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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proposes an advanced type of a micropile system. The proposed micropile system consists of perfobond ribs 
installed steel rod to improve shear capacity between the thread and the grout, and partially expanded drill holes to increase resistance 
capacity between the grout and the ground. This study contains experimental evaluations on the proposed micropile system to verify the 
shear capacity of perfobond rib installed on the steel rod and the load-carrying capacity of shear key created by the partially expanded 
drill hole. Push-out tests were conducted on a rolled screw thread and steel rods which perfobond ribs are installed instead of rolled screw, 
in order to compare their load-carrying capacity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bond-rib steel 
rods show much superior structural behavior in terms of initial stiffness, ultimate load, and ductil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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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구조물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보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파일을 

이용한 보강공법은 연약한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조물 시공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장타설 파일에 작용하는 하중은 구조적으로 파일

의 선단지지력과 파일과 지반의 주면마찰력에 의해 지

지된다. 따라서 높은 지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파일의 

직경을 증가시키고, 천공 깊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현장타설 파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현장타

설 파일은 작업공간이 협소하거나, 인접구조물이 존재

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진동과 소음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기존 건축구조물의 기초보강 목적에는 적합하

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교적 소구경으로 지반

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 파일이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 파일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높은 

설계 지지력이 요구되는 경우, 천공 깊이가 깊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는 시공성과 공기에 영향을 미치며, 파
일 시공의 경제성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
라서 기존 마이크로 파일을 개선할 수 있는 시공방법

이 요구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마이크로 파일의 단점을 개선하

기 위해 perfobond rib를 강봉에 부착하고 그라우트와 

강봉간의 전단저항력을 perfobond rib를 통해서 증대시

키고, 지반 천공 시 일정 구간을 확공시공하여 그라우

트와 지반의 마찰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파일 강봉에 부착된 

perfobond rib를 대상으로 내하성능 평가를 위한 하중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기존 전조나사의 내하성능과 비

교하고 이를 통하여 정착부의 파괴거동 특성을 평가하

였다. 또한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파일 강봉

에 부착된 Perfobond rib의 강도평가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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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개요 및 시험조건

2.1 시험체 제원

본 연구에서는 perfobond rib를 구비한 강봉이 그라

우트에 매입되어 구조물을 지지하는 마이크로 파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1은 시험체의 형태를 나타낸 것

으로, 마이크로 파일 강봉에 부착된 perfobond rib의 내

하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2).
콘크리트를 적용한 시험체에는 시험체의 형상 유지 

및 하중재하 시 채움제부의 횡방향 팽창에 저항하기 

위한 스터럽 철근이 배근되어있다. 그러나 몰탈을 적

용한 시험체에는 시험체의 횡방향 팽창 구속을 위한 

스터럽 철근을 배근하지 않고, 강관을 이용하여 시험

체 외측을 구속하여 팽창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이크로 파일에 부착된 perfobond rib

의 스터럽 철근에 대한 영향 및 골재 유무에 따른 거동 

차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체는 각 변수당 3개씩 제작하여 시험결과의 유

효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은 제작된 시험체별 특징을 

(a) Case 1: Perfobond rib 
installed 1 layer steel rod 

(concrete 28MPa)

(b) Case 2-(L), 2-2(R):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concrete, mortar 28MPa)

(c) Case 3: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1 

layer steel rod 
(concrete 28MPa)

(d) Case 4-1(L), 4-2(R):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concrete, mortar 28MPa)

(e) Case 5-1, 5-2: rolled 
screw steel rod 

(concrete, mortar 28MPa)

(f) Case 6: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mortar 40MPa)

Fig. 1. Steel Rod Shape of Specimens

Table 1. Parameter and characteristic of Each Specimen

Devision Perfobond rib
(L100xH50xT9mm)

Rebar ring
(D10steel)

Rolled screw
(L=300mm) Grout

Case 1 3 sheet x 1 layer - - Concrete 
(28MPa)

Case 2-1 3 sheet x 2 layer - - Concrete 
(28MPa)

Case 2-2 3 sheet x 2 layer - - Mortar 
(28MPa)

Case 3 3 sheet x 1 layer Apply - Concrete 
(28MPa)

