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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umerical analysis method for prediction of pile behaviour characteristics has widely been used in detail design process 

before construction because field static loading test requires high cost. However, the reliability verification of numerical analysis of 

result is not permitted compare with field test. In this study, to verify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pile behaviour prediction was 

compared with field static loading test results. For exact analysis of interaction between pile and ground, soil investigation and in-situ 

test such as boring, SPT and bore-hole shear test were performed before pile static loading test. During the static loading test, pile 

behaviou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nder every loading condition. After static pile loading test, nume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nder same condition with static pile loading test. In the numerical analysis, to apply same loading condition with each loading 

condition in the field test and to compare with between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the field test results for reliability were 

verified with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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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한 말뚝의 거동특성 예측방법은 정재하시험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공사 전 말뚝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설계단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그 신뢰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말뚝의 거동과 수치해석으로 예측한 말뚝의 거동을 비교함으로써 수치해석 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지반과 말뚝의 상호작용에 

의한 말뚝의 거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정재하시험이 수행되는 지반에서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등을 통해 지반특성을 

확인하였고, 실규모 정재하시험을 수행하여 말뚝의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정재하시험이 수행된 방식과 동일하게 수치해석을 모사

하여 재하시험과 동일한 하중단계에서 말뚝의 거동을 수치해석으로 모사하여 현장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수치해석 기법의 신뢰

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말뚝, 수치해석, 신뢰성 검증, 정재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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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건설기술은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79% 

수준으로 약 4.7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Nam, 2015), 말뚝과 같은 기초의 설계단계에서도 격

차가 있다. 특히, 말뚝의 정재하시험은 말뚝의 거동을 예측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험이지만 비용과 시간 등의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실용성이 저하

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및 유한차분 수

치해석 기법을 이용한 말뚝의 거동특성 예측이 널리 이용되

고 있다.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한 말뚝의 거동 예측기법은 

최근과 같이 기존구조물과 인접하여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

어지는 최근의 환경에서는 그 활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말뚝의 거동특성을 예

측하기 위해서는 말뚝과 지반과의 상호작용이 정확하게 입

력자료로써 활용되어야 하지만 말뚝과 지반과의 상호작용

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고 이를 입력자료로 정확하

게 산정하는 과정은 대부분 설계자의 공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Kim et al.(2011)은 FRP 콘크리트 합성말뚝

의 적용성을 수치해석기법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Lee et al. 

(2012)은 말뚝의 경계면 요소에 따른 재하시험과 수치해석

의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Muhannad et al.(2010)은 

느슨한 사질지반에서 소규모의 말뚝에 횡하중이 작용할 때 

말뚝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지

만 말뚝과 지반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계면 요소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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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 section of soil profile and pile in research area

Table 1. Test piles in research area

Classification Pile Diameter (mm) Length (m) Distance from reaction pile (m) Design load

Test pile 1 PHC 500 10.5 1.65 m 397.1 kN

Test pile 2 PHC 500 15.4 1.48 m 602.7 kN

Test pile 3 PHC 500 21.5 1.70 m 681.8 kN

Test pile 4 PHC 500 24.6 1.50 m 771.3 kN

Test pile 5 PHC 500 30.2 1.90 m 771.3 kN

Test pile 6 PHC 500 31.7 2.52 m 720.0 kN

정재하시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수치해석 기법에 의한 말뚝

의 거동특성 예측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치해석에 

의한 말뚝의 거동특성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말뚝이 설치되는 지반의 공학적 성질을 파

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 현장 공내재하시험 등과 같은 원

위치시험과 실내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지반조사가 수행된 

지반 인근에서 말뚝의 정재하시험을 수행하여 말뚝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재하시험이 수행된 조건과 동

일한 방법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말뚝의 재하시험을 모

사함으로써 말뚝의 거동특성을 예측하였다. 실규모 재하시

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에 의한 말뚝의 하중-침하 결과는 

약 5～15% 이상의 오차율을 보이며 시험말뚝과 반력말뚝

의 간격이 가까운 구간에서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2. 말뚝시공 및 지반조사 현황 

2.1 말뚝시공 현황

연구지역은 경상북도 포항 ○○지역으로 구조물의 기초

를 위해 D500mm의 PHC 말뚝이 매입말뚝공법으로 시공되

어 있는 지역으로 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반은 상부 매립

층에서 하부로 퇴적층 그리고 풍화암층, 연암층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퇴적층은 N값이 1～30

의 범위를 보이며, 지지층으로 계획된 풍화암 및 연암층에 

설치되는 말뚝의 길이는 약 15～31m로 설치되어 있다. 연

구지역에 설치된 말뚝의 지반단면과 말뚝의 시공현황을 나

타내면 Fig. 1과 같고, 정재하시험이 수행된 말뚝의 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2 지반조사 현황

