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들어 초고층 건물 및 장대 교량의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기 위한 대심도 대단면 현장타설말뚝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직사각형 단면의 현장타설말뚝을 지칭하는 barrette 말뚝은 원형 단면의 현장타설말뚝에 비해 비표면적이 커서 

더 큰 주면마찰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직사각형의 단면특성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말뚝의 수평방향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Ng and Lei, 2003). Fig. 1은 직사각형 형상비 에 따른 원형말뚝에 대한 barrette 말뚝의 윤변비   변화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동일한 면적의 원형 말뚝보다 직사각형 말뚝의 윤변비가 최소 12.8 %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단면적의 원형말뚝에 

비해 윤변비가 더 큰 직사각형의 barrette 말뚝은 표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더 큰 주면마찰력과 수평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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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하중을 받는 Barrette 말뚝의 고유진동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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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Vertically Loaded Barrettes

ABSTRACT

In this paper, an analytical model is proposed for assessing the natural frequency of barrettes subjected to vertical loading. The 

differential equation governing the free vibration of rectangular friction piles embedded in inhomogeneous soil is derived. The 

governing equation is numerically integrated by Runge-Kutta technique and the eigenvalue of natural frequency is computed by 

Regula-Falsi method. The numerical solutions for the natural frequency of barrettes compare well with those obtained from finite 

element analysis. Illustrated examples show that the natural frequencies increase with an increase of  the cross-sectional aspect ratio, 

the friction resistance ratio and the soil stiffness ratio, and decrease with an increase of the friction aspect ratio, the slenderness ratio 

and the load facto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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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정적 수직하중을 받는 barrette 말뚝의 고유진동수를 산정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제안하였다. 비균질 지반에 설치된 직사각형 마

찰말뚝의 자유진동을 지배하는 미분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이 지배방정식을 Runge-Kutta 법을 이용하여 수치적분하였고, 미분방정식의 고유치

인 고유진동수는 Regula-Falsi 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말뚝의 고유진동수는 유한요소해석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말뚝의 고유진동수를 

증가시키는 말뚝변수는 단면형상비, 마찰저항비, 지반강성비이고, 감소시키는 말뚝변수는 마찰형상비, 세장비, 압축계수이다.

검색어 : barrette 말뚝, 고유진동수, 진동형, 수치해석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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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barrette 말뚝은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이 시공되

는 건설사업의 하부기초로 주로 선정되는데, 이는 두 지반구조물을 

시공하는 장비와 절차가 같아 별도 공법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높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barrette 말뚝의 시공사례는 최근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그 예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s)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연구센터 빌딩의 적용사례를 

들 수 있다(Baker et al., 1994; Rabaiotti and Malecki, 2018).

이러한 점에 비추어 barrette 말뚝의 적용성에 관한 정적 거동 

특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Ho and Lim(1998)은 

싱가포르 충적토에 시공된 barrette 말뚝의 압축재하시험을 수행하

고, 최대단위주면마찰력과 표준관입저항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

다. Fellenius et al.(1999)은 잔류토에서 수행한 barrette 말뚝의 

오스터버그셀(Osterberg-cell)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주면마찰력을 

정량화하였다. Hamza and Ibrahim(2000)은 barrette 말뚝의 지지

성능에 관한 주면 그라우팅(grouting) 효과를 평가하였다. Ng et 

al.(2000)은 풍화암에 설치된 barrette 말뚝의 압축재하 시험결과로 

부터 시간변화에 따른 지반-말뚝 경계면의 접촉압력 및 간극수압 

변화 특성을 보고하였다. Zhang(2003)은 barrette 말뚝의 수평재하

시험을 수행하고 하중재하 방향에 따른 수평거동을 특성화하였다. 

