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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teral stability of bridge foundations against train moving load, emergency stopping load,  earthquakes, 

and so on is very important for a railway bridge foundation. A borehole test is much more accurate than 

laboratory tests since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disturbance of ground conditions on the test site. The 

representative borehole test methods are Dilatometer, Pressuremeter and Lateral Load Tester, which usually 

provide force-resistance characteristics in elastic range. In order to estimate P-y curves using those methods, 

the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soil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soil cannot be 

obtained. Therefore, P-y curves are estimated usually using elastic modulus (EO, ER) of lateral 

pressure-deformation ratio obtained within the range of elastic behavior. Even though the pile foundation is 

designed using borehole tests in field to increase design accuracy, it is necessary to use a higher safety facto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design. 

A Large Displacement Borehole Testmeter(LDBT) is developed to measure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the 

soil in this study. P-y curves can be directly achieved from the developed equipment. Comparisons between 

measured P-y curves the LDBT developed equipment, theoretical methods based on geotechnical investigations, 

and back-calculated P-y curves from field tests are shown in this paper.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measured P-y curves using LDBT can be properly matched with back-calculated P-y curves from filed tests 

by applying scale effects for sand and clay, respectively.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철도교 기초는 철도의 이동하중에 대한 측면 안정성, 급제동하중, 내진 및 기타하중에 대한 강한 기초

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공내재하시험은 시험구간의 지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실험

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하다. 이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탄성범위의 압력-변형율 특성만 구해진다. 이에 따

라 P-y 곡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면 지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비선형 거동

특성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반에 제한된 변형을 가하여 탄성거동 범위 내에서 얻어진 횡방향 

압력-변형율 곡선의 탄성계수(EO, ER)를 이용하여 P-y 곡선을 산정한다. 이러한 경우 비록 현장에서 설계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내재하시험기를 사용하여 말뚝기초를 설계하여도 설계의 신뢰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높은 안전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지반의 비선형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를 개발하여 개발된 장비를 통

해서 P-y 곡선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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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P-y 곡선

  말뚝의 변위가 커지면 지반반력이 항복치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반에서의 말뚝변위와 지

반반력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는 비선형성을 보인다. 말뚝과 지반의 관계는 P-y 곡선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일련의 P-y 곡선은 임의의 깊이에서 말뚝의 수평저항력 작용하의 지반의 측방변형을 나태내고 말

뚝의 형상이나 강성에 무관하며 임의의 깊이에서 말뚝의 위아래에 작용하는 하중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가정한다. 이는 임의의 깊이에서의 말뚝변위는 그 위치에서의 지반반력에만 의존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지반은 그림 1(b)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련의 P-y 곡선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림 1(a)의 P-y 

곡선은 0에서 지반의 항복강도까지의 수평지반저항에 대한 지반변형을 나타내었다[1].

(a) (b)

그림 1. P-y 곡선의 개념도

2.2 연구동향

  Hansen 등[2]은 Pressuremeter을 이용하여 지반의 횡방향 압력-변형율 곡선을 산정, 실제 말뚝의 거동

을 분석하여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Pressuremeter는 지반의 항복 및 파괴강도를 구하

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말뚝의 거동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변위 공내재

하시험기를 이용하여 호남고속철도 ○○현장에서 시공된 SDA(Separation Doughnut Auger) 매입말뚝공법

을 적용한 고강도 강관말뚝의 P-y 곡선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제안식을 산정하였다. 

그림 2. Pressuremeter로부터 산정된 압력-변형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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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내재하시험

  공내재하시험은 지하 구조물이 깊은 곳에서 수평하중을 받을 때 지반이 어느 정도의 수평저항력을 발

휘하는 가를 측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시험구간의 지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실

험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하다. 시험방법은 그림 3과 같이 시추공의 공벽면을 가압하고, 그때의 공벽면의 

변형량을 측정함으로써 지반의 강도-변형 특성을 조사한다. 공내재하시험 결과는 지반의 변형계수, 정지

토압계수, 수평지반반력계수 및 흙의 내부마찰각 등을 추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내재하시험기는 

Dilatometer, Pressuremeter, Lateral Load Test 등이 있다.

그림3. 공내재하시험기의 작동원리 개략도

3.1 공내재하시험의 문제점

  지금까지 개발된 공내재하시험기들은 모두 지반의 항복 및 파괴강도를 구하기 어려운 기기들이다. 이

러한 시험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장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주로 지반의 탄성거동범위내에서 압력-변형

율 특성을 측정함으로 지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비선형 거동특성을 측정하기 어렵게 된다. 그림 4는 

공내재하시험의 전형적인 시험결과이다. 공내재하시험은 시험 시 가한 횡방향 압력(P)과 부피팽창(△V)

을 측정하여 그림과 같이 현장지반의 횡방향 가압력(P)-횡방향 변형률(△R/R0)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횡방향 가압력(P)-횡방향 변형률(△R/R0) 관계로부터 탄성계수(EO, ER)를 이용하여 P-y 곡선을 산

정한다[3]. 이러한 경우 비록 현장에서 설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내재하시험기를 사용하여 말뚝

기초를 설계하여도 설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높은 안전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림4. 공내재하시험의 전형적인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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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내재하시험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지반에 많은 양을 변형을 가할 수 있는 장

변위 공내재하시험기를 개발하였다. 표 1은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장변위 공내재

하시험기의 특징은 내부에 50mm LVDT를 설치함으로써 지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비선형 거동특성을 

바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는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의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표 1.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의 사양

외경(mm) Pressure Plate(mm) Cylinder Capacity
Operation 

Pressure(kg/cm
2
)

분해능(mm)

70 활착시 최대외경 130 5ton × 2EA 700 0.01

그림5.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의 개요도

3.3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를 이용한 현장시험

  장변위 공내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시험방법을 통해 결과 값을 측정하였다.