말뚝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말뚝이 설치되고 재하

시험이 수행될 지점의 지층 구성 상태 및 기반암의 암종, 암

질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개소의 지점에 대하여 시추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상지역의 지층은 매립층, 퇴적층, 

풍화대 및 기반암의 순서로 층서를 이루고 있으며 퇴적층이 

약 20m 정도로 나타나며 풍화암은 30m 하부에 두께 1.1m 

정도로 확인되며 그 하부로는 기반암의 연암층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 분포하고 있는 지반의 공학적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공내전단시험 및 공내

재하시험 등의 원위치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내용을 살펴보면, 퇴적층(실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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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drilling investigation

Borehole Class Description Depth (m) Thickness (m) N value TCR/RQD

NNBH-1

Fill Gravel, Silty sand 0.0~7.8 7.8 5/30~18/30

Alluvium Silty clay included partially sand and gravel 7.8~28.2 20.4 1/30~10/30

Weathered soil Clayed silt 28.2~30.0 1.8 49/30

Weathered roil Weathered rock of bedrock 30.0~31.1 1.1 50/10~50/6

Soft rock Soft rock 31.1~36.1 5.0  85~95/40~57

Table 3. Results of field test

Borehole Depth (m) Soil class (N Value) Cohesion (kPa) Friction (°) Elastic modulus (MPa) 

NBBH-1

26.0 Silty clay (4/30) 24.30 15.38 -

30.5 Weathered rock (50/10) 29.70 30.75 -

31 Weathered rock (50/6) - -  218

Table 4. Results of laboratory test

Borehole Depth (m) Ωn (%) Gs LL (%) PI (%)
Seieve analysis (%)

U.S.C.S UCS
4.75 mm 0.075 mm 5 μm

NNBH-1

10.0 91.1 2.726 145.9 98.5 100.0 99.9 41.9 CH

20.0 79.0 2.709 86.5 53.7 100.0 99.7 38.7 CH

33.25~33.55 - - - - - - - Soft rock 8.3 MPa

34.20~34.55 - - - - - - - Soft rock 173.9 MPa

점토)은 점착력 24.3kPa, 내부마찰각 15.38°로 평가되었으

며, 풍화암층은 점착력 29.7kPa, 내부마찰각 30.75°로 평가

되었다. 풍화암에서 수행한 공내재하시험은 말뚝의 지지층

에서 변형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고 탄성계수는 

218MPa로 평가되었다.

시추조사 시 연구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토질의 물리성 및 

기반암의 역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정리

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실내시험 결과 퇴적층은 실

트질 점토(CH)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반암의 일축압축강도

는 8.3～173.9MPa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현장정재하시험

3.1 개요

Kim & Yea(2013)은 당 현장과 같이 굴착 후 타입된 PHC 

말뚝의 거동을 정재하시험과 동재하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

하여 상관성을 발표한 바가 있어 본 연구에서도 현장에 설

치되어 있는 PHC 말뚝의 하중에 따른 거동을 확인하기 위

하여 현장정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정재하시험은 KS F 2445 

‘축방향에 의한 말뚝침하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말

뚝의 잔류침하량 및 전반적인 말뚝의 거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하 및 제하가 반복된 Cyclic load test로 말뚝재하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수행된 말뚝 정재하시험의 

단계별 과정은 Fig. 2에 나타내었다. 

3.2 결과분석

현장정재하시험은 2개의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말뚝의 안전 측 거동을 고려해 최대 변위를 기준으

로 분석하였다. 현장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말뚝의 

침하량과 지지력을 평가해 보았다. 현장 기록지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전체 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의 하중 침하 곡선

과 단계별 하중재하 및 제하 그리고 재재하 과정을 나타낸 

Cyclic load 침하곡선을 확인하였다. 말뚝재하시험 결과 시

험 초기의 변위가 크게 발생하는 구간은 말뚝의 재하과정에

서 계측기의 초기 변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별 하중재-침하곡선을 살펴보면, 1단계, 2단계 및 3

단계 재하과정의 하중-침하곡선이 동일한 일직선 상태의 탄

성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시험결과를 이용하

여 S - log t, lop P - log S 및 ds/d(log t)-P의 결과를 그래프

로 나타내면 Fig. 3 및 Fig. 4와 같다.

