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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매입말뚝 공법의 설계와 시공

KEC Construction and Design of Auger-drilled P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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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The SIP method developed by low noise․vibration from Japan is appropriate to the
construction at urban area. However, this method has been misused as a pre-driiled driven pile method in
Korea. Henc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proposed 'Design & Construction Guideline for the SIP Method'
following the original concept of the SIP method at 2004 and 2006. Also construction guideline of another
auger-drilled piles we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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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매입말뚝 공법중에서 의 기초공법은 공법 분류상 대SIP(soil-cement injected precast pile method)

변위말뚝 공법인 선굴착 공법과 무변위말뚝(large displacement pile) (predrilled) (none displacement

공법인 시멘트 몰탈 주입공법 을 상호 보완한 것으로pile) (cement mortar injected into drilled hole) ,

년 일본의 기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저소음저진동 공법이다1968 .․
이 공법은 그해 시험시공된 이래 처음 몇 년간은 사용이 부진했으나 이후 해마다 사용이 급격히 증가

되어 불과 년 후인 년에는 일본 전역의 말뚝 공사중 나 사용할 정도로 크게 인정 받았다5 1973 33.7% .

국내에서는 년대 들어 산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항타에 의해 관입이 어려운1980

하상 퇴적층 지역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지에서는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

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공법은 오거 굴착시 굴착공내의 하단부에 쌓이는SIP

토사 및 암편 등의 슬라임 을 관통하여 확실한 선단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타 및 압입이 아(slime)

닌 항타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음진동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기성말뚝을 이용한 공법을 적용. SIP․
하고 있으나 선단지내력 확보를 위하여 항타를 수행하므로써 본래의 공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속적,

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년 년간 연구한 결과SIP 2003~2004 2

를 한국도로공사의 기술제안심의 에서 통과된 공법의 시공 및 설계법과 고속도로공사 전문(2006.8) ‘SIP ’

시방서의 토목편 한국도로공사 에 있는 매입말뚝의 시공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2004) .



- 522 -

시멘트밀크공법 공법2. (SIP )

준비사항2.1

확인지반조사2.1.1

스크류오거를 사용하여 오거굴착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기초별 기초 폭의 배 깊이까1. , 2~3

지 시추조사를 필히 하여야 한다 특히 주상도에는 지하수위의 위치와 자갈층의 상태 층 두께와. , (

자갈 지름 등 를 기입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의 위치를 확인하여 오거 굴착시 공벽유지 여부를 검토한다2. .

말뚝선단2.1.2

이 공법은 양질의 지지층까지 선굴착하여 말뚝을 안치시키기 때문에 강관말뚝과 말뚝의 선단부 보, H

강밴드는 부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법에 사용하는 모든 기성말뚝의 선단부는 개단식. (open-ended

이어야 한다precsat pile) .

시공법2.2

일반사항2.2.1

시천공시 자갈의 지름이 이상일 경우에는 스크류오거로 천공하기 어렵고 굴착안정액을 사, 15cm ,

용하여도 굴착공이 함몰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득하여 타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지.

반조건에 따른 장비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지름 이하의 호박돌 존재하고 굴착안정액 사용 유무에 따라 공벽함몰 발생하지 않는 조건15cm ,∙

오거 비케이싱 적용 공법: + (SIP )

지름 이하의 호박돌이 존재하고 굴착안정액을 사용하여도 공벽함몰 되는 경우15cm ,∙

오거 케이싱 적용 또는 공법: + (DRA-1 SDA-1 )

지름 이상의 호박돌이 존재하고 굴착안정액을 사용하여도 공벽함몰 되는 경우15cm ,∙

케이싱 적용 또는 공법: T-4+ (DRA-2 SDA-2 )

중요구조물에 매우 인접한 곳에서 오거천공으로 인하여 지반변위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할 경우∙

지름 이하의 호박돌이 존재 오거 용접된 비트 달린 본말뚝 사용 공법 사용15cm : + (PRD-1 )①

지름 이상의 호박돌이 존재 용접된 비트 달린 본말뚝 사용 공법 사용15cm : T-4+ (PRD-2 )②

시 공2.2.2

굴 착(1)

말뚝설치 인식표와 스크류오거의 중심을 정확히 일치시킨 후 스크류오거의 연직도를 확인 한 다1. ,

음에 스크류오거를 굴진한다 그림( 1 ).①

중간층 오거굴착2.

