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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piles are cast-in-place piles with small diameters. The advantage of micropile is low construction expense and 

simple procedures, so it is widely applied to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es for the reinforcement of foundation and 

seismic performances. The base expansion structure has been developed following the original mechanism of horizontal 

expansion steps under compressive loading. This kind of structure can be installed at the pile end to improve the bearing 

capacity by tip area enlargement and horizontal force increment to the pile surface area. However, ‘Micropile with base 

expansion structure’ cannot be put into practical use, because detailed verification for the developed technique has not 

been conducted so far. In this research, 3-D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bearing mechanism 

of base expansion micropile and to verify the bearing capacity improvement compared to the general micropiles. 3-D 

modelling of micropile with base expansion structure was carried out and input parameter was determined. Bearing 

mechanism induced by base expansion structure was analyzed by lab-scale modelling, and bearing capacity improvement 

was verified by field-scale analysis.

 

요   지

마이크로파일은 소구경 현장타설말뚝으로 간단한 시공법과 비교적 저렴한 공사비용으로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 

기초보강 및 내진보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말뚝 선단에 단순한 메커니즘의 고정 지압 구조체를 장착하여, 상부하중 

작용 시 지압구가 압축･팽창하면서 선단 면적의 확대와 주면으로의 쐐기수평력을 발휘하여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이 개발되었으나, 개발된 공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부족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지지 메커니즘과 일반 마이크로파일 대비 

지지력 증대효과를 검증하고자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을 모델링하고 수치해석을 

위한 입력 물성치를 산정하였으며, Lab-scale 수치해석을 통하여 고정 지압 구조체가 압축･팽창되면서 발현되는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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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struction procedure for Base Expansion Micropile

Fig. 1. Domestic Building Seismic design object & present condition

력에 의한 지지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Field-scale 수치해석을 통해 일반 마이크로파일과의 지지력을 

비교･검증한 결과, 압축 및 인발지지력이 각각 20.0%와 38.9%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Base expansion, Foundation reinforcement, Micropile, Numerical analysis, Seismic design

1. 서 론

마이크로파일은 소구경 현장타설말뚝으로 1950년 이

탈리아에서 건축물 기초 보강용으로 처음 개발되었으

며, 간단한 시공법과 비교적 저렴한 공사비용으로 건축

물 및 각종 구조물의 보수보강 및 증축 기초에 활용되는 

뿐만 아니라, 구조물 내진보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건

설산업정보원(CISI, 2011)의 “국내 말뚝시장 현황 및 분

석”에 의하면, 주택 리모델링, 건축물 유지관리, 녹색건

축, 근접시공 등의 분야로 마이크로파일 시장규모가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마이크로파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5년 및 2016년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에

서는 3층 (또는 1,000m
2
) 및 2층 (또는 500m

2
)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건축법상 내진설계가 수행된 건축물

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내진성능 보

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마이크로파일은 

지반천공 → 강봉 설치 → 그라우트 주입의 과정을 통하

여 소구경 현장타설말뚝을 형성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공 과정으로 인해 마이크로파일은 대상 

지반 특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연약한 점토지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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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expansion structure (b) Pipe connection part

Fig. 3. Base expansion structure & pipe connection part

서는 그라우트의 침투저하,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에서

는 그라우트 고결시간의 장기화, 균열 및 절리가 발달된 

암반이나 공벽붕괴 가능성이 큰 붕적층 및 진동영향을 

많이 받는 지반에서는 그라우트와 말뚝체의 분리 및 부

착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시공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말뚝 선단에 고정 지압 구조체를 장착하여, 

상부하중 작용 시 지압구가 압축･팽창하면서 선단 면적

의 확대와 주면으로의 쐐기수평력을 발휘하여 지지력

을 증대시키는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Fig. 2)을 개

발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고정 지압구를 활용하

여 경제성과 시공성을 갖춘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개발

된 공법에 대한 지지 메커니즘과 일반 마이크로파일 대

비 지지력 증대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부족하여 실

제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지지 메커니즘과 지지력 증대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

일을 모델링하고 수치해석을 위한 입력 물성치를 산정

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하여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

일의 고정 지압 구조체가 압축･팽창되면서 발현되는 쐐

기수평력에 의한 지지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이와 더불

어 일반 마이크로파일의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

해 압축 및 인발 지지력 증대효과를 검증하였다.  

