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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illed shafts are a common foundation solution for large concentrated loads. Such piles are generally constructed by drill-

ing through softer soils into rock and the section of the shaft which is drilled through rock contributes most of the load bearing

capacity. Drilled shafts derive their bearing capacity from both shaft and base resistance components. The length and diameter

of the rock socket must be sufficient to carry the loads imposed on the pile safely without excessive settlements. The base resis-

tance component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ultimate capacity of the pile. However, the shaft resistance is typically

mobilized at considerably smaller pile movements than that of the base. In addition, the base response can be adversely

affected by any debris that is left in the bottom of the socket. The reliability of base response therefore depends on the use of a

construction and inspection technique which leaves the socket free of debris. This may be difficult and costly to achieve, par-

ticularly in deep sockets, which are often drilled under water or drilling slurry. As a consequence of these factors, shaft resis-

tance generally dominates pile performance at working loads. The efforts to improve the prediction of drilled shaft performance

are therefo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complex mechanisms of shaft resistance development. The shaft resistance only is

concerned in this study. The nature of the interface between the concrete pile shaft and the surrounding rock is critically impor-

tant to the performance of the pile, and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construction practices. In this study, the influences of asper-

it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heights and angles, the strength characteristics and elastic constants of surrounding rock masses

and the depth and length of rock socket, et. al. on the shaft resistance of drilled shafts are investigated from elasto-plastic anal-

yses(FLAC). Through the parametric studies, among the parameters, the vertical stress on the top layer of socket, the height of

asperity and cohesion and poison's ratio of rock masses are major influence factors on the unit peak shaft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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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상부의 큰 하중을 지탱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초 형식으로서 현장타설말뚝공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현장타설

말뚝의 시공은 연약한 토사 지반을 관통하여 암반까지 굴착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지력의 대부분은 암반층 근입부

에서 발휘되게 된다. 현장타설말뚝의 지지력은 선단지지력과 주면저항력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과도한 침하가 발생하

지 않고 지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근입부의 직경과 길이가 충분하여야 한다. 말뚝의 극한지지력에 있어서 선단지지력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면저항력은 선단지지력에 비해서 훨씬 작은 두부 침하량에서 발현된다. 또한 선단부

거동특성은 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입부 바닥에서의 잔류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잔류물을 근입부에

잔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시공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비경제적이다. 특히 암반층 근입부

가 깊은 경우에는 물이나 천공 슬러리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더욱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작용 하중하에서 말뚝의

거동은 주면부 거동특성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복잡한 발현기구를 가진 주면저항력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면저항력에 관해서만 연구를 하였다. 콘크리트 말뚝체와 주변 암반 사이의 상호작용은 말뚝

거동특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시공방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성 해석(FLAC 2D)을

통하여 근입부의 거칠기 경사, 높이와 같은 거칠기 특성, 근입부를 형성하는 주변 암반의 강도 특성과 변형 특성, 근입부의

깊이와 길이 등이 최대단위주면저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변수 연구를 통하여 최대단위주면저항력에

있어서는 근입부의 연직응력, 거칠기 높이와 근입부 암반의 점착력 및 포아슨비가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현장타설말뚝, 최대단위주면저항력, 거칠기 특성, 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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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은 주면저항력 또는 선단지지

력만으로 지지되거나, 혹은 두 지지력 성분이 동시에 발현되

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단지지력의

예측에 있어서는 근입부(socket) 상태에 대한 검사의 곤란함

및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주면

저항력을 발현시키는 변위량은 선단지지력 발현시의 변위량

에 비하여 매우 작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용하중은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제 말뚝의 거동은

주면저항력만으로 지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시공 중에

발생하는 슬라임(slime)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말

뚝 선단부에는 토사 및 굴착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슬라임이

많이 잔류하여 있으므로 선단지지력이 실제 발휘될 때의 침

하량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

뚝에 대한 주면저항력 산정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암반의 근입부의 주면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암석

의 일축압축강도(qu), 근입부의 거칠기(∆r), 암반의 탄성계수

및 포아슨비(Em, νm), 근입부의 직경(D=2R), 초기 수직응력,

굴착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HWA, 1999).

Seidel(1993)은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전통적인 설

계방법이 주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불

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암반 근입부의 주면저항력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일축압축강도 외에, 구속응력, 굴착면의

거칠기, 말뚝의 직경, 암반의 탄성계수 등을 고려하여 지지

력을 계산하는 새로운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이 설계법은 말

뚝의 거동을 기존의 경험적인 방법보다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안전한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국내의 암종

과 강도 및 변형 특성이 상이한 이암이나 쉐일 등이 근입부

를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내 근입부 암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강암이나 편마암 계통의 암종에 대해서는 검증

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부

거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치해석 프로그램(FLAC 2D)

의 축대칭 모형을 이용하였다.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

의 주면부 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알려져 있는

근입부의 상재하중, 근입부의 근입깊이, 굴착면의 거칠기 특

성 및 암반의 강도 및 변형 특성 등을 변화시켜가며 해석을

실시하여, 이들 요소들에 따른 말뚝거동의 영향 및 기존연구

결과와의 비교ㆍ검토를 실시하였다.

