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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modified empirical formula for estimating the bearing capacity of the steel pipe prebored and precast 

pile was proposed by performing 20 cases of real-scale field pile loading tests. The proposed formula will be based 

on expanded SPT N-value in order to consider the realistic condition of the surrounding soil. The formula is proposed 

based on a statistic approach of the data points from the field pile loading test, in order to ensure safe engineering 

practice while finding a reliable formula.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points from the loading test indicated 

that the existing formula has been underestimated the bearing capacity of the prebored and precast pile. The proposed 

formula estimates 15% and 20% higher pile End bearing capacity ( 
) and the shaft resistance

(max


) compared to the existing formula. The accuracy and the stability of the proposed formula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estimated results with additional field test data. The verification process showed that the 

proposed formula was estimated to be more accurate than the existing formula.

 

요   지

본 연구에서는 풍화암에 근입된 강관 매입말뚝의 지지력 공식 제안을 위하여 정재하시험 20본과 확인지반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존 공식의 표준관입저항치를 50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반 현장 상태를 고려할 수 있도

록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지력 공식을 제안하였다. 재하시험 데이터는 통계적 처리를 수행하였

다. 이때, 통계적 처리를 수행하여 얻어진 지지력과 기존공식을 이용한 지지력을 비교한 결과 기존공식이 지지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공식은 기존공식에 비해 지지력은 선단 15%, 주면 20% 더 높게

( 
 , max



)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안식은 여타 현장에 대해 재하시험 

결과와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검증 과정에서 제안된 공식이 기존 공식보다 정확히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Empirical formula, End bearing capacity, Full-scale pile loading test, Shaft resistance, Steel pipe 

prebored and precast pile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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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입말뚝은 기존의 다른 시공방법과 비교하여 말뚝 

시공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과 같은 공해를 줄이는 

것에 효과적이다. 또한, 매입말뚝은 기성 말뚝을 사용하

여 시공하기 때문에 재료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입말뚝은 주요 대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매입말뚝은 현장타설

말뚝에 비해 경제적인 것으로 연구되었다(Ng et al., 2001; 

Jung et al., 2017; Kim et al., 2018; Jeong and Kim, 

2018). 특히 고속도로 교량건설이 산악지역에 집중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수평강성이 우수하고 말뚝두부 연결 

및 말뚝이음이 용이한 강관말뚝이 선호 되고 있다. 이런 

산악지역의 경우 일반 지상과 달리 풍화암 이상의 지반

에 근입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풍화암을 포함

한 그 이상 지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매입말뚝은 독특한 선단과 주면 거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항타말뚝과 현장타설말뚝에 비해 

현장재하시험을 포함한 파괴 메커니즘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매입말뚝은 최소한의 현장재

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적 지지력 공식을 사용하

고 있으며, 이는 제한된 표준관입저항치 값(50타 또는 

60타 이상일 때 모두 같은 지반조건으로 가정)을 기반

으로 하는 보수적인 지지력 공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입말뚝은 크게 강관말뚝과 PHC말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관말뚝과 PHC 말뚝의 파괴 메커니즘은 선단

의 특성(선단의 지반조건, 선단의 시멘트풀 품질)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결과, 지지력 공식의 계수는 강

관(식 (1) 참조)과 PHC 말뚝(식 (2) 참조)으로 각각 제안

되었다(Korean Geotechnical Society, 2018). 

 
 ≤

max


 ≤ (강관말뚝) (1)

 
 ≤

max


 ≤ (PHC 말뚝) (2)

여기서, Nt, Ns는 매입말뚝 각각 선단, 주면의 표준관

입저항치를 나타낸다.

위와 같이 기존 경험식은 표준관입저항치의 값이 50, 

60타로 제한되어 있어 풍화암 이상의 지반에서의 정확

한 값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화암(50/15∼50/3) 또는 연암지지층에 안착한 매입말

뚝을 대상으로 재하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거동 분

석 및 지지력 공식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풍화암층의 

선단지지층이 50/15∼50/3까지 다양하게 변함으로 관입

깊이에 따라 지지력이 달리 발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한 재하시험과 지지력 식을 제안하였다. 강관 매입말뚝

에 대해 국내지반에 맞는 지지력 공식 제안을 위해 현장

재하시험, 확인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입말뚝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지지력 공식은 선단지지력 20개, 주

면마찰력 211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검증을 위해 국내 00현장에 적용하여 기존 지지

