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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육상건설공사에서는 환경훼손, 민원 등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말뚝의 시공방법이 항타공법에서 저소음, 

저진동에 유리한 매입공법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매입공법에 최적화된 경제적인 말뚝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강관말뚝과 PHC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말뚝은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항타공법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확보

하고 있다. 그러나 강관말뚝의 사용은 강재의 불안정

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관 및 PHC 말뚝을 조합

한 복합말뚝이 연구 및 개발 되었다1,2). PHC 말뚝은 효

율적 구조와 높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전단성능의 부

족으로 인해 고속도로 교량기초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

지 않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PHC 말뚝의 축방향으

로 일정 간격의 전단철근을 배근하고 말뚝 중공부에 

내부 충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전단을 보강

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3). 또한, PHC 

말뚝과 속채움 콘크리트의 합성거동을 위해 중공단면 

방향으로 합성 전단연결재가 배치되고, 중공단면에 내

부 보강철근을 적용한 말뚝에 대한 전단성능을 평가하

는 연구도 수행되었다4).

최근에는 고강도 건설재료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항복강도 500 MPa와 600 MPa 급 고강도 

철근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스트레

스를 도입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여 상

대적으로 단순화된 공정을 갖는 매입공법 전용 기성

(precast) 말뚝의 적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PHC 말뚝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적용하여, Fig. 1과 같이 PHC 말뚝과 단

면 형상, 크기,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 등은 동일하고 

강봉과 철선을 모두 고강도 철근으로 대체한 원심성형 

고성능 철근콘크리트 말뚝(enhanced spun RC(reinforced 

concrete) pile, 이하 고성능 RC 말뚝) 시험체를 제작하

고, 기본적 구조 거동인 휨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때 말뚝은 긴장력이 도입되지 않으므로 두부정리에 

의한 긴장력 손실이 없으며, 고강도 나선철근의 기여

로 인해 전단 및 내진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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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C pile (b) Enhanced spun RC pile 

Fig. 1. Flow of risk assessment system.

한편, 실험변수는 이음부의 유무에 따라 단순하게 

구성되었으며, 실험체 수의 부족에 따른 결과의 신뢰

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음부는 PHC 말뚝에 적용되

는 용접이음방법을 적용하였다.

2. 휨 성능 평가

기존 PHC 말뚝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과 정착판

(anchor plate) 등을 활용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외측 직

경 500 mm, 두께 80 mm 크기의 고성능 RC 말뚝 실험체

를 제작하였다. 이때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는 80 

MPa이 적용되었다. 철근의 경우, 수급이 가능한 기준항

복강도() 600 MPa의 고강도 철근이 직경 16 mm 이상

으로 조사되어, 실험체의 축방향 철근은 D16-9ea(=600 

Fig. 2. Dimension of test specimen.

Fig. 3. Detail of anchor plate.

 

Fig. 4. Rebar and anchor plate.

 

Fig. 5. Concrete placing and centrifugal molding.

Fig. 6. Positions of loading and supporting points.

MPa), 나선철근은 D10(100 mm 간격, =500 MPa)이 사

용되었다. Fig. 3과 같이 정착판(anchor plate)과 원형띠판

(circular band plate)은 PHC 말뚝에 사용되고 있는 자재

를 적용하였으며, 각각 9 mm, 2 mm의 두께가 사용되었

다. 그리고 정착판은 SS400, 원형띠판은 최소인장강도

()가 270 MPa 이상인 JIS G3131 SPHC 강재가 사용되

었다. 콘크리트 공칭피복두께는 도로교설계기준(2015)

의 노출등급 EC2와 프리캐스트 부재인 경우를 고려하여 

30 mm를 적용하였다5). 

실험체는 Fig. 4 및 Fig. 5와 같이 PHC 말뚝의 생산

과정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단, 축방향으로 긴장력은 

적용되지 않았다. 실험체는 이음부가 있는 경우와 없

는 경우를 고려하여 길이 12 m 말뚝을 제작하였다. 이

때 이음부가 있는 말뚝의 경우, 길이 6 m 말뚝 간 접합

은 용접이음으로 하였으며, 각 말뚝이 접합되는 부분, 

즉 이음부의 정착판(이음판)은 판의 좌굴문제가 우려

되어 말뚝 단부의 정착판 두께 9 mm보다 큰 14 mm 

두께가 사용되었다. 구조실험은 Fig. 6과 같이 KS F 

4306의 휨 강도시험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6). 

