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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for the department combined is increased concerning structures and pile found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structures in sesmic design of structures. Therefore, the railway bridge and the road bridge standards 
approach for the earthquake about above the department combined by using strong coupling. Also, mechanical 
interpretation is performed as foundation combined with the head of pile foundation assuming the pillar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 head of PHC repair can enhance the load carrying capacity and 
constructability of the department combined after bending, pulling, shear and compressive tests by appling the 
reinforcement of bending the rebar, the reinforcement of pulling the rebar 

1. 서론
최근 구조물이 점점 고층화, 대형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던 특수공사가 증가되

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기피시되었던 연약지반에서의 공사도 활발해지고 내진설계법의 도입과 함께 구
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짐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었던 파일보다 더 깊은 관입량과 큰 지지력
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PHC말뚝이 개발되었고, 연간 사용량이 30만본에 이르고 있다.

현행 철도설계기준 및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추천되고 있는 두부보강방법은 구조적으로는 우수하나 기
초판과의 연결을 위한 PSC 강재의 존치로 인해 현장작업이 복잡하고 말뚝 절단부의 품질관리가 어려우
며, 작업시간 소요로 인한 노무비 등의 증가로 비경제적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강철근을 절곡하여 배근하는 방법, 절곡
보강철근에 앵커 연결재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연구 대상 말뚝머리 보강시험체로 설정한다. 이들 보강
방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휨, 인발, 전단 및 압축강도에 대한 대형 시험체를 제작하여 재하실
험을 실시하며, 이 결과를 통해 PHC말뚝과 기초판의 결합부의 말뚝보강공법에 대한 내하력 증진 및 시
공성을 향상을 위한 새로운 PHC 말뚝머리 보강공법을 제시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절곡보강철근에 탄성
클립으로 보강한 강관말뚝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재하시험을 통해 검토한다.

2. 본론

2.1 실험개요

본 연구는 말뚝머리결합 형태에 대하여 역학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표 1>와 같이 지름 450mm인 
PHC말뚝과 지름 406.4mm인 강관 말뚝 실험체를 제작하여 순수인발과 휨강도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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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체 개요
실험종류 PHC말뚝 강관말뚝 비고보강형태Ⅰ 보강형태Ⅱ 보강형태Ⅰ
보강개요 무강선+

절곡철근
무강선+절곡철근+

앵커연결재
절곡철근+
탄성클립

순수인발 1(T1) 1(T2) 1(T3)
휨강도 1(M1) 1(M2) 1(M3)

(a) 인발실험체 (b) 휨실험체
<그림 1> 실험체 도면

(a) T1 실험체 경 (b) T2 실험체 경 (c) T3 실험체 경 

<그림 2> 인발 실험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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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1 실험체 전경 (b) M2 실험체 전경 (c) M3 실험체 전경
<그림 3> 휨강도 실험체 전경

2.2 인발실험 및 결과분석

보강된 말뚝머리 모형의 인발실험은 60tonf 용량의 유압잭 2개를 사용하였으며, 로드셀과 LVDT를 설
치하여 작용인발력과 변위를 측정하였다. 유압잭은 실험체의 대각선 방향으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 
편심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하중은 2.5tonf씩 점진적으로 작용시켰다.

말뚝머리 보강부의 인발에 대한 저항은 순수하게는 보강철근이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할 때, 보강철근
(D13 KS D3504)의 이론적인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다음과 같다.

항복하중 :   × ×  ××  
극한하중 :   × ×  ××  
여기서,   : 보강철근 개수,   : 보강철근 단면적,  : 보강철근 항복강도,   : 보강철근 극한강

도
본 연구에 대한 인발실험 결과를 <표2>에 나타내고 있다.

