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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럽과 미국에서는 말뚝기초 설계에 한계상태설계법 사용이 거의 정착되었으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토해양부가 한계상태설계법에 기

반한 교량하부기초 설계기준을 제정하였지만, 국내 말뚝공법 및 지반조건에 대한 저항계수 연구가 부족하여 당장 설계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HC 매입말뚝의 저항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LH설계기준과 도로교설계기준 방법으로 산정한 

지지력과 LH 현장에서 실시한 정재하시험(21회)과 동재하시험(EOID 21회, Restrike 21회) 결과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행 논문(재하시험

에 의한 PHC 매입말뚝의 저항계수 산정)에서 수행한 결과보다 2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재하지지력(극한)으로 구한 

저항계수는 설계식 및 목표신뢰도지수에 따라 0.64~0.83, 동재하지지력(극한)으로 구한 저항계수는 0.42~0.55로 나와 정재하지지력(극한)으로 구한 

저항계수보다 약 33% 작게 나타났다. 반면 수정동재하지지력(EOID의 극한선단지지력 + Restrike의 극한주면지지력)으로 구한 저항계수는 

0.55~0.71로 나와 정재하지지력(극한)으로 구한 저항계수와 비교 시 그 차이가 약 14%로 줄어들었다. 데이터 추가에 의해 저항계수를 산정한 결과 

이전 저항계수와 같거나 0.04정도 증가하여 데이터가 2배 이상 추가되어도 저항계수가 의미 있을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

으로 본 연구에서 정재하 및 동재하시험으로 산정한 전체 저항계수는 전반적으로 도로교설계기준(2015)에서 제시한 저항계수 0.3보다 커서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PHC 매입말뚝, 동재하시험, 정재하시험, 저항계수, 수정동재하지지력

ABSTRACT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use of limit states design has almost been established for pile foundation design. According to the global 
tre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established the basic design criteria of the bridge under the limit state design 
method.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flect on the design right now because of lack of research on resistance coefficient of the pile method 
and ground condition. In this study, to obtain the resistance coefficient of PHC bored pile which is widely used in Korea, the bearing capacity 
calculated by the LH design standard and the bridge design standard method, the static load test(21 times) and the dynamic load test(EOID 
21 times, Restrike 21) The reli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esults. The analysis of the resistance coefficient of PHC bored pile by 
loading test was analyzed by adding more than two times data. As a result, the resistance coefficient obtained from the static load test(ultimate 
bearing capacity) was 0.64 ~ 0.83 according to the design formula and the target reliability index, and the resistance coefficient obtained from 
the dynamic load test(ultimate bearing capacity) was 0.42~0.55. Respectively. The resistance coefficient obtained from the modified bearing 
capacity of dynamic load test(EOID 's ultimate end bearing capacity + restrike' s ultimate skin bearing capacity) was 0.55~0.71, which was 
reduced to about 14% when compared with the resistance coefficient obtained by the static load test(ultimate bearing capacity). As a result 
of the addition of the data, the resistivity coefficient was not changed significantly, even if the data were increased more than 2 times by 
the same value or 0.04 as the previous resistance coefficient. In conclusion, the overall resistance coefficient calculated by the static load test 
and dynamic load tests in this study is larger than the resistance coefficient of 0.3 suggested by the bridge design standard(2015).

Key words : PHC bored pile, Dynamic Load Test, Static Load Test, Resistance coefficient, Modified bearing capacity of dynamic loa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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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1

여기서,  : 저항계수(Resistance factor)

 : 공칭저항(Nominal resistance)

 : 하중계수(Load factor)

 : 공칭하중(Nominal load)
Table 1. The highway bridge design standard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

Original Changed

Steel bridge Concrete bridge Steel bridge Concrete bridge

Allowable Stress 
Design Method

Strength Design 
Method

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

1. 서 론

국토교통부는 2012년에 한계상태설계법에 기반한 도로교 

설계기준을 전면 시행하였다. 즉, 기존 강교, 콘크리트교 설

계기준인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을 한계상태설계법으

로 제정하였다. 한계상태설계법은 구조설계분야에서는 허용

응력설계법과 함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설계법이나 지반공학 분야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기

초를 포함한 지반구조물의 설계는 전통적으로 허용응력설계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한계상태설계법 도입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3년의 유

예기간 이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도로교 설계기준 말뚝의 SPT 설계방법에 대한 저항계수를 

