지를 평

지력이 가장 크게 산정되었으며 정력학적 지지력 공

가하는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한계상태설계법에 의

식 및 한국지반공학회 SPT방법에 의한 설계지지력

한 검토시 필요한 검토항목 및 계산과정 소개에 주

은 AASHTO SPT방법에 비해 22~35% 정도 작

안점을 두었다.

게 산정되어 국내에서 연구한 저항계수로 산정된 말

본 연구의 주요 결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뚝의 저항력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본 예제에 적용된 사질토층에 설치된 타
입말뚝기초의 침하는 도로교 설계기준 2015 3.4.2

세 번째, 타입말뚝 설계의 시공성은 파동방정식

절에 규정된 사용하중조합-Ⅰ내의 적용 가능한 모

해석 프로그램으로 평가한다. 파동방정식은 적절한

든 하중을 사용하여 검토해야 한다. 만일 점토층의

규격의 타격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입하중기준(allo-

시간에 따른 압밀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일시하중을

wable driving load levels) 안에서 말뚝의 각

제외하고 영구적인 하중만을 사용하여 결정해야 한

부분이 원하는 깊이와 극한지지력으로 시공되었는

다. 또한 인접한 기초사이의 부등침하는 각 변위 기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준으로 단순지지 경간에는 0.008, 연속경관에서는

본 검토에서는 항타 관입성 분석을 위해 GRL-

0.044보다 커서는 안 된다(Moulton 등, 1985).

WEAP을 이용한 Pile Driveability Analysis를

본 검토에서는 기존 허용응력 설계법에 의해 산정된

수행하였으며 FHWA 및 AASHTO에서 제안하

상시하중을 한계설계법의 사용하중조합-Ⅰ으로 가

는 허용항타응력(allowable driving stres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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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반공학회(PHC 말뚝의 설계와 시공요령

항타응력 및 항타횟수가 기준치 이내로 본 지반조

2006)에 제안하는 타격횟수(Blow count per

건에서 타입강관말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meter)를 500회 준용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항

되었다.

타관입성 검토결과 지지력 확보심도(27.0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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