력 공식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2. 기존 강관 매입말뚝의 지지력 공식

매입말뚝은 다른말뚝(항타말뚝, 현장타설말뚝 등)과 

달리 복잡한 방법으로 시공된다. Fig. 1과 같이 매입말

뚝은 우선 오거를 이용하여 지반을 굴착한다. 그리고 기

성말뚝(PHC 말뚝 or 강관말뚝)을 1차 시멘트풀 주입 직

후 수직도를 고려하며 굴착한 지점에 안착 시킨다. 안착 

시킨 후 2차 시멘트풀 주입은 안착 된 지점으로부터 파

일 직경의 최대 4배+1m(4D+1m)까지 채운다. 매입말뚝 

시공은 기성말뚝의 설치 후 주면에 시멘트풀 3차 주입

을 하여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선단의 지지력이 발휘되

도록 말뚝 두부에 경타를 수행한다. 이렇듯 복잡한 설치

과정으로 인해 매입말뚝의 지지력은 선단의 특성 및 주

변 지반의 시멘트풀 일수 현상 등 시공관리를 통한 품질

관리가 지지력 발현에 큰 영향을 가지는 점에서 항타말

뚝 및 현장타설말뚝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2.1 선단지지력

매입말뚝은 확실한 말뚝 선단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풍화암 또는 단단한 암반에 근입하여 설치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암반에 근입된 매입말뚝 선단지지

력의 파괴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및 현장 재하시험은 거

의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매입말뚝은 기존의 항타말뚝 

및 현장타설말뚝과 달리 시공과정 중 선단지지력 발현

을 위해 시멘트풀을 선단에 주입하여 양생 과정을 반드

시 포함한다. 이 시멘트풀은 선단부에서 양생되어 지지

력을 발현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동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매입말뚝의 지지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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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bored and precast pile installation process

식은 식 (3)과 같다(Korean Geotechnical Society, 2018). 

 (kN/m
2
), (Nt≤60) (3)

여기서, Nt는 표준관입저항치 값이다. 

그리고 일본 설계기준은 말뚝선단의 평균 표준관입

저항치 값으로 선단지지력을 추정하였다(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2004). 공식은 식 (4)와 같다.

 (kN/m
2
), (N≤60) (4)

 

여기서, 은 말뚝 선단 위의 1D(말뚝 직경)위치부터 

말뚝 선단 아래 4D까지의 평균 표준관입저항치 값이다. 

이 공식은 일반적으로 말뚝 선단의 표준관입저항치 

값을 사용하는 공식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

다. 최대 선단지지력은 12,000kN/m
2
로 제한한다.

2.2 주면마찰력

매입말뚝은 기존 말뚝시공 방법과 달리 주면마찰력

은 총 지지력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매입말뚝의 주면부 거동은 현장타설말뚝과 유사하며, 

주변 지반에 대한 상대적 변위를 발생시킨 후 선단부로 

전이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Beer, 1986; Reese and 

O’Neill, 1988; Ghionna et al., 1993). Johnston and Lam 

(1989)은 현장타설말뚝의 하중전이 거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말뚝-지반 경계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2는 암반에 근입 된 현장타설말뚝의 거동을 이상화 한 

것이다. 시멘트층은 말뚝과 지반 사이에 위치하지만 시

멘트와 지반 사이의 경계면은 현장타설말뚝의 경계면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때, 시멘트-지반 경계면의 경우 

거칠기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동을 보인다. 매입말뚝의 

경우 주입된 시멘트풀의 일수현상(침투)으로 인해 위와 

같은 거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멘트풀의 일수현상은 

일정한 수직 강성 경계 조건에서 지반의 보강효과 역할

을 하여 최종적으로 말뚝의 주면마찰력을 증가시킨다. 

매입말뚝은 주입된 시멘트풀의 일수현상으로 인해 현장

타설말뚝과 유사한 주면 거동을 보이지만, 이에 대한 연

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한 수직 

강성 조건에서는 주면마찰력을 산정할 때 이러한 거동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매입말뚝의 주면마찰력을 예

측하기 위해서는 표준관입저항치 값을 이용한 경험식을 

사용하고 있다. 구조물기초설계기준(Korean Geotechnical 

Society, 2018)에서는 식 (5)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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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idealize rock-socketed pile (Johnston and Lam, 1989)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test site and cement paste

Physical properties
γ

(kN/m3)
E1), 2), 3)

(MPa)
C4)

(kPa)
φ
4)

(˚)