2.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

2.1 마이크로파일 공법

마이크로파일은 소구경 현장타설말뚝으로 통상 천

공직경 300mm 이하, 말뚝 본체 직경 100mm 이하의 

말뚝으로 분류한다. 마이크로파일은 대구경 말뚝에 비

해 선단 면적이 작고, 설계 축하중이 작아 신축 건축물 

및 구조물 시공에 적용되기 보다는 대구경 말뚝을 시

공하기 어려운 협소한 현장조건, 기존 건축물의 기초보

강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설계기준이 명

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대부분 미연방

도로국(FHWA)의 ‘마이크로파일 설계와 시공(Micropile 

Design and Construction, 2005)’의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다. 

마이크로파일의 기본적인 설계는 일반 말뚝과 동일

하나, 말뚝의 단면이 매우 작아 선단 지지력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라우트와 지반의 주면지지력에 의

하여 마이크로파일의 주면지지력이 결정된다. 또한, 말

뚝의 길이가 증가하는 경우 좌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점이 일반 말뚝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하여, 미연방도로국에서는 선단지지력을 

고려하지 않는 마이크로파일 설계법을 대상 지반과 그

라우팅 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제안하고 있다. 

마이크로파일은 기존 건축물 기초보강, 증축기초, 협

소지역 기초, 내진보강 등의 분야에 광범위하고 활용되

고 있으며, 이러한 마이크로파일에 대하여 지지력 보강

효과, 인발지지력 증대, 지반 및 그라우트의 특성, 마이

크로파일 설치방식 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

는 것과 동시에 신기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2.2 고정 지압 구조체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에서는 마이크로파일의 선

단부에서 쐐기수평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

의 장치를 개발하여 장착하였으며, 이 장치는 설치 시 

압축하중 재하 전에는 천공홀보다는 단면이 작으나 압

축하중이 작용하여 설치되는 경우 강봉의 근입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팽창하여 천공홀 주변지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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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itioning (b) Contact wall (c) Final expansion (Tensile) (d) Final expansion (Compression)

Fig. 4. Base expansion stage with pipe penetration process

압착하여 수평토압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선단부의 장

치를 고정 지압구(Ground fixing wedge device)라 하며, 

Fig. 3은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고정 지압구의 형

상을 나타낸다. 고정 지압구는 120° 간격으로 3개의 요

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다단계 나사선을 설치하

여, 압축 시 강봉의 근입에 따라 고정 지압구가 점진적

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인발 시 강봉과 고정 지압구의 연

결에 의하여 인발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또한, 천공홀 내부와 고정 지압구의 부착력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지압구 외부 표면에 요철을 추가하였으

며,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고정 지압구를 통한 선단 및 

주면지지력, 인발저항력 증가를 도모하였다. 

2.3 고정 지압구 확장 프로세스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선단부에 장착되는 고

정 지압구는 압축하중이 재하되는 경우 수평으로 팽창

하여 천공홀의 주변지반을 압착하여 수평토압을 증가

시키며, 이로 인한 압축 및 인발지지력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Fig. 4는 하중재하 조건에 따른 고정 지압구의 

확장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Fig. 4(a)는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설치 직전 

상태로서 천공홀 내에 고정 지압구와 강봉을 설치한 

상태이며, 고정 지압구의 직경(130mm)은 천공홀 직경

(150mm)보다 작다. Fig. 4(b)는 설치 초기에 강봉을 통

하여 하중을 일부 재하한 상태이며, 이때 강봉의 근입에 

따라 고정 지압구가 한단계 확장되어 고정 지압구의 직

경(148.75mm)이 천공홀의 직경(150mm)에 근접하고 있

는 상태를 나타낸다. Fig. 4(c)는 설치가 보다 진행되어 

고정 지압구가 한단계 더 확장됨에 따라 고정 지압구의 

직경(167.5mm)이 천공홀 직경(150mm)보다 큰 상태가 

되고, 고정 지압구가 공벽에 압착된 상태를 나타낸다. 

강봉이 천공 바닥면에 닿지 않고 고정 지압구의 내부 

쐐기에 결착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수치해석 시 인발

하중을 받는 조건에 적용된다. Fig. 4(d)는 강봉이 고정 

지압구가 설치된 깊이까지 도달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

때 고정 지압구의 직경(178.44mm)은 천공홀 직경(150 

mm)보다 약 30%가량 증가하게 된다. 강봉이 천공 바닥

면에 닿아있는 상태로서, 이는 수치해석 시 압축하중을 

받는 조건에 적용된다. 