Case 4-1 3 sheet x 2 layer Apply - Concrete 
(28MPa)

Case 4-2 3 sheet x 2 layer Apply - Mortar 
(28MPa)

Case 5-1 - - Apply Concrete 
(28MPa)

Case 5-2 - - Apply Mortar 
(28MPa)

Case 6 3 sheet x 2 layer Apply - Mortar 
(40MPa)

정리한 것이다.
강봉이 매입된 채움제 블록의 경우 블럭 하부의 지

압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4,000 kN의 하중에 대해서 

설계하였다. 콘크리트를 적용한 경우(Case 1, 2-1, 3, 
4-1, 5-1)은 가력 시 채움제 블록의 횡방향 팽창에 따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터럽 철근을 배근하였다.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는 28 MPa로서 기존 마이크

로 파일 시공시 적용되는 그라우트와 동일한 강도를 

적용하였다. 몰탈을 적용한 경우(Case 2-2, 4-2, 5-2, 6)
에는 콘크리트를 적용한 경우와 달리 스터럽 철근을 

배근하지 않고, 채움제 블록의 외면을 강관을 이용하

여 구속하여 스터럽 철근의 영향에 대한 검토와 채움

제 블록의 횡방향 팽창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Table 2~4는 시험체 제작에 사용된 각 재

료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Steel Rod

diameter nominal cross 
section unit weight reference 

yield point yield load

75mm 4,415mm2 34.8kg/m 700MPa 3,090kN

Table 3. Material Property of Perfobond Rib (SM490)

yield strength of 
reference (MPa)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MPa)

315 490 ~ 610 2.1×1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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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ressive Strength of Materials

concrete mortar

design 
strength

compression strength 
result of experiment

design 
strength

compression strength 
result of experiment

28.0 28.1 28.0 28.9

- - 40.0 41.6

2.2 시험방법

강봉에 부착된 perfobond rib의 내하성능을 평가하고 

기존 전조나사와 비교하기 위하여, Eurocode-4에서 제

시하고 있는 Push-out 시험을 실시하였다3).
Push-out 시험은 5,000kN 용량의 UTM을 이용하였

다. 하중 가력 방법은 Eurocode-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시험체의 가력하중이 극한하중에 도달한 이후 하

중이 극한하중 대비 20% 감소하거나 극한하중 변위의 

1.5배의 변위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지속하였다. 
또한 전체 가력시간이 15분 이상이 되도록, 재하속

도를 조절하였다. 재하방법은 변위제어로 수행하였으

며, 변위 증가 속도를 0.005 mm/sec로 설정하였다. 
시험결과는 강봉의 수직방향 변위와 가력하중을 계

측하여, 각 시험체별 하중-변위 관계를 비교하였다. Fig 
2는 시험체의 가력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3. 시험결과 및 고찰

각 시험체별 거동차이를 비교하고,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perfobond rib의 내하성능을 평가하였다. 
내하성능평가는 시험체의 극한하중()과 초기 탄성

구간에서의 강성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극한

하중 이후 극한하중에서의 변위에서 50%의 변위가 추

가로 발생할 때()의 감소된 하중()을 산출하고, 
와 의 하중감소비()를 산정하여 perfobon
d rib의 극한하중 이후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시험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각 

변수별로 동일한 조건의 시험체를 3개씩 제작하였다. 
따라서 내하성능평가에서는 3개 시험체의 평균값을 이

용하여 기술하였다. 시험체의 거동분석은 각 변수별

Concrete Specimen Mortar Specimen

Fig. 2. Loading Test of Specimen

파괴거동특성을 설명하고, 하중재하 종료 후 채움제부 

하면에서의 균열양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3.1 기존 전조나사의 내하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erfobond rib를 구비한 강봉

의 내하성능 평가에 앞서, 기존 전조나사 강봉 정착부

의 내하성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e 5는 초기강성 및 극한하중과 극한하중에서의 

변위 값을 정리한 것이고, Table 6은 하중감소비를 산출

한 결과이다. Table 7은 채움제별 전조나사 시험체의 시

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시험체의 거동을 살펴보면,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조