Pile 75 200,000 - -

Cement paste 20 2,700 - -

Fill 17 10 0 29

Sedimentary layer (SM) 19 20 3 28

Sedimentary layer (GP) 20 40 5 29

Weathered soil 20 12.724 22 39

Weathered rock 21.5 185.18 35 32

1) Standard penetration test, 2) Uniaxial compression test, 
3) Pressuremeter test, 4) Borehole shear test

max


 , ( ≤) (5)

여기서, 는 매입말뚝 주면의 표준관입저항치를 나

타낸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위와 같은 동일한 매

입말뚝의 단위주면마찰력 공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위

에서 나타낸 경험적 공식은 기존 연구에서 보수적인 것

으로 확인되어 있으며(Land & Housing Institute (2018)), 

말뚝의 주면마찰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현장 재하시험 결과 자료가 부족하

여 정확한 지지력 공식을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Yamagata et al., 1992; Park, 200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s and Transport(MOLIT), 2014; Woo 

et al., 2016; Yun et al., 2019; Kim et al., 2020).

3. 강관 매입말뚝의 지지력 공식 분석 

3.1 실험 방법 및 절차

강관 매입말뚝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지지력 공

식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 4개 지역에서 20개의 말뚝에 

대해 현장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지반은 지표로부터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으로부터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시험대상 지반의 물성치 추정을 지반조사 자료 및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Table 1과 같이 나타냈다. 현장재

하시험에 사용된 강관말뚝의 직경은 0.457m(A, B 현장) 

/ 0.508m(C, D 현장)이며 이때 말뚝의 두께는 0.012m 

이다. 굴착공의 직경은 0.650m(A, B 현장) / 0.711m(C, 

D 현장)으로 시공하였다. 지하수위는 지표면 아래 A, B, 

C, D 현장 각각 -3.8m, -3.0m, -4.8m, -7.5m이며, 말뚝의 

침하량과 하중전이곡선 측정을 위해 시험 말뚝의 축을 

따라 변형률계(진동현식, GEOKON)를 설치하였다. 게

이지의 간격은 1m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말뚝의 하부 

2m 부분에서는 간격을 0.5m로 설치하였다. 또한,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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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site A

(b) Test site B

(c) Test site C

(d) Test site D

Fig. 3 Test pile installation conditions and soil profile

지는 망실을 고려하여 각 깊이별로 말뚝의 양면에 2중

으로 설치하였다. Fig. 3과 Table 2는 20개의 시험말뚝

의 설치 조건과 지층을 요약하였으며, Table 3-6은 깊이

에 따른 주면의 표준관입저항치를 종합하여 나타냈다. 

재하시험은 다양한 선단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서로 다

른 선단 표준관입저항치(Nt=50/15∼50/3)를 목표로 하

여 시공하였다(Fig. 3 참조). 물-시멘트 비(W/C)는 주면

부와 선단부에 모두 70%로 배합하여 주입하였다. 시멘

트풀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9건의 일축압축재하시

험을 수행하여 강도를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주입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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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pile installation conditions

Pile No. Diameter (m) Length (m) Pile end rock type Target SPT-N value

A TP-1

0.457

12.0 Weathered rock 50/6

A TP-2 14.0 Weathered rock 50/3

B TP-1 12.5 Weathered rock 50/10

B TP-2 11.5 Weathered soil 50/15

B TP-3 11.0 Weathered soil 50/13

B TP-4 10.4 Weathered soil 50/17

C TP-1

0.508

11.9 Weathered rock 50/5

C TP-2 13.4 Weathered rock 50/2

C TP-3 7.3 Weathered soil 50/20

C TP-4 8.0 Weathered soil 50/15

D TP-1 9.7 Weathered soil 50/20

D TP-2 10.8 Weathered rock 50/9

D TP-3 9.8 Weathered rock 50/5

D TP-4 13.4 Weathered rock 50/2

D TP-5 10.0 Weathered soil 50/14

D TP-6 9.7 Weathered rock 50/10

D TP-7 10.2 Weathered soil 50/11

D TP-8 11.0 Weathered rock 50/8

D TP-9 8.8 Weathered soil 50/13

D TP-10 9.0 Weathered soil 50/15

Table 4. SPT N-value along the shaft of the test pile (Site B)

Type
Depth
(m)

Borehole No.