  1) 지반조사 시 시추작업 후에 시추성과로 얻어진 시료상자를 보고 시험 대상지층을 판단한다.

  2) 표준관입시험 실시 후 SPT Rod를 인발, 시추공 내부에 장변위 공내재하시험 기구를 삽입한다.

  3) 시험기구가 토층에 도달했을 때, Jack에 초기압력을 가하여 시험기구를 중앙에 위치시킨다.

  4) 계획된 시험압력을 가압하면 Pressure Plate가 수평으로 벌어지면서 하중과 변위가 측정된다.

  5) 압력은 2kg/cm
2
씩 올라가도록 하고 압력은 2~3단계의 압력과정을 거치므로 이에 따른 그래프가 작  

     성될 수 있도록 가압과 감압을 반복한다.

  6) 측정된 하중-변위량 관계곡선에 의해 P-y 곡선을 분석한다.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를 이용한 현장시험은 호남고속철도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Clay층 2개소, 

Sand층 2개소 총 4개소에 대한 현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지층의 지반물성치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장변위 공내재하시험 결과 그림 7과 같이 지반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한 곡선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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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지층 지반물성치

지층구성 γ' (t/m³) Φ (°) C (t/m
2
) N z (m)

Clay층
P27 0.71 - 2.2 5 0.14

P28 0.84 - 2.2 5 1.5

Sand층
P25 1.07 29 - 11 1.02

P28 1.09 27 - 10 2.66

그림 6. 현장시험사진

(a) Clay층 (b) Sand층

그림7. 장변위 공내재하시험 결과

4. Scale Effect 제안식 산정

  본 연구에서는 장변위 공내재하시험으로부터 측정된 곡선을 이용하여 SDA(Separation Doughnut Auger) 

매입말뚝공법을 적용한 고강도 강관말뚝의 P-y 곡선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현장말뚝재하시험은 그림

8과 같이 직경 609.6mm, 두께 9mm, 길이 12m인 강관말뚝을 사용하였고, 표준재하시험(ASTM D3966) 방

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중의 2배까지 재하하였다[4]. 그리고 현장말뚝재하시험으로 얻어진 P-y 곡선과 장

변위 공내재하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곡선을 비교하여 매입말뚝에 적용가능한 P-y 곡선을 작성하기 위

한 Scale Effect 식을 제안하였다. 표 3은 각 층에 대한 제안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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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27 Clay (b) P28 Clay

표 3. Scale Effect 제안식

지층구성 제안식 분류

Clay층
P Scale Effect
공내재하시험



′
유효단위중량() γ‘

말뚝깊이(m) z
y Scale Effect

공내재하시험




말뚝직경(m) D

Sand층

P Scale Effect
공내재하시험



′  

극한수평응력() Pu

y Scale Effect
공내재하시험





수평변위(m) yu

그림8. 현장말뚝재하시험

4. 검증재하시험

  제안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cale Effect를 적용한 장변위 공내재하시험 곡선과 검증재하시험 

P-y 곡선을 비교하였다. 그림9의 검증재하시험 P-y 곡선 시험 결과, Scale Effect를 적용한 장변위 공내재

하시험 P-y 곡선과 거동이 일치하였다. 향후 장변위 공내재하시험으로부터 측정된 응력-변위 곡선에 

Scale Effect를 곱함으로써 지반의 P-y 곡선을 측정하고, SDA(Separation Doughnut Auger) 매입말뚝공법

을 적용한 고강도 강관말뚝의 수평하중거동을 분석하여 실제 설계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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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25 Sand (d) P28 Sand

그림9. 검증재하시험 결과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를 이용하여 지반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한 P-y 곡선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 SDA(Separation Doughnut Auger) 매입말뚝공법을 적용한 고강도 강관말뚝의 수평재하시

험을 실시함으로써 각 지층에 따른 Scale Effect 식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1) 지금까지 개발된 공내재하시험기들은 모두 지반의 항복 및 파괴강도를 구하기 어려운 기기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내재하시험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지반에 많은 양의 변형을 가할  

   수 있는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를 개발하였다.

2) 장변위 공내재하시험기를 이용한 현장시험 결과 지반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한 곡선이 측정      

   되었다. 장변위 공내재하시험으로부터 측정된 곡선을 이용하여 SDA(Separation Doughnut Auger)      

   매입말뚝공법을 적용한 고강도 강관말뚝의 P-y 곡선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장말뚝재  

   하시험으로 얻어진 P-y 곡선과 장변위 공내재하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곡선을 비교하여 Scale         

   Effect 식을 제안하였다.

4) 제안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cale Effect를 적용한 장변위 공내재하시험 곡선과 검증재하    

   시험 P-y 곡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Scale Effect를 적용한 장변위 공내재하시험 곡선과 거동이     

   일치하였다. 향후 장변위 공내재하시험으로부터 측정된 응력-변위 곡선에 Scale Effect를 곱함으로  

   써 지반의 P-y 곡선을 측정하고, SDA(Separation Doughnut Auger) 매입말뚝공법을 적용한 고강도 강관  

   말뚝의 수평하중거동을 분석하여 실제 설계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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