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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PHC pile jointing method using rectangular steel 

tubular was studied. PHC pile joints are welded and bolt assembly. The bolt assembly 

method is a method that improves the various problems of welded joints. Numerical 

analysis and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applicability of the PHC pile jointing 

method using a rectangular steel tubular. The tests were carried out to test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rectangular steel tubular material and the bending test of 

the pile joints. The numerical analysis was interpreted in the same conditons as the 

tests conditions. As a result, the material strength of each rectangular steel tubular 

could be used as a joint material. In the bending test, it was evaluated as a sTable 

material above the allowable stress of piles. In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tests, it was possible to apply the pile joint material without 

exceeding the allowable stress of th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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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토목구조물이 지속

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인해 말뚝 기초의 사

용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초로써 말뚝기초는 지층에서 구

조물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경우 상부 지층

의 하중을 하부의 단단한 지층에 전달하거나 마찰

저항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

해 사용된다(Lee, 1993).

현재 생산되고 있는 PHC 말뚝은 생산성과 운

반성을 고려하여 1본의 최대 길이를 약 10m에서 

15m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지층의 심도가 15m 

이상인 지반에서는 직경이 동일한 말뚝을 연결해

서 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PHC 말뚝의 이음방법에는 크게 용접이음공법

과 볼트조립공법이 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접이음공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 공법은 

비 또는 눈, 온도, 바람 등의 기후 환경에 따라 

용접의 작업이 향을 받으며, 용접이음의 신뢰성 

부족과 이음부의 용접에 대하여 검사 및 시공방법

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

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조립공법의 경우 용접공법에 비해서 기존에는 

시공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이 간편하지 않은 문

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현장

에서는 용접방식으로 말뚝의 이음이 시공되고 있

다. 그로 인해 PHC 말뚝의 연결부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기도 하며, 항타 말뚝의 경우 공기

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어 기존 말뚝이음 공법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새로운 말뚝 연결방법의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용접이음과 조립

식 말뚝이음의 비경제적인 문제점이 개선된 말뚝

이음공법에 대한 시험과 수치해석 연구를 실시하

다. 개선된 조립식 공법은 용접공법으로 이음된 

말뚝의 시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볼트식 말둑이음

공법의 거동 특성에 대해 분석하 다. 또한 시험결

과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볼트식 

말뚝이음공법의 거동특성에 대해 분석하 다. 

2. PHC 말뚝이음

2.1 개요

PHC 말뚝은 Table 1과 같이 PC 말뚝에 비해 

압축강도가 78.5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 허용 압축응력이 높기 때

문에 말뚝의 지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콘크리트로 성형한 단면에 

프리스트레스(pre-stress)를 균일하게 도입하여 타

격 내력이 우수하며, 항타 시 발생하는 반사파에 

의한 인장응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균열이 없고, 

기존의 PC 말뚝으로는 항타가 곤란한 단단한 지

반층도 용이하게 관입할 수 있어 깊고 단단한 지

층까지 적용이 가능하다(Hyun, 2012). 

Type Allowable stress(MPa) Allowable bearing capacity(kN/ea)

PHC 80 900 1,130 3,930

PC 50 600 800 2,800

Table 1. Comparison of PHC pile and PC 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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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콘크리트의 휨 인장응력이 크므로 축력과 

수평력을 동시에 받는 내진설계에 적합하다. PHC 

말뚝은 공장 제작 시 고장력 PC 강재가 최소 6개 

이상 배근되며,말뚝 종류에 따라 각각 3.92MPa에

서 9.81MPa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므로 

휨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2 용접이음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말뚝의 재료의 강도 증대

로 인해 하부말뚝의 두부와 상부말뚝의 선단부에 

부착된 좌판을 서로 용접함으로써 말뚝 2본을 이

음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 다. 용접이음공법은 

Fig 1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공방법은 KS F 7001에 명시되어있다

(KS F 7001, 2012). 