나사 강봉의 초기 강성은 평균 163.8 kN/mm로 나타났

으며, 몰탈을 타설한 전조나사 강봉의 초기 강성은 평

Table 5. Load Carrying Capacity of Rolled Screw Thread

Devision rigidity 
(kN/mm)

  (kN)   (mm)

rolled screw
(concrete 28MPa)

A 164.4 663.9 4.69
B 164.2 705.6 5.35
C 162.9 603.2 5.00

Avg. 163.8 657.6 5.01

rolled screw
(mortar 28MPa)

A 142.9 630.7 5.20
B 129.5 635.0 6.08
C 127.6 518.8 5.48

Avg. 133.3 594.8 5.59

Table 6. Load Reduction Ratio of Rolled Screw Thread

Devision   (kN)   (mm)  

rolled screw
(concrete 28MPa)

A 550.0 7.04 0.828
B 560.4 12.03 0.794
C 459.9 11.24 0.762

Avg. 523.5 10.10 0.795

rolled screw
(mortar 28MPa)

A 512.4 7.80 0.812
B 495.4 9.12 0.780
C 396.5 8.22 0.764

Avg. 468.1 8.38 0.786

Table 7. Comparison in Test Result of Each Rolled Screw 

Thread Specimen

Devision
rigidity 

(kN/mm)
  (kN)   (mm)  

Avg. Ratio Avg. Ratio Avg. Ratio Avg. Ratio

Case 5-1: rolled screw
(concrete 28MPa) 163.8 1.000 657.6 1.000 5.01 1.000 0.795 1.000

Case 5-2: rolled screw
(mortar 28MPa) 133.3 0.814 594.8 0.905 5.59 1.116 0.786 0.989

※Ratio = ratio for concret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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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33.3 kN/mm로 나타났다. 
따라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가 몰탈을 타설한 경

우 보다 18.5% 큰 강성을 나타냈다. 극한하중은 콘크

리트 타설 시험체의 경우 657.6 kN으로 나타났고 각 

시험체별 오차는 8% 정도를 나타냈다. 몰탈 타설 시험

체의 경우 극한하중은 594.8 kN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

험체별 오차는 8~11% 정도를 나타냈다. 
전조나사의 경우 각 시험체별 오차가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전조나사 강봉의 경우 콘크리트와 강봉의 재

료부착에 의해 점착력이 결정되는데, 점착력의 경우 

다른 연결체계보다 재료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전조나사 강봉의 정착부는 극한하중 도달 이후 급작

스럽게 파괴거동이 나타나는 취성파괴 거동을 보였다. 
Table 6에 나타낸 하중감소비()를 보면 극한하

중 이후 50% 변위가 추가로 발생하는 동안 하중이 콘

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평균 20.5% 감소하고 몰탈을 타

설한 경우 평균 2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움제별 결과를 비교해보면,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

조나사 시험체가 초기 강성이 평균 19.6% 크게 나타났

으며, 극한하중은 평균 9.5% 크게 나타났다. 이는 콘크

리트와 몰탈의 재료적 특성차이에 따른 강성차이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중감소비의 경우에는 평균 

1.1%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시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전조나사 강봉의 점착력

에 대한 설계식을 이용하여, 설계 점착력을 산출하면, 
그 값은 약 70kN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본 시험에 의

한 극한하중의 10% 수준에 해당되는 결과로, 이러한 

차이는 전조나사 강봉 정착부의 극심한 취성파괴 거동 

특성과 부착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높은 안전율

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전조나사 강봉의 경우에는 정착부 거동

의 불확실성 및 과도한 안전율에 따른 경제성 감소 등

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취성파괴

거동특성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함을 

알 수 있었다4).