0.3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율 4.7에 해당하는 것으

로 너무나 과한 설계로 설계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매입공법(LH공사 : PHC 말

뚝, 도로공사 : 강관말뚝)에 대해 국내여건에 맞는 저항계수

를 제시하고자 2015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지반공학 분야에서도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2005년 건설교통부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LRFD 기초구조물 설계를 위한 저항

계수 결정 연구”를 3년간(2005년~2008년) 수행하였으며 이

를 통해, 국내 지반 특성 및 시공현황을 고려한 깊은 기초(타

입강관말뚝,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축방향 외말뚝 기초의 지

지력 공식별 저항계수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8)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 값들이 도로교 설계기준 해설(국토해양부, 

2008)에 수록되었으나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

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재하시험에 의한 PHC 매입말뚝의 저항계

수 산정(LH연구원, 2017)’ 연구의 추가 연구로서 LH 현장 10

개소(선행연구에서는 3개소 수행함)에서 PHC 매입말뚝에 대

한 정밀재하시험 결과를 추가하여 이를 국내 설계기준과의 

신뢰성 분석을 통해 저항계수를 산정하고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2. 이론고찰

2.1 한계상태설계법

구조물의 한계상태란 구조물이 파괴(Failure)에 도달한 상

태이며, 구조물의 파괴란 구조물이 요구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기초 구조물의 파괴는 저항력 부족으로 인한 지반

의 파괴나 기초의 붕괴를 포함하는 안정성과 강도 측면의 극

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 지반의 과도한 변위나 구조

물 부재의 손상을 포함하는 사용성 측면의 사용한계상태

(Serviceability limit state)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물이 한계상태에 놓였을 때 구조물이 기능을 잃고 파

괴상태가 될 확률을 목표 파괴확률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것

이 한계상태설계법의 근간이다. 이는 신뢰성해석 이론에 근

거한 통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계상태설계법은 

하중과 지반 저항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목표

파괴확률은 달라지기 마련이고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이를 

만족하면서 구조물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최

적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한계상태설계법은 북미지역의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 

Load and Resistance Factored Design)과 유럽지역의 유로코드

(EUROCODE)로 나뉜다. 한계상태설계법은 계산된 설계 저

항에 저항계수를 곱해준다. 유로코드는 설계 저항의 계산에 

사용되는 여러 지반 정수들 각각에 부분안전계수를 곱해준다. 

국내에는 한계상태설계법이 널리 사용되지 않으므로 많은 자

료가 필요한 유로코드보다는 LRFD의 개발이 쉬울 것이다.

LRFD는 하중 및 저항력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신뢰성이론

을 통해 확률,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하중 및 저항계수를 산정

한다. 이를 통해 구조물이 한계상태에 도달할 확률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고, 구조물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안전성, 신뢰성

(파괴확률)을 갖도록 한다. LRFD의 설계조건은 식 1과 같다.

2.2 LRFD 과정

LRFD 설계법의 개발에서, 사용된 설계방법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중 및 저

항계수를 결정해야 한다.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법

의 통계적 매개변수 특성을 결정하는 과정, 수용 가능한 안전

여유를 얻는데 필요한 하중저항계수를 결정하는 것을 "보정

(Calibration)"이라 한다. LRFD 보정의 목표는 일관된 파괴확

률(신뢰도지수)을 갖는 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공칭하중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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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ilure probability 

and the reliability index(Park et al., 2011)

  


′× ≦ ㎡× 식 5

여기서, 
′ : 지지층의 평균 수정 N값, N≦60

 : 말뚝의 선단면적

가하거나 공칭저항을 감소시키는 계수들을 계발하는 것이다.

계수 결정은 신뢰성해석 이론에 기반하며, 명시적인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적으므로 근사 해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

즘 형태인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MCS(Monte 

Carlo Simulation)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구조물의 각 한

계상태에 대해 하중과 저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설계 확률변

수들은 그 통계적 특성이 정의되어야 하고, 한계상태함수는 

이들을 포함하며 한계상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LRFD 보정에서 실제 측정된 하중과 저항이 구조물에 요구, 

예측되는 공칭 값의 비인 편향계수를 추가적 통계적 특성으

로 고려해야 한다.