굴진시 스크류오거 헤드의 공기압(1) , , pa=10(kgf/cm
2 정도를 주입하면서 굴착하고 표준굴착속도) ,

는 표 과 같다1. .

굴착공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반인 경우에는 굴진용 용액 일반적으로 배치당 시멘트 벤(2) ( 120kgf,

토 나인트 물25kgf, 450l로 배합 을 스크류오거 선단에서 주입하면서 중간 지층을 굴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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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준굴착속도1.

토질 조건 굴착속도 분(m/ )

실트 점토, ,

느슨한 모래
2~6

견고한 점토,

중간밀도 모래
1~4

조밀한 모래 사력, 1~3

그림 공법 시공과정1. SIP

오거굴착관리기준 작성3.

각 기초 별로 토질주상도와 표준관입시험의 값이 있어야 한다 그림 와 그림(1) (footing) N ( 2(a) 2(b)).

양질의 지지층은 말뚝머리에 작용하는 하중크기 말뚝반력 에 따라서 말뚝의 설치 깊이가 다를(2) ( )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량구조물에서는 오거가 굴착할 수 있는 최대심도인 풍화암, (N=50/5,

전류값 장비의 성능과 효율에 따라 다르지만 정도 을 나타낸다= 290~300 ) .

항의 내용으로 말뚝머리에 작용하는 설계하중 또는 말뚝반력에 해당하는 양질의 지지층깊이(3) (1)

를 추정지지력 공식으로 추정한다.

추정한 양질의 지지층 근처까지 오거관입깊이에 따른 굴착장비의 전류계값 분포를 작(4) (ampere)

도한다 그림 이때 설계하중에 해당하는 양질의 지지층의 잔토상태를 확인한다( 2(c)). .

말뚝시공 완료후 시멘트밀크 주입액이 양생되기 전까지는 말뚝재하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5) ,

양질의 지지층에 말뚝을 안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험시공시 토질주상도 자동기. , ,

록용 전류계의 전류값 굴착된 잔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거굴착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이, ‘ ’ .

기준으로부터 굴착안정액 사용여부 전류값 오거굴착깊이 말뚝길이 등을 마련하여 본 말뚝을, , ,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 내부 또는 외부에서 기초별로 회의 시굴착을 하여 공법의 오거굴착관리 기준을 마(6) 3 'SIP ’

련한다.

스크류오거 굴착종료4.

양질의 지지층의 굴착깊이는 최소 를 표준으로 하고 지지층 속의 말뚝 근입깊이는(1) 1.5m , 1.0m

이상 이어야 한다 그림( 1 ).②

연약한 지층 다음에 연암 이상의 암반이 바로 출현할 경우에는 항을 준수할 필요없이 암반(2) 4.(1)

위에 안치하여 선단지지말뚝으로 시공한다 이때 암선은 경사지지 않고 말뚝선단을 지탱할 수. ,

있는 수평조건이어야 한다.

선단근고액 주입(2)

스크류오거는 인상하듯이 즉 선단근고액의 부력에 의해 밀려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매우 천천히 선1. ,

단근고액을 주입한다.

선단근고액은 공저에서 말뚝안쪽지름 이상을 주입하여야 한다 그림2. 4d(d: )+1m ( 1 ).③

오거헤드는 주입하는 선단근고액과 주면고정액 면보다 항상 아래에 존재해야 공벽붕괴를 최소화3.

할 수 있다 그림( 3).

공벽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거헤드의 상하왕복회전교반을 하지 않는다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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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전 토질주상도 깊이별 값 깊이별 전류값 말뚝 설치(a) (b) N (c) (d)

그림 전류값을 이용한 말뚝의 오거천공관리기준 강관말뚝의 지름2. SIP ( 406mm)

그림 바람직한 오거헤드의3.

작동법

주면고정액 주입(3)

선단근고액을 주입한 후 선단근고액의 주입밸브를 닫고1. , ,

주면고정액의 밸브를 열어서 확대기초 저면까지 주면고

정액을 주입한다 그림( 3).