정재하시험 결과로 분석한 S - log t, lop P - log S 및 ds/d 

(log t)-P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말뚝의 항복거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탄성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시험말뚝은 설계하중의 2배인 1,440kN의 연직하중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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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of reaction pile loading beam Installation of load cell and loading device

Installation of dial gauge Loading test

Fig. 2. Field static loading test process

P-Y curve of field static loading test P-Y curve of cyclic load

Fig. 3. P-Y curve of field static loading test

S - log t log P - log S ds/d(log t)-P

Fig. 4. Results of field static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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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ield static loading test

Pile Pile diameter Design load Max. test load
Total settlement Residual settlement

Evaluation
PHC D500 Standard Max. Standard

Test-1 PHC D500 397.1 kN 840 kN 1.29 mm 25.4 mm 0.40 mm 10 mm O.K

Test-2 PHC D500 602.7 kN 1,260 kN 1.94 mm 25.4 mm 0.51 mm 10 mm O.K

Test-3 PHC D500 681.8 kN 1,400 kN 1.97 mm 25.4 mm 0.55 mm 10 mm O.K

Test-4 PHC D500 771.3 kN 1,610 kN 2.73 mm 25.4 mm 0.95 mm 10 mm O.K

Test-5 PHC D500 771.3 kN 1,610 kN 4.37 mm 25.4 mm 2.03 mm 10 mm O.K

Test-6 PHC D500 720 kN 1,440 kN 5.89 mm 25.4 mm 0.91 mm 10 mm O.K

Table 6. Ground property in numerical analysis

Classification
Unit weight

(kN/m
3
)

Cohesion

(kPa)

Friction

(degree)

Elastic modulus

(kPa)
Poisson’s ratio Model

Fill 18.0 10.0 30 30,000 0.35

Mohr-Coulomb
Alluvium (Clay) 14.0 24.3 15.38 5,000 0.40

Weathered rock 20.0 29.7 30.75 218,000 0.33

Soft rock 23.0 100.0 33.0 15,000,000 0.31

Classification Elastic modulus (kPa) CSnstiff (kN) CSncoh (kN/m) CSnfric (degree)

Pile 39,200,000 4,560 19.69 10.25

용할 때까지 말뚝은 완전한 탄성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재하시험 결과를 토대로 말뚝기초로서의 안정성을 평

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금회 재하시험이 

수행된 말뚝의 경우에는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탄성거

동을 보여 말뚝의 허용 연직하중은 작용하중의 1/2인 720kN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총침하량 및 잔류침하량 

기준에 의거하여 안정성 확보 여부를 평가한 결과 말뚝기초

는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수치해석

수치해석은 재하시험의 결과를 확인하고 말뚝의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수치해석은 현장정재하시험이 수행된 말뚝

에 대하여 현장정재하시험이 수행된 조건과 동일하게 모사

하고 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의 말뚝의 거동특성을 수치해석

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장재하시험과 수치해석으로 확인되는 

하중-침하관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은 유한차분 수치해석을 적용하였

으며, 말뚝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실제와 같이 최대한 모사

할 수 있는 FLAC 2D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말뚝과 같은 

구조물을 이차원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말뚝을 중심으로 축

대칭 모델을 이용하여 말뚝의 거동을 모사하였다. 

우선 수치해석에 입력자료로 필요한 말뚝과 지반의 상호

작용 특성치는 현장정재하시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Itasca Flac 

매뉴얼에 제안하는 Pile 요소의 특성치를 산정하는 방식으

로 산정하였고, 지반의 연속적인 구성 상태와 원지반의 공

학적 특성은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을 통해 평가된 결과를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에서는 측면 및 하부로의 경계설정이 주변 지반

의 응력이나 변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말뚝

을 기준으로 측면 및 하부로 100m 떨어진 거리까지 모델링 

하였다. 또한 말뚝에 작용하는 하중은 실제 재하시험 당시

에 작용된 하중단계와 동일하게 하여 실제 말뚝의 거동과 

최대하게 동일한 거동이 이루어지도록 모사하였다. 수치해

석에 적용된 지반강도 정수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정재하

시험이 수행된 시험 조건에 대하여 수치해석으로 거동특성

을 분석하였으며 수행된 수치해석 조건을 정리하면 Table 7

과 같다.

5. 분석 및 고찰

5.1 수치해석을 통한 말뚝의 하중-침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기법에 의한 말뚝의 거동특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말뚝의 정재하시험 결과

와 비교하고자 6개소의 정재하시험 말뚝에 대하여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으로 확인된 최종 작용하중의 

말뚝의 침하량은 Fig. 5에 나타내었다. 아울러 수치해석으

로 확인된 최종 침하량과 정재하시험을 통해 확인된 침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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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ase of numerical analysis and numerical analysis grid element

Case Condition Max. test load Applied load Numerical analysis grid element

Test pile 1 Loading test 840 kN 840 kN

Test pile 2 Loading test 1,260 kN 1,260 kN

Test pile 3 Loading test 1,400 kN 1,400 kN

Test pile 4 Loading test 1,610 kN 1,610 kN

Test pile 5 Loading test 1,610 kN 1,610 kN

Test pile 6 Loading test 1,440 kN 1,440 kN

Settlement distribution of test pile 1

(Apply load : 840 kN)

