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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강도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고강도 철근의 자재도 안정적으로 수급됨에 따라 기

존 콘크리트 말뚝에도 이를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1). 특히, PHC(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말뚝의 강봉과 철선을 모두 고강도 철근으로 대체하는 

외측 직경 500 mm, 두께 80 mm 크기의 원심성형 고성능 

철근콘크리트 말뚝(이하 고성능 RC 말뚝)을 제작하여 휨 

실험을 수행한 바가 있다2). 이 실험에서는 PHC 말뚝에 

사용되는 용접식 이음방법을 적용한 고성능 RC 말뚝의 

이음부 휨 성능을 추가로 검증하였는데, 이음부가 없는 

말뚝이 공칭수준의 휨 강도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킨 것

과는 달리 이음부가 있는 말뚝에서는 구조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

이는 이음부의 성능이 독립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

니라 말뚝 본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

문이며,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음방법

이라 할지라도 기존 구조적 거동과 차별성을 갖는 말

뚝 본체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이 선

행되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히 말뚝은 구조물의 기초로서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못하면 지지력3) 저하에 따른 침하나 지진과 같은 극단

상황에 의하여 구조물에 큰 손상을 초래하게 되어 막

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고성능 RC 말뚝에서는 이음부의 성능 보강

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고 시급한 문제이며, 제안되는 이음부 보강방안은 새

로운 형식 말뚝의 연구사례에서와 같이 해석이나 실험 

등을 통해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4,5).

고성능 RC 말뚝과 달리, PHC 말뚝의 경우에는 용접

식 이음방법의 대안으로 여러 형식의 볼트체결식 이음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적용성 부족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6-10). 일반적으로 볼트체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3, No. 5, pp. 70-77, October 2018
Copyright@2018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eISSN 2383-9953) All right reserved. https://doi.org/10.14346/JKOSOS.2018.33.5.70

원심성형 고성능 RC 말뚝의 이음부 보강에 대한 해석적 연구

주상훈⋅황훈희*†⋅배재현*⋅이지훈**

정진이엔씨․*한국도로협회 기술연구센터․**서영엔지니어링

(2018. 4. 27. 접수 / 2018. 7. 3. 수정 / 2018. 7. 4. 채택) 

A Numerical Study on Flexure Performance of 

Enhanced Spun RC Pile with Reinforced Joint

Sanghoon Joo⋅Hoonhee Hwang*†⋅Jaehyun Bae*⋅Jeehoon Lee**

Jeongjin
*R&D Center, Korea Road Association

**Seoyoung Engineering

(Received April 27, 2018 / Revised July 3, 2018 / Accepted July 4, 2018)

Abstract : In this study, the reinforced methods of joint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enhanced spun 
reinforced concrete piles with joints.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s, flexure performance was valida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considering both material and contact nonlinearity. Based on the previous study and thos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current joints system for the enhanced spun RC piles can be enhanced by applying the reinforced joints 
composed of extended circular band plates and studs. This proposed method showed the nearest structural behavior to the enhanced spun RC 
piles without joints. This numerical study will be used to further experimental study on the enhanced spun RC piles with reinforced joints.
Key Words : reinforced joints, enhanced spun RC piles, reinforced concrete piles, finite element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Hoonhee Hwang, Tel : +82-2-3490-1041, E-mail : poonhee@kroad.or.kr

R&D Center, Korea Road Association, 8F, 26, Wiryeseoil-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13647, Korea 



원심성형 고성능 RC 말뚝의 이음부 보강에 대한 해석적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제5호, 2018년 71

  

Fig. 1. Crack opening between concrete and joint plates2).

결식 이음방법은 용접식과 비교하여 시공기간 및 품질

관리의 측면에서 장점은 있으나 시공비가 비싸고 설치

가 다소 복잡한 이유로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개

선한 볼트체결식 이음방법도 개발되고 있다7,9,10). 