B_BH-1 B_BH-2 B_BH-3

Fill 1.0 7/30 6/30 4/30

Sedimentary
layer

2.0 6/30 7/30 2/30

3.0 9/30 5/30 2/30

4.0 12/30 9/30 6/30

5.0 15/30 10/30 12/30

6.0 16/30 13/30 15/30

7.0 27/30 23/30 27/30

Weathered
soil

8.0 22/30 25/30 16/30

9.0 29/30 50/20 50/30

10.0 50/27 50/17 50/12

11.0 50/14 50/16 50/10

12.0 50/11 50/10 50/9

13.0 50/12 50/9 50/10

Weathered
rock

14.0 50/10 50/4 50/8

15.0 50/10 50/3 50/4

16.0 50/9 50/3 50/2

17.0 50/10 - -

18.0 50/6 - -

19.0 50/4 - -

20.0 50/4 - -

21.0 50/5 - -

22.0 50/4 - -

23.0 50/3 - -

Table 3. SPT N-value along the shaft of the test pile (Site A)

Type
Depth
(m)

Borehole No.

A_BH-1 A_BH-2 A_BH-3

Fill 1.0 6/30 5/30 6/30

Sedimentary
layer

2.0 14/30 13/30 19/30

3.0 29/30 28/30 31/30

Weathered
soil

4.0 20/30 12/30 50/11

5.0 30/30 16/30 50/20

6.0 25/30 50/3 50/18

7.0 50/14 50/10 50/15

8.0 50/11 50/12 50/20

9.0 50/11 50/11 50/7

10.0 50/14 25/30 50/5

Weathered
rock

11.0 34/30 50/8 50/6

12.0 50/10 50/4 50/4

13.0 50/5 50/3 50/5

14.0 - 50/2 50/7

15.0 - 50/9 50/9

16.0 - 50/5 -

17.0 - 50/6 -

멘트 풀의 평균 강도는 재령기간 14일, 28일 기준 각각 

2,240MPa/ 2,705MPa이였으며, 이는 매입말뚝의 현장

재하시험 시방서 기준(AIJ, 2004; KGS, 2018)을 만족

한다. 

현장재하시험은 시멘트풀의 양생을 위해 말뚝 설치 

후 약 30일 후 수행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ASTM D1143 

(2009)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속재하시험방법과 반복재

하방법을 혼합한 형태로 실시하였다. 총 시험하중의 25%, 

50%, 75%, 100% 4단계로 나누어 재하 하였으며 각 단

계마다 20분간 하중을 유지시켰다. 또한, 100% 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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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mmary of pile end investigation

Pile No. Pile end condition Target SPT-N value Actual SPT-N value

A TP-1 Normal 50/6 50/5

A TP-2 Disturbed 50/3 50/10

B TP-1 Disturbed 50/10 50/20

B TP-2 Disturbed 50/15 50/25

B TP-3 Slime 50/13 7/30

B TP-4 Normal 50/17 50/17

C TP-1 Normal 50/5 50/4

C TP-2 Normal 50/2 50/2

C TP-3 Normal 50/20 50/17

C TP-4 Slime 50/15 3/30

D TP-1 Normal 50/20 50/21

D TP-2 Normal 50/9 50/9

D TP-3 Disturbed 50/5 50/18

D TP-4 Normal 50/2 50/3

D TP-5 Normal 50/14 50/12

D TP-6 Normal 50/10 50/13

D TP-7 Normal 50/11 50/6

D TP-8 Normal 50/8 50/7

D TP-9 Disturbed 50/13 50/30

D TP-10 Normal 50/15 50/11

Table 5. SPT N-value along the shaft of the test pile (Site C)

Type
Depth
(m)

Borehole No.

C_BH-1 C_BH-2 C_BH-3

Fill

1.0 5/30 5/30 5/30

2.0 6/30 5/30 4/30

3.0 7/30 7/30 7/30

4.0 9/30 8/30 9/30

Weathered
soil

5.0 50/30 50/27 50/12

6.0 50/25 50/18 50/10

7.0 50/19 50/17 50/13

8.0 50/10 50/13 50/12

Weathered
rock

9.0 50/8 50/9 50/13

10.0 50/5 50/5 50/7

11.0 50/4 50/2 50/3

12.0 50/2 50/2 50/2

13.0 - 50/1 -

Table 6. SPT N-value along the shaft of the test pile (Site D)

Type
Depth
(m)

Borehole No.