3.2 Perfobond rib의 내하성능평가

기존 전조나사와의 비교를 위해서 Fig3~4에 시험체

별 하중-변위 관계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 시험체와 

몰탈 타설 시험체로 구분하여 도시하였다. 
Perfobond rib의 배치 단수에 따른 거동 차이를 살펴

보면, 정착부의 강성과 극한하중은 perfobond rib 배치 

단수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 시험체 결과를 살펴보면, 강성의 경우에는 

Fig. 3. Loading-Displacement Relationship of Perfobond rib 
(Concrete)

Fig. 4. Loading-Displacement Relationship of Perfobond rib 
(Mortar)

rebar ring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3.5배 증가하였으

며, 철근링이 배치된 경우에는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한하중의 경우에는 철근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

두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한하중에

서의 변위는 철근링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27% 증가하였다. 그러나 철근링이 배치

된 경우에는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링의 유무에 따른 거동 차이를 살펴보면, 정착

부의 강성과 극한하중은 철근링이 배치됨에 따라 증가

함을 알 수 있고, 극한하중에서의 변위는 철근링이 배

치된 경우가 더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 시험체의 결과를 살펴보면, 철근링이 배치

될 경우 강성은 40~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한하중은 약 20%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극한하중에서의 변위 값은 30~40% 정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몰탈 시험체 결과를 살펴보면,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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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철근링을 배치함에 따라 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한하중의 경우에는 철근링이 배

치된 경우가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한하중에서의 변위는 철근이 배치된 경우 26%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근링이 배치된 경우

에는 콘크리트 시험체의 경우 약 20mm의 변위가 발생

한 시점과 몰탈 시험체의 경우 약 40mm의 변위가 발생

한 시점에서 하중의 감소폭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초기에 도입되는 하중이 철근링과 perfobond 
rib의 지압저항에 의해 저항되다가, 철근링의 변위가 과

도한 변위가 발생한 이후 파단되면서 perfobond rib의 

지압저항만으로 저항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

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시험체와 몰탈 시험체 모두에서 유사한 거동

특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철근링이 배치된 경

우에도 변위가 크게 발생한 이후에는 철근링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내하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철근링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perfobond rib의 지압저항에 의해 거동하게 된다. 
철근링이 배치된 경우에도 철근링의 파단 이후 하중

-변위관계가 철근링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 수렴해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극한하중 이후의 연성거동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하중의 감소 없이 지속적인 저

항성능을 보여줌에 따라 철근링 없이 perfobond rib를 2
단 배치한 경우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과 9는 초기강성 및 극한하중과 극한하중에

서의 변위 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Table 10과 

11은 perfobond rib의 극한하중 이후의 하중 감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채움제의 종류에 따른 마이크로 파일 강봉에 부착된 

perfobond rib의 내하성능 차이를 검토하였다. 

Table 8. Load Carrying Capacity of Perfobond rib(Mortar)

Devision rigidity 
(kN/mm)

  (kN)   (mm)

Case 2-2: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A 150.0 1,507.0 59.70
B 133.2 1,515.5 61.62
C 159.6 1,553.0 50.41

Avg. 147.6 1,525.2 57.24

Case 4-2: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A 245.2 1,800.6 38.84
B 222.8 1,793.1 43.15
C 219.9 1,780.1 45.07

Avg. 229.3 1,791.3 42.35

Case 6: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40MPa)

A 205.4 2,263.6 43.17
B 240.9 2,298.0 45.34
C 274.5 2,297.2 39.89

Avg. 240.3 2,286.3 42.80

Table 9. Load Carrying Capacity of Perfobond rib(Concrete)

Devision rigidity 
(kN/mm)

  (kN)   (mm)

Case 1: Perfobond 
rib installed 1 layer 
steel rod (28MPa)

A 82.0 765.0 28.63
B 62.7 753.2 28.64
C 63.0 777.2 33.04

Avg. 69.2 765.1 30.11

Case 2-1: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A 251.5 1,611.4 46.64
B 234.4 1,595.3 38.20
C 257.1 1,564.8 30.25

Avg. 247.7 1,567.3 38.36

Case 3: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1 layer 

steel rod (28MPa)

A 148.5 896.7 20.14
B 133.9 907.4 23.32
C 129.6 922.5 22.40

Avg. 137.3 908.8 21.95

Case 4-1: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A 352.2 1,895.0 20.63
B 351.5 1,903.4 20.13
C 344.6 1,945.8 23.92

Avg. 349.4 1,914.7 21.56

Table 10. Load Reduction Ratio of Perfobond rib(Mortar)

구분   (kN)   (mm)  

