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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강관말뚝의 항타후 구조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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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eel pipe piles have been used as various deep foundation materials for a long time. Recent increase in steel material cost

has made engineers reluctant in using it even with its good quality and ease of construction. Therefore when constructing with

steel pipe pile, the decision to reuse the excessive pile length that is cut off from the designed pile head elevation after pile

driving can be cost saving. This has caused many constructors to reuse the pile leftovers with new piles, but the absence of

quantitative structural capacity behaviors of steel pipe pile after pile driving or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nd standards in

reusing steel pipe pile has resulted in wrong applications, pile structural integrity problems, inappropriate limitation of reusable

pile length, etc. The structural performance analysis between a new pile and a pile that has undergone working state and ulti-

mate state stress level during pile driving was performed in this research by means of comparing the results between the

dynamic pile load test, tensile load test, charpy energy test and fatigue test for high strength steel of 440N/mm2 yield strength.

Test results show that under working load conditions the yield strength variation is less than 2% and for ultimate load con-

ditions the variation is less than 5% for maximum total blow count of 3000. The results have been statistically analyzed to

check the sensitivity of each factors involved. From the test results, reusability of steel pipe pile lies not in the main pipe yield

strength deviation but in the reduction of absorb energy, strength changes and quality control at the welded section, shape

deformation and local buckling during pile driving.

Keywords : high strength steel pipe pile, pile re-usage, pile structural capacity, fatigue test, design of experiment

····························································································································································································································· 

요 지

강관말뚝은 오랫동안 다양한 깊은 기초에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강재가격의 상승으로 균질한 품질, 큰 강성, 용이한 시공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적용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관말뚝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초기 항타후 계획

고 이상에서 절단된 강관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공사비를 절감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자들은

항타후 절단된 강관말뚝을 새롭게 시공할 말뚝과 함께 시공하고자 하나 명확한 정량적인 항타후 강관말뚝의 거동특성의 부

재 및 재활용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법과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말뚝의 건전도 문제, 문제 발생시의 대응방법 부재 등이 실

제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강관말뚝과 사용자 하중 또는 극한 하중을 받은 강관말뚝에 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말뚝 동재하시험과 실내에서의 피로시험, 인장시험, 샤르피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

다. 시험결과로부터 허용응력 수준의 항타응력이 발생한 사용 하중조건에서는 항복강도의 변화가 2% 이하이며 최대 허용항

타응력(0.9σy)을 항타횟수가 3000회까지 받은 극한 하중조건에서는 항복강도의 변화가 5%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각 변수의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로부터 강관말뚝의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항복강도의 변화 보다는 오히려 샤르피충격에너지, 용접부에서의 강도변화 및 품질관리, 강관의 단면 변화, 항

타후 강관의 국부좌굴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고강도 강관말뚝, 말뚝 재활용, 말뚝 건전도, 피로실험, 실험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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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관은 말뚝기초의 재료로써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었다. 강

관말뚝은 일반적으로 항타 또는 매입에 의해 시공되며 항타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말뚝의 지름 및 강도에 따라 적정

해머무게 및 낙하고를 선정하여 시공된다. 항타시 최대 항타

응력은 말뚝의 건전도 확보를 위하여 항복강도의 90%로 제

한되나 일반적으로 현재 상용되는 항타장비와 시공 관행을

고려할 경우에는 최대 항타응력까지의 항타에너지로 시공되

는 말뚝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항타말뚝은 기본

기능인 상부구조물의 지지가 시작되기 이전에 거의 항복강

도 수준의 응력을 시공단계에서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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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자체의 중요도 때문에 말뚝기초에 고재를 재활용하는

것을 많은 기술자들이 주저한다. 말뚝의 소요 길이는 한 현

장내에서도 암반 깊이의 변화로 인하여 차이가 나므로 계획

고 이상의 말뚝은 절단되어 스크랩 처리를 하거나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가설재에 재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

근 강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렇게 절단된 잔여길이를

말뚝에 재활용 하지 못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방법이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강관말뚝의 잔여길이가 3m 이상일 경우에

는 두부의 0.5m를 제외한 나머지 길이를 재활용하는 관행이

있다(이억섭 등, 1998). 이 관행은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없

이 사용되는 것이며 단지 두부에서 0.5m까지는 항타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을 거라는 가정과 3m 이하로 남은