D_BH-1 D_BH-2 D_BH-3

Fill 1.0 5/30 6/30 5/30

Sedimentary
layer

2.0 15/30 15/30 13/30

3.0 21/30 21/30 20/30

Weathered
soil

4.0 30/30 30/30 25/30

5.0 50/30 50/30 29/30

6.0 50/25 50/25 50/30

7.0 50/14 50/14 50/14

8.0 50/13 50/13 50/14

9.0 50/12 50/12 50/12

10.0 50/9 50/12 50/11

Weathered
rock

11.0 50/9 50/10 50/8

12.0 50/7 50/8 50/5

13.0 50/3 50/5 50/4

14.0 50/2 50/3 50/3

15.0 50/2 50/3 50/2재하되면 50% 씩 단계별로 제하하였으며, 그때 각 단계

마다 10분씩 유지하도록 하였다. 재하시험 과정에서 갑

작스러운 침하(즉, 파괴)가 발생하면 말뚝의 극한상태

에 도달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때 시험을 종료하였

다. 반력앵커는 지름 12.7mm인 10개를 한 세트로 하여 

총 8세트를 반력앵커로 사용하였다. 반력앵커는 시추공

에 물-시멘트비 50%로 하였으며, 앵커 당 1,000kN의 지

지력을 발현하도록 시공하였다. 앵커 시공은 말뚝에서 

2.5m 간격으로 시공하였으며, 이는 미국 ASTM D1143 

(2009)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총 6,000kN의 하중을 재하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2 확인 지반조사

하중재하시험 완료 후 말뚝 주면과 선단에 확인 지반

조사를 수행하여 매입말뚝의 거동을 분석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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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rehole location for the detailed supplementary site investigation

(b) BIPS results without cement milk infiltration (C TP-4)

(c) BIPS results showing cement milk infiltration (C TP-1)

Fig. 4. BIPS investigation results

바탕으로 새로운 매입말뚝 지지력 공식 도출에 반영하

였다. 확인 지반조사는 재하시험 후 말뚝 선단 굴착을 

통해 선단 시멘트풀 및 선단 아래 지반의 표준관입저항

치를 확인하였다. Table 7은 선단 확인지반조사의 결과

를 요약하였다. 조사결과 선단의 표준관입저항치(Actual)

가 초기의 표준관압저항치(Target)과 다르게 나타났는

데 이는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슬라임이나 지반 교란 등

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현장 

중 특히, A현장의 TP-2와 C현장의 TP-4는 설치과정에

서 목표 표준관입저항치에 비해 실제 시공은 더 약한 

지반에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단의 극도로 낮은(3/30) 

표준관입저항치는 선단 보링 작업을 통해 슬라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슬라임의 원인은 현장의 지

하수의 상승이나 천공 시 선단에 존재할 수 있는 잔류 

토양층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시공시 잔류 토층과 주입된 시멘트 풀의 교반은 필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교반이 시공에서 

수행되었더라도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최종 지지력공

식을 도출하였다. 

시험말뚝의 주면부의 거동은 BIPS(Borehole Image 

Profile System)를 이용하여 조사를 하였다. BIPS(Borehole 

Image Profile System)는 매입말뚝 주면부에 굴착을 하

여 수행하였다. 굴착은 시멘트풀의 일수현상을 확인하

기 위해 지반과 시멘트풀의 경계면을 포함하여 표면을 

이미지화 하는 촬영을 하였다. Fig. 4는 시멘트풀의 침

투 결과를 BIPS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 Fig. 4(a)는 BIPS를 시공한 위치로 말뚝 중앙에 보

링기를 이용하여 표준관입저항치와 육안조사를 통해 

선단의 품질정도 및 지반조건을 확인하였고, 시멘트풀

-지반의 경계면 조사를 통해 주면에 주입된 시멘트풀

의 일수현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BIPS 촬영결과 Fig. 

4(b)의 경우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나타나는 시멘트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Fig. 

4(c)는 전체적으로 시멘트풀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2m∼8.2m 정도까지는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 현장재하시험 분

석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 지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매입말뚝의 지지력공식을 제안

하였다. 