용접식 이음방법에 있어서, PHC 말뚝의 경우에는 

긴장력에 의해 말뚝에 압축력이 적용되므로 휨 인장에 

대해 이음부의 정착판(이음판)과 콘크리트 간의 벌어

짐이 어느 정도 억제된다. 그러나 긴장력이 도입되지 

않는 고성능 RC 말뚝은 Fig. 1과 같이 이음부의 용접

부 대신 정착판과 콘크리트 간의 계면파괴가 발생하여 

구조성능이 크게 감소된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

행 연구2)를 토대로 이음부에 최소의 보강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해 적정방안을 제안하였다. 

2. 이음부 보강방법

고성능 RC 말뚝은 PHC 말뚝의 생산설비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변경조건으로 경제적인 방법에 의

해 제작되므로, 이음부에 있어서도 용접식 이음방법에 

최소화된 이음 철구(또는 철재)를 적용하여 이음부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RC 

말뚝의 이음부에 적용할 보강안을 Table 1과 같이 제

시하였다.

보강안 1은 원형띠판(보강밴드)을 보강하는 방법으

로, 원형띠판을 연장하여 용접이음 시 정착판(이음판)

과 함께 접합시키는 방법이며, 필요 시 제한적으로 원

형띠판의 두께와 폭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때 용접열

에 의한 원형띠판의 품질확보가 필요하다.

보강안 2는 정착판(이음판)과 콘크리트 간의 부착력

을 증가시키기 위해 스터드(stud)를 설치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구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방법이다.

보강안 3은 보강안 1과 2를 모두 적용한 방법으로, 

원형띠판의 파손을 지연시키고 스터드를 이용한 물리

적 보강을 더하는 방안이며 해석결과를 통해 적용 여

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Table 1. Proposed methods for the reinforcement of joints

Schematic drawing of reinforced joints

Proposed method-1
(extended circular 

band plate)

Proposed method-2
(stud)

Proposed method-3
(extended circular 

band plate + stud))

3.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 등은 Fig. 2 및 Fig. 3과 

같이 선행 연구2)의 실험체, 실험조건 등을 적용하였다.

말뚝은 길이 12 m(6 m×2ea), 외측 직경 500 mm, 그리

고 두께 80 mm 크기의 고성능 RC 말뚝이며,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는 80 MPa, 축방향 철근은 D16-9ea(
=600 MPa), 나선철근은 D10(100 mm 간격, =500 

MPa)이다. 이음부의 정착판(anchor plate) 또는 이음판

(joint plate)과 원형띠판(circular band plate)은 각각 14 

mm, 2 mm의 두께이고, 정착판(이음판)은 SS400, 원형

띠판은 최소인장강도()가 270 MPa 이상인 JIS G3131 

SPHC 강재이다. 하중재하 조건은 KS F 4306의 휨 강도

시험방법11)에 따라 각각 두 개씩의 재하점과 지지점을 

갖는 4점재하 실험방법이 적용되었다. 

Fig. 2. Dimension of enhanced spun RC pile2).

Fig. 3. Positions of loading and supporting poin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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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rete (b) Rebar 

Fig. 4. Stress-strain curves of concrete and rebar.

해석은 ABAQUS(2009)12)를 사용하였으며, 콘크리트

는 8절점 솔리드(solid) 요소, 철근은 트러스(truss) 요소

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재료는 콘크리트 손상 소성

(concrete damaged plasticity) 모델을 사용하였고, 콘크

리트의 압축응력-변형률 관계는 Hognestad(1951)13)가 

제안한 곡선을 적용하여 압축강도의 30%까지 선형 탄

성구간으로 가정하였다. 철근의 탄성계수는 200 GPa를 

적용하여 완전탄소성으로 가정하였다(Fig. 4).