용접이음은 이음부에 대해 KS D 0213에 의

거하여 20개소 당 1회 이상의 비파괴 검사도 

실시해야 하며, 현장용접 부분의 강도는 말뚝본

체의 강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KS D 0213, 2014; 

Park, 2003).

또, 비, 눈 등이 내려서 말뚝이 젖어 있는 경

우, 풍속 10m/sec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경

우, 그리고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작

업을 금지하는 등 기후에 대한 향과 용접작업

을 규정된 속도(반자동 아크 용접의 경우에 

250mm/분∼350mm/분)로 진행하고, 말뚝 이음

부의 틈새 깊이에 따라 2회∼3회의 용접을 하도

록 한국산업규격(KS F 7001, 2012)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용접을 수행할 경우 기후

상태와 용접기술자의 능력에 따라 시공품질이 달

라지며, 일정한 품질유지 확보가 어렵고, 용접 및 

품질검사를 위한 비파괴 검사 실시비용의 증가, 

용접시간의 장기화, 항타 말뚝의 경우 용접시간 

동안 말뚝 설치작업이 중단되어 항타 장비의 시공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말뚝 설치작업이 

중단될 경우 말뚝과 지반 사이의 마찰저항이 커져 

말뚝의 관입저항력이 증가되어 재항타 시 해머에 

의한 말뚝 관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불포화 사질토에서 말뚝을 항타 할 

경우는 이음시공 후에 말뚝 관입이 어렵게 될 수 

있다(Chun et al., 1998). 

(a) Construction drawing

(b) Cross section

Fig. 1 Connection of PHC pile according to 

wel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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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볼트식 PHC 말뚝이음장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용접공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Fig. 2와 같이 볼트로 말뚝이음이 가능한 각

관 형태의 이음재료로 조립하여 말뚝을 이음하는 

공법에 대해 연구하 다. 이 공법은 상부와 하부

에 볼트와 각관으로 간단히 조립되는 장점이 있

다. 상부말뚝에 볼트로 각관을 연결하고, 하부말뚝 

체결구에 볼트를 체결하면, 시공이 완료되기 때문

에 다른 공법에 비해 시공이 간단하고, 공사기간

과 공사비가 많이 향상되었다.

(a) Shape of rectangular steel tubular

(b) Assembly drawing of pile

Fig. 2 Connection of PHC pile with to rectangular

steel tubular method

이러한 조립식 이음방법은 PHC 말뚝의 연결을 

위하여 용접을 사용하지 않아 용접방식에 비해 용

접작업에 따른 공정단축과 기후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가능하며, 시공관리가 용이하

고, 비파괴검사의 수행에 따른 추가비용 저감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항타말뚝에서 시간지연에 따른 항타 관입

의 어려움도 해결이 가능하다.

3. 시험 계획 및 결과

3.1 시험 계획

본 연구에서는 각관으로 이음된 PHC 말뚝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관의 재료적인 특성 

파악을 위해 일축압축 및 인장시험(KS B 0802, 

2013)과 PHC 말뚝의 휨강도시험을 KS F 4306

에 따라 시험하 다. Fig. 3은 일축압축 및 인장

시험에 사용된 UTM 시험장치로 2MN까지 재하

가 가능하다. 인장시험의 경우 재하속도는 인장

강도의 규정치의 해당하는 하중의 1/2하중까지 

적당한 속도로 하중을 가하 으며, 1/2 하중을 

초과한 다음의 시험편 평행부의 변형율 증가율이 

20%/min∼80%/min이하가 되도록 하중 재하속도

를 조절하 다. 각 시험편 양편에 wire strain 

gauge를 부착하여 이들의 평균값으로 응력도-변

형도 관계를 파악하 다. 일축압축시험의 경우는 

재하속도는 변형율 증가율이 20%/min∼80%/min

로 시험하 다.