<표 2> 인발실험 결과 
구분 실험결과 파괴모드최대인장강도 항복강도

PHC
말뚝

무강선 + 절곡철근(T1) 490.0 323.4 말뚝과 본체들뜸
무강선+절곡철근
+앵커연결재(T2) 562.1 367.5 말뚝과 본체들뜸

강관
말뚝

절곡철근+탄성클립
(T3) 660.1 372.4 말뚝과 본체들뜸

<표 2>는 인발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은 인발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절곡보강철근으로 보강된 PHC말뚝의 경우(T1 시험체), 철근항복시 인발강도는 323.4 kN로서 계산치 
304.1kN에 대해 110% 정도의 저항능력을 나타내었으며, 극한상태에서의 인발강도는 490.0 kN으로서 
계산치 456.1 kN에 대해 110% 정도의 저항능력을 나타내었다.

절곡보강철근에 앵커연결재로 보강한 PHC말뚝의 경우(T2 시험체), 철근항복시 인발강도는 367.5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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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극한상태에서의 인발강도는 562.1 kN으로서 앵커연결재가 없는 말뚝에 비해 120% 정도의 내하력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하력 증진 효과는 말뚝과 확대기초 연결부의 앵커연결재로 
인한 인터로킹(INTERLOCKING) 효과 및 콘크리트와 부착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절곡보강철근에 탄성클립으로 보강한 강관말뚝의 경우(T3 시험체), 철근항복시 인발강도는 372.4 kN
이고 극한상태에서의 인발강도는 660.1 kN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PHC말뚝(T2)와 비교할 때, 철근항복
시 내하력은 거의 동등한 값을 얻었지만, 극한내력에 있어서 큰 값을 타나낸 것은 PHC말뚝과는 달리 
극한상태에서도 강관의 파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말뚝의 확대기초에 작용하는 인장력에 대한 저항은 절곡보강철근 자체로 저항
하거나 절곡보강철근에 앵커연결재 혹은 탄성클립을 접합하여 외력에 대한 저항력을 제고한 것으로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4> 인발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

<그림 4>으로부터 <T1 시험체>는 323.4 kN에서 항복을 시작하고 있으며, 극한하중은 490.0 kN으
로 나타났다. 최대하중에서의 변위는 약 8.2mm 정도이며, 이후 파괴까지 소성구간이 매우 길게 나타내
다가, 확대기초와 말뚝의 경계면에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진행 된 후 확대기초 상면이 들리면서 철근이 
파단되어 파괴를 일으켰다.

<T2 시험체>는 367.5 kN에서 항복을 시작하고 있으며, 극한하중은 562.1 kN으로 나타났다. 최대하
중에서의 변위는 약 2.5mm 정도이며, 이후 파괴까지 소성구간이 매우 길게 나타내다가, 확대기초와 말
뚝의 경계면에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진행되었으며, 확대기초 상면이 들리면서 철근이 파단되어 피괴를 
일으켰다.

<T3 시험체>는 372.4 kN에서 항복을 시작하고 있으며, 극한하중은 660.1 kN으로 나타났다. 최대하
중에서의 변위는 약 3.0mm 정도이며, 이후 파괴까지 소성구간이 매우 길게 나타내다가, 확대기초와 말
뚝의 경계면에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진행되었으며, 확대기초 상면이 들리면서 철근이 파단되어 파괴를 
일으켰다.

2.3 휨강도실험 및 실험분석
휨실험은 100tonf 용량의 가진기를 사용하였다. 가진기는 반력벽에 설치하여 시험체가 켄틸레버 형상

이 되도록 하였으며, 하중이 작용하는 점은 확대기초 상부에서  800mm 이격된 곳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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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재하방법은 4단계로 나누어 A단계에는 10tonf의 힘으로 3cycle를 반복하고, B단계에는 14tonf의 
힘으로 3cycle 반복하며, C단계에서는 18tonf의 힘으로 3cycle을 반복하였다. 마지막 D단계에는 변위제
어방식으로 최종파괴에 이를때까지 가력하였다. A단계에서 C단계까지 하중재하(LOADING)속도는 
3tonf/min이고 하중제거(UNLOADING)속도는 6tonf/min로 하였으며, D단계에서는 변위제어로서 
0.6mm/min의 속도로 가력하였다.