3. 3차원 수치해석

3.1 수치해석 방법, 모델, 경계조건의 설정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수치해석을 하기 위해서

는 3차원적 고정 지압구, 강봉, 말뚝과 지반의 인터페이

스, 압축 및 인발하중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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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 view (b) Cross-section view

Fig. 5. Lab-scale finite element model for base expansion micropile

Table 1. Interface reduction factor (Rinter)

Boundary condition Rinter

Micropile and surrounding soil elements 0.67

Micropile and the tip soil elements
(Compressive load condition)

1.0

Micropile and the tip soil elements
(Tensile load condition)

0.1

기능을 수반하는 유한요소법 프로그램인 PLAXIS3D

를 활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반의 모델링에

는 지반거동을 근사적으로 예측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선형탄성완전소성모델(Linear Elastic Perfectly Plastic 

Model)의 일종인 Mohr-Coulomb 모델을 사용하였다. 

Mohr-Coulomb 모델의 선형탄성부분은 Hook의 법칙을 

따르며, 완전소성부분은 Mohr-Coulomb 파괴규준을 따

른다. 마이크로파일과 지반의 인터페이스에는 강도감소

요소(Rinter)를 고려, 수치해석 시 마이크로파일과 지반이 

일체거동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강도감소요소를 적용하

게 되면 점착력, 내부마찰각 등의 지반의 강도정수가 강

도감소요소에 비례하여 감소된 값으로 인터페이스 요

소에 적용되며, 지반과 마이크로파일이 분리되어 거동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Rinter는 Table 1에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지지 메

커니즘을 분석하고 압축 및 인발지지력 증대효과를 확

인하고자 Lab-scale과 Field-scale의 두 종류의 조건을 

활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Lab-scale의 경우, 고

정 지압구의 형상을 실제 조건과 유사하게 모델링하여 

마이크로파일 설치 시 하중 재하에 의하여 강봉이 근입

됨에 따라 고정 지압구가 확장되는 프로세스를 분석하

였다. Field-scale의 경우, 지반에서의 실제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강봉과 고정 

지압구가 연결된 형태의 마이크로파일을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시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

적인 수치해석을 위해 해석 범위를 좁힌 Lab-scale에서

는 고정 지압구 확장에 따른 지지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Field-scale에서는 실제 크기 마이크로파일을 모델링하

여 현장조건에서의 지지거동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과 일반 마이크

로파일의 유한요소망은 Fig. 5～Fig. 8에 나타내었다. 

Fig. 5, 6에 나타낸 Lab-scale 모델링의 해석범위(가로×

세로×깊이)는 1.0m×1.0m×1.5m로 설정하였으며, Fig. 7, 8

에 나타낸 Field-scale 모델링의 해석범위는 5.0m×5.0m 

×15.0m으로 설정하였다. 일반 마이크로파일의 경우, 10m

의 길이로 모델링하였다. 해석시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

적인 수치해석을 위해 해석 범위를 좁힌 Lab-scale의 경

우 실제 크기 고정 지압구와 강봉부의 크기를 고려하여 

확장 거동을 모델링하고, 해석 범위를 넓힌 Field-scale

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마이크로파일의 깊이

를 반영하여 모델링하기 위함이다. 변위 경계조건의 경

우, x축 및 y축 방향 좌우연직면에서는 수평변위를, z방

향 최저면에서는 연직변위를 구속하였으며 지반과 마

이크로파일 사이에는 인터페이스 요소를 적용하여 일

체거동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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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 view (b) Cross-section view

Fig. 6. Lab-scale finite element model for general micropile

(a) Full view (b) Cross-section view (c) Base expansion structure

Fig. 7. Field-scale finite element model for base expansion micropile

(a) Full view (b) Cross-section view (c) Base expansion structure

Fig. 8. Field-scale finite element model for general micro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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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parameters of micropile and ground model elements

Type
Unit weight
(kN/m3)

Young’s modulus 
(kN/m2)

Poisson’s 
ratio

Cohesion
(kN/m2)

Friction angle
(°)