말뚝기초의 LRFD 계수 산정 및 설계에서 현장시험결과를 

이용한 정적 지지력공식, 동재하시험, 정재하시험 등의 다양한 

저항력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산정방법의 극한지

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허용지지력을 사용하지 않고 극한지지

력을 LRFD 설계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말뚝기초의 설계는 

지지력공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지지력공식에 따라 결

정되는 지지력의 통계적 분포와 특성은 다르다. 저항계수의 

산정은 재하시험의 극한지지력을 기준(공칭저항력)으로 삼아 

각 지지력공식의 결과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산정되는 저항계수는 지지력공식에 따라 다르다. 

미국 AASHTO LRFD 설계기준(2004)의 저항계수는 

MVFOSM(Mean Value First Order Second Moment) 방법을 

통해 산정되었으며, 하중과 저항으로 표현되는 한계상태함수 

 에 대한 명시적 해를 얻을 수 있다. 두 확률변수 하중과 

저항은 통계적으로 독립이며 모두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하중은 사하중( )과 활하중()의 조합으로 고

려한다(식 2).

여기서, 는 편향계수, 는 변동계수(COV)를 의미한다. 

(신뢰도지수)를 공칭 저항력 에 대해 정리하고 

에 대입한 뒤 분모와 분자를 로 나누면 저항계수는 식 4

와 같다.






 expln    




 








 



식 4

여기서, 는 하중계수이고 는 목표신뢰도지수이다.

2.2.1 목표신뢰도지수 적용

신뢰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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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the skin friction bearing 

capacity of the bored pile and the SPT N 

value(Park et al., 2004)

모래   ′≦㎡× 식 7

 여기서,  ′ : 수정 N값의 평균 값

 : 말뚝의 주면 표면적

Table 2. Design bearing capacity calculation result(Park et al., 2018)

Division

LH Design standard(tonf) Bridge Design standard(tonf)

Total Bearing 

Capacity

Ultimate

Skin friction 

Bearing Capacity

Ultimate Base 

Bearing Capacity

Total Bearing

Capacity

Ultimate

Skin friction 

Bearing Capacity

Ultimate Base 

Bearing Capacity

A Site

A-1 620.97 197.07 423.90 585.45 246.33 339.12

A-2 606.27 182.37 423.90 567.08 227.96 339.12

A-3 576.88 152.98 423.90 530.35 191.23 339.12

B Site

B-1 544.48 120.58 423.90 529.26 190.14 339.12

B-2 538.82 114.92 423.90 482.78 143.66 339.12

B-3 399.57 105.19 294.38 366.99 131.49 235.50

C Site

C-1 553.14 129.24 423.90 500.67 161.55 339.12

C-2 590.45 166.55 423.90 547.30 208.18 339.12

C-3 501.90 78.00 423.90 436.62 97.50 339.12

D Site

D-1 496.42 72.52 423.90 429.77 90.65 339.12

D-2 532.04 108.14 423.90 474.30 135.18 339.12

D-3 574.24 150.34 423.90 527.05 187.93 339.12

E Site E-1 528.62 104.72 423.90 470.02 130.90 339.12

F Site
F-1 567.46 143.56 423.90 518.57 179.45 339.12

F-2 548.24 124.34 423.90 494.55 155.43 339.12

G Site

G-1 491.89 197.51 294.38 484.74 249.24 235.50

G-2 452.99 158.61 294.38 440.44 204.94 235.50

G-3 493.14 198.76 294.38 499.65 264.15 235.50

H Site H-1 697.08 273.18 423.90 680.60 341.48 339.12

I Site I-1 600.62 176.72 423.90 560.02 220.90 339.12

J Site J-1 617.95 194.05 423.90 581.69 242.57 339.12

Average value 545.76 147.76 398.00 506.31 187.91 318.40

2) 도로교설계기준 산정 식

도로교설계기준의 선단지지력 산정은 식 6과 같다.

  


′× ≦ ㎡× 식 6

 여기서, 
′ : 지지층의 평균 수정 N값

 : 말뚝의 선단면적

2.3.2 주면마찰력 산정

1) LH설계기준 산정 식

LH설계기준의 주면마찰력 산정은 식 7과 같다.

2) 도로교설계기준 산정 식

도로교설계기준의 주면마찰력 산정은 식 8과 같다.