2.1 이음부가 없는(일체형) 고성능 RC 말뚝

Fig. 7과 같이 지간 7.2 m인 이음부가 없는 고성능 

RC 말뚝의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조실험은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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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lexural test of pile without joint.

Fig. 8. Load vs. displacement curves(without joint).

가력기의 여건으로 인해 동일한 실험체를 대상으로 2

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하중제어로 실험을 수행하

였다.

Fig. 8은 실험결과의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변위는 실험체 중앙에서 측정된 처짐 값이다. 1

차 실험은 변위 88 mm에서 최대 하중 150 kN, 2차 실험은 

변위 111 mm에서 최대 하중 165 kN이 평가되었다. 이를 

실험체의 휨강도 수준의 극한 하중 141.3 kN과 비교해 

보면, 1차, 2차 실험의 최대 하중은 극한 하중보다 각각 

6%, 17% 크게 평가되었으며, 이로부터 구조성능을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극한하중 141.3 kN은 재

료계수의 감소를 적용하지 않고(    ), 공칭수준

의 휨강도 219 kN·m으로부터 지점조건을 고려한 구조역

학적 계산에 의해 역으로 산정하여 계산된 값이다.

2.2 이음부가 있는 고성능 RC 말뚝

이음부를 갖는 고성능 RC 말뚝의 실험체는 Fig. 9와 

같이 길이 6 m의 일체형 말뚝 두 개를 용접으로 접합

Fig. 9. Enhanced spun RC pile(with joint). 

Fig. 10. Comparison in load-displacement curves.

 

Fig. 11. Crack opening between concrete and joint plate.

하여 제작되었다. 구조실험은 이음부가 없는(일체형) 

고성능 RC 말뚝의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었

다. Fig. 10은 실험결과에 대한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

낸 것으로, 일체형 고성능 RC 말뚝의 실험결과와 비교

하였다. 이음부를 갖는 말뚝의 최대 하중은 변위 123 

mm에서 132 kN으로 측정되었으며, 일체형 말뚝의 최

대 하중 165 kN의 80% 수준으로 작게 평가되었다. 또

한, 일체형 말뚝의 휨강도 수준인 극한하중 141.3 kN의 

93% 수준을 보여, 구조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체형 말뚝과 비교해서 이음부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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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의 구조성능이 작게 평가된 원인은 Fig. 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음부의 정착판(이음판)과 콘크리트 사

이의 부착력(또는 접합성능)의 부족으로 인해 계면파

괴(벌어짐)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용접부의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3.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실험결과에 대한 해석적 검증을 위해 비선형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은 실험체와 동일한 형

상과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ABAQUS(2009)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7). 콘크리트는 8절점 솔리드(solid) 

요소, 철근은 트러스(truss) 요소를 사용하였고, 콘크리트 

재료는 콘크리트 손상 소성(concrete damaged plasticity) 

모델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압축응력-변형률 관계

는 Hognestad(1951)가 제안한 관계 곡선을 적용하였으

며8), 압축강도의 30%까지 선형 탄성구간으로 가정하

였다(Fig. 12). 철근의 탄성계수는 200 GPa, 주철근과 

나선철근의 항복강도는 각각 600 MPa, 500 MPa를 적

용하여 완전탄소성으로 가정하였다(Fig. 13).

Fig. 12.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concrete.

Fig. 13.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rebar.

이음부가 없는(일체형) 실험체에 대한 실험과 해석 결

과의 하중-변위 관계를 Fig. 14에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냈으며, 

동일한 변위(111 mm)에서 해석결과의 하중 172 kN은 실

험결과의 최대 하중 165 kN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실

험결과에서는 철근게이지의 손실로 인해 측정된 데이터

가 없지만, 해석결과에서는 하중 134 kN에서 주철근이 

항복하는 구조거동을 나타냈다. Fig. 15, 16은 하중 172 

kN, 변위 111 mm에서 각각 철근의 응력 분포와 콘크리

트의 인장소성변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14. Experiment vs. FEM analysis result(without joint).

Fig. 15. Rebar yielding of pile specimen(without joint).