Note

Weathered rock 20.0 250,000 0.3 30.0 33 N > 50

Base expansion structure 78.5 210,000,000 0.1 - -

Steel bar 78.5 210,000,000 0.1 - - =63.5mm

Grout 23.0 14,800,000 0.2 5,000 0 Design strength 10MPa

Table 3. Numerical analysis procedure considering horizontal forces

No. Phase step Description

0 Initial phase Set-up the initial stress following K0 method

1 Horizontal force activation Horizontal force activation considering the base expansion structure 

2 Micropile installation Installation of micropile with compressive load application

3 Loading process
- Re-zero of micropile displacements prior to start the load test
- Apply the load at the pile head

3.2 입력물성치 산정

3차원 수치해석에서 적용한 지반과 마이크로파일의 

입력물성치는 국내외 설계 및 시공사례를 참조하여 결

정되었으며, 이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지반조

건의 경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

일의 실제 설계대상 지층인 풍화암으로 결정하였으며, 

지반모델은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였다. 일반 마

이크로파일이 강봉과 그라우트로 구성된 반면, 선단 확

장형 마이크로파일은 고정 지압구가 추가적으로 고려

되었다. 강봉 및 고정 지압구는 선형탄성모델을 적용하

여 입력 물성치를 결정하였으며, 그라우트는 10MPa의 

설계강도를 반영한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였다. 

3.3 수평력의 발생을 고려한 수치해석단계

수치해석단계는 고정 지압구의 팽창에 따른 수평력

의 발생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초기

응력설정 → 하중재하에 의한 고정 지압구 팽창 → 압

축 및 인발하중 작용”의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 상부에

서의 연직방향 하중재하에 따른 선단 고정 지압구의 횡

방향 팽창 거동을 실제와 같이 모델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정 지압구의 팽창에 

따른 수평력의 발생을 활성화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고정 지압구를 측면에 Surface를 형성한 

후, Surface가 확장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

반에 수평력이 발생하도록 모델링을 하였다. 이때 발생

하는 수평력은 압축 및 인발하중 조건에 따른 고정 지

압구와 강봉의 결합형태를 반영하였다. Table 3과 Fig. 

9, 10에 수평력의 발생을 고려한 수치해석단계를 나타

내었다. 

4. 3차원 수치해석 결과분석

4.1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지지 메커니즘 분석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압축 및 인발지지력 증

가요소는 ① 고정 지압구 팽창에 의한 수평력, ② 고정 

지압구 형상 및 ③ 고정 지압구 팽창에 따른 선단면적의 

증가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는 

고정 지압구 팽창에 따라 발생하는 수평력이며, 본 연구

에서는 천공홀 내벽 지반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분석하

였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압축 및 인발하중 작용 시 

고정 지압구와 강봉의 결합단계를 구분하여 모델링하

였으며, 인발하중 재하조건은 강봉이 고정 지압구 최대

깊이까지 근입되었으나 내부 쐐기에 걸려 천공 바닥면

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Fig. 4(c) 참조), 압축하중 재하조

건은 강봉이 천공 바닥면에 도달한 상태를 모델링하였

다(Fig. 4(d) 참조). 강봉이 근입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정 지압구가 확장되어 내벽 지반으로 관입되며, 이때 

고정 지압구와 맞닿는 지반에서 수동토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고정 지압구 확장에 의한 팽창압이라 할 수 

있다. 압축하중 재하 시에는 고정 지압구가 천공홀 내벽

으로 14.22mm 관입되며, 반면 인발하중 재하 시에는 

8.75mm 관입된 상태에서 하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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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phase (b) Horizontal force activation

(c) Micropile installation (d) Loading process

Fig. 9. Lab-scale numerical analysis procedure considering horizontal forces

평변위 14.22mm, 8.75mm에서의 수평토압이 각각 압축

하중 및 인발하중 재하 시 고정 지압구의 확장에 의해 

발생하는 팽창압이라 할 수 있으며, 지압구 외면 면적을 

고려하여 수평력을 산정하였다. 천공홀 내벽에 관입되

는 고정 지압구로 인해 발생한 수평변위와 지반에서 발

생하는 수평력을 분석한 결과, 세 개의 고정 지압구 요

소 각각에 압축하중 재하 시 1.63kN, 인발하중 재하 시 

1.46kN의 수평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에서는 고정 지압구 확장에 따른 수평변위 단계 별 요소

변형, 수평변위 벡터, 수평응력 윤곽선을 도시하였다. 