이음부 부분의 해석모델에서는 정착판(이음판)과 원

형띠판의 경우 8절점 솔리드(solid) 요소, 스터드의 경

우에는 트러스(truss) 요소를 사용하였다. 탄성계수는 

205 GPa, 항복강도는 정착판(이음판)과 스터드의 경우 

235 MPa, 원형띠판의 경우 160 MPa를 적용하였으며, 

완전탄소성으로 가정하였다. 원형띠판과 콘크리트 간, 

이음판과 콘크리트 간, 용접 부위 외의 이음판과 이음

판 간의 계면은 쿨롱 마찰(Coulomb friction) 모델을 적

용하고, 접촉면의 직각방향으로는 벌어짐(opening)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음부를 모델링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해석모델과 해석방법은 2장에서 제

시된 이음부 보강방안의 평가를 위해 활용되므로 그 

적정성에 따라 보강방안의 신뢰 여부가 결정된다. 선

행연구2)에서는 이음부가 없는 실험체(without joint)와 

보강되지 않은 이음부를 적용한 실험체(with joint)에 

대해 위와 동일한 해석모델을 적용한 예측결과를 실험

값과 비교하였다(Fig. 5 및 Fig. 6). 이 비교결과는 보강

되지 않은 이음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콘크리트, 철

근과 강재 부속의 재료적, 기하학적 특성과 계면 특성

이 혼재된 복잡한 이음부 거동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이음부에 일부 상세가 더

해진 보강방안의 평가를 위한 해석모델로 채택하였고, 

이음부 보강방법에 대한 해석결과를 이 결과와 비교하

여 제안된 보강안을 평가하였다.

단, 강재 스터드 등 기존 이음부에 없는 부속의 거동

을 해석모델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으므로 보강방안

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후 실험을 통한 

검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Fig. 5. Experiment vs. FEM analysis result(without joint)2).

Fig. 6. Experiment vs. FEM analysis result(with joint)2).

3.1 보강방법 1(원형띠판 보강)
비교적 단순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보강방법 1은 

원형띠판(보강밴드)을 정착판(이음판) 쪽으로 연장하여 

용접으로 접합하는 방법이다(Table 1 참조). 이를 토대

로 해석모델에서는 Fig. 7과 같이 양쪽 말뚝의 각 원형

띠판을 서로 연속으로 가정하고 모델링 하였다. 

(a) Pile with reinforc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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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bars, anchor plates(joint plates) and circular band plates

Fig. 7. FEM analysis model for proposed method-1.

Fig. 8. Load-displacement curve of proposed method-1.

보강방법 1에 대한 하중-변위 관계를 Fig. 8에 나타

내었다. 이때 변위는 말뚝 중앙 또는 이음부 중앙의 변

위이다. 하중-변위 관계에서 일체형(without joint)과 보

강되지 않은 이음부(with joint)는 선행 연구2)의 해석결

과이며, 이를 보강방법 1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비

교결과, 약 123 mm의 변위에서 보강방법 1이 적용된 

말뚝의 최대 하중은 168 kN으로, 일체형 말뚝의 최대 

하중 173 kN보다 약 3% 작은 수준, 보강되지 않은 이

음부를 갖는 말뚝의 최대 하중 136 kN보다 약 24% 큰 

수준을 보였으며, 이음부의 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9의 이음부 변형 형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장되어 접합된 원형띠판이 정착판(이음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벌어짐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기 때

문이다.

3.2 보강방법 2(스터드 보강)
정착판(이음판)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보강방법 2는 

Fig. 10과 같이 스터드의 개수를 변수로 한다. 

이때 스터드의 크기는 정착판(이음판), 철근 등의 크

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D13(SS400)을 적용하였다. 

Fig. 9. Deformation of joints for proposed method-1(scale 
factor: 2). 

(a) Stud 16ea (b) Stud 12ea (c) Stud 9ea

Fig. 10. FEM analysis model of joints for proposed method-2.