말뚝길이는 재활용하는 것이 비실용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 도입된 항복강도 440N/mm2(STKT590)를 사

용하는 고강도 강관말뚝이 호남고속철도 교량기초에 적용되

면서 시공 측면에서 추가적인 경제성 향상 방안을 찾기 위

한 일환으로 이러한 강관말뚝의 재활용 기준에 대해서 분석

하게 되었다. 고강도 강관을 말뚝에 적용하면서 일반강관 대

비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일반강관 보다 고급재를

사용하여 재료비가 비싼 점을 감안할 때 시공후 남은 잔여

길이를 고철로 재활용할 경우는 비싸고 좋은 제품을 버리는

낭비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제 공사현

장에서의 동재하시험과 항타후 강관의 시험편에 대한 다양

한 실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사용 및 극한 하중조건을 모사

하기 위해 피로실험을 수행한 시험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

내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항타후 강관말뚝의 구조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거의 모든 경우, 말뚝이 겪는 최대 응력은 항타시 발생한

다. 높은 항타응력은 지반관입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말뚝은

지반의 극한저항력과 다양한 동적저항력을 극복해야 설계지

지력에 부합되도록 시공될 수 있다. 지반관입의 증가에 따라

지지력이 증가하는 양호한 지반조건의 경우에는 높은 항타

응력은 높은 항타에너지를 의미하며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은

지반관입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항타시에는 높은 변형 속도와 순간적인 하중의 특

성으로 인하여 정적인 설계하중 대비 비교적 높은 응력 수

준을 허용하고 있다. 항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파동방정식

에 근거한 분석으로 항타응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

는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항타응력을 계측할 수 있다.

파동방정식은 말뚝을 스프링으로 연결된 여러개의 매개체

로 모델링하며 해머의 충격은 압축응력으로 말뚝을 통과하

게 된다. 파동방정식의 기본적인 공식은 식 (1)과 같으며 파

동이론에 근거하여 항타응력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프로그

램으로는 GRLWEAP, MICROWAVE 등이 있다.

(1)

여기서, E : 탄성계수, ρ : 밀도

t : 시간 x : 길이방향

Rd : 지반의 저항력

동재하시험은 말뚝 두부에 설치된 가속도계와 변형률계로

항타시 발생한 최대하중을 직접 계측하며 이 하중을 단면적

으로 나누면 측정점에서의 압축응력을 얻을 수 있다. 최대

인장응력은 Pile Driving Analyzer(PDA)를 이용하여 계산

하면 얻을 수 있다. 제일 먼저 윗방향 하중 Wn와 아랫방

향 하중 Wd에 대한 파동 크기는 식 (2)와 (3)을 이용하여

구한다.

(2)

(3)

여기서, F(t) : 계측 위치에서의 하중

v(t) : 계측 위치에서의 속도

Z : 말뚝의 임피던스(=EA/c)

최대 인장력은 최대 윗방향 하중(Wu; 최대 입력값에 2L/c

후에 도착)과 최소 아랫방향 하중(Wd: 초기 2L/c에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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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 강관말뚝 재활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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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서 분석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여기서 L은 측정아래의

말뚝길이를 의미하며 c는 파랑 전파속도를 의미한다. 최대

인장력을 말뚝 단면으로 나눔으로써 최대 인장응력을 구할

수 있다.

3. 실험방법

항타후 말뚝의 구조성능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직접적인 방법은

현장에서 동재하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과 실제

항타된 말뚝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는 방

법이며, 간접적인 방법은 항타시공을 모사한 피로시험을 실

시한 후 시험편을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직접적인 방법에서의 실내시험은 호남고속철도 교량기초 현

장에서 7톤 해머로 시공된 D609.6x9t 및 D609.6x12t 강관

말뚝의 시험편에 대하여 인장강도와 경도를 분석하였으며 강

관제조사로부터 발급된 강관조관후의 시험성적서와 비교하였

다. 간접적인 방법은 시험편에 대하여 현장에서 항타된 말뚝

에서 계측된 항타응력을 기준으로 정한 사용자 하중조건

(0.55σy)과 극한 하중조건(0.9σy)에 대하여 0~3000회의 피로

시험을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방법과 동일한 실내

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로시험의 최대 사이클을 3000회로 제

한한 것은 국내 기준에서 단일 말뚝에 대한 최대 항타횟수

를 3000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내시험에서 사용된

시험종류는 그림 2와 같다.