Case 2-2: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A 1,430.1 89.55 0.949
B 1,466.5 92.43 0.968
C 1,514.7 75.62 0.975

Avg. 1,470.4 85.87 0.964

Case 4-2: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A 1,666.4 58.26 0.925
B 1,685.2 64.73 0.940
C 1,708.7 67.61 0.960

Avg. 1,686.8 63.53 0.942

Case 6: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40MPa)

A 2,114.2 64.76 0.934
B 2,190.6 68.01 0.953
C 2,170.0 59.84 0.945

Avg. 2,158.3 64.20 0.944

Table 11. Load Reduction Ratio of Perfobond rib(Concrete)

Devision   (kN)   (mm)  

Case 1: Perfobond 
rib installed 1 layer 
steel rod (28MPa)

A 732.9 42.94 0.958
B 680.3 42.97 0.903
C 743.6 74.30 0.957

Avg. 718.9 53.40 0.939

Case 2-1: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A 1,525.9 69.96 0.982
B 1,574.4 57.31 0.987
C 1,524.9 68.04 0.982

Avg. 1,541.9 65.10 0.984

Case 3: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1 layer 

steel rod (28MPa)

A 836.6 45.34 0.933
B 779.9 34.98 0.860
C 797.2 33.59 0.864

Avg. 804.6 37.97 0.886

Case 4-1: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A 1,790.3 46.39 0.945
B 1,837.7 30.19 0.965
C 1,721.3 53.78 0.885

Avg. 1,783.1 53.4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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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 in Test Result of Each Perfobond rib 
Specimen

Devision
rigidity 

(kN/mm)
  (kN)   (mm)  

Avg. Ratio Avg. Ratio Avg. Ratio Avg. Ratio
Case 2-1: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concrete 28MPa)

247.7 1.000 1,567.3 1.000 38.36 1.000 0.984 1.000

Case 2-2: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mortar 28MPa)

147.6 0.596 1,525.2 0.973 57.24 1.492 0.964 0.980

Case 4-1: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concrete 28MPa)

349.4 1.000 1,914.7 1.000 21.56 1.000 0.932 1.000

Case 4-2: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mortar 28MPa)

229.3 0.656 1,791.3 0.936 42.35 1.964 0.942 1.011

※Ratio = ratio for concrete result

Table 12는 perfobond rib가 2단 배치된 경우와 

perfobond rib와 철근링이 2단 배치된 경우에 대해서 콘

크리트(28 MPa)를 타설한 경우와 몰탈(28MPa)을 타설

한 경우에 대해서 강성과 극한하중, 극한하중에서의 변

위, 그리고 하중감소율을 정리한 것이다. 결과를 비교해

보면, 콘크리트를 적용한 경우가 초기강성이 35~40%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강도에서 몰탈의 탄성계수는 콘

크리트의 60~70% 수준을 보인다 (Harch et al, 1990). 
본 연구에서 얻어진 콘크리트 시험체와 몰탈 시험체의 

초기강성 차이는 이러한 재료적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재료적 특성은 극한강도에서의 변위에도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몰탈 시험체의 극한강도

에서의 변위가 49.2~96.2%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극한강도와 하중감소비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와 몰탈 시험체 간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콘크리트 시험체의 스트럽 철근과 몰탈 시험체의 강관

에 의한 횡구속 효과로 할렬파괴에 의한 취성파괴가 

아닌 채움제의 지압파괴에 의해 파괴거동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3~14는 기존 전조나사와 perfobond rib의 시

험결과를 콘크리트 시험체와 몰탈 시험체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콘크리트 시험체와 몰탈 시험체 모두 마이크로 파일 

강봉에 perfobond rib와 철근링을 배치하고 채움제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강성과 극한하중, 그리고 

극한하중에서의 변위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하중감소비의 경우 기존 전조나사의 경우 극한

하중 이후 하중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취성파괴 거동을 

보였다. 그러나 콘크리트 시험체 중 perfobond rib를 2
단 배치한 경우에는 2%만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Perfobond rib 시험체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perfobond rib와 철근링을 1단 배치한 콘크리트 시험체

의 경우에도 감소율은 12%로 전조나사보다 더 작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perfobond rib를 구비한 강