  



강관 매입말뚝의 지지력 공식 제안 13

Table 8. Summary of pile end bearing capacity by SPT N-value

Pile No. Pile end condition Actual SPT-N value Unit end bearing capacity (kN/m2)

A TP-1 Normal 50/5 75,000

A TP-2 Disturbed 50/10 62,750

B TP-1 Disturbed 50/20 45,000

B TP-2 Disturbed 50/25 52,500

B TP-3 Slime 7/30 10,500

B TP-4 Normal 50/17 75,000

C TP-1 Normal 50/4 90,000

C TP-2 Normal 50/2 124,000

C TP-3 Normal 50/17 57,500

C TP-4 Slime 3/30 5,150

D TP-1 Normal 50/21 79,250

D TP-2 Normal 50/9 87,500

D TP-3 Disturbed 50/18 72,250

D TP-4 Normal 50/3 118,750

D TP-5 Normal 50/7 71,500

D TP-6 Normal 50/15 105,000

D TP-7 Normal 50/6 112,500

D TP-8 Normal 50/4 100,000

D TP-9 Disturbed 50/30 65,000

D TP-10 Normal 50/11 95,000

3.3 시험결과 분석 및 고려사항

3.3.1 선단지지력

현장재하시험에서 얻은 하중-침하곡선, 하중전이곡선, 

그리고 축하중 분포도를 이용하여 표준관입저항치와 

선단지지력 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5는 대표적인 축하

중 분포도와 하중-침하곡선(C 현장)을 나타낸다. 축하

중 분포도를 통해 선단과 주면마찰력을 분리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Fig. 5(e)의 하중-침하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면마찰력의 항복 후 선단의 거동은 다르게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말뚝 선단의 표준관

입저항치 값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TP-4의 경우 

하중-침하 곡선에서 말뚝 선단의 추가 지반조사에서 발

견된 슬라임의 영향으로 선단지지력이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 Table 8은 20개의 현장재하시험에서 얻은 말뚝 

선단지지력의 표준관입저항치와 단위 선단지지력(kN/m
2
)

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말뚝선단지지력

은 매우 불확실하고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슬라임이나 

잔류토층의 영향으로 선단지지력 발현이 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된다. 이를 고려하여 제안된 지지력 공식은 실

제 매입말뚝의 선단 특성을 고려하고 보수적인 선단지

지력 공식을 제안할 수 있다.

3.3.2 주면마찰력

현장재하시험에서 얻은 말뚝의 주면마찰력은 말뚝 측

면에 설치된 변형률 게이지에서 얻은 211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매입말뚝의 주면 거동

(하중전이곡선)은 두 가지 형태로 제안되었으며 이는 현

장재하시험과 BIPS(Borehole Image Profile System) 조

사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다른 거동의 

주요원인은 시멘트풀이 주변 지반으로 침투하는 일수 

현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중전이곡선을 분석

하여 매입말뚝의 두 가지 다른 형태는 Fig. 6과 같이 “탄

성 완전 소성 거동” 및 “취성 거동” 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거동은 Fig. 7과 같이 선행연구(Kim 

et al., 2018)의 결과로 각 말뚝의 주면부에 설치한 변형

률계를 이용하여 지반조건별 하중전이곡선을 분석 및 

제안하였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거동은 Fig. 5(e)의 하중-

침하곡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장 C의 TP-1, 3에

서는 시멘트풀 침투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하중전이 곡

선은 “탄성 완전 소성 거동”을 나타냈다. 그러나, TP-2, 

4는 시멘트풀 침투가 발견되었으며, “취성 거동” 형태

의 하중전이 곡선을 나타냈다. 주면부를 따라 지정된 위

치의 주면마찰력은 지반조사에서 얻은 표준관입저항치 

값과 연관되어 나타나며, 표준관입저항치는 최대 50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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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d-distribution curves of TP-1 of test site C (b) Load-distribution curves of TP-2 of test site C

(c) Load-distribution curves of TP-3 of test site C (d) Load-distribution curves of TP-4 of test site C

(e) Load-settlement curves of test site C

Fig. 5. Representative field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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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asto-perfectly plastic load-transfer curve (t-z) without cement 
paste infiltration

(b) Brittle load-transfer curve (t-z) with cement paste infiltration

Fig. 6. Classification of load-transfer (t-z) curves of prebored 
and precast piles

(a) Elasto-perfectly plastic load-transfer curve (t-z) without cement 
paste infiltration

(b) Brittle load-transfer curve (t-z) with cement paste infiltration

Fig. 7. Classification of load-transfer (t-z) curves Load test

Fig. 8. Relation between SPT N-value and shaft resistance from 
field test results

로 제한하여 고려된다(Fig. 8). 이런 표준관입저항치 제

한(N=50)으로 인해 데이터의 약 35%가 경험적 공식을 

고려할 때 50타 이상의 거동을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제안할 강관 매입말뚝

의 새로운 지지력 공식은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를 고

려하여 최종 제안할 것이다. 