Fig. 4는 휨강도시험기와 2점 재하방식의 시험 

모식도로 시험재료는 용접이음말뚝과 볼트이음말

뚝으로 시험하 다. PHC 말뚝의 연결부에 대한 

휨시험은 직경이 500mm이고, 길이가 5m인 P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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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2본을 연결하여 총 10m 길이의 말뚝을 사

용하 다. 용접방식의 말뚝 연결은 한국산업 규격 

KS F 7001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 다. 연결

이 완료된 10m 길이의 말뚝에 대해 한국산업 규

격에서 규정하는 2점 재하방식의 휨시험을 하

다. KS F 4306의 규정에서는 동일길이의 말뚝 2

본이 연결된 시험 부재의 양쪽 끝단에서부터 시

험부재 길이의 1/5 되는 지점을 지지점으로 하고, 

시험부재의 중앙부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0.5m씩 

떨어진 두 개의 지점에서 하중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a) Test picture

(b) schematic of bending test

Fig. 4 Picture and schematic for bending strength 

test

3.2 일축인장시험 결과

Table 2는 일축인장시험에서 측정된 각관 연결

구의 시험결과이다. 시험결과 인장력이 약 14.3MPa

일 때, 각관의 변형은 65mm로 발생되었다. 시험

에 사용된 볼트는 고장력 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

로 연결부보다 강도가 약해 연결부의 파괴하중에 

도달하기 전에 볼트의 변형이 크게 발생되어 시험

에서 발생된 변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직경이 

500mm인 PHC 말뚝의 인장내력이 81.4MPa인 

것을 고려하면, 직경이 500mm PHC 말뚝에 9개

의 각관이 연결되므로 말뚝의 인장내력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연결부의 강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측면에 철

(a) Compressive and tensile testing machines

(b) Tensile test materials

Fig. 3 Testing machine a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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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용접한 경우는 총 3회를 실시하 다. 시험결

과 인장력은 약 14MPa의 인장력이 발생되었으며, 

각관의 변형은 약 50mm에서 최대 인장하중이 발

생되었다. 철판을 용접한 경우 각관이 보강되어 

약 10mm의 변형이 줄어들었으나, 시험에 사용된 

볼트의 향으로 시험 변위는 크게 발생되었다. 

철판을 용접한 경우에도 PHC 말뚝의 인장내력보

다 크게 발생되어 안정하 으며, 일반 볼트보다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면 더 큰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결과를 종합하면 인장시험에서 사용된 볼트

는 KS B 1002의 품질기준을 갖는 일반 볼트를 

사용하 는데, Table 3의 볼트의 품질기준과 같이 

각관보다 작은 기준을 갖는 볼트로 인장시험을 실

시하여 볼트에 의한 인장변형이 먼저 발생된 것으

로 판단된다. 

말뚝과 함께 각관이 시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작은 인장력을 갖는 볼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말뚝

의 인장력보다 크게 발생되어 인장에 의한 파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일축압축시험 결과

Table 4는 압축강도시험결과이다. 시험은 각관을 

파괴까지 시험하지 않고, 시험규정 상의 변형기준

까지 하중을 재하하 다. SS 490 강재를 사용한 

각관은 24MPa, 동일한 각관에 옆면에 철판을 용접

한 경우는 90.2MPa의 압축하중강도가 발생되었다.

철판용접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압축강도는 

약 3배 이상 크게 발생되었다. 따라서 직경이 

500mm인 PHC 말뚝의 허용압축내력이 80MPa

을 감안하면, 각관을 이용한 말뚝이음장치는 안

정하 다. 