주면고정액을 주입하면서 오거를 정회전에서 부압이 생기2.

지 않도록 천천히 인상한다 오거인상속도는 분 이하. 2m/

로 한다 처음 수미터 구간을 인상할 때는 정규속도 이하.

로 주입한다.

주면고정액의 물 시멘트비 는 지반조건에 따라 달라3. - (w/c)

지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결정한다 하지만 지반의 투, .

수계수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없을 때에는 w/c=100~

를 권장한다150% .

슬라임 조사(4)

오거굴착이 완료되면 공저의 슬라임 두께 측정기를 삽입하여 슬라임 두께를 측정하고 기록 한다1. , .

슬라임 두께 측정기의 종류는 검사기 굴착 종료후 스크류오거 다림추나 롯드 등이 있다 현장에2. , , .

서 적용성이 높은 형태는 다림추이다 이는 폭 정도의 정사각형 또는 원형 철판에 눈금표시. 30cm

가 된 로프를 걸어 측정하는 형태이다.

공저 슬라임의 두께는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공벽이 붕괴하기 쉬운 사력층에서는 상3. 50cm .

당히 엄격한 시공관리기준이다.

공저의 슬라임의 두께는 이상일 경우에는 스크류오거를 굴착공 저면까지 재삽입하여 충분4. 50cm ,

한 높이 만큼 선단근고액을 재주입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말뚝의 지내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필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오거는 회 이하의 상하왕복회전교반하여 흙 덩어리를 푼다 그. 6 .

리고 선단근고액의 주입액 높이는 슬라임 두께에 따라 달라지며 이 액의 표준일축압축강도가, 200

(kgf/cm2 이상 되도록 현장 책임기술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

재주입이 완료되면 슬라임 두께를 재측정한다5. , .

재 측정후 슬라임 두께를 기록하고 허용값 이상이더라도 말뚝을 삽입한다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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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삽입(5)

항타장비의 정면과 직각방향의 곳에서 트랜싯 으로 관측하여 확인하고 만약 이것을 소홀1. 2 (transit) ,

히 하면 굴착공이 기울어져 말뚝을 굴착공내에 삽입하기 어렵게 된다, .

강말뚝인 경우 말뚝의 연직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뚝머리부에 대칭이 되게 천공하여 샤클로 체2. , ,

결하고 말뚝을 세운다 나 말뚝은 강말뚝과 같은 방법이 좋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철, . PC PHC

재 로프로 묶어서 세운다.

말뚝을 연직으로 세울 때 오거 굴착에 의해 지표면으로 배출된 토사 덩어리 등이 선단근고액 속에3. ,

낙하할 경우에는 말뚝의 지내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굴착토를 공내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주면고정액과 선단근고액이 혼합되지 않도록 말뚝을 공내로 천천히 침설시킨다 주의해야 할 일은4. .

공내로 삽입한 말뚝을 자유낙하시켜서는 안된다 이때 말뚝 설치후의 연직도는 이내를 만족. 1/100

하여야 하고 말뚝의 외면과 오거 천공면의 틈은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교통부 도로교표준시, 5cm ( ,

방서, 1996).

말뚝 이음(6)

아랫말뚝의 머리부를 지상으로 약 를 도출시켜 거치대로 매달고 윗말뚝을 가설하여 말뚝이음1. 1.5m ,

부를 용접한다 이때 거치대는 지표면에 쌓인 잔토를 정리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아랫말뚝의 거치장치는 말뚝을 연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아랫말뚝을 지상에서 제대2. ,

로 거치하지 않으면 말뚝은 굴착공으로 낙하할 수 있음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말뚝이음 방법 및 검사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에 준한다3. (2004) .

말뚝선단처리(7)

말뚝의 자중만으로 소정의 심도까지 침설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 심도는 이상의 지지1. . 1.5m

층 속에 말뚝 근입깊이가 이상 삽입되어 슬라임 두께가 이내임을 의미한다1.0m 50cm .

말뚝의 자중만으로 소정의 심도까지 침설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방법인 압입법과 경타법을 사용하2.