봉을마이크로 파일에 적용할 경우, 기존 전조나사 강

봉과 달리 정착부가 연성파괴 거동을 나타내게 됨에따

라 구조물의 극한상태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유리할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13. Comparison in Test Result of Perfobond rib and 
Rolled Screw Thread(Concrete)

Devision
rigidity 

(kN/mm)
  (kN)   (mm)  

Avg. Ratio Avg. Ratio Avg. Ratio Avg. Ratio
Case 5-1: rolled screw 

steel rod (28MPa) 163.8 1.000 657.6 1.000 5.01 1.000 0.795 1.000

Case 1: Perfobond rib 
installed 1 layer steel 

rod (28MPa)
69.2 0.423 765.1 1.164 30.11 6.006 0.939 1.182

Case 2-1: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247.7 1.512 1,567.3 2.384 38.36 7.653 0.984 1.237

Case 3: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1 layer steel rod 
(28MPa)

137.3 0.838 908.8 1.382 21.95 4.379 0.886 1.114

Case 4-1: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349.4 2.133 1,914.7 2.912 21.56 4.301 0.932 1.172

※Ratio = ratio for rolled screw result

Table 14. Comparison in Test Result of Perfobond rib and 
Rolled Screw Thread(Mortar)

Devision
rigidity 

(kN/mm)
  (kN)   (mm)  

Avg. Ratio Avg. Ratio Avg. Ratio Avg. Ratio
Case 5-2: rolled 
screw steel rod 

(28MPa)
133.3 1.000 594.8 1.000 5.59 1.000 0.786 1.000

Case 2-2: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147.6 1.107 1,525.2 2.564 57.24 10.246 0.964 1.227

Case 4-2: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229.3 1.720 1,791.3 3.011 42.35 7.581 0.942 1.199

Case 6: P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40MPa)

240.3 1.802 2,286.3 3.844 42.80 7.661 0.944 1.202

※Ratio = ratio for rolled screw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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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험체별 균열양상 및 파괴거동 특성

perfobond rib를 구비한 강봉과 기존 전조나사 강봉 

정착부의 파괴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그라우트 블록 하

면에서 나타난 균열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거동특

성을 파악하였다. Fig 5는 시험종료 후 perfobond rib 선
단지지부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으로, Fig 8(a)는 콘크

리트 시험체이고 Fig 8(b)는 몰탈 시험체이다. FIg 8(a)
를 통하여 perfobond rib 선단지지부 그라우트의 할렬

파괴가 아닌 지압파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Fig 8(b)에서는 FIg 8(a)와 같은 지압파괴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콘크리트 시험체의 경우 

perfobond rib가 강봉 하부로부터 25 mm 떨어져있어 

비교적 좁게 배치되어 있는 반면, 몰탈 시험체의 경우 

perfobond rib가 강봉 하부로부터 100 mm 떨어져있어 

콘크리트 시험체에 비해서 비교적 넓게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시험체에서와 동일한 지압파괴 양상

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중-변위관계에서의 극

한하중 이후의 거동특성과 Fig 8(b)에서 perfobond rib
와 연결되는 할렬균열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통해서 

몰탈 시험체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시험체와 동일한 지

압파괴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콘크리

트 시험체의 스트럽 철근과 몰탈 시험체의 강관에 의

한 횡구속 효과로 나타난 파괴거동특성의 변화로 풀이

된다. 이러한 거동은 지반에 매입된 마이크로 파일이 

주변 토압에 의해 구속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 나타난 파괴거동특성

이 실제 마이크로 파일의 파괴거동특성과 유사할 것으

로 판단된다.

4. Perfobond rib의 강도 평가식 제안 및 검증

기존의 perfobond rib 전단연결재의 강도평가식을 이

용하여 마이크로 파일에 적용된 perfobond rib의 강도

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
시한 내하성능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파일에 

(a) Concrete Specimen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b) Mortar Specimen(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28MPa))

Fig. 5. Failure shape of Perfobond rib Specimens

적용되는 perfobond rib의 강도 평가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이크로 파일 강봉에 설치된 perfobond rib의 강도 

평가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erfobond rib 
전단연결재의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리브 전면 채

움제에 의한 지압저항 효과와 철근링의 효과를 강도 

평가식의 기본 구성요소로 정하였다. 