3.1 현장 동재하시험

강관말뚝 항타시공과 동재하시험은 호남고속철도 3-1공구

에서 수행되었다. 항복강도가 440N/mm2인 STKT590 강관

을 사용하고 D609.6x9t과 D609.6x12t인 말뚝에 대해서 7톤

유압해머로 낙하고 1.1m로 항타한 결과 15.4m와 15.1m까

지 근입되었다. 동재하시험은 말뚝 시공 전과정에 대해서 수

행되었으며 EOID(End Of Initail Driving)를 비롯하여 2일

후, 9일후에 대하여 1차 및 2차 re-strike를 수행하였다. 최

대 항타응력은 두부에서 9mm 말뚝의 경우 211.9N/mm2,

12mm의 경우 224.5N/mm2로 계측되었다. 해머용량, 낙하고,

지반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는 최대 항타횟수는 이 현장의

경우 500을 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말뚝에 비해서도

작은 수이며 지반조건과 짧은 말뚝길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지질주상도와 깊이별 항타횟수를 나타내며

상부는 연약한 실트질 점토층이고 깊이 10.2m에서 모래질

실트층이 존재하고 13.0m에서 풍화토층, 15.0m부터는 풍화

암층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말뚝의 항타시공에서 상부의

연약한 점토층에서는 강관의 자중만으로도 말뚝이 근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결과(나승민 등, 2009; 나승민과 조천환, 2009)

를 살펴보면, 본 시험대상 말뚝규격(STKT590 D609.6)에서

항복응력 수준까지 항타를 하기 위해서는 해머용량이 램중

량 16톤 이상(낙하고 1.2m 이상) 되어야 한다. 램중량 13톤

과 낙하고 1.1m로 시공된 STKT590 D406.4x9t 말뚝의 경

우 최대 항타응력이 304.7N/mm2로 나타났다. 지반조건이

양호할 경우, 높은 항타에너지는 지반관입성의 향상을 가져

다 주며 SPT N치 기준으로는 50/15에 근입되는 일반 강관

말뚝(허용항타응력 0.9×235=211N/mm2)에 비하여 고강도 강

관말뚝(허용항타응력 0.9×440=396N/mm2)은 50/3 수준까지

근입되어 대상 현장이였던 송도지역에서는 약 2~5m의 말뚝

길이가 증가하는 것과 현장재하시험을 통한 허용지지력 또

한 약 50%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뚝을 최대

항타응력 수준까지로 시공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높은 설

계지지력과 적은 말뚝 본 수로 설계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

러므로 양호한 지반조건에서 고강도 강관을 말뚝 재료로 사

용하는 것은 공사비 절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3.2 항타시공된 말뚝의 시험편에 대한 실내시험(직접적인

방법)

현장에 투입된 말뚝은 D609.6x9t의 경우 ERW(Electric

Resistance Welding) 방식으로 생산되었으며 D609.6x12t은

SAW(spiral Submerged Arc Welding)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 실내시험은 현장에 시공된 강관말뚝에 대하여 말뚝 두부의

강관부와 용접부에서 말뚝 길이방향(longitudinal direction),

원주방향(circumferential direction), 강판의 직각방향(cross

direction)으로 시험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과 샤르피충격시

험을 수행하였다(그림 4 참조). 12mm의 경우 cross 방향의

용접부 시험체는 전체적으로 비틀어져 있는 형태였으며 이

를 시험용으로 재가공하여 시험한 결과, 편차가 너무 커 신

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그림 5 참조). 다

른 시험편들은 제작방법과 상관없이 말뚝의 길이방향과 원

주방향에 대하여 채취하여 시험하였다.

샤르피 충격시험은 강관부, HAZ(Heat Affected Zone)부,

용접부에서 채취한 시험편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시험의 종

류 및 시험편 개수는 표 1과 같다.