4. 강관 매입말뚝의 지지력 공식 제안 

강관 매입말뚝의 단위 지지력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

운 지지력 공식은 매입말뚝의 독특한 선단과 주면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강관 매입말뚝의 설

치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선단부는 관입량을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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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xpanded SPT N-value

SPT N-value 1/30 15/30 30/30 50/30 50/25 50/20 50/15 50/10 50/5 50/3

Penetration 30 30 30 30 25 20 15 10 5 3

Existing formula 1 15 30 50 50 50 50 50 50 50

New formula (Pdriven) 20.3 20.3 20.3 20.3 21.5 23.1 25.5 30 42.9 62.9

Fig. 9. Correlation between End bearing capacity and expanded 
SPT N-value (Pdriven)

있도록 하였으며, 주면마찰력은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 

기준을 적용하였다. 제안식의 검증을 위해 국내 00현장

과 비교･분석 하였다.

4.1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관입량) 기준

기존의 경험식들은 표준관입저항치 최대값을 50타

로 제한함으로써, 지지력 역시 제한된 값을 가지게 되

어 보수적인 설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매입말뚝이 설치된 지반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

하고 실제 지지력을 반영하기 위해 확장된 표준관입저

항치를 새로운 지지력 공식에 적용하였다. Table 9는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를 기존 공식과 관입량에 따른 

Pdriven 값으로 나타내었다.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는 관

입량을 SPT N 값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

에 관입량을 사용하여 제한된 표준관입저항치를 적절

하게 변환하여 적용할 수 있다. 풍화암에 근입된 말뚝의 

선단지지력 상(SPT N=50/3)･하(SPT N=50/10)한치를 고

려하여 나타냈다.

4.2 단위 선단 지지력

강관 매입말뚝의 단위 선단지지력을 추정하는 새로

운 공식을 제안한다. Fig. 9는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

의 관입량 정도에 따라 현장재하시험에서 얻은 단위 선

단지지력 간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확장된 표준관입

저항치 최대값은 풍화암의 범위를 고려하기 위해 SPT 

N=50/10타로 선정하였다. 식 (6)은 관입량을 고려한 표

준관입저항치를 변환하는 공식이다. 제한된 재하시험 

결과 개수로 인해 선단지지력 공식은 가장 보수적인 추

세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그림에서 빨간 추세선은 말

뚝 선단에 주입된 시멘트풀이 완전히 양생되어 폐단되

었을 때의 값이다. 식 (7)은 제안된 공식이다. 



log관입량


 (6)

 ×
 ,  ≤ (7)

여기서, 은 선단의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를 관

입량을 고려한 값 이며, 이때 최대 단위 선단지지력은 

14,000kN/m
2
으로 제한하였다. 

제안식은 기존의 경험식에 비해 지지력 계수는 15% 

증가 된 결과로 이는 선단이 약한 경우(SPT N≤50)와 선

단이 시멘트풀 양생으로 폐단 된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기존 공식은 표준관입저항치 값이 50타 보다 높은 지반

에 설치된 말뚝에 대해 50타와 동일한 선단지지력을 사

용하였지만, 새로운 공식은 풍화암과 같은 50타 이상의 

지반에 설치된 매입말뚝의 지지력을 고려할 수 있다.

4.3 주면마찰력

단위 선단지지력과 같이 강관 매입말뚝의 단위 주면

마찰력을 추정하는 새로운 제안식을 제안한다.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 값과 주면마찰력 간의 상관관계는 Fig. 

10과 같다. 주면마찰력 공식의 경우 확장된 표준관입저

항치값의 최대값은 풍화암의 하한인 150(SPT N=50/10)

으로 설정하였다. 선단지지력과 달리 주면마찰력은 현

장재하시험에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면마

찰력에 대한 데이터가 30개를 초과하는 통계적으로 많

은 개수로 통계처리를 적용하여 강관 매입말뚝의 주면

마찰력을 추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제안한다.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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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formula

Test case
Shaft 

resistance
Bearing 
capacity

Total 
capacity

Shaft resistance 
(Design/Field test)

Bearing capacity 
(Design/Field test)

Total capacity 
(Design/Field test)

TP-1

Field test (kN) 2,340 1,260 3,600 1 1 1     

Proposed 2,320 1,290 3,610 0.99 1.02 1.00

KGS 1,610 1,570 3,180 0.69 1.25 0.88

TP-2

Field test (kN) 2,600 1,600 4,200 1 1 1

Proposed 3,340 1,290 4,640 1.28 0.81 1.10

KGS 1,450 1,570 3,010 0.56 0.98 0.72

Fig. 10. Correlation between shaft resistance and expanded SPT 
N-value (NEs)