2. 기존연구검토

2.1 Williams 등

Williams 등(1980)은 호주 Victoria의 Melbourne 이암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정적압축재하시험결과와 탄성 유한요

소해석법을 이용한 말뚝-지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결과를

토대로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제시하

였다. 침하량과 지지력을 계산할 수 있는 본 방법은 연약한

암반이 근입부를 형성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하며 호주의

Victoria와 New South Wales에서 통상적인 설계에서 사용

될 수 있는 반경험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최대단위주면저항력 fmax(파괴시 f)의 값은 천공벽의 교란

과 불연속면의 벽개가 없는 연약한 암에 대해서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qu는 대표적인 무결암 코어의 일축압축강도를 의미

한다. 코어를 형성하는 굳은 암반층 내부에 연약한 토사로

이루어진 층이 협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 (2)를 이용하여

fmax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여기서, α와 β는 Williams 등이 제시한 설계도표를 이용하

여 구할 수 있다. α는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으며, β는 암반의 탄성계수()와 무결암 코어의 탄성

계수(Em)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2.2 Kodikara 등

Kodikara 등(1992)은 암반 근입부의 강도와 말뚝-암반 접

촉부에서의 거칠기 효과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통하여 계수

α를 유도함으로써 Williams 등의 방법을 확장하였다. 다이레

이션 현상이 방사방향 일정수직강성도(constant normal

stiffness)조건으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접촉면에서의 다이레

이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학적 모델을 이용

하여 도출되는 결과는 일정수직강성도조건과 배수조건하에서

거칠기를 변화시켜가며 콘크리트-연약한 암석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대규모의 직접전단시험에 의해 확인하였다. 팽창하는

접촉면에 대한 방사방향 변형률의 크기 또는 방사방향 강성

도는 말뚝직경의 함수이므로 결과에 묵시적으로 말뚝직경의

영향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말뚝의 직경을 0.5~2.0m까지 변

화시켜가며 α를 구하였다. 이론적으로 작은 직경의 말뚝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값이 도출된다.

굴착 접촉면의 거칠기 양상을 예측하여, 표 1에 제시된

거칠기 분류에 따라서 ‘매끈’, ‘중간’ 또는 ‘거침’으로 분류

하여야 한다. 표 1에 제시된 거칠기 양상은 통상적인 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거칠기를 의미하며, 주면저항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공자가 인위적으로 거칠기를 조성

하거나 전단키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거칠기는

Melbourne 이암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대표적인 자연 거

칠기 양상으로서 보링공 주변의 거칠기 양상이 일정하거나

조화(harmonic)를 이루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표 1에서 계수 im은 연직면과 거칠기면 사이의 평균각이

f
max

αq
u

=

f
max

αβq
u

=

표 1. 천공홀 거칠기의 구분 (Kodikara 등, 1992)

파라미터
Melbourne 이암 근입부에 대한 값의 범위

매끈 중간 거침

im (o)
isd (

o)
hm (mm)

10~12
2~4
1~4

12~17
4~6
4~20

17~30
6~8

20~80

hsd/hm
D (mm)
qu (bars)
Em (MPa)

0.35
500~2000

5~100(su=2.5~50 bars)
5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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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isd는 im의 표준편차이다. hm은 거칠기 이중 주기의 평균

높이이고, hsd는 hm의 표준편차이다. 본 방법에서는 통계학적

으로 거칠기 각도와 높이는 정규분포한다고 가정한다.

계수 α는 암반의 탄성계수 Em, 암반의 일축압축강도 qum,

거칠기 분류 및 초기 접촉면 방사방향 압력 σn0를 이용하여

Williams 등이 제시한 그래프로부터 구할 수 있다. σn0는

콘크리트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압으로 가정한다. Em/qum는

암반에 대한 대표적인 비이지만 Kodikara 등 및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하면 암반의 Em 및 qum은 무결암의 값으로부터

같은 크기로 감소되기 때문에 협재물이나 불연속면이 지반

재료에 존재하더라도 설계상 무결암 코어로부터 얻은 값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방법은 결국

Williams 등이 제시한 식 (1) 또는 식 (2)를 이용하여 최대

단위주면저항력을 산출할 수 있으며, 침하량과 선단지지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설계자에 의해서 이들 설계

변수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Horvath 등

Horvath 등(1983)은 Southern Ontario의 굳은 암에 대한

재하시험결과의 분석에 기초하여 인위적으로 거칠기를 조성

한 천공홀 벽에 적용할 수 있는 계수 α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식 (3)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Horvath 등의 연구에서는 침하량이나 선단지지력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2.4 Rowe와 Armitage

Rowe와 Armitage(1987)는 자세한 침하량 예측과 주면 및

선단지지력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한 점착성 암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설계법을 개발하였다. 침하량 계산을 위한 방법

은 비선형거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진행성 미끄러짐과 콘크리트-암반 접촉면에서 다이레이션을

묵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최대단위주면 및 선단지지력은 경험

적으로 조사되었지만, fmax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S는 (Σ 협재층의 두께)/Ls, fs는 협재물에서 최대단위

주면저항력(협재물의 0.25qu 또는 0.5su와 같다), 중심간 간

격이 50~200mm이고 폭이 10mm 이상이며 높이가 10mm

이상인 거칠기를 가진 깨끗한 천공홀에 대해서 λ는 0.60,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 λ는 0.45이다.