그림 2. 수행된 실내시험 종류 및 시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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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타응력을 모사한 강관의 시험편에 대한 실내시험(간

접적인 방법)

사용 하중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피로시험은 금속재료인장

시험편(KS B 0801)의 1호 시험체에 대하여 인장 10.8tonf,

압축 6.1tonf, 주파수 1Hz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모사화

된 말뚝 항타는 실제 1회 타격에 의한 하나의 싸이클이

100ms 이내에서 발생하는 항타시공의 동적 거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 호남고속철도 현장에서 동재하시험시 측

정한 STKT590 D609.6x9t 말뚝의 367번째 항타에서의 하

중과 속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을 살펴보면, 초기 충격은

20ms 내에서 이루어지며 한번 항타에 의한 전싸이클이 완료

되는데에는 100ms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피로시험기로 말

뚝 항타와 같은 짧은 충격의 동적 현상을 재현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낮은 주파수와 극한 하중을 반영한 사인

곡선의 하중조건으로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변형속도(strain

rate)의 증가에 따른 강도의 증가 현상은 항타시 말뚝의 응

력상태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빠른

변형속도는 강재 강도의 증가를 일으키므로 여기서는 피로

그림 3. 대상 지반조건과 각 말뚝에서의 항타횟수(Total blow count, TBC)

그림 4. 강관 조관방법에 따른 C와 L 방향

그림 5. 3차원으로 비틀어진 시험편 전경

표 1. 직접적인 방법의 실내시험 요약

시험 종류 시험편 위치
두께(조관방식)

9mm (ERW) 12mm (SAW)

인장시험
강관부

6 (circumferential direction)
6 (longitudinal direction)

6 (circumferential direction)
6 (longitudinal direction)

용접부 6 (circumferential direction) 6 (cross direction)

샤르피 충격시험

강관부 6 6

HAZ부 6 6

용접부 6 6

*샤르피 충격시험은 -5oC 조건에서 수행됨.

*모든 V자 홈은 HAZ부 및 용접부 샤르피 충격시험편에 직각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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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로 구현할 수 있는 최소 주파수인 1Hz로 시험을 수

행하여 가장 보수적인 강도변화(가장 낮은 강도)를 측정하고

자 하였다. 충격시간과 파형 발생형태에 따른 실제 현장조건

과 유사한 항타말뚝에 대한 피로시험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에는 10~20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피로시험에서 압축 하중재하는 유효 좌굴길이에 좌우되므

로 시험편에 대한 피로시험에서의 인장하중을 계산된 최대

압축하중으로 설정하고 피로시험의 압축하중을 시험편의 허

용 좌굴하중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말뚝의 인장하중보다 큰

값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공중 발생한 최대 인장응력은

두부에서 45.3N/mm2로 이는 최대 압축응력의 약 20% 수

준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 좌굴응력 123.6N/mm2 보다도

작은 값이다.

12mm 두께의 말뚝에 대한 인장하중은 최종관입량 2mm로

시공된 말뚝의 동재하시험에서 계측된 최대응력을 토대로 다

음 식 (4)와 같이 계산되며 압축하중은 좌굴을 고려한 허용

압축하중을 토대로 식 (5)와 같이 계산하였다.

P인장  (tonf) (4)

여기서, N/mm2

A= 480mm2(D609.6x12t 강관의 단면적)

P압축 (tonf) (5)

여기서, A= 480mm2
I=5760mm4

L= 420mm(끝단 각각 150mm)

유효좌굴길이 l= 0.65×L= 273mm(양쪽 고장 조건)

극한 하중조건에 대해서도 공식 4와 5를 사용했으며 대신

최대응력은 허용항타응력 기준인 0.9σy를 적용했다. 계산 결

과 인장하중은 19.4tonf이며 압축하중은 6.1tonf로 동일하다.

피로시험은 사용 및 극한 하중조건 모두에서 1Hz의 주파수

로 재하했다. 인장시험은 피로시험을 안한 경우와 사용 하중

조건과 극한 하중조건에서 항타 횟수를 모사하기 위해 피로

시험 싸이클수를 500, 1500, 3000으로 수행한 시험편에 대

해서 3번씩 수행하였다. 간접적인 시험에서 수행한 인장시험

의 개수는 표 2와 같다.