Test item Rectangular steel tubular
Iron at welding in rectangular steel tubular

Case 1 Case 3 Case 3

Tensile strength(MPa) 14.0 14.2 13.6 14.0

Displacement(mm) 65 47 46 53

Table 2. PHC pile compression strength test result

Division Test item Unit Test condition Note

General hexagon head bolt
(KS B 1002(4.8))

Tensile strength MPa 400

KS B 0233

Yield strength MPa 320

Strain-rate % -

Contraction percentage of area % -

Hardness HRC 71∼95

Table 3. Quality standard of general bolt(KS B 1002, 2016)

Test item Rectangular steel tubular Iron at welding in rectangular steel tubular

Compression strength(MPa) 24.0 90.2

Table 4. PHC pile compression strength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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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휨강도시험 결과

PHC 말뚝이 이음된 경우 축방향의 압축력이나 

인장력보다 수평력이나 휨모멘트에 대하여 더욱 취

약할 수 있다. 따라서 각관에 의한 말뚝 연결부의 

휨내력을 평가하기 위해 휨강도시험을 수행하 다. 

용접방식으로 연결된 말뚝의 시험결과와 비교하

여 말뚝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 다. 시험은 A종 

말뚝으로 실시되었으며, A종 말뚝의 경우 휨-모멘

트 품질기준은 155kN⋅m로 시험에서는 품질기준

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하중을 재하하 다. 

Table 5는 길이 5m인 말뚝을 연결한 시험말뚝

의 휨강도시험결과이다. 시험결과 휨모멘트는 용

접방식의 경우 161kN⋅m에서 166kN⋅m까지 

재하되었다. 각관을 이용한 말뚝이음방식에서도 

160kN⋅m에서 162kN⋅m까지 말뚝과 이음재의 

결합없이 하중이 재하되어 안정하 다. 이는 용접

방식과 각관으로 이음된 말뚝 모두 PHC 말뚝의 

휨 모멘트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충분히 안정한 것

으로 나타났다.

4. 수치해석 방법 및 결과

각관을 이용한 PHC 말뚝 연결부를 ABAQUS-3D 

(Ver.6.10) 프로그램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수치해석은 각관의 인장 및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와 말뚝에 휨하중이 재하된 경우의 발생 응력

상태를 분석하 다. 해석하중은 각관의 경우 시험

결과에서 측정된 파괴하중을 재하하 다.

휨하중의 경우 PHC 말뚝의 품질기준에 해당하

는 휨하중을 재하하 다. 해석에 적용한 각 요소

들의 물리적 특성치는 Table 6과 같다. 해석에서

는 선형해석을 실시하 으며, 탄성계수와 포아송

비의 입력정수을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4.1 해석조건 및 방법

연결부 구성요소은 각관과 볼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하단부는 말뚝으로 형성된다. 휨강도

시험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뚝과 

Test item
Pile connection with 

Welding(kN⋅m)
Pile connection type using

rectangular steel tubular(kN⋅m)
Note

Bending 
strength-rupture in 

bending(1st)
161 160

KS F 4306-08
Compression tester 

1.5MN 

Bending 
strength-rupture in 

bending(2st)
166 162

KS F 4306-08
Compression tester 

1.5MN 

Table 5. PHC pile bending strength test result

Division Young’s modulus E(MPa) Poission’s ratio Yield Strength  (MPa)

Bolt (10.9) 2.1e4 0.3 900

Rectangular steel tubular 2.1e4 0.3 285

Pile 3.5e3 0.16 80

Table 6. Characteristic of material by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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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관, 볼트는 solid 요소로 모델링하 다. 체결된 

말뚝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외경이 

500mm인 2본의 PHC 말뚝으로 연결된 구조체에 

대해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이때 PHC 말

뚝에 가해진 각각의 하중은 A형 말뚝의 품질기준

에 해당하는 하중을 적용하 다. 

말뚝 연결부의 안정성 판단에 기준이 되는 말

뚝의 본체를 구성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는 σ=80MPa, 그리고 SS 490로 제작된 말뚝연결

구의 항복강도는 Table 5에 제시한 285MPa을 적

용하 다.

각관에 의해 연결된 말뚝의 거동과 각 부위에 

유발되는 응력 등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말뚝이 

연결된 각 부분은 Fig. 5와 같이 3차원 입체요소

를 이용하여 수치모형화하 다.