같은 현장에서도 암반 물성치가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Rowe와 Armitage는 fmax를 fmaxd로 줄일 것을 권장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말뚝 두부의 침하량의 예측도 가능하다.

(5)

2.5 McVay 등

McVay 등(1992)은 풍화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암, 특히

Florida 석회암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

만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단지

최대단위주면저항력만 산정할 수 있으며, 선단지지력과 침하

량은 예측할 수 없다. 석회암에서는 용해된 공동 및 작은

구멍이 무작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탐사를 실시하

지 않는 경우는 선단지지력을 흔히 무시한다. McVay 등은

침하량과 선단지지력 계산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다.

석회암과 같이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가진 지반재료(c'-Ø'

재료)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극한

주면저항력은 석회암의 점착력 값과 거의 같다는 사실을 제

시하였다. 또한, 소규모 실험을 통하여 암반-콘크리트 접촉면

에서 전단파괴면은 암반 내부에서 발생하며 정확하게는 접

촉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접

촉면 모델과 접촉면 다이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 유한요

소해석에서 주요 변수는 c'(0.5~1.4MPa), Ø'(30o~50o),

Em(0.14~1.4GPa) 및 Ec(27.5GPa)이었다. 말뚝에 두부 하중

이 가해지기 전의 정지토압계수(K0)는 0.5로 가정하였다. 암

반은 이중선형 탄-소성모델로 모델링하였다.

설계상 지반재료의 코어가 회수되고 일축압축시험과 할열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면, fmax(=c')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6)

여기서, qu는 지반재료의 할열인장강도이다. 식 (6)은 일축압

축강도시험과 할열인장강도시험에서 파괴시 Mohr 원을 고려

하여 유도되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Ø'를 구하거나 예측하여

qu로부터 다음 식에 의해서 fmax를 구할 수 있다.

(7)

2.6 Pell 등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의 주요

영향인자 중 거칠기에 대한 중요성은 호주 Monash 대학 연

구팀(Pells 등, 1980; Horvath 등, 1983; Williams, 1980;

Johnston과 Lam, 1989)에 의해 제시되었다. Pells 등(1980)

은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에 있

어서 소켓벽면의 거칠기를 중요한 인자로 보고 거칠기를 4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을 추정할 수 있는 설

계도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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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식 (3)에서 사용된 기호의 정의 (Horvath 등,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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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ulhawy와 Phoon(1993)은 부착력계수 α를 구하기

위한 일반식 (Ψ1[qu/2pa]-0.5)에서 벽면 거칠기에 따른 계수

Ψ1값을 제안하였으며, 그 계수값은 소켓 벽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작은 경우(smooth)는 1.0, 거친(rough) 경우는 2.0, 평

균적인 경우는 2.0, 흙의 경우는 0.5를 제안하였다. 이후

Seidel 등(1996)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거칠기의 특성치

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주면부의 전단거동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로 인하

여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마찰력에 대하여 보

다 신뢰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거동을 실내에서 실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향요인을 반영한 현장에서의 전단거

동을 모델링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전단거동은 일정수직강성

도(constant normal stiffness : CNS) 조건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Seidel과 Coolingwood, 2001). 모델링에서의 주요 관

점은 현장타설말뚝의 축방향 전단시 거칠기에 의한 말뚝 직

경의 증가(∆r)와 이에 따른 수직응력의 변화(∆σ)이며 이러한

조건은 식 (8)로 수식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단거동은 암반

사면에서 일어나는 전단거동조건 즉, 일정수직응력(constant

normal stress)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얻어지는 결과

치는 크게 차이가 있다. 즉, 말뚝주면에 직각인 방향으로 발

생하는 수평응력은 수직응력 성분에 해당하며, 이때 발생하

는 말뚝직경의 변화량은 연직변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두 스칼라량의 관계를 평면좌표상에 표시하면 직선의 형태

를 나타낸다는 것이 이들의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거칠기가

심할수록 다이레이션(dilation)은 커지게 되고, 따라서 암반

과 말뚝의 일정 축방향변위에 대해서 큰 수직응력이 발생하

게 된다.

(8)

여기서, ∆σn : 수직응력의 변화량

Em : 암반의 탄성계수

νm : 암반의 포아슨비

∆rs : 말뚝 반경의 변화량 (즉, 거칠기면의 높이)

rs : 말뚝의 반경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거동 시험은 말뚝의 축방향

대칭성(axi-symmetry)을 고려하여 암반에 근입된 전단면(또

는 암-콘크리트 접촉부)은 2차원으로 실험실에서 모델링함으

로써 일정강성도조건의 전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적용된

수직응력은 전단시 시료의 팽창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피드

백(feed back) 조절장치 등을 통해 일정강성도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의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가정 사항은 말뚝과 암반

사이에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전에 콘크리트와 암반 사이에

발현되는 부착력 성분은 두 재료 중 연약한 재료에서 파괴

가 발생할 만큼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

Seidel(1993)은 상부구조물에 의해 하중이 말뚝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① 접촉부에서 전단파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끄러짐의 발

생으로 인한 다이레이션의 발생단계이다.

② 거친 면의 전단파괴가 거칠기 요소를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이다.