Fig. 11. Load-displacement curves of proposed metho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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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방법 2에 대한 하중-변위 관계는 Fig. 11과 같다. 

이때 스터드의 최대 변형을 고려해서 스터드의 연신율

이 20%를 초과하는 해석결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보강

방법 2가 적용된 말뚝의 최대 하중은 각각 168 kN 

(stud-16ea), 155 kN(stud-12ea), 146 kN(stud-9ea)으로, 일

체형 말뚝(without joint)의 최대 하중 173 kN보다 각각 

3%, 10%, 16% 작은 수준, 보강되지 않은 이음부를 갖

는 말뚝(with joint)의 최대 하중 136 kN보다 각각 24%, 

14%, 7% 큰 수준을 보였으며, 스터드의 개수에 따라 

이음부의 보강 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Fig. 12는 스

터드의 연신율이 20% 발생할 때, 즉 최대 하중에서 이

음부의 정착판(이음판)과 콘크리트 간의 벌어짐 모습

을 보인 것으로, 최대 벌어짐은 모두 약 4 mm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의 보강되지 않은 이

음부의 벌어짐 17 mm2)과 비교해 볼 때, 정착판(이음

판)에 설치된 스터드가 이음부의 벌어짐을 최대한으로 

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a) Stud 16ea

(b) Stud 12ea

(c) Stud 9ea

Fig. 12. Deformation of joints for proposed method-2(scale 
factor: 2). 

3.3 보강방법 3(원형띠판 및 스터드 보강)
보강방법 3은 보강방법 1과 2를 모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보강밴드의 용접방법이 개선되며, 스터드에 의

한 물리적 보강이 더해진다. 이음부의 해석모델은 Fig. 

13과 같이 양쪽 말뚝의 각 원형띠판을 서로 연속으로 

가정하고, 스터드 개수를 변수로 각각 16개, 12개와 9

개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4의 하중-변위 관계에서 보듯이, 16개∼9개의 

범위를 갖는 스터드 개수에 따른 구조적인 거동은 거

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최대 하중도 172 kN∼173 

kN으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므로 보강방

법 3의 경우에서는 스터드 개수가 이음부 구조성능의 

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장되어 접합된 원형띠판이 보완적인 역할을 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강방법 3의 최대 하중은 약 123 mm의 변위에서 

일체형 말뚝(without joint)의 최대 하중 173 kN과 동일

한 수준, 보강되지 않은 이음부를 갖는 말뚝(with joint)

의 최대 하중 136 kN보다 약 27% 큰 수준을 보였으며, 

보강방법 1과 2보다 큰 수준의 강성과 강도를 가지는 

구조성능을 나타내었다.

(a) Stud 16ea (b) Stud 12ea (c) Stud 9ea

Fig. 13. FEM analysis model of joints for proposed method-3. 

Fig. 14. Load-displacement curves of proposed metho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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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석결과 비교⋅분석

고성능 RC 말뚝의 이음부에 대한 각 보강안의 해석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Fig. 15는 보강방법 1(원형띠

판 보강)과 보강방법 2(스터드 16ea 보강)의 하중-변위 

관계를 비교한 것으로, 초⋅중반 이음부 강성은 보강

방법 2가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거동을 보였으며, 최대 

하중은 서로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즉, 16개의 스터

드를 설치한 보강방법 2가 보강방법 1보다 일체형 말

뚝(without joint)에 더 근접한 구조거동을 보였다. Table 

2에 하중 수준을 평가하였다.