Basu et al.(2008)는 다층지반 속에 매립된 barrette 말뚝의 침하 

예측모델을 제안하고 말뚝두부의 처짐과 말뚝의 축력에 대한 수치

해를 제시하였다. Cheng et al.(2012)은 개단형 barrette 말뚝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를 통해 패색효과가 수직 및 수평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hoi et al.(2014)은 연속체 기반 해석을 통해 

수평재하말뚝의 두부처짐과 최대 휨모멘트를 산정할 수 있는 설계

식을 제안하였다. Hirai(2014; 2015)는 비균질 지반에 설치된 

barrette 말뚝거동에 대한 Winkler지반 해석모델을 제안하고 말뚝

의 단면형상비에 따른 수직 및 수평 거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Zhang 

et al.(2018)은 지반을 통해 전달되는 S파에 의한 barrette 말뚝의 

운동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Ukritchon and Keawsawasvong 

(2018)은 한계해석법을 이용하여 복합하중을 받는 barrette 말뚝의 

비배수 수평 지지력을 연구하였다.

외부 가진력의 진동수와 말뚝지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일치

할 때 공진현상이 발생하여 말뚝과 상부구조물에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 기계진동, 바람과 같은 동적 하중을 

받는 말뚝지지 구조물의 설계 시 말뚝의 자유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말뚝의 자유진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Prakash and Chandrasekaran(1977)은 탄성지

반으로 지지된 말뚝에 관한 기본진동수(fundamental frequency)의 

수치해를 산정하였다. Ragab and Aggour(1986)은 축방향 압축하

중을 받는 말뚝의 자유진동 특성을 분석하였고, Valsangkar and 

Pradhanang(1988)은 두 변수지반(two-parameter soil)에 부분매

립된 말뚝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닫힌해를 산정하였다. Halabe 

and Jain(1996)은 자유진동하는 말뚝의 특성방정식을 유도하고 

말뚝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태를 연구하였다. Hu et al.(2008)은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말뚝의 고유진동수 예측모델을 제안하

였고, Yesilce and Catal(2008)은 다층지반 속에 매립된 말뚝의 

자유진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Yan and Chen(2012)과 Al-Gahtani 

and Mukhtar(2014)는 각각 반사선행렬법(reverberation-ray matrix 

method)과 무요소법(meshless method)을 적용하여 수직재하말

뚝에 대한 고유진동수의 수치해를 산정하였다. 최근에 Ma et 

al.(2018)은 지반의 전단특성이 말뚝의 자유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말뚝의 자유진동에 관한 연구는 모두 

원형단면 말뚝을 대상으로 하였고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barrette 

말뚝의 자유진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실무에서 

직사각형 단면의 말뚝은 등가면적의 원형단면 말뚝으로 전환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가정은 말뚝의 수평거동에서 

두 단면의 휨강성의 차이로 수평거동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Poulos et al., 2019), 말뚝 단면의 정확한 수식화는 말뚝해석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연구내용이다.

이 논문은 비균질 지반에 설치된 수직하중을 받는 직사각형 

barrette 말뚝에 대한 수평방향 자유진동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반-말뚝 시스템의 자유진동을 지배하는 미분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유도한다. 이 미분방정식을 수치방법으로 풀어서 산출한 

고유진동수를 유한요소 범용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된 

Fig. 1. Relationship between Aspect Ratio  and Surfa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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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반과 말뚝의 무차원 변수들이 

말뚝의 고유진동수와 진동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해석모델의 정립

2.1 지반-말뚝 시스템

Fig. 2(a)는 수직압축하중 가 작용하는 지반 속에 매립된 

길이 의 barrette 말뚝과 지점조건을 나타낸다. 자유진동하는 말뚝

은 진폭에 의한 수평방향 처짐을 진동형(mode shape)으로 표현(점

선으로 표시)하고, 말뚝양단은 자유(free), 회전(hinged), 고정

(clamped)으로 지지된다. 말뚝 단면은 폭 와 높이 인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며, 단면형상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Eq. (1)을 이용하여 말뚝단면의 둘레 , 단면적 , 단면2차모멘

트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2)

  (3)

   (4)

Fig. 2(b)는 축방향 압축하중을 받는 말뚝의 주면에 발생하는 

단위주면마찰력(unit skin-friction resistance)을 나타내며, 말뚝두

부와 말뚝선단에서의 단위주면마찰력은 각각 와 이다. 말뚝의 

마찰형상비 는 Eq. (5)와 같이 정의한다.