③ 파괴된 거친 면의 강도특성치는 잔류강도치로 저하되

게 된다.

거칠기 면에서의 미끄러짐 현상에 대한 모델링은 Ladanyi

와 Archambault(1970)의 식 (9)를 이용하고 있다.

τ = σntan(Øs + i) (9)

여기서, τ는 미끄러짐 전단응력, σn은 접촉면에 작용하는 평

균 수직응력, Øs는 콘크리트와 암반 접촉면에서의 미끄러짐

마찰각이며, i는 거칠기면의 각도이다. 이 모델은 깨끗한 비

부착성(unbonded) 암반-콘크리트 접촉면에 대한 실험실 시험

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또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면 파괴에서와 같은 회전

형의 형태로 파괴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CNS

전단시험기에서의 관찰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파

괴에 대한 한계평형해석식은 연직하중을 지표면에서 받는 사

면안정성 검토식인 Sokolovski(1960)의 이론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가 훌륭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eidel과 Collingwood(2001)는 암반 근입부의 거칠기를 그

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유효 거칠

기 높이와의 상관관계로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의 유효 거

칠기 높이는 기존의 현장재하시험 자료를 Rocket 프로그램

(Seidel, 1997)을 이용, 역해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것이다.

그림 2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Seidel 등(1996)에 의

해서 제안된 범위이며, 실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Seidel과

Collingwood가 데이터를 보완하여 제안한 암반근입부 거칠

기 높이의 상한과 하한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 거칠

기 높이는 약 17mm이며, 최소 거칠기 높이는 1mm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의 암반굴착시 대부분의 경우 암

석의 일축압축강도가 큰 경우를 암반의 강도특성도 크다고

가정했을 때, 암석의 일축압축강도가 클수록 굴착시의 진행

속도가 늦어지게 되며, 이것은 거칠기면의 유효높이가 작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현장 암반의 강도

특성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가 커질수록 크다는 가정에서 비

롯된 것으로 현장 암종 및 절리 상태, 거칠기면의 상태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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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균 거칠기 높이와 일축압축강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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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방법

변수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지반공학분야에서 널리 쓰

이고 있는 FLAC 2D(Ver. 3.3)로서, 연속체역학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암반과 말뚝의 접촉면을 제외한 부분은 연속

체로 가정하였다. 말뚝과 암반의 접촉면에서는 interface 요

소로 설정하고 해석을 실시하여 말뚝과 암반 경계면의 미끄

러짐과 분리 현상을 모델링하였다. 암반에 근입되는 현장타

설말뚝의 경우는 통상 군효과를 무시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항 형태의 현장타설말뚝에 대해서 축대칭모델(axi-

symmetric model)을 이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수평방향

모델링은 대칭축으로부터 40D(D : 말뚝의 직경), 연직방향

모델링은 암반 근입부만을 모델링하였다. 또한 선단지지력

효과의 배제를 위하여 선단부 하부 지반은 모델링하지 않았

다. 단지, 경계조건은 말뚝 하부는 자유단으로 설정하고, 암

반층 하부는 y축 방향의 변위를 억제하는 로울러로, 암반층

측면은 x축 방향의 변위를 억제하는 로울러로 설정하였다.

콘크리트 말뚝은 등방성, 동질성, 탄성 솔리드요소로 모델

링하였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Ec)는 25.5GPa이고, 포아슨

비(νc)는 0.15이다. 암반 근입부의 적용 물성치는 균질한 등

방성 재료로 가정하였다.

암반-말뚝의 접촉면은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속된

삼각형 형태의 선형 세그먼트를 이어서 형상화하였다. 

거칠기 길이는 조 등(2003)에 제시된 국내 현장에 대한

거칠기 측정자료로부터, 거칠기 높이 및 경사가 수렴하는 길

이인 50mm로 설정하였다. 거칠기 높이는 Seidel과

그림 3. 해석에 사용된 mesh 형상

표 2. 변수 연구에 사용된 입력치 정리

해석
No.

변형계수
(MPa)

포아
슨비

내부 마찰각
(deg)

점착력
(kPa)

인장강도
(kPa)

말뚝의 직경
(m)

암반층 최상부
깊이(m)

암반층 근입
깊이(m)

거칠기 높이
(mm)

거칠기 경사
(deg)