각 그림은 상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마이크로파

일 요소 형상이며, 중앙의 원형 형상은 마이크로파일이

다. 고정 지압구의 수평변위가 증가할수록 각각의 고정 

지압구 부품에서 발생하는 수평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

라 고정 지압구 부품 사이요소에서 발생하는 수평변위

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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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phase (b) Horizontal force activation (c) Micropile installation (d) Loading process

Fig. 10. Field-scale numerical analysis procedure considering horizontal forces

Deformed Mesh Horizontal displacement Vector Horizontal Stress Contour

(a) Horizontal displacement of base expansion structure : 0.0mm (Fig. 4(a)~4(b))

(b) Horizontal displacement of base expansion structure : 4.0mm

(c) Horizontal displacement of base expansion structure : 8.75mm (Fig. 4(c))

(d) Horizontal displacement of base expansion structure : 12.0mm

(e) Horizontal displacement of base expansion structure : 14.22mm (Fig. 4(d))

Fig. 11. Behavior characteristics of pile surrounding area by horizontal forces activation from the base expans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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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d-deformation curve under compression process (Lab-scale)

(b) Ground displacement vector (Base expansion micropile) (c) Ground displacement vector (General micropile)

Fig. 12. Compressive load test results (Lab-scale)

4.2 지지력 증대효과 비교검증(Lab-scale)

Lab-scale 조건에서는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고정 지압구와 강봉을 모델링하여 일반마이크로파일과

의 압축 및 인발지지력을 비교하였다. Fig. 12(a)는 압축

하중 재하 시 두종류의 마이크로파일의 하중-변위곡선

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압축하중이 증

가함에 따라 연직변위(침하)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며, 

연직변위 11.0～15.0mm의 범위에서 극한 압축지지력

이 발현되었다.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극한 압축

지지력은 107.0kN, 일반 마이크로파일의 극한 압축지지

력은 86.0kN으로 나타났으며, 선단 확장형에서의 극한

지지력 값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정 지압구의 확장

에 따른 수평력의 발생과 선단 면적의 증가로 판단된다.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은 일반 마이크로파일에 비

하여 극한 압축지지력이 24.42%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괴형태를 분석한 결과, Fig. 12(b), (c)에 마이크

로파일 주변지반에서 발생한 변위를 벡터로 나타낸 바

와 같이, 일반마이크로파일의 경우 말뚝선단부에서 집

중적으로 파괴가 발생한 반면,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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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d-deformation curver under extension process (Lab-scale)

(b) Ground displacement vector (Base expansion micropile) (c) Ground displacement vector (General micropile)

Fig. 13. Tensile load test results (Lab-scale)

일의 경우 선단부와 주변부에 분산되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3(a)는 인발하중 재하 시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

파일과 일반 마이크로파일의 하중-변위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인발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연직변위가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경우 연직

변위가 약 0.75mm 발생하였을 때 극한 지지력이 발현

된 반면, 일반 마이크로파일에서는 약 0.1mm의 변위가 

발생하였을 때 극한 지지력이 나타났다. 선단 확장형 마

이크로파일의 극한 인발지지력은 19.5kN, 일반 마이크

로파일의 극한 인발지지력은 6.1kN으로 나타났으며 고

정 지압구의 확장에 따라 인발지지력이 3배 이상 증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정 지압구의 확장에 따른 

수평력의 발생과 고정 지압구 주면의 형상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Fig. 13(b), (c)에서 주변 지반의 변위 

벡터로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 마이크로파일의 파괴형

태는 마이크로파일과 주변 지반의 경계면을 따라 파괴

가 발생하는 플러그(Plug) 형태를 나타내는 반면,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경우 파괴면이 고정 지압구 주

변지반으로 확장되는 쐐기(Wedge)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파괴형태 역시 지지력 증대효과의 요소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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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oad-deformation curve under compression process 
(Field-scale)

Fig. 15. Load-deformation curve under extension process (Field- 
scale)

4.3 지지력 증대효과 비교검증(Field-scale)