 



 (5)

말뚝중앙(  )에서 단위주면마찰력 는 다음과 같다.

 



 




  (6)

Eqs. (5) and (6)을 이용하면 깊이 에서 단위주면마찰력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Fig. 2(c)는 수평지반반력계수(coefficient of horizontal subgrade 

reaction)의 분포도를 나타낸다. 말뚝두부와 말뚝선단에서 수평지

반반력계수는 각각 와 이며, 말뚝 깊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반력형상비 는 Eq. (8)과 같이 정의한다.

(a) (b) (c) (d)

Fig. 2. Schematic of (a) Pile and End Condition, (b) Skin Friction, (c) Subgrade Reaction, and (d) Stresses on Infinitesima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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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말뚝중앙  에서 반력형상비 는 다음과 같다.

 



 




  (9)

Eqs. (8) and (9)를 이용하면 깊이 에서 수평지반반력계수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2.2 동적 지배방정식

Fig. 2(d)는 자유진동하는 말뚝의 미소요소에 작용하는 힘들을 

나타낸다. 이 요소에는 동적 합응력 , , , 축방향 마찰력 

, 수평방향 지반반력  및 수평방향 관성력 

가 작용한다. 

는 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및 

는 처짐 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미소요소의 자유물체도에 ∑ , 

∑ , ∑의 동적 평형방정식을 적용하면 다음 식과 

같이 정리된다.






 (11)







 (12)









  (13)

Eq. (13)을 미분한 식에 Eqs. (11) and (12)를 대입하고 정리하

면 다음의 미분방정식을 얻는다.






















 (14)

위의 Eq. (14)에서 말뚝에 발생하는 힘 , , , , 
를 

깊이  및 처짐 의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 식들과 같다.










 






 (15)











 












 (16)

 


 












 (17)


 


 












 (18)





 (19)

여기서, 는 말뚝의 탄성계수이고 는 말뚝의 단위체적당 질량이

다. 는 번째 모드번호의 고유각진동수이다.

Eq. (14)에 Eqs. (15)~(19)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말뚝의 자유진동에 관한 미분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20) 

Eq. (20)을 무차원 미분방정식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의 

무차원 변수를 도입한다.

 



 (21)

 



 (22)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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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무차원 직교좌표, 는 세장비, 는 지반강성비, 

는 마찰저항비, 는 압축계수, 는 무차원 고유진동수이다. 

또한, Eqs. (24) and (25)의 는 Eq. (28)로 정의되는 특성장

(characteristic length)으로, 지반과 말뚝의 상대강성을 의미한다

(Prakash and Sharma, 1990).

 




 






   (28)

Eq. (20)에 Eqs. (21)~(2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barrette 말뚝의 자유진동을 지배하는 무차원 미분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29)

2.3 경계조건

Eq. (29)의 무차원 미분방정식에 대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유지점(   및   )에서 휨모멘트 , 전단력 이

므로 다음의 경계조건이 유도된다. 이에 필요한  및 에 관한 

식은 Eqs. (15) and (13)에 정의되어 있다.

   및   에서 






 
 (30)

  에서 













   (31a)

  에서 














   (31b)

회전지점(   및   )에서 처짐   , 휨모멘트 이

므로 그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에서     (32)

  에서 





   (33)

고정지점(   및   )에서 처짐   , 회전각   

이므로 그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에서     (34)

  에서 



   (35)

위와 같이 barrette 말뚝의 수평방향 자유진동을 지배하는 미분

방정식과 경계조건을 유도하였다. 이를 말뚝-지반조건에 대한 입력

변수와 함께 수치해석방법으로 풀면 미분방정식의 고유치인 고유

진동수  
  ⋯와 진동형 을 얻을 수 있다.