1 500 0.25 35 50 5 1.5 10 3 3 3

2 1,000 0.25 35 50 5 1.5 10 3 3 3

3 1,500 0.25 35 50 5 1.5 10 3 3 3

4 500 0.20 35 50 5 1.5 10 3 3 3

5 500 0.25 35 50 5 1.5 10 3 3 3

6 500 0.30 35 50 5 1.5 10 3 3 3

7 500 0.25 35 50 5 1.5 10 3 3 3

8 500 0.25 37.5 50 5 1.5 10 3 3 3

9 500 0.25 40 50 5 1.5 10 3 3 3

10 500 0.25 35 50 5 1.5 10 3 3 3

11 500 0.25 35 100 5 1.5 10 3 3 3

12 500 0.25 35 150 5 1.5 10 3 3 3

13 500 0.25 35 50 1 1.5 10 3 3 3

14 500 0.25 35 50 5 1.5 10 3 3 3

15 500 0.25 35 50 9 1.5 10 3 3 3

16 500 0.25 35 50 5 1.0 10 3 3 3

17 500 0.25 35 50 5 1.5 10 3 3 3

18 500 0.25 35 50 5 2.0 10 3 3 3

19 500 0.25 35 50 5 1.5 5 3 3 3

20 500 0.25 35 50 5 1.5 10 3 3 3

21 500 0.25 35 50 5 1.5 15 3 3 3

22 500 0.25 37.5 50 5 1.5 10 1 3 3

23 500 0.25 37.5 50 5 1.5 10 2 3 3

24 500 0.25 37.5 50 5 1.5 10 3 3 3

25 500 0.25 35 50 5 1.5 10 1 1 3

26 500 0.25 35 50 5 1.5 10 1 5 3

27 500 0.25 35 50 5 1.5 10 1 10 3

28 500 0.25 35 50 5 1.5 10 1 3 2

29 500 0.25 35 50 5 1.5 10 1 3 4

30 500 0.25 35 50 5 1.5 10 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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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ngwood(2001) 및 조 등에 제시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에 따른 거칠기 높이에서 국내 풍화암 및 연암의 일축압축강

도인 20~100MPa에서 평균값에 해당하는 3mm로 설정하였

다. 거칠기 높이에 대한 변수 연구에서는 Seidel에 제시된

거칠기 높이 중 국내 풍화암 및 연암의 일축압축강도인~에서

최대 및 최소 높이 및 그 중간 정도의 높이를 나타내는

1mm, 5mm, 10mm로 거칠기의 높이를 검토하였으며, 이때

거칠기 경사의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거칠기 경사는 조 등에

서 국내 화강암 및 편마암 근입부의 거칠기 경사에 대한 측

정결과의 평균값인 3o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거칠기

경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거칠기 경사는 2o, 4o 및 6o

의 값에 대하여 거칠기 높이를 3mm로 일정하게 가정하여

거칠기 높이의 영향을 배제한 거칠기 경사의 영향을 검토하

였다. 위에 언급한 입력치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거칠기 요소 하나를 모델링하는데 약 100개의 요소를 사

용하여 Seidel의 연구결과 중에서 내부 파괴 형상을 소성상

태가 된 요소들의 형상으로 확인하였다. 말뚝과 주변 암반의

접촉면(interface)을 따라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다이레이션

및 분리는 FLAC 프로그램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Cundall과

Hart(1992)의 개별요소법을 이용하였다.

Cundall과 Hart의 개별요소법은 Coulomb의 마찰모델을 사

용하여 두 물질 사이의 미끄러짐을 표현하며, 접촉면에 사용

된 Coulomb의 모델은 배수상태로 가정하여 내부마찰각은

30o, 점착력 및 인장강도 성분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것은 다른 연약한 암이나 IGM(Intermediate Geomaterial;

일축압축강도가 0.5MPa~5.0MPa의 범위이거나 N값이

50~100/30cm 범위에 있는 흙과 암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 국내의 풍화토 및 풍화암에 해당한다) 값을 대표한다

고 볼 수 있다(Hassan과 O'Neill, 1997). 두부의 하중-침하

량관계를 도시한 그림 4~그림 15에서 말뚝 두부의 침하량은

말뚝재하시험시 측정되는 두부의 침하량과 같은 의미로서 선

단부 침하량+말뚝의 탄성변형량을 의미한다.

해석 모델링은 굴착이 진행되기 전의 원지반 상태와 굴착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 및 양생기간동안의 모델링에 대해

서 해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굴착이 진행되기

전의 원지반 상태에 대해서는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굴착완

료 후 콘크리트 타설 전과 콘크리트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정역학적 해석을 실시하면, 해석과정에서 불평형력이 수렴하

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지반의 소성영역이 천공홀 주변에

넓게 분포하여 힘의 평형상태가 만족하지 않는 파괴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반의 응력상태는 정

역학적 해석결과로 도출되는 응력상태와 상이하며, 이것은

굴착공사 완료 후 지반의 arching 현상이 존재하고 지반의

이완이 시간경과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정역학적 해석을

실시하게 되면 유도되는 응력상태가 굴착직후의 응력상태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다

음의 두 단계로 실시하였다.

(1) IGM과 현장타설말뚝 콘크리트 및 상부 상재하중에 의한

초기 geostatic stress 적용.

(2) 말뚝 두부에서 단계적으로 하중을 가하여 해석이 수렴되

지 않거나 소성영역이 말뚝을 따라서 암반 근입부 전체

에 시점까지 구조하중을 두부에 단계적으로 올려서 적용

(암반-말뚝 접촉면전체에서 미끄러짐현상은 발생하지 않

았다).