모래   ′≦㎡× 식 8

 여기서,  ′ : 수정 N값의 평균 값

 : 말뚝의 주면 표면적

3. 설계지지력 및 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 산정

3.1 설계지지력(공칭저항 : R) 산정

LH 현장(10개소)의 매입말뚝 기초에 대한 설계지지력을 

LH설계기준과 도로교설계기준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

며, 표2에 설계지지력 산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LH설계기준 방법으로 산정 시 399.57~697.07tonf(평균 : 

549.20tonf), 도로교설계기준 방법으로 산정 시에는 366.99~ 

680.69tonf(평균 : 509.90tonf)로 나타났다. 두 설계식은 SPT 

결과 값을 사용하는 지지력 Meyerhof 방법에 근간을 두고 있

으며, LH설계기준이 도로교설계기준 지지력보다 약 7% 높

게 나타났다. 이는 LH설계기준 산정 시 선단지지력을 높게 

산정하고, 도로교설계기준 산정 시에는 주면지지력을 높게 

산정하면서 지지력 차이가 발생하였다.

3.2 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 산정

동재하시험은 PHC 말뚝을 근입시키고 시멘트풀 양생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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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imetic diagram of bi-directional load test Hydraulic jack installation and Installing the Pile hydraulic jack 

Table 3. LH field load test(Static load test and Bearing capacity of restrike) result(Park et al., 2018)

Division
Static load test(tonf) Bearing capacity of Restrike(tonf)

Modified bearing capacity of 

dynamic load test(tonf)

(1) (2) (3) (4) (1) (2) (3) (4) (1) (2) (3)

A Site
A-1 593.0 305.0 288.0 515.0 241.0 56.0 185.0 209.0 358.3 56.0 302.3
A-2 656.0 380.0 276.0 580.0 430.0 175.1 254.9 419.0 507.2 175.1 332.1
A-3 735.0 400.0 335.0 640.0 429.8 300.5 129.3 429.0 711.4 300.5 410.9

B Site
B-1 620.0 300.0 320.0 640.0 454.8 202.8 252.0 454.8 634.9 202.8 432.1
B-2 480.2 230.0 265.0 480.0 440.0 135.1 304.9 418.0 392.7 135.1 257.6
B-3 665.0 350.0 315.0 600.0 316.3 145.6 170.7 316.3 452.0 145.6 306.4

C Site
C-1 480.0 190.0 290.0 420.0 430.9 173.5 257.4 302.0 488.6 173.5 315.1
C-2 390.0 90.0 300.0 300.0 436.9 128.5 308.4 296.0 465.2 128.5 336.7
C-3 246.0 46.0 200.0 246.0 413.1 192.4 220.7 413.0 602.4 192.4 410.0

D Site
D-1 616.7 295.0 321.7 520.0 328.6 139.0 189.6 231.0 534.0 139.0 395.0
D-2 711.7 311.7 400.0 640.0 425.6 90.7 334.9 213.0 483.0 90.7 392.3
D-3 754.8 400.0 354.8 617.0 488.9 166.5 322.4 435.0 579.2 166.5 412.7

E Site E-1 770.0 340.0 440.0 786.0 575.1 281.8 293.3 575.0 744.0 281.8 462.2

F Site
F-1 601.8 310.0 291.8 360.0 409.3 200.6 208.7 392.0 582.9 200.6 382.3
F-2 880.0 440.0 440.0 700.0 343.0 85.3 258.0 261.0 513.2 85.3 427.9

G Site
G-1 600.0 300.0 300.0 535.0 275.1 144.1 131.0 253.0 313.4 144.1 169.3
G-2 176.8 120.0 56.8 140.0 349.8 206.0 143.8 350.0 290.2 206.0 84.2
G-3 530.4 330.0 200.4 500.0 246.3 152.3 94.0 233.0 337.4 152.3 185.1

H Site H-1 728.0 360.0 368.0 671.0 425.0 338.3 86.7 425.0 640.3 338.3 302.0
I Site I-1 580.0 340.0 240.0 300.0 445.9 245.1 200.8 446.0 624.3 245.1 379.2
J Site J-1 620.0 380.0 240.0 530.0 411.0 241.8 168.2 410.0 573.6 241.8 331.8
Average value 592.1 296.0 297.2 510.4 396.0 181.0 214.9 356.2 515.6 181.0 334.6

＊ (1) :  Total Bearing Capacity, (2) : Ultimate Skin friction Bearing Capacity, (3) : Ultimate Base Bearing Capacity, (4) : Davisson Bearing Capacity

초기동재하시험(EOID)을 실시하여 지지력을 확인하였으며, 

동일한 말뚝에 시멘트풀 양생 후 최소 7일이 지난 뒤 재항타

동재하시험(Restrike)을 실시하여 최종지지력을 측정하였다.