3. 수치방법 및 검증

유도된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필요한 입력변수는 단면형

상비  , 마찰형상비 , 반력형상비 , 세장비  , 지반강성비 , 

마찰저항비 , 압축계수 이다. 위에서 유도한 미분방정식 Eq. 

(29) 식을 수치방법으로 푸는 요지는 미분방정식의 초기조건식 

및 경계조건식 Eqs. (30)~(35) 식을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의 고유치

인 무차원 고유진동수  를 찾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하여, 

미분방정식의 수치적분은 Runge-Kutta method를 이용하여 직접 

적분하였고, 미분방정식의 고유치는  는 행렬값 탐사법(deter-

minant search technique)과 비선형방정식의 수치해법인 Regula- 

Falsi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Gillat and Subramaniam, 

2013). 말뚝의 진동형 는 미분방정식의 수치적분 결과로 산

정된다. 이와 같은 지반-말뚝 시스템의 고유치 문제에 대한 수치해

석방법은 Lee and Jeong(2016)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수치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렴해석을 수행하였다. 

수렴해석의 정도는 Runge-Kutta method에서 단계길이(step size) 

∆의 영향을 받으므로 말뚝길이의 분할개수  (∆)에 대한 

의 변화를 통해 수렴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에 적용한 값은 

회전-회전,   ,   ,   ,   ,   ,   , 

  로 해석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과 같이, 의 

증가에 따른   의 변화는 매우 작으며, 모드번호와 상관없이 

 값은 
  범위에서 유효숫자 4자리의 정도로 수렴하

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후 수치해 산정에는 
을 적용하였다.

수치방법의 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문헌해와 비교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유한요소해와 비교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Maciejewska et al., 2017), 이 연구에서는 

이 논문에서 산정한 무차원 고유각진동수  와 유한요소 프로그램 

ADINA(2017)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에 이용한 말뚝제원은 

barrette 말뚝에 관한 기존 연구사례(Zhang, 2003; Ho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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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oulos et al., 2019)에서 채택하였다. 지반조건은 연약지반

에 해당하는 수평지반반력계수(Prakash and Sharma, 1990)를 

적용하였고 이는 말뚝두부에서 말뚝선단까지 선형 감소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Heelis et al., 2004). 지반-말뚝의 물성값은 다음과 

같다.

- 하중 및 지점조건: MN, 자유-자유, 회전-회전, 고정-고정

- 말뚝 기하적 형상:   m,    m ( m2), 

   m

- 말뚝 물성:  GPa,   kg/m3 

- 지반 물성:   kN/m3,   kN/m3

위의 입력 값으로부터 계산되는 무차원 입력변수는   , 

  ,   ,    (  m),   이다. 여

기서, ADINA의 적용상 단위주면마찰력 는 고려하지 않았다

(  ). 이 연구에서 산정된  는 Eq. (27)을 이용하면 


  rad/s로 계산된다. 이 연구와 ADINA에서 계산된 

   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와 ADINA의  는 매우 근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고유진동수 사이의 평균 오차율은 2.88 %로 나타났다.

4. 수치결과 및 토의

이 절에서는 무차원 고유진동수   에 대한 변수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였다. 변수연구에 사용한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   ,   ,   ,   ,   ,   , 

  . 이들 값은 지반공학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 존재하며, 

산정된 고유진동수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용하는   의 

1차 모드 고유진동수, 즉 기본진동수(fundamental frequency)  

만을 수치해석 결과로 나타내었다(Carpinteri et al., 2014).

Table 2는   에 대한 말뚝의 지점조건의 영향을 나타낸다. 

  은 자유-자유 말뚝에서 최소이고 고정-고정 말뚝에서 최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말뚝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하한치와 상한치에 해당한다. 고유진동수의 상한치인 고정-고정의 

고유진동수는 하한치인 자유-자유보다 1.75 (6.020/3.438)배로 

크다. 이로부터 말뚝단부의 구속정도가 클수록 고유진동수가 증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후 변수연구에서는 자유-자유, 회전-회

전, 고정-고정의 세 지점조건을 적용하여 그 영향성을 평가하였다.