4. 결과 및 분석

4.1 해석결과

4.1.1 말뚝직경에 따른 특성

그림 4에 말뚝직경별 말뚝 두부의 하중-침하량(말뚝재하시

험시 측정되는 두부의 침하량으로서 선단부 침하량+말뚝의

탄성변형량을 의미한다)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말뚝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주면저항력과 최대주면

저항력 발현시 말뚝 두부의 침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뚝 두부의 하중-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 두부 하중은 말뚝의 직경 증가와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초기 두부의 하중-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내는 구

간에서 두부의 하중-침하량 곡선 기울기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말뚝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은 하중에 대해서 두부의 침

하량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두부의

하중-침하량 관계가 선형인 구간을 넘어서도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는 말뚝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말뚝의 직경과

무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대단위주면저항력에

도달하기 위한 침하량은 말뚝직경의 증가와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최대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

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말뚝의 직경과 무관하게 일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말뚝직경에 따른 두부의 하중-침하량 곡선

그림 5. 말뚝직경에 따른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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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에 따른 특성

그림 6에는 말뚝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

시되어 있다. 여기서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이라는 것은

근입부 암반 최상부에 작용하는 상재하중을 의미하며, 암반

근입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로 표현할 수 있다. 최대단

위주면저항력은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의 발현

시 말뚝 두부의 침하량도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 증가와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3 근입부의 거칠기 경사에 따른 특성

그림 7에는 근입부 거칠기 경사별 말뚝의 단위주면저항력

-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근입부 거칠기 경사와 무관하게 일정하며, 최대단위주면저항

력이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뚝 두부의 침하량은 같은

두부 하중에 대해서 근입부 암반의 거칠기 경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주면저항력-침

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근

입부 거칠기 경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1.4 말뚝의 암반층 근입깊이에 따른 특성

그림 8에 말뚝의 암반층 근입깊이별 말뚝 두부의 하중-침

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말뚝의 암반층 근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주면저항력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두부의 하중-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 두

부 하중은 암반층 근입깊이 증가와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

으며, 초기 두부의 하중-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내는 구

간에서 두부의 하중-침하량 곡선 기울기는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두부의 하중-침하량 관계가 선형인 구간을 넘어

서는 암반층 근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은 두부의 하중

에 대해서 발생하는 침하량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는 말뚝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

되어 있다. 세 가지 곡선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

며, 따라서 최대단위주면저항력 및 최대단위주면저항력에 도

달하기 위한 침하량은 말뚝의 암반층 근입깊이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이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뚝 두부의 침하량도 말뚝의 암반층 근입깊

이와 무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1.5 근입부의 거칠기 높이에 따른 특성

그림 10에 근입부의 거칠기 높이별 말뚝의 단위주면저항력

-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근

입부 거칠기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며, 근입부 거칠

기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단위주면저항력에 도달하기

위한 침하량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주면저항

력-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근입부 거칠기 높이와 무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1.6 근입부 암반의 탄성계수에 따른 특성

그림 11에는 근입부 암반의 탄성계수별 말뚝의 단위주면저
그림 6.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별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

량 관계 곡선

그림 7. 근입부의 거칠기 경사별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곡선

그림 8. 말뚝의 암반층 근입깊이별 두부의 하중-침하량 곡선

그림 9. 말뚝의 암반층 근입깊이별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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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력-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단위주면저항력

은 근입부 암반의 탄성계수와 무관하며, 최대단위주면저항력

발현시의 말뚝 두부 침하량은 근입부 암반의 탄성계수 증가

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주면저항력-

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근

입부 암반의 탄성계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1.7 근입부 암반의 포아슨비에 따른 특성

그림 12에 근입부 암반의 포아슨비별 말뚝의 단위주면저

항력-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단위주면저항

력은 근입부 암반의 포아슨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며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이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뚝 두부의

침하량은 근입부 암반의 포아슨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근입부 암반의 포

아슨비와 무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1.8 근입부 암반의 내부마찰각에 따른 특성

그림 13에는 근입부 암반의 내부마찰각별 말뚝의 단위주

면저항력-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단위주면

저항력은 근입부 암반의 내부마찰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

가하며, 근입부 암반의 내부마찰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단위주면저항력에 도달하기 위한 침하량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근입부 암반의 내부마찰각과 무

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1.9 근입부 암반의 점착력에 따른 특성

그림 14에는 근입부 암반의 점착력별 말뚝의 단위주면저

항력-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단위주면저항

력은 근입부 암반의 점착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며, 최

대단위주면저항력이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뚝 두부침하

량은 근입부 암반의 점착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근입부 암반의 점착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1.10 근입부 암반의 인장강도에 따른 특성

그림 15에는 근입부 암반의 인장강도별 말뚝의 단위주면

그림 10. 근입부의 거칠기 높이별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 곡선

그림 11. 근입부 암반의 탄성계수별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

량 곡선

그림 12. 근입부 암반의 포아슨비별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

량 관계 곡선

그림 13. 근입부 암반의 내부마찰각별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

하량 곡선

그림 14. 근입부 암반의 점착력별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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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력-침하량 관계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단위주면저

항력은 근입부 암반의 인장강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며, 최대

주면저항력에 도달하기 위한 침하량도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주면저항력-침하량 관계가 선형을 나타낼 때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 및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의 발현시 말뚝

두부의 침하량도 근입부 암반의 인장강도와 무관하게 일정

한 것을 알 수 있다.

4.2 분석 및 고찰

4.1절에서 수행한 해석결과 중 주면부 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말뚝직경, 근입부 암반의 최상단 깊

이, 암반층 근입깊이, 거칠기 경사, 거칠기 높이, 근입부 암

반의 탄성계수, 포아슨비, 암반의 내부마찰각, 점착력, 인장

강도 등을 분석하여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의 변화양상을 정리

하면 표 3과 같다.