Settlement distribution of test pile 2

(Apply load : 1,260 kN)

Settlement distribution of test pile 3

(Apply load : 1,400 kN)

Settlement distribution of test pile 4

(Apply load : 1,610 kN)

Settlement distribution of test pile 5

(Apply load : 1,610 kN)

Settlement distribution of test pile 6

(Apply load : 1,440 kN)

Fig. 5.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Table 8. Results of test pile settlement of numerical analysis and field test

Classification Test pile 1 Test pile 2 Test pile 3 Test pile 4 Test pile 5 Test pile 6

Settlement of field test 1.29 mm 1.94 mm 1.97 mm 2.73 mm 4.64 mm 5.38 mm

Settlement of numerical analysis 1.52 mm 2.91 mm 1.64 mm 3.92 mm 3.70 mm 5.22 mm

Distance from reaction pile 1.65 m 1.48 m 1.70 m 1.50 m 1.90 m 2.52 m

을 비교하여 Table 8에 나타내었다. Fig. 5 및 Table 8에 의

하면 말뚝에 최종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의 침하량이 수치해

석 결과와 현장재하시험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는 반력말뚝의 거리에 따라서 그 값이 다

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반력말뚝이 말뚝 직경의 3배 즉, 3D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수치해석을 확인된 침하

량이 현장시험의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 반력말뚝이 말

뚝 직경의 3배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된 

말뚝의 침하량이 수치해석의 침하량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

되었다.

5.2 현장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한 현장 정재하시험 결과와 수치해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시험말뚝의 하중-침하 곡선은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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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 curve of test pile 1 P-Y curve of test pile 2 P-Y curve of test pile 3

Settlement gap : +0.23 mm Settlement gap : +0.97 mm Settlement gap : -0.33 mm

P-Y curve of test pile 4 P-Y curve of test pile 5 P-Y curve of test pile 6

Settlement gap : +1.19 mm Settlement gap : -0.94 mm Settlement gap : -0.16 mm

Fig. 6. Results of P-Y curve of numerical analysis and field test

6에 나타내었다. Fig. 6에 의하면 현장재하시험 결과와 수

치해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하중-침하 양상을 보인

다. 두 결과 모두 말뚝의 항복은 나타나지 않고 탄성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재하시험의 경우 시험 초기의 변

위가 다소 교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말뚝재하시

험 초기에 나타나는 측정 오차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반력말뚝이 말뚝 직경의 3배 즉, 3D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Test Pile 1, Test Pile 2 및 Test Pile 4의 경우에는 수

치해석으로 평가된 말뚝의 침하량과 현장재하시험으로 측정

된 말뚝의 침하량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며 오차율 15%를 

상회하여 비교적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반력말뚝이 말뚝 직경의 3배 즉, 3D 이상 이격된 

Test Pile 3, Test Pile 5 및 Test Pile 6의 경우에는 수치해석

으로 평가된 말뚝의 침하량과 현장재하시험으로 측정된 말

뚝의 침하량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수치해석으

로 평가된 침하량이 실제보다 작으며 오차율도 15% 이내로 

나타난다. 특히 시험말뚝과 반력말뚝의 간격이 가장 먼 Test 

Pile 6의 경우 수치해석과 재하시험의 오차율이 5% 이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해석은 재하시험만을 모사하여 말뚝

의 거동을 평가하는 반면에 실제의 경우 반력말뚝이 설치되

어 있는 조건을 해석으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되

며, 반력말뚝의 영향은 Choi et al.(2002), Serhii & Evhen 

(2012)이 현장재하시험과 수치해석으로 그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기법으로 말뚝의 거동특성을 예

측하는 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정재하시험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치해석 결과와 현장재하시험 결과로 확인한 말뚝의 

침하량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

력말뚝이 말뚝 직경의 3배 즉, 3D 이내에 위치하고 있

는 경우 수치해석을 확인된 침하량이 현장시험의 결과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반력말뚝이 말뚝 직경의 3배 이

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된 말뚝의 침하량

이 수치해석의 침하량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정재하시험 결과와 수치해석으로 분석한 하중-침하 곡

선의 결과에 의하면 반력말뚝이 말뚝 직경의 3배 즉, 3D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말뚝의 경우 수치해석과 실제 재

하시험 결과가 오차율 15%를 상회하여 비교적 신뢰성

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반력말뚝이 말

뚝 직경의 3배 즉, 3D 이상 이격된 경우 오차율도 15% 

이내로 나타나고, 시험말뚝과 반력말뚝이 5.0D 이격된 

조건에서는 오차율이 5% 이내로 나타났다.

(3) 수치해석을 단말뚝으로 모사하여 거동특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말뚝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말뚝의 간격이 3D 

이내로 상호작용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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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도 저하되며 반력말뚝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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