Fig. 4는   에 대한 단면형상비 의 영향을 나타낸다. 가 

Table 1. Comparison of Angular Frequencies Obtained from ADINA and This Study

End condition Data source
Angular frequency 


 in rad/s

       

Free-free
ADINA 6.7538 58.496 166.07 328.20

This study 6.8930 60.663 171.73 338.82

Hinged-hinged
ADINA 26.769 106.54 241.70 430.02

This study 27.444 110.21 249.14 443.75

Clamped-clamped
ADINA 61.307 166.56 327.12 546.95

This study 62.743 172.99 339.71 562.09

Table 2. 

 values of Barrettes with Different End Conditions (,  ,  ,   ,   ,    and  )

End condition F-F F-H F-C H-F H-H H-C C-F C-H C-C


 3.438 3.518 3.558 4.306 4.450 4.892 4.483 5.186 6.020

Note: F=free, H=hinged, C=clamped

Fig. 3. Converg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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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수록   은 감소하며, 가 한계형상비 보다 작게 되면 

작용하중   에서  
이 된다. 이는 말뚝의 단면강성이 

작아짐에 따라 말뚝의 고유진동수는 감소하고, 단면강성이 ■로 

표시한 임계값(critical value)에 도달하면 동적 상태의 말뚝은 주어

진 수직하중에서 정적 상태가 되어 좌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서 


인 자유-자유 말뚝은   에 의하여  

이 되고 

말뚝은 좌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보다 큰 강성이 

확보되어야 해당 말뚝은 좌굴로부터 안전하다.

Fig. 5는   에 대한 마찰형상비 의 영향을 나타낸다. 여기서 

주면마찰력비는    의 값을 가지며   은 깊이 방향으로 

주면마찰력이 일정한 경우이다. 지점조건에 상관없이 가 증가하

면   은 감소하며 의 영향성은 가 작을수록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에 대한 반력형상비 의 영향을 나타낸다. 여기서 

  은 깊이에 따른 수평지반반력이 감소하는 경우이고   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자유-자유 말뚝과 회전-회전 말뚝의 경우 

가 증가하면   은 증가하다가 ▲ (예: 자유-자유 말뚝 (0.823, 

3.753))로 표시한 좌표에서 최대치를 보인 후 감소한다. 이는 주어

진 지반-말뚝조건에 가장 큰   을 갖는 반력형상비 , 즉 수평지반

반력 분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고정-고정 말뚝의 경우에도   가 

최대가 되는 가 존재하지만 의 영향성은 무시할 만하다. 이는 

말뚝의 두부와 선단에서 회전 및 변위의 구속성이 충분히 커 다른 

두 지점조건에 비교하여 수평방향 진폭 에 대한 의 영향성이 

현저하게 작기 때문이다.

Fig. 7은   에 대한 세장비 의 영향을 나타낸다. 말뚝의 

강성은 세장비에 반비례하므로 가 증가할수록   은 감소하나 

그 감소율은 가 작을수록 더 크다. 특히, 자유-자유 지점조건의 

경우, Fig. 3와 유사하게  
이 되는 ■로 표시한 한계세장비 

 가 존재한다. 이는   를 갖는 자유-자유 말뚝에 

  의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말뚝은 좌굴된다는 의미로   

인 자유-자유 말뚝의 좌굴하중은  이다.

Fig. 8은   에 대한 지반강성비 의 영향을 나타낸다. 지반강성

의 증가는 말뚝의 변위를 억제하는 요소이므로 이 증가하면   은 

증가한다. 이 작을수록 그 증가율은 완만하여 작은 지반강성비에

서   에 대한 영향성은 더 작아진다. Prakash and Sharma(1990)

에 따르면,   와   인 각각의 범위에서 말뚝은 강성말뚝
Fig. 4. Relationship between  and 



Fig. 5. Relationship between  and 


Fig. 6. Relationship betwe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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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id pile)과 연성말뚝(flexible pile)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준

을 Fig. 8에 적용하면,   인 강성말뚝은   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변화가 미소한 반면   인 연성말뚝은 지점조건에 상관없이 

  의 크기와 그 경향성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반강성비 

에서도 말뚝이 좌굴하는 임계치 이 존재한다.