4.2.1 말뚝직경에 따른 영향

그림 4에 제시된 말뚝의 직경 변화에 따른 최대단위주면

저항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말뚝직경이

1.5m일 때 가장 큰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을 나타내며, 말뚝직

경이 1.0m일 때와 2.0m일 때는 평균단위주면저항력에 비해

0.02% 및 0.01%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해

석과정에서 말뚝 두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연직응력으로 각

각 500kPa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말뚝 직경의 변화에 따라서

파괴시 말뚝 두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주면부 면적이 달라

지므로 다른 최대단위주면저항력값이 산출된 것이다. 즉, 최

대단위주면저항력은 말뚝의 직경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문헌 고찰 과정에서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극

한단위주면저항력에 근입부 직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연구가 두 개의 참고문헌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는 Horvath

등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Horvath 등은 부착력 계수 α를

식 (3)과 같이 제시하면서, 식 (3)에 제시된 거칠기 계수

(roughness factor, RF)를 다음 식과 같이 제안하였다.

(10)

그러나 Horvath 등은 거칠기 계수의 검증 과정에서 말뚝

의 직경 변화가 최대단위주면저항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었다. 즉, 인위적으로 거칠기를 조

성한 근입부와 거칠기 조성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근입부를

비교함으로써 RF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근입부의 공칭직경

및 근입부 공칭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근입부 거칠기를 따라

서 측정한 길이와 거칠기 높이만을 변화시켜서 RF의 유효성

을 밝힌 것이다. 즉, RF를 무차원화시키기 위해서 분모에

말뚝직경의 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Seidel(1993)에서 말뚝의 직경이 최대단위주면

저항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다이레이션

이 발생함에 따라서 수직응력이 증가하는 것을 식 (10)으로

표현되는 일정수직강성도 조건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등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이레이션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

는 말뚝재료인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에 비해서 탄성계수가 작

은 암반 근입부의 변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때, 방사방향

이 아닌 연직방향으로의 수직응력증가에 따라서 같은 다이

레이션 양에 대해서 파괴를 유발시키는 전단응력은 증가하

게 되므로 식 (10)에서 수직응력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 등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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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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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근입부 암반의 인장강도별 두부의 단위주면저항력-침하

량 관계 곡선

표 3. 변수분석연구결과로 도출된 최대단위주면저항력

해석 변수
최대단위

주면저항력(kPa)
평균단위

주면저항력(kPa)
최소단위

주면저항력(kPa)
정규화한

최대주면저항력1

정규화한
최소주면저항력2

말뚝직경 187.50 184.72 183.33 1.02 0.99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 250.00 187.50 125.00 1.33 0.67

말뚝의 암반층 근입깊이 187.50 187.50 187.50 1.00 1.00

근입부 암반의 거칠기 경사 187.50 187.50 187.50 1.00 1.00

근입부 암반의 거칠기 높이 225.00 175.00 112.50 1.29 0.64

근입부 암반의 탄성계수 187.5 187.5 187.50 1.00 1.00

근입부 암반의 포아슨비 195.83 250.00 150.00 1.28 0.77

근입부 암반의 내부마찰각 187.50 193.75 200.00 1.03 0.97

근입부 암반의 인장강도 187.50 187.50 187.50 1.00 1.00

근입부 암반의 점착력 225.00 262.50 187.50 1.17 0.83

1정규화한 최대주면저항력은 최대단위주면저항력/평균단위주면저항력을 의미한다.
2정규화한 최소주면저항력은 최소단위주면저항력/평균단위주면저항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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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에 따른 영향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증가하게 된

다. 암반층 근입부의 상재하중 크기가 증가함에 따른 최대단

위주면저항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Kodikara 등(1993)

과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dikara 등이 제시한 근입부의 평균 주면마찰력은 구속압에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본 해석결과는 동일하다.

이것은 근입부 상재하중에 의해서 근입부에서 연직응력이 증

가하게 되며, 포아슨 효과에 의해서 근입부 암반에 발생하는

구속압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속압 증가에 의해

서 Coulomb 모델로 묘사한 접촉면에서의 소성 미끄러짐을

유발시키는 전단력(전단강도)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근입부 암반층의 상재하중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형으

로 최대단위주면저항력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근입부 암반의 거칠기 경사에 따른 영향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입부 암반의 거칠

기 경사와 무관하게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odikara 등, Horvath 등 및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Kodikara 등은 거칠기 높이와 거칠기 경사를 이용하여 거칠

기의 정도를 분류하여 근입부 거칠기 특성이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Horvath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거칠기 계수 RF를

정의하는 식 (10)에서 ∆r/Ls를 거칠기 경사의 영향을 고려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결과에서

는 일정수직강성도조건으로 간주하여 거칠기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앞선 두 가지의 연구결과에서는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거칠기 경사와 높이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

으며 이 두 가지 중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호주 Monash 대학의 Seidel(1993)

은 거칠기 경사의 영향보다 거칠기 높이가 최대단위주면저

항력에 지배적인 요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거칠기 특성(거칠

기 경사 및 거칠기 높이)에 따른 현장타설말뚝 주면부의 거

동특성에 관해서는 이 등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4.2.4 말뚝의 암반층 근입깊이에 따른 영향

그림 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말뚝의 암반층 근입

깊이 변화와 무관하게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Horvath 등이 제시한 식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식 (10)에서 분모항에 들

어가는 근입부의 공칭길이는 거친 접촉면을 따른 길이를 분

자로 하여 거칠기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2.5 근입부 암반의 거칠기 높이에 따른 영향

그림 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입부 암반의 거칠

기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odikara 등, Horvath

등 및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결과에 언급되어 있다.