Fig. 6은 일축압축시험과 축인장시험결과를 검

증하기 위한 각관과 볼트의 해석 모델링도이다. 

Fig 6(b), Fig 6(d)는 각관이 적용되는 말뚝의 종

류에 따라 각관이 부담해야되는 하중의 크기가 달

라지므로 각관의 강도를 증가할 목적으로 각관 외

부에 철판을 용접한 모델링도이다. 

4.2 해석결과

PHC 말뚝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말뚝 연결

부는 말뚝 본체보다 축인장력이나 휨모멘트에 

대한 내력이 커야 한다는 기본조건을 만족시켜

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험을 통해 

분석된 파괴하중과 휨-모멘트 품질기준의 하중

을 재하한 수치해석을 실시하고, 허용응력과 비

교 분석하 다.

Fig. 7은 각관에 인장하중이 작용되는 경우에 

발생된 Von_Mises 응력이다. 인장하중은 각관에 

볼트를 체결 후 실시한 인장하중 시험 결과를 토

대로 하중을 산정하 다. 하중 시험 결과 140kN

의 인장하중에서 파괴가 발생되어 해석에서도 시

험결과를 반 하여 해석하 다. 

Fig. 7(a)의 각관에 대한 인장해석 결과 각관에서

는 최대 193.4MPa의 응력이 볼트와 연결된 부분에

서 발생되었으며, 발생응력은 항복강도 285MPa 이

하로 시험하중이 작용되는 경우에도 각관의 파괴

Fig. 5 The connection modeling of pile

(a) Tensile
(b) Tensile

(welding of plate)
(c) Compressive

(d) Compressive
(welding of plate)

Fig. 6 Finite element modelling for rectangular steel tu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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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생되지 않았다. 시험의 경우에도 각관보다 

작은 강도의 볼트를 적용하 기 때문에 볼트의 변

형에 의한 파괴를 발생되었는데, 해석에서도 유사

한 거동을 보 다.  

Fig. 7(b)의 각관에 철판을 용접한 경우의 해석

결과 최대응력은 철판 용접구간에서 247.6MPa이 

발생되어 각관의 항복강도인 285MPa이하의 값은 

보 으나 최대항복강도의 약 87%의 응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석결과 철판의 적용은 

각관의 인장력 증가에 향을 주는 부재로 분석되

었다.

Fig. 8은 각관에 압축하중이 작용되는 경우의 

해석결과이다. 압축하중은 시험결과의 파괴하중을 

이용하 다. 압축시험에서의 최대압축하중은 각관

만 시험한 경우 240kN, 각관에 철판을 용접한 경

우는 902kN이었다. 해석은 각관과 각관에 철판용

접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 해석하 으며, 해석에서 

발생한 Von_Mises 응력으로 시험결과와 비교 분

석하 다. 

Fig. 8(a)와 같이 각관에 압축하중 작용된 경우 

각관에서는 최대 639.1MPa의 응력이 발생하여 

각관 사용 재료인 SS 490의 허용응력(285MPa)을 

초과하여 각관은 파괴되었다. 

Fig. 8(b)는 각관에 철판 용접을 실시한 경우의 

해석결과로. 최대 발생 응력은 2.4e3MPa이 발생

되어 파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괴구간

은 철판용접구간과 볼트구멍 인접구간으로 나타났

으며, 실제 시험에서보다 철판이 부담해주는 역할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9(a)는 PHC 말뚝의 160kN⋅m의 휨-모멘

트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의 해석결과이다. 해석결

과 재료의 파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Von-Mises

(a) Tensile analysis

(b) Tensile analysis(welding of plate)

Fig. 7 Stresses in square pipe under tensile loads 

(a) Compressive analysis

(b) Compressive analysis(welding of plate)

Fig. 8 Stresses in rectangular steel tubular under 

compressive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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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 최대값은 각관과 말뚝에 하중이 작용되는 지

점에서 55.7MPa이 발생하 다. 