Fig. 9는   에 대한 마찰저항비 의 영향을 나타낸다. 말뚝의 

주면마찰력은 말뚝의 축방향력을 감소시키므로 가 증가할수록 

  은 증가한다.   이면 ◆로 표시한 주면마찰력을 고려하지 

않는 선단지지 말뚝이므로   의 마찰말뚝보다   이 더 작다. 

한편, 자유-자유 말뚝의 경우   이면 그 증가율은 거의 

이 되어   은 일정값에 수렴하게 된다. 반면에 회전-회전 및 

고정-고정 말뚝은 자유-자유 말뚝과 비교해 의 영향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에 대한 압축계수 의 영향을 나타낸다. 압축하중

이 작용하지 않는   에서   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 증가할수록   은 감소하여 ■로 표시한 한계하중 에서 

 
이 된다. 다시 말해, 자유진동하는 말뚝에 일정 크기 이상

의 압축하중이 가해지면 좌굴하는데 이는 굽힘력으로 인해 말뚝

이 정적 불안정상태로 되기 때문이다. 예로서 자유-자유 말뚝에 

작용하는  에서 말뚝은 좌굴하고 그때의 좌굴하중은 

 이다.

Figs. 4~10은 지금까지 살펴본 지반-말뚝 시스템의 재료 및 

Fig. 7. Relationship between   and 


Fig. 8. Relationship between  and 


Fig. 9. Relationship between   and 


Fig. 10. Relationship betwe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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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변수의 영향과 더불어   에 대한 말뚝의 지점조건의 

영향을 설명한다. 모든 그림에서  값은 자유-자유, 회전-회전, 

고정-고정지점의 순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Table 

2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Fig. 11은 Figs. 4~10의 변수연구에서 적용한   ,   , 

  ,   ,   ,   ,   에 대한 말뚝의 진동형을 

나타낸다. 진동형은 지점조건에 크게 의존하여 자유지점인 경우 

말뚝의 단부에서 동적 변위가 발생하고, 회전 및 고정지점인 경우 

동적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뚝의 

진동형은 자유진동하는 말뚝의 최대진폭의 위치와 크기, 진폭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말뚝의 내진설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5. 결 론

이 논문은 직사각형 barrette 말뚝의 수평 자유진동에 관한 수치

방법 연구이며, 이 연구에서 산정한 고유진동수와 진동형을 토의하

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산정한 고유진동수는 ADINA 유한요소해석의 

결과와 2.88 % 이내의 오차로 일치하였다.

(2) 수치방법의 수렴해석에서 말뚝 길이의 분할개수 
의 

고유진동수는 
에 대한 고유진동수에 유효숫자 4자리

의 정도로 수렴하였다. 

(3) 말뚝단부의 구속정도가 클수록 고유진동수는 증가한다. 고유

진동수의 상한치인 고정-고정의 고유진동수는 하한치인 자유-

자유보다 1.75배로 더 크다.

(4) 말뚝의 고유진동수를 증가시키는 말뚝변수는 단면형상비  , 

마찰저항비 , 지반강성비 이고, 고유진동수를 감소시키는 

말뚝변수는 마찰형상비 , 세장비  , 압축계수 이다.

(5) 지반의 반력형상비 와 고유진동수   의 관계에서, 말뚝의 

최대고유진동수가 발생하는 최적의 가 존재한다. 

(6) 말뚝의 고유진동수를 감소시키는 요인들 ,  , 에는 말뚝이 

좌굴하는  ,  , 의 임계치들이 존재한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수직하중에 따른 단위주면마찰력과 더불어 

다른 축방향 요소인 말뚝자중의 영향을 고려한 대구경 대심도 

barrette 말뚝의 동적 안정성 평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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