Kodikara 등은 거칠기 높이와 거칠기 경사를 이용하여 거칠

기의 정도를 분류하여 근입부 거칠기 특성이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극한단위주면저항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Horvath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거칠기 계수 RF를

정의하는 식 (10)에서 ∆r을 거칠기 높이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결과에서는

거칠기 경사의 영향보다 거칠기 높이가 최대단위주면저항력

에 지배적인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4.2.6 근입부 암반의 탄성계수에 따른 영향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입부 암반의 탄성

계수 변화와 무관하게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의 대부분이 암석

의 일축압축강도와 부착력 계수를 이용하여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극한단위주면저항력 산정식을 제시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식들에 그 영향이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결과에서는 최대단위주면저

항력 산정시 일정수직강성도 조건으로 모델링하여 최대단위

주면저항력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결과에서는 일정수직강성도조건

에서는 극한단위주면저항력이 탄성계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거칠기 위를 타고 넘어가는 말뚝에 의해서 수직응력

이 증가하게 되어 암반 내부 파괴면에서의 최대단위주면저

항력 상승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등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실제 최대단위주면저항력 발현시 다이레이션 효과

는 매우 작으며 따라서 다이레이션 효과로 탄성계수의 영향

을 고려하는 Monash 대학의 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등에 제시되어 있다.

4.2.7 근입부 암반의 포아슨비에 따른 영향

그림 1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입부 암반의 포아

슨비 증가에 따라서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결과

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호주 Monash 대학에서는 CNS 조건

의 모델링을 통하여 포아슨비의 증가에 따라서 식 (8)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수직응력은 감소하게 되므로 암반 내부 파

괴면에서의 극한단위주면저항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등에 제시한 바와 같이 CNS 조건에서 다

이레이션 영향은 매우 작으며, 포아슨비 영향은 암반층 근입

부 최상단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속압

의 증가가 포아슨비가 커짐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

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4.2.8 근입부 암반의 내부마찰각에 따른 영향

그림 1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입부 암반의 내부

마찰각의 변화에 따라서 미소하지만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

과의 대부분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부착력 계수를 이용

하여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극한단위주면저항력 산

정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식들에 묵시적으로 그 영

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호주 Mon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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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결과, 내부마찰각의 영향에 관해서 명확하게 언

급하였다.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에서는 일정수직강성도

조건하에서 사면의 원호파괴 양상을 제시하면서 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Monash 대학의 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에서

는 암반의 파괴기준으로서 Mohr-Coulomb의 이론을 사용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부마찰각을 35o~40o로 변화시켜

가며 해석을 실시하였으므로 내부마찰각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2.9 근입부 암반의 점착력에 따른 영향

그림 1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입부 암반의 점착

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의 대부분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부착력 계수를 이용하여 암반에 근

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최대단위주면저항력 산정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식들에 묵시적으로 그 영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McVay 등과 호주 Monash 대학

에서 점착력의 영향에 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McVay

등은 근입부 암반과 말뚝 사이의 접촉면을 고려하지 않았으

며, 거칠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파괴면은 연

직으로 발생하며 이렇게 파괴면이 연직인 경우에 대해서 암

반 근입부의 극한단위주면저항력이 암반의 점착력과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다. 호주 Monash 대학의 연구에서는 일정수직

강성도 조건하에서 사면의 원호파괴 양상을 제시하면서 그 영

향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근입부 암반

의 점착력 증가에 따른 최대단위주면저항력 증가 현상은 호

주 Monash 대학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4.2.10 근입부 암반의 인장강도에 따른 영향

그림 1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입부 암반의 인장

강도의 변화와 무관하게 최대단위주면저항력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의 대부분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부착력 계수를 이용하여 암반에 근

입된 현장타설말뚝의 극한단위주면저항력 산정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식들에 묵시적으로 그 영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McVay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최

대단위주면저항력 산정시 할열인장강도를 고려할 수 있는 식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McVay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식

(6)에서 알 수 있듯이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극한단

위주면저항력은 인장강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 등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파괴가 발생하는 암반 거칠기 부분에서 인장파괴는 국

부적으로 발생하며 전체 파괴양상은 전단파괴가 지배적이라

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부 거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수치해석방법을 통하

여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기존연구결

과들과 비교·검토하였다. 주면부 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말뚝직경, 근입부 암반의 최상단 깊이, 암반

층 근입깊이, 거칠기 경사, 거칠기 높이, 근입부 암반의 탄

성계수, 포아슨비, 암반의 내부마찰각, 점착력, 인장강도 등

의 값을 변화시켜가며 두부의 하중-침하량관계 및 단위주면

저항력-침하량 관계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최대단위주면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입부 암반의

상재하중, 거칠기 높이, 근입부 암반의 내부마찰각 및 점착

력, 포아슨비 등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인자들은 최

대단위주면저항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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