4. 시험결과 분석

시험방법, 항타횟수, 피로시험 싸이클수와 상관없이 모든

시험체에서의 항복강도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SAW방식으

로 조관된 12mm 강관의 cross 방향 용접부에서 채취한 시

험편의 항복강도를 제외한 모든 시험체에서는 STKT590 소

재의 허용 항복강도인 440N/mm2 이상이 확보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각 종류별 평균에 대한 편차의 요인과

9mm와 12mm 강관에서의 사분위수 범위의 차이는 원소재인

강판 자체의 제조시 강도 편차, ERW와 SAW의 조관방식의

차이(조관시 SAW 대비 더 작은 반경으로 제작되는 ERW의

경화 특징)에 의한 제작시 물성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용접부에서의 항복강도 차이는 재료적인 특성 보다는

현장용접에 의한 작업성과 용접표준절차서 준수에 더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개의 구분에 대한 편차의

범위로 봤을 때, 강관부가 용접부 보다 항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항타후 강관의 구조성능 변화

허용응력 수준으로 항타된 강관말뚝에서 얻은 항복강도는

σ
d
max

A×= 224.5 480× 10.8= =

σ
d
max

224.5=

f
ba

A×
1200000

3500
l

r
--
⎝ ⎠
⎛ ⎞2+

-------------------------- A× 123.6 480×= == 6.1=

그림 6. STKT590 D609.6x9t 말뚝의 하중의 속도 PDA 측정

결과

표 2. 간접적인 방법에서 수행된 시험 요약

말뚝 두께 하중종류 Cycle 시험편 개수

9mm

무 하중재하 0 3

사용
하중조건

500 3

1500 3

3000 3

극한
하중조건

500 3

1500 3

3000 3

12mm

무 하중재하 0 3

사용
하중조건

500 3

1500 3

3000 3

극한
하중조건

500 3

1500 3

3000 3

그림 7. 인장시험으로부터 얻은 전체 항복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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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8과 같다. ERW 방식으로 조관된 9mm 강관의

경우, 인장시험으로부터 얻은 항복강도는 시험편 방향과 상

관없이 조관후의 시험성적서에 나타난 항복강도 542N/mm2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용접부는 강관부의 원주방향 대비 약

93.6%의 항복강도를 나타냈다. SAW 방식으로 조관된

12mm 강관의 경우 원주방향의 시험편은 조관후의 시험성적

서에 나타난 항복강도 524N/mm2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나

길이방향의 항복강도는 원주방향 대비 약 91.4%로 작게 나

타났다. 이러한 제작 방식별 항복강도의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는 원소재 강판의 방향과 조관방식에 따른 방향의 차이

에 기인한다. 단방향 압연을 하는 열연강판의 특성상 ERW

방식은 강판의 길이방향과 강관의 길이방향이 일치하는 반

면에 SAW 방식은 강판의 길이방향과 강관에서의 길이방향

이 서로 대각선으로 조관된다. 그러나 시험편 채취 및 가공

과정에서 강도변화를 나타낸 비틀어진 용접부 시험편을 제

외하면 항복강도는 모두 STKT590의 항복강도 기준을 만족

한다.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 사용 하중조건에서의 항복강

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ross 방향에서 채취된 비틀어진 SAW 방식에서의 용접부

시험편은 10톤 UTM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재압연

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추가 압연은 시험편에 부정적인 영향

을 나타냈으며 시험편간 강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

을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실제

이러한 용접부에서 얻은 항복강도는 286.5N/mm2에서 509.4

N/mm2까지 상이하였다.

샤르피 충격시험에서 얻은 실험결과는 그림 9와 같다.

35J 기준을 갖고 있는 10×7.5mm 시험편으로 9mm ERW

말뚝을 시험했으며 40J 기준을 갖고 있는 10×10mm 시험

편으로 12mm SAW 말뚝을 시험했다. 이러한 시험편 크기

의 차이는 조관방식 및 두께에 따른 시험편 채취 가능여부

에 따라 상이하다. 모든 시험편 결과에서 약 200%의 충분

한 값 차이로 기준을 만족시켰다. 9mm 강관에서 조관후

시험성적서에 나타난 98J과 항타후 강관부 시험편으로부터

얻은 77J을 비교하면 약 25%의 에너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강관말뚝이 항타 되면서 받는 항타에너지로부

터 강관이 일부 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

높은 항타에너지로 강관말뚝을 항타하거나 이미 항타된 강

관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연성을 확보하

기 위한 샤르피 충격에너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항타 모사후 강관의 구조성능 변화