정재하시험은 양방향재하시험으로 수행하였으며, 시험을 

위해 선정한 시험말뚝에는 선단 CELL(유압잭), 가력장치 및 

변위측정을 위한 Telltale gauge guide pipe등을 설치하였다. 

1) 정재하시험 공칭저항

  - 주면저항 : 하중-상향 변위거동으로부터 주면저항 곡

선을 얻고 Fuller 방법[4mm+말뚝의 탄성변형량

(PL/AE)]으로 하중을 결정

  - 선단저항 : 항복하중을 판정하는 기존의 Graphical 방

법을 적용하되 분명한 변곡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선단침하량 1인치(25.4mm) 조건에서의 지지력을 공칭

저항으로 평가

2) 동재하시험 공칭저항

  - CAPWAP 해석 결과로부터 판정되는 극한지지력(Rut)

을 공칭저항으로 평가

3) Davisson 판정법

  - Davisson 판정 방법은 정재하 및 동재하시험에서 구한 

하중-침하곡선에서 말뚝 자체의 탄성압축량(PL/AE)과 

지반의 탄성거동량(Quake, X)을 더하여 판정기준선

(Davisson's offset line)을 설정한 다음, 말뚝의 하중-침

하량 곡선이 이 선과 만나는 점의 하중을 구하여 이를 

항복하중(Failure load)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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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lection Coefficient(Load test / Design bearing capacity) calculation result(Park et al., 2018)

Division
Static load(Ultimate) / Static load(Davisson) / Restrike(Ultimate) / Restrike(Davisson) /

Modified bearing 

capacity of dynamic 

load test / 

Design bearing capacity

LH 
Design standard

(1) 1.10 0.94 0.72 0.65 0.94

(2) 0.12

Bridge 
Design standard

(1) 1.20 1.01 0.79 0.71 1.02

(2) 0.13

＊ Coefficient of variation(C.O.V) = 1) COV < 25% : Low, 2) 25% ≤ COV < 40% : Normal, 3) 40% ≤ COV : High

＊ (1) : Average of deflection coefficient, (2) : Coefficient of variation

Table 5. Resistance coefficient(∅) calculation result(Park et al., 2018)

Division 
Static load test(Ultimate)

Division 
Static load test(Davisson)

           

LH 
Design standard

2.33 0.78(0.74) 0.76(0.72) LH 
Design standard

2.33 0.68(0.65) 0.66(0.63)

3.00 0.66(0.63) 0.64(0.61) 3.00 0.56(0.55) 0.54(0.53)

Bridge 
Design standard

2.33 0.83(0.79) 0.81(0.77) Bridge 
Design standard

2.33 0.71(0.71) 0.68(0.68)

3.00 0.70(0.66) 0.68(0.64) 3.00 0.59(0.59) 0.58(0.58)

Division 
Restrike(Ultimate)

Division 
Restrike(Davisson)

           

LH 
Design standard

2.33 0.51(0.52) 0.50(0.50) LH 
Design standard

2.33 0.46(0.47) 0.45(0.46)

3.00 0.43(0.44) 0.42(0.42) 3.00 0.39(0.40) 0.38(0.39)

Bridge 
Design standard

2.33 0.55(0.55) 0.53(0.54) Bridge 
Design standard

2.33 0.49(0.51) 0.48(0.49)

3.00 0.46(0.47) 0.45(0.45) 3.00 0.41(0.43) 0.40(0.41)

Division 

Modified bearing capacity of dynamic 

load test(Ultimate)

     

LH 
Design standard

2.33 0.67(0.67) 0.64(0.64)

3.00 0.56(0.56) 0.55(0.55)

Bridge 
Design standard

2.33 0.71(0.71) 0.69(0.69)

3.00 0.60(0.60) 0.58(0.58)

＊ (   ) Parentheses indicate the resistance coefficient of the preceding article [Estimation of resistance coefficient of PHC bored pile by load test (Park et al., 2017)]

LH 현장(10개소)에서 정재하시험(21회)과 동재하시험(EOID 

21회, Restrike 21회)을 실시하였으며, 정재하 및 동재하시험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또한 정재하시험 결과 값은 탄성

해석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며, 동재하시험 결과 값은 CAPWAP 

분석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표 3에서 재항타동재하시험(극한지지력) 평균은 396.0tonf