Fig. 16은 보강방법 2(스터드 16ea 보강)와 보강방법 

3(원형띠판＋스터드 9ea 보강)의 하중-변위 관계를 비

교한 것으로, 구조거동은 서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

으며, 최대 하중은 보강방법 3이 큰 수준을 보였다. 이

때 보강방법 3의 스터드 변형률은 Fig. 17과 같이 보강

방법 2보다 작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원형띠판의 

보강으로 인해 보강방법 3에 적용된 스터드의 변형률

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5. Load-displacement curves of proposed method 1 and 2

Fig. 16. Load-displacement curves of proposed method 2 and 3

Fig. 17. Load-strain curves of studs of proposed method 2 
and 3

Table 2. Evaluation on the load level of proposed methods 1 
and 2

Method 1
(①)

Method 2
(②)

Without
joints 
(③)

With 
joints
(④)

(①.②) 
/③

(①,②) 
/④

Rebar 
yielding(kN) 122 143 134 105 0.91,

1.07
1.16, 
1.36

Max. load
(kN)

168 168 173 136 0.97, 
0.97

1.24, 
1.24

Table 3. Evaluation on the load level of proposed methods 2 
and 3

Method 2
(①)

Method 3
(②)

Without
joints 
(③)

With 
joints
(④)

(①.②) 
/③

(①,②) 
/④

Rebar 
yielding(kN) 143 134 134 105 1.07,

1.00
1.36, 
1.28

Max. load
(kN)

168 172 173 136 0.97, 
0.99

1.24, 
1.26

결과적으로, 원형띠판을 정착판(이음판) 쪽으로 연

장하여 접합할 경우에는 최소의 스터드 개수로도 구조

성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에 하

중 수준을 평가하였다.

Fig. 18은 보강방법 3(원형띠판＋스터드 9ea 보강)과 

보강방법 1(원형띠판 보강)의 하중-변위 관계를 비교한 

것으로, 보강방법 3이 보강방법 1보다 큰 강성과 최대 

하중을 보였으며, 일체형 말뚝(without joint)에 더 근접

한 구조거동을 나타냈다. 축방향 철근의 항복하중과 

최대 하중에 대한 하중 수준을 Table 4에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원형띠판과 스터드가 보강된 보

강방법 3이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말뚝의 구조성능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 중 말뚝의 축방향 

철근(주철근) 사이에 최소로 배치된 9개의 스터드 보강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구조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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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Load-displacement curves of proposed method 1 and 3

Table 4. Evaluation on the load level of proposed methods 1 
and 3

Method 3
(①)

Method 1
(②)

Without
joints 
(③)

With 
joints
(④)

(①.②) 
/③

(①,②) 
/④

Rebar 
yielding(kN)

134 122 134 105 1.00,
0.91

1.28, 
1.16

Max. load
(kN) 172 168 173 136

0.99, 
0.97

1.26, 
1.24

4. 결론 및 고찰

선행 연구2)를 토대로 고성능 RC 말뚝의 이음부 보

강안을 제시하였다. 보강안은 모두 3가지 경우로 제시

하였으며, 휨 해석을 통해 구조성능을 평가하였고 최

적의 보강방법을 제안하였다. 

최대 하중은 원형띠판(보강밴드)을 연장한 보강방법 

1의 경우, 보강되지 않은 이음부를 갖는 말뚝보다 약 

24% 큰 수준을 보였으며, 스터드가 설치된 보강방법 2

의 경우에는 7%∼24% 큰 수준을 나타내 이음부의 보

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강방법 1과 2를 모

두 적용한 보강방법 3의 경우에는 말뚝의 축방향 철근

(주철근) 사이에 한 개씩 설치된 9개의 스터드 보강방

법이 가장 효과적인 구조성능을 보였으며,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말뚝에 가장 근접한 구조거동을 나타냈다. 

따라서, 보강방법 3, 즉 말뚝의 이음부에 원형띠판(보

강밴드)과 스터드가 보강된 방법이 정착판(이음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벌어짐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소의 이음 철구(또는 철재)를 적

용한 이음부 보강방법으로써 고성능 RC 말뚝의 이음

부 보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유한요소해석에 근거한 근사값의 비교로부

터 추정된 것이므로 이음부 보강방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험적 검증을 통하여 구조

적 안전성이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한국도로공사 고성능 RC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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