발생된 응력은 강재인 각관의 허용응력의 약 

20%의 응력이 발생되었지만 말뚝의 허용응력에 

비해 약 70%가 발생되었다. 휨-모멘트 하중이 말

뚝의 품질기준을 감안하면 재하한 해석결과는 실

제 거동과 유사하 다. 

Fig. 9(b)는 말뚝의 연결부에 160kN⋅m의 휨

모멘트가 작용할 때 체결된 볼트에 발생된 응력이

다. 해석결과 볼트에서는 최대 0.03MPa의 

Von-Mises응력이 발생하 으나 허용응력에 비해 

미미한 응력으로 휨응력 작용 시 볼트의 파괴에 

의한 말뚝의 이음재의 파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

로 분석된다.

(a) Stresses in pile connection

(b) Stresses in bolt

Fig. 9 Analysis under bending moment

5. 결 론

PHC 말뚝은 생산에서 운반, 구조물의 하중조건

을 고려하면 말뚝의 이음이 필요하며, 기존의 이

음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이음방식과 거동 연구

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관으로 

연결된 말뚝이음공법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 으

며, 기존에 많이 적용되던 용접이음 공법의 시험

결과와 비교하 다. 또한 각관에 대한 인장 및 압

축 해석을 실시하 으며, 휨시험과 동일한 조건의 

휨해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관과 일반 볼트를 체결하여 실시한 인장시

험결과 최대 인장강도는 14MPa/개당, 압축

강도는 24MPa/개당이 발생되었다. 이는 

500mm A종 PHC 말뚝 품질기준의 허용인

장력인 81.4MPa, 허용압축력 80MPa을 고려

하면 9개의 각관이 설치되는 말뚝이음부는 

안정하 다. 각관보다 강도가 작은 볼트의 변

형과 파괴가 먼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용접형식과 각관을 이용한 말뚝이음의 경우 

휨모멘트는 161kN⋅m∼166kN⋅m로 유사

하 으며, A종 말뚝의 품질기준인 155kN⋅m 

이상의 하중을 재하에도 PHC 말뚝은 안정

하 다.

3. 각관의 인장해석 결과 각관에 발생된 응력은 

SS 490 강재의 허용응력(285MPa) 초과로 

각관의 파괴가 발생되었으며, 각관에 철판 

용접한 경우에도 시험과 동일한 하중을 재하

하면 각관이 파괴되었다. 철판 용접을 실시

하는 경우 철판의 향으로 인장응력은 크게 

발생되었다.

4. 각관의 압축해석 결과 각관에 발생된 응력은 

항복강도(285MPa) 이하로 발생되었으며, 이 

해석결과는 시험의 거동과 유사하 다. 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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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철판을 용접한 경우 최대발생응력은 강재

의 항복강도의 약 87%의 응력이 발생되었으

며, 최대응력 발생지점은 철판 용접구간으로 

이 구간이 가장 취약하 다.

5. 2본의 말뚝을 연결한 휨강도 해석결과 최대 

Von-Mises 응력은 하중이 작용되는 지점에

서 55.7MPa이 발생되었으며, 발생응력은 강

재인 각관의 허용응력의 약 20%, 말뚝의 허

용응력에 비해 약 70%가 발생되어 품질기준

의 하중이 말뚝 재료의 허용하중임을 감안하

면 재하한 해석결과는 실제 거동과 유사하

다. 또한 볼트에 발생된 응력은 허용응력에 

비해 미미한 응력으로 휨응력 작용 시 볼트

의 향은 크지 않았다.

6. 각관을 이용한 말뚝이음장치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말뚝이음의 문제점을 개선한 각관

으로 연결된 말뚝이음은 구조적 측면에서 안

정하 다. 시험결과 발생된 하중은 PHC 말

뚝의 품질기준 이상의 결과를 보여 구조적으

로 안정하 으나 향후 추가적으로 PHC 말

뚝에 관해 다양한 시험 및 수치해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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