<표 3>은 말뚝 시험체의 휨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4>는 재하하중과 회전각과의 관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M1 실험체>의 휨재하 실험결과, 극한하중은 188.2 kN로서 휨모멘트로 계산하면 최대휨강도는 
150.5kN·m가 된다. PHC말뚝 본체에 대한 균열모멘트()는 73.6kN·m이며, 휨강도()는 
110.8kN·m가 된다.(말뚝 Vendor 제공 자료), 따라서, 실험에 의한 최대휨강도는 계산치보다 136% 증
가되어 절곡보강철근에 의한 보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M2 실험체>의 휨재하 실험결과, 극한하중은 약 205.8kN로서 휨모멘트로 계산하면 최대휨모멘트
는 164.6 kN·m가 된다. 이 결과를 계산상의 최대휨강도와 비교하면 148%의 휨내하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3 실험체>인 강관말뚝의 휨재하 시험결과, 최대하중은 165.6kN으로 휨모멘트로 계산하면 최대
휨모멘트는 132.5kN·m가 된다. 이 결과를 계산상의 최대휨강도와 비교하면 149%의 휨내하력을 확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말뚝 자체의 휨내하력은 약 130~150%의 범위에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
는 보강 장치의 역할은 충분하며 휨내하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3 시험체>
인 강관말뚝인 경우, 최대휨모멘트가 PHC말뚝에 비해 약 20% 정도 작게 나타난 것은 강관말뚝의 직경
이 PHC말뚝의 직경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본 논문의 제안 사항 중  모멘트 팔길이
를 증가시켜 휨내하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휨강도실험 결과 

구 분
실험결과

파괴모드최대하중 최대휨모멘트 최대회전각
(rad)

PHC

무강선 
+ 절곡철근(M1) 188.2 150.5∙ 0.0101 말뚝에서 인장파괴

무강선+절곡철근
+앵커연결재(M2) 205.8 164.6∙ 0.0207

말뚝과 
인장측콘크리트

동시파괴

강관 절곡철근
+탄성클립(M3) 165.6 132.5∙ 0.0163 인장측콘크리트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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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휨모멘트-회전각 관계곡선 (b) 휨모멘트-회전각 겅향곡선
<그림 4> 휨모멘트-회전각 관계곡선

<M1~M3 휨실험체>의 파괴양상은 재하 초기 인장측에 휨균열이 발생하고, 말뚝과 확대 기초 사이
가 분리되다가 인장부 하면의 피복 콘크리트가 박리되면서  절곡보강철근이 항복하고, 이어서 인장파괴
에 의해 말뚝의 최종파괴가 발생하였다.

3. 결론
PHC말뚝은 기존에 사용되던 말뚝보다 더 깊은 관입량과 큰 지지력의 요구로 새롭게 개발되면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철도교설계기준 및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추천되고 있는 두부보강방법은 구조적으로
는 우수하나 현장작업이 많고 품질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말뚝 연결부에 절곡보강철근, 앵커연결재, 탄성클립 
등을 설치한 시험체를 제작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발실험결과 절곡보강철근으로 보강된 시험체(T1)의 내하력은 철도교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이론값 
보다 110%, 절곡보강철근에 앵커연결재를 추가한 시험체(T2)는 120%, 탄성클립으로 보강된 강
관말뚝 시험체(T3)의 경우는 122% 정도의 증가되었다.

2. 휨강도실험결과 절곡보강철근 실험체(M1)와 절곡보강철근에 앵커연결재를 설치한 실험체(M2)의 
최대휨모멘트는 각각 150.5kN·m와 164.6kN·m로 나타났고, 강관말뚝에 탄성클립을 설치한 실험
체(M3)는 최대휨모멘트가 132.5kN·m으로 나타났다. 이는 PHC말뚝 자체의 휨파괴 내하력이 
130~150% 정도 증가함으로서 층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다. 

3. 절곡보강철근을 이용한 인발실험, 휨실험을 통하여 설계기준에서 추천하고 있는 보강방법 보다 우
수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전단 및 압축시험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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