Fig. 16. Plastic strain in tensions of pile specimen(without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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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과 같이 이음부가 있는 실험체에 대한 해석모

델의 경우, 정착판과 원형띠판은 8절점 솔리드(solid) 요

소를 사용하였고, 탄성계수 205 GPa, 항복강도는 각각 

235 MPa, 160 MPa를 적용하여 완전 탄소성 모델로 가

정하였다. 그리고 정착판과 콘크리트 간 불연속 부분의 

경계면은 접촉 비선형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과 해석 결과의 하중-변위 관계를 Fig. 18에 비교하

였다. 비교결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하중-변위 관

계를 나타냈으며, 동일한 변위(123 mm)에서 해석결과

의 하중 136 kN은 실험결과의 최대 하중 132 kN과 유

사한 수준을 보였다. 주철근의 항복하중은 해석결과에

서 105 kN으로 평가되었으며, 실험결과의 항복하중 103 

kN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 19는 하중 136 

kN, 변위 123 mm에서 변형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이음

부의 최대 벌어짐은 약 17 mm로 나타났으며, 실험결과

의 사진(Fig. 11 참조)을 고려하면, 해석결과는 실험결

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석과정에서 정착판과 양쪽 콘크리트면의 경

Fig. 17. Joint in FEM analysis model.

Fig. 18. Experiment vs. FEM analysis result(with joint).

Fig. 19. Opening between concrete and joint plate.

계면을 동일한 조건으로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

우측 틈새의 변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었다(Fig. 

19). 이는 상용 구조해석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그래

픽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유발된 미세한 모

델링의 불균형이 비선형 재료거동에 연계되어 확장된 

것으로서 구조적 거동에 따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

며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해석모델은 고성능 RC 말뚝의 구조적 

거동과 성능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고성능 RC 말뚝의 이음부 보강방법에 대한 연구

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고찰

PHC 말뚝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활용하고, PHC 

말뚝의 강봉과 철선을 모두 고강도 철근으로 대체하는 

원심성형 고성능 철근콘크리트 말뚝을 제작하였다. 이 

고성능 RC 말뚝의 휨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비선형 유

한요소해석으로 실험결과를 검증하였다.

휨 성능은 이음부가 없는(일체형) 경우, 공칭수준의 

휨강도 이상으로 평가되어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험장비의 한계

로 인하여 파괴시까지 하중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중단

한 점을 감안한다면 2.1절에서 평가된 17% 그 이상의 

여유를 갖는다. 

그러나, 이음부가 있는 실험체는 이음부가 없는 일

체형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구조성능이 부족하며, 말

뚝 본체의 공칭강도와 비교하여도 93%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PHC 말뚝과 달리, 고성능 RC 말뚝은 축

방향으로 긴장력이 도입되지 않으므로, 이음부의 정착

판(이음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계면이 휨 인장에 저항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용접이음방법을 고성능 RC 말뚝에 적용하

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음부의 정착판(이음판)과 

콘크리트 간의 벌어짐을 억제할 수 있는 보강방법이 요구

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한국도로공사 고성능 RC말뚝 

이음부 개발 연구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원심성형 고성능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휨 성능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제3호, 2018년 57

References

1) http://www.pre-cast.co.kr/

2) S. H. Lee and D. M. Kim, “An Experimental Study on 

Behavior of Composite Pile”,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ol. 11, No. 2, pp. 23-32, 2010. 

3) J. H. Hyun, J. W. Bang, S. S. Lee and Y. Y. Kim, “Shear 

Strength Enhancement of Hollow PHC Pile Reinforced 

with Infilled Concrete and Shear Reinforc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4, No. 1, pp. 71-78, 

2012.

4) J. H. Kim, Y. S. Park and C. S. Min, “Shear Experiment on 

Concrete Filled PHC Pile with Composite Shear 

Connectors with Rebar Holes”,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9, No. 3, pp. 259-266, 2017.

5) KHBDC, Korea Highway Bridge Design Code: Limit 

states design method, 2015. 

6) Korean Industrial Standards,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 KS F 4306.

7) ABAQUS, Abaqus analysis user’s manual version 6.9, 

Dassault Systemes Simulia Corp., 2009.

8) E. Hognestad, A Study of Combined Bending and Axial 

Load in Reinforced Concrete Members, Bulletin 399, 

University of Illinois Engineering Experiment Station, 

Urbana, Ill., 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