하중조건 및 싸이클수(항타횟수)에 따른 항복강도의 변화

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모든 실험결과에서 사용 하중조건

에서 항타횟수 3000 이하일 때의 항복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의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극

한 하중조건에서 항타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강도가 감

소하였으나 평균에서는 약 2% 수준으로 그 변화가 미비하

였다. 또한 항복강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극한 하중조건의

3000회에서도 항복강도는 약 5% 감소하여 466.7N/mm2를

나타냈다. 강관말뚝의 일부분에 집중되어 응력이 발생하는

편심 또는 경사지게 항타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타

시의 고강도 강관말뚝 강도 변화는 미비하여 이러한 측면에

서의 말뚝 건전도는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항타후 강관에서 채취한 시험편으로부터 얻은 항복강도

그림 9. 9mm 및 12mm 강관말뚝에서의 샤르피 충격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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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시 항복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민감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 DOE)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11 참조). 통계분석결과

강관의 두께가 가장 높은 민감도를 나타냈다. 두께의 증가는

높은 항복강도를 나타냈으나 이것은 강관 조관방식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금번 연구에서는 예상하였으며 향

후 강관 조관방식에 따른 항복강도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가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누적 항타에너지가 커지는 항타횟수의 증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항복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접부는 강관부 보다 높은 항복강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용접과정에 따른 강도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

며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강도 변화는 용접품질에 더 좌우된

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강관 두께와 상관없이 항타횟수와 하중

조건(수준)의 증가는 항복강도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사용 하

중조건에서의 항타횟수는 항복강도에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극한 하중조건에 항타횟수의 증가는 항복강도의 감소로 이

어졌다. 또한 용접부의 항복강도가 강관부 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항타횟수는 시험편을 채취한 위치와 무관하게 항복강

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항복강도 440N/mm2를 갖는 STKT590 고강도 강관말뚝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항타한 말뚝과 피로시험으로부터 항

타과정을 모사한 시험편에 대한 실내시험을 수행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인장시험과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해 사용 하중조건으로 항

타된 강관말뚝의 경우 강관부에서의 항복강도는 거의 변

그림 10. 하중조건별 항복강도 실험결과

그림 11. 간접적 방식으로부터 얻은 항복강도의 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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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복강도는 기준인

440N/mm2를 상회했으며 추가적인 말뚝 강도에 대한 분석

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9mm 말뚝에서

항타후 충격에너지의 25% 감소는 비록 허용 기준인 35J

보다 2배의 안전율을 갖고는 있으나 향후 극한 하중조건

및 과도한 항타가 필요한 지반조건에서 항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어느 수준 이상의

강관 연성을 확보하는 충격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허응응력 기준인 265N/mm2 보다 약간 낮은 224.5N/

mm2의 사용 하중조건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의 시험결과,

항타횟수는 항복강도 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9mm와 12mm 강관부에서의 항복강도 변화는 ±

6.8N/mm2 정도였으며 9mm 용접부에서는 약 5N/mm2

증가와 12mm 용접부에서는 약 5.6N/mm2 감소하였다.

실험결과로부터 사용 하중조건에서 최대 항타횟수를 3000

으로 제한할 경우 항복강도의 변화는 2% 이하이며

STKT590 고강도 강관말뚝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

도 변화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3.허용 항타응력인 396N/mm2의 극한 하중조건에서 간접적

인 방식의 실험결과는 항타횟수의 증가로 항복강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변화가 5% 이내로 작으며

항복강도 기준인 440N/mm2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STKT590 고강도 강관말뚝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강도의

변화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기에는 작게 나타

나 별도의 구조성능 검증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현행 용접부에서의 5% 강도감소가 혹시 있을 수 있는

강도 감소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므로 고강도 강관말뚝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재활용 가

능 최소 길이 또는 강관 위치에 대한 제약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짧은 강관을 재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용접부에 대한 강도 감소를 기존 설계와 비교분석하여 말

뚝의 설계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편심, 국부좌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강관 단면의 변화에 대한 검토로 강관의 재활용 가능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샤르피 충격에너지는 항타에 의해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기준 또는 시방에서 강관말뚝에

대한 샤르피 충격에너지 기준이 없으나 향후 개정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강도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항타

된 강관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적절한 기준과 적용한계를 규명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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