Field-scale 조건에서는 실제 크기의 마이크로파일 시

공을 모사하기 위하여 깊이 15m의 선단 확장형 마이크

로파일을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풍화암 

지반에서의 압축 및 인발지지력을 일반 마이크로파일

과 비교분석하였다. Fig. 14는 풍화암 지반에서의 압축

하중 작용 시 선단 확장형 및 일반 마이크로파일의 하중

-변위 곡선을 나타내었으며, 명확한 극한지지력이 발생

하지 않아 항복지지력을 결정하였다. 선단 확장형 마이

크로파일의 항복 압축지지력은 600kN, 일반 마이크로

파일의 항복 압축지지력은 500kN으로 평가되었으며, 선

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압축지지력 증가율은 20.0%

로 나타났다. 지지력이 증대되는 요인으로는 고정 지압

구의 확장에 의한 수평력 및 주면지지력의 증가와 선단 

면적 증가에 의한 선단지지력의 증가로 판단된다. 

Fig. 15는 풍화암 지반에서의 인발하중 작용 시 하중-

변위 곡선을 나타냈었다. 압축하중 작용 시와 마찬가지

로, 일반 마이크로파일에서는 명확한 극한지지력의 발

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에

서는 극한 지지력이 발생하지 않아 항복 지지력을 결정

하였다. 일반 마이크로파일의 극한 인발지지력은 130kN,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극한 인발지지력은 250kN

으로 나타났으며, 두종류의 말뚝 모두 연직변위 5mm 

이내에서 극한 및 항복 지지력이 발현됨을 파악하였다.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일반 마이크로파일 대비 

인발지지력 증가율은 38.89%로 나타났으며, 선단에서

의 고정 지압구 확장에 따른 수평력 및 주면지지력의 

증가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지지 메

커니즘을 분석하고 일반 마이크로파일 대비 압축 및 인

발 지지력 증대효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하여 3차원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압축 및 인발지지력 증

가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고

정 지압구 팽창에 따라 발생하는 수평력이며, 압축 

및 인발하중 작용 시 고정 지압구와 강봉의 결합단

계를 고려하여 압축 및 인발하중 작용 시 발생하는 

수평변위에 대응하는 수평토압을 고정 지압구 팽창

에 의한 수평력으로 고려하여 수치해석에 반영하였

다. 압축하중 재하 시, 고정 지압구는 천공홀 내벽으

로 14.22mm 관입되며 이에 대응하는 팽창압을 수평

력으로 산정한 결과 1.63kN을 도출하였으며, 마찬

가지로 인발하중 재하 시 고정 지압구의 8.75mm의 

수평변위에 따라 1.46kN의 수평력이 작용하는 것을 

반영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정 지압

구의 확장에 따른 수평변위 단계 별 요소변형, 수평

변위 벡터, 수평응력 윤곽선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정 지압구의 수평변위가 증가할수록 각각의 

고정 지압구 부품에서 발생하는 수평력의 증가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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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사이 공간요소에서 발생하는 수평변위의 증가

를 확인하였다. 

(2) Lab-scale 조건에서는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고정 지압구와 강봉을 모델링하여 일반 마이크로파

일과의 압축 및 인발지지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극한 압축지지력의 증가율은 24.42%로 나타났으며, 

지지력이 증대되는 이유로는 고정 지압구 확장에 

따른 수평력과 선단 면적 증가에 의한 선단지지력

의 증가로 판단된다. 극한 인발지지력의 증가율은 

225%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정 지압구의 확장에 따

른 수평력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 

마이크로파일에서는 말뚝과 주변 지반의 경계면을 

따라 파괴가 발생한 반면,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

일의 경우 고정 지압구 주변지반으로 파괴면이 확

장되는 쐐기(Wedge)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파

괴형태 역시 지지력 증대효과의 요소로 판단된다. 

(3) Field-scale 조건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마이크로파

일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풍화암에서의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과 일반 마

이크로파일의 압축 및 인발지지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극한 압축지지력의 증가율은 약 20%, 극한 인

발지지력의 증가율은 38.89%로 나타났으며 고정 지

압구의 확장에 따른 수평력의 발생과 주면지지력의 

증가와 선단 면적 확장에 따른 선단지지력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한 지지 메커니즘 분

석과 압축 및 인발 지지력 증대효과 검증은 향후 각종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기초보강 분야에서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의 활용성에 대한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원심모형시험 등 

지반 구속압을 고려한 모형시험이나, 실제 현장에서의 

시공과 재하시험의 수행을 통하여 교차검증 및 현장 적

용성을 검증한다면 선단 확장형 마이크로파일이 적극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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