이며, 정재하시험(극한지지력) 평균은 592.1tonf로 정재하시

험(극한지지력)이 약 33% 높게 나타났다. 또한 Restrike의 극

한선단지지력(평균 : 214.9tonf)이 EOID의 극한선단지지력

(평균 : 334.6tonf)보다 약 35% 감소되었으며, 이는 실제로 선

단지지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고 시멘트풀의 경화에 의해 타

격에너지가 선단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단지지력을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타격을 가

해야 하나 그럴 경우 말뚝이 손상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정동재하지지력

(EOID의 극한선단지지력 + Restrike의 극한주면지지력)을 제

시하였으며, 수정동재하지지력(평균 : 515.6tonf) 및 정재하시

험(극한지지력, 평균 : 592.1tonf)과 비교 시 그 차이가 약 

12%로 줄어들었다.

4. 저항계수(∅) 산정

재하시험 결과[정재하 및 동재하시험(극한 및 Davisson 지

지력)]와 설계지지력(LH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및 상재

하중법)을 신뢰성해석(MVFOSM)에 의하여 PHC 매입말뚝의 

하중저항계수를 구하였다. 이때 사하중( )과 활하중()

의 하중비()는 5와 1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목표 신

뢰도 지수()는 2.33(파괴확률 : 1.0%)과 3.0(파괴확률 : 

0.1%)일 때 하중저항계수를 산정하였다. 

다양한 설계법에 의해 산정한 지지력과 현장재하시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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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iability analysis of the resistance coefficient(∅) obtained from the load test results and the bearing capacity 

obtained by the settlement criterion (Park et al., 2018)

Division
Reliability

Design bearing capacity Load test method and Resistance coefficient(∅)

LH Design standard

Resistance coefficient calculated by the Static load(Ultimate)
[(2.33) : 0.76, (3.00) : 0.64)

1.33 1.12

Resistance coefficient calculated by the Static load(Davisson)
[(2.33) : 0.66, (3.00) : 0.54)

1.15 0.94

Resistance coefficient calculated by the Restrike(Ultimate)
[(2.33) : 0.50, (3.00) : 0.42)

1.05 0.88

Resistance coefficient calculated by the Restrike(Davisson)
[(2.33) : 0.45, (3.00) : 0.38)

0.94 0.80

Resistance coefficient calculated by the Modified bearing capacity of dynamic load test
[(2.33) : 0.64, (3.00) : 0.55)

1.34 1.15

＊ Reliability : Resistance coefficient(∅) × Design bearing capacity(Ultimate) / Allowable bearing capacity on the settlement standard 

4)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편향계수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표 4에 나타내었으며, 이 중 편향계수가 1에 

근접하거나 변동계수가 양호한 설계 식들에 대해 저항계수를 

간추려서 표 5에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논문[재하시험에 의한 PHC 매입말뚝의 저항계수(박종배 외, 

2017)]에서 산정한 저항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재하지지력(극한) 및 설계지지력의 편향계수(LH설계기

준)는 1.10이며, 변동계수는 0.12로 낮은 값이 나타났다. 동재

하지지력(극한) 및 설계지지력의 편향계수(LH설계기준)는 

0.72로 정재하지지력(극한)에 비해 약 34% 낮게 나타났다. 

반면, 수정동재하지지력(EOID의 극한선단지지력+Restrike

의 극한주면지지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LH설계기준에 대한 

편향계수가 0.94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정동재하지지력의 편

향계수는 정재하지지력(Davisson)의 편향계수와 거의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재하지지력(Davisson)과 수정동재

하지지력이 유사함을 나타낸다. 

정재하지지력(극한)으로 구한 저항계수는 설계식 및 목표

신뢰도지수에 따라 0.64~0.83이며, 동재하지지력(극한)으로 

구한 저항계수는 0.42~0.55로 나와 정재하지지력(극한)으로 

구한 저항계수보다 약 33% 작게 나타났다. 반면, 수정동재하

지지력(EOID의 극한선단지지력 + Restrike의 극한주면지지

력)으로 구한 저항계수는 0.55~0.71로 나왔으며, 정재하지지

력(극한)으로 저항계수(0.64~0.83)와 비교 시 약 14%로 줄어

들었다.