Fig. 11. Statistical deduction of the new empirical formula for shaft 
resistance based on “two-sigma rule”

가우스 기여도를 따르고 현장 재하시험 결과의 불확실

성과 매입말뚝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 새로운 공식 도출

을 위해 “2” 방법을 적용하였다. “2” 방법은 신뢰구

간 설정하는데 자주 사용되며 이는 신뢰도 분석에서 가

장 낮은 컷오프 값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Fig. 11과 

같이 새로운 공식을 하위 97.5% 데이터를 적용하여 제

안하였다(식 (8)). 

max


 , 

≤ (8)

여기서, 

는 표준관입시험에서 얻은 말뚝 주면부를 

따라 확장된 표준관입시험 값이다(

≤). 강관 매

입말뚝의 최대 단위 주면마찰력은 450kN/m
2
으로 제한

하였다. 기존 경험식과 비교하여 새로 제안된 단위 주면

마찰력 공식은 표준관입저항치 50 미만인 경우 지지력 

공식 계수가 20% 더 높게 평가되었다. 기존공식은 125 

kN/m
2
로 최대 단위주면마찰력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현장재하시험결과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결과값이다. 

제안된 주면마찰력 식은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거

동과 비슷한 주면마찰력을 추정할 수 있다.

4.4 제안식 검증

본 절에서는 제안된 지지력공식을 기존에 경험식과 

비교하기 위하여 Fig. 12와 같이 국내00 현장을 선택하

여 비교하였다. 00현장 시험말뚝은 직경 0.508m이고 지

층은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과 같이 두 시험말뚝의 말뚝본체에 전기저항식 변형률

계를 말뚝 축방향으로 2단면을 부착하였다. TP-1은 무

선단 보강 말뚝이며, TP-2는 굴착공저에서 70cm 위에 

원형철근망으로 보강한 말뚝이다. Table 10은 현장재하

시험결과 값과 기존의 경험식 및 새로운 제안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이다. 기존 경험식과 비교하여 제안식은 주

면마찰력 및 선단지지력 그리고 전체지지력 모두 잘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2의 경우 제안식이 선단지

지력을 과소하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TP-2 말뚝의 경우 

일반적인 매입말뚝이 아닌 선단에 원형철근망의 보강

을 통해 지지력 발현이 더 잘 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관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과 주면

마찰력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지력 공식을 제안하였

다. 이 공식은 현장재하시험 20건을 분석하여 제안하였

으며, 또한 제안된 공식은 확장된 표준관입저항치(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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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1 BH-2

(a) N value from SPT

(b) Instrumented piles

Fig. 12. Soil profile with borehole and embedment for test piles

마찰력 

 , 선단지지력 
)

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공식을 국내 00현장 사

례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된 현장재하시험

과 검증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표준관입저항치 N값과 말뚝지지력 사이의 상관관

계를 조사하기 위해 20본의 현장재하시험을 수행하

였다. 표준관입저항치가 지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기 위해 재하시험 완료 후 주변지반의 추가 확

인조사를 수행하였다. 

(2) 현장재하시험 결과인 축하중 분포도와 하중-침하

곡선을 분석하여 선단 지지력과 주면마찰력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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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말뚝 선단지지력/주면마찰력과 표준관

입저항치 값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지지력과 표

준관입저항치가 정비례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지력 공식이 표준관입저항치를 N=50

(주면), 60(선단)으로 제한하여 지반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매입말뚝이 설치된 지반의 상태를 충

분히 고려하기 위해 표준관입저항치 값을 주면마찰

력 

 , 선단지지력 
  

까지 확대 적용하여 풍화암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지지력공식을 산정하였다.

(3) 현장 재하시험결과를 종합하여 선단지지력과 주

면마찰력 공식을 제안하였다. 제안식은 통계처리

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하였으며, 이때 제안식은 

기존 경험식에 비해 선단 15% 주면 20% 더 크게

( 
 ,  ≤/(max





 , 

≤)) 산정되었다.

(4) 제안식의 검증을 위해 국내 00현장 말뚝 2본에 대해 

기존 경험식과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대조군 양

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강관 매입말

뚝 현장에서 검토한 결과 새로운 제안식은 기존 경

험식과 비교하여 제안식은 주면마찰력 및 선단지지

력 그리고 전체지지력 모두 비교적 적절히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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