··· · · (1)

여기서, Q(N)는 perfobond rib의 전단강도, t(mm)는 

리브의 두께, 는 리브의 높이, (MPa)는 그라

우트제의 설계기준강도,  은 관통철근의 단면

적, (MPa)는 관통철근의 항복응력을 나타낸다. 과 

는 시험결과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서 결정되는 값

이다.
식 2에서 첫 번째 항은 perfobond rib의 그라우트 지

압저항이 강도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마이크로 파

Table 15. Application to Shearing Strength Evaluation Equation 
of Specimens (unit: kN)

Devision
test

result value 
(A)

result value of 
proposed 

equation(B)

Ratio
(A/B)

concrete
specimen
(28MPa)

Perfobond rib 
installed 1 layer 

steel rod 

A 765.0

765.5

0.999

B 753.2 0.984

C 777.2 1.015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A 1,611.4

1,530.9

1.015

B 1,595.3 1.042

C 1,564.8 1.014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1 layer 
steel rod 

A 896.7

913.5

0.982

B 907.4 0.993

C 922.5 1.010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A 1,895.0

1,827.1

1.037

B 1,903.4 1.042

C 1,945.8 1.065

mortar
specimen
(28MPa)

Perfobond rib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t

A 1,507.0

1,530.9

0.984

B 1,515.5 0.990

C 1,553.0 1.014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A 1,800.6

1,827.1

0.986

B 1,793.1 0.981

C 1,780.1 0.974

mortar
specimen
(40MPa)

Perfobond rib 
and rebar ring 

installed 2 
layers steel rod 

A 2,263.6

2,483.2

0.912

B 2,298.0 0.925

C 2,297.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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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Suggested Formulas and Test Result

일 강봉에 설치된 perfobond rib의 경우 주요 파괴모드

가 채움제의 지압파괴이기 때문에 perfobond rib의 전

체 강도에서 첫 번째 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것

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항은 철근링이 perfobond rib의 

강도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철근링은 철근량, 철근

의 항복응력 등의 관계에 의해서 강도 증가에 기여한

다. 식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마이크로 

파일에 설치된 perfobond rib의 강도 평가식은 식 2와 

같다.

···· · (2)

Table 15와 Fig 6은 시험결과와 제안식으로부터 얻

어진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시험결과값 / 제안식 결과

값의 비에 대한 평균은 0.995이고 표준편차는 0.039로 

제안식이 시험결과를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erfobond rib를 구비한 마이크로 파일의 경우, 채움제

부의 파괴거동은 지반의 강도 및 토압에 의한 구속효

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마이크로 파일의 지지성능을 개

선하고 경제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perfobond rib를 

구비한 부분 확공형 마이크로 파일을 제안하고, 거동

특성과 파괴특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Perfobond rib에 의한 강봉과 그라우트 사이의 하중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연성거동 특성을 push-out 시험

을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perfobond rib의 강도평가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마이크로 파일 강봉에 부착된 perfobond rib의 내

하성능평가 시험결과, perfobond rib와 철근링을 2단으

로 배치한 경우 동일한 길이의 전조나사 형식 보다 평

균 1.9배 큰 강성을 나타냈으며, 평균 3배의 극한하중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perfobond rib 형식은 극한하중 도달 이후 50%의 

변위가 추가로 발생하는 동안 하중이 평균 3~6%만 감

소하여 완전한 연성거동 특성을 가지나, 기존 전조나

사 형식은 극한하중 이후에 급격한 취성파괴 거동을 

나타냈다. 
따라서 기존 전조나사 보다 perfobond rib가 초기강

성과 극한하중 및 연성거동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거

동특성을 가지므로 기존 전조나사 형식보다 매우 우수

한 역학적 거동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존의 perfobond rib 전단연결재의 강도평가식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파일에 적용된 perfobond rib의 강

도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강

도평가식을 제안하여 검증한결과 제안식이 시험결과

를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반 강도 및 토압

에 따라 제안식의 정확도는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

으므로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안전율을 고려하

여 설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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