반면, 정재하지지력(Davisson)의 저항계수(0.54~0.71)와 수

정동재하지지력으로 구한 저항계수(0.55~0.71)가 서로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동재하지지력으로 구한 저항계수도 실

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논문[재하시험에 의한 PHC 매입말뚝

의 저항계수 산정(박종배 외, 2017)]에서 수행한 결과보다 2

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저항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저항계수가 같거나 0.04 정도 증가하여 데이터가 2배 

이상 추가되어도 저항계수가 의미 있을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현장에서 정밀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구한 저항계수는 

시험방법 및 목표신뢰도지수에 따라 최소 0.38에서 최대 

0.83을 나타내어 도로교설계기준(2015)에서 제시한 저항계수 

0.3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성 있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5. 한계상태설계정수(저항계수 : ∅)의 적정성 판정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하여 구한 한계상태설계정수(저항

계수 : ∅)의 적정성 판정을 위하여 침하 기준(10mm 허용침

하량)으로 구한 허용지지력과 산정한 저항계수에 LH설계기

준으로 구한 설계지지력을 곱한 저항 값(∅R)과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항중( )과 활하중()의 하

중비()는 가장 극한 상태인 10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재하시험 방법 별, 목표신뢰도지수() 별로 저항계수

(∅) × 설계극한지지력과 침하 기준에 의한 허용지지력과의 

신뢰도계를 분석한 결과 정재하시험으로 구한 저항계수를 사

용하면 특히 목표신뢰도지수 2.33일 때 설계지지력이 침하 

기준에 의한 허용지지력보다 과대하게 산정되는 경향이 두드

러진다. 정재하시험으로 구한 저항계수를 사용할 때는 목표

신뢰도지수 3.00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재하시험 보다는 동재하시험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동재하시험으로 구한 목표신뢰

도지수 3.00의 저항계수를 사용하면 설계지지력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동재하시험으로 구한 저항계

수를 사용할 때는 목표신뢰도지수 2.33을 사용하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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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하시험과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적절한 저항계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

라도 기존의 도로교설계기준(2015)의 저항계수(0.3) 보다는 경

제적인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저항계수 중 

보다 경제적인 설계를 위한 저항계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

장에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목표설계

지지력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이 최적화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HC 매입말뚝의 저항계수를 구하기 위하

여  LH설계기준과 도로교설계기준 방법으로 산정한 지지력

과 LH 현장에서 실시한 정재하시험(21회)과 동재하시험

(EOID 21회, Restrike 21회) 결과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하시험 결과 정재하극한지지력 평균은 592.1tonf이며, 

동재하극한지지력(Rut) 평균은 396.0tonf로 정재하극한지지

력이 약 33% 높게 나타났다.

2) 정재하지지력(극한)으로 구한 저항계수는 설계식 및 목

표신뢰도지수에 따라 0.64~0.83이며, 동재하지지력(극한)으

로 구한 저항계수는 0.42~0.55로 나와 정재하지지력(극한)으

로 구한 저항계수보다 약 33% 작게 나타났다.

3) 수정동재하지지력(EOID의 극한선단지지력 + Restrike

의 극한주면지지력)으로 구한 저항계수는 0.55~0.71로 나왔

으며, 정재하지지력(극한)으로 저항계수(0.64~0.83)와 비교 

시 그 차이가 약 14%로 줄어들었다. 반면, 정재하지지력

(Davisson)으로 구한 저항계수(0.54~0.71)와 수정동재하지지

력으로 구한 저항계수(0.55~0.71)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나 수정동재하지지력으로 구한 저항계수도 실효성이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4) 본 연구에서는 선행 논문[재하시험에 의한 PHC 매입말

뚝의 저항계수 산정(박종배 외, 2017)]에서 수행한 결과보다 

2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저항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저항계수가 같거나 0.04 정도 증가하여 데이터가 2

배 이상 추가되어도 저항계수가 의미 있을 정도로 크게 변하

지 않았다.

5) 본 연구에서 산정한 저항계수(∅)의 적정성 분석 결과 

정재하시험으로 구한 저항계수를 사용할 때는 목표신뢰도지

수 3.00을, 동재하시험으로 구한 저항계수를 사용할 때는 목

표신뢰도지수 2.33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본 연구에서 정재하 및 동재하시험으로 산정한 전체 저

항계수는 0.38~0.83으로 나타나 도로교설계기준(2015)에서 

제시한 저항계수 0.3보다 커서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구한 저항계수는 시험 방

법, 목표신뢰도지수 및 지지력 설계식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서는 각 설계 조건에 맞는 저항

계수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설계지지력 확인

을 위한 재하시험이 최적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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