여 소정의 심도까지 침설한다 두 방법 중에서 경타법보다 압입법을 더 추천한다. .

압입법3.

이 방법은 인 천공장비의 중량을 이용하여 스크류오거 헤드로 말뚝머(1) 20~30tonf(200~300kN)

리부를 압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천공장비의 중량을 하중으로 사용하므로 항타장비가 휘어진 경우에는 말뚝에 휨(2)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bending) .

경타법4.

(1) 램낙하높이 이하에서 낙하햄머로 말뚝을 경타하여 침설하는 방법이다 이 낙하햄머의 중50cm .

량은 말뚝재료의 강도 및 말뚝길이에 따라서 선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을 사용한다, 2~3tonf .

말뚝의 주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뚝을 항타하면 말뚝의 장주현상으로 말뚝 축직(2) ,

각방향으로 진동하면서 큰 축인장력이 발생하여 말뚝본체가 파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야 한다.

경타시 경타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두께 의 말뚝쿠션재 합판 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3) , 6~9cm ( ) .

경타 완료후 소정의 심도까지 말뚝이 삽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말뚝삽입하는 동안에 공벽이 함(4) ,

몰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면고정액 상면 조사(8)

말뚝 침설후 주면고정액의 상면 변화를 관찰하여 액면이 침강하면 말뚝외면 틈에는 확대기초 저1. , ,

면 위치까지 그리고 말뚝내에는 말뚝머리 보강 깊이까지 재충전하여야 한다.

성토지반과 같이 일수현상이 심한 지반에서 주면고정액의 재주입은 굴착안정액 벤토나이트 벤토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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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트 시멘트밅크 을 사용한다_ ) .

모든 주입액은 반드시 자동계량하여야 하며 이는 실정산 한다3. , .

시공기록지 작성(9)

말뚝은 스크류오거의 굴착심도 양질의 지지층 의 전류계 눈금 오거상하회전수 슬라임 두, 1.5m , ,

께 재굴착 심도 재측정 슬라임 두께 선단근고액과 주면고정액의 주입속도 말뚝삽입길이 경타시 타격, , , , ,

수와 햄머 낙하높이 경타시와 압입시 말뚝삽입길이 및 최종 말뚝삽입길이 시공소요시간 굴착액과 주, , ,

면고정액 그리고 선단근고액의 주입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표( 2).

표 공법의 시공기록지와 예2. SIP

공사건명 고속도로 건설현장 제 공구-○○ ○○ ○ 현장명 교1○○

말뚝종류
직관( , 스파이럴 강관말뚝) (D508, 9t)

외경 508mm 두께 9mm 길이 m○○

시공기계

및 종류
예 한국차량: ( tonf)○○

배합
굴착

안정액

주면고정액과 동일

( %)○○○

선단

근고액
%○○

주면

고정액
%○○○

공법의

특이사항
친환경적 저진동 저소음 인 말뚝 공법( - )•

말뚝

번호

시공

일자

스크류오거

굴착(m) 굴

착

안

정

액

(l)

주입액

(l)

슬라임

두께

(cm)

재굴착

말뚝

자중

심도

(m)

말뚝선단처리방법

최종

말뚝

심도

(m)

시공

소요

시간

분( )

주면고정액

재주입

작업

비고
압

입

시

경타시

(h=50cm)

선단

근고

액량

주면

고정

액량

오거

심도

(m)

선단

근고

액

재

주입

량(l)

슬

라

임

두

께

(m)

램

중

량

(tonf)

타

격

수

재

주

입

일

자

재

주

입

량

(l)

심도

지지층부근

의(1.5m)

전류계 또는

전류값 눈금

1
2004.8.

1
17 전류값 = 290 - - - 60 17 - 20 17 - 2 2 17.2 30

2004

.8.4
- -

2

3

말뚝의 지내력 검토2.3

말뚝 재하시험 방법2.3.1

수중의 시멘트밀크가 강도 발현하는데 필요한 재령일은 약 일 이상이 소요된다 현장 여건상 조1. 35 .

기에 말뚝의 지내력을 확인할 경우에는 최소 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진 말뚝에 대하여 동재하28

시험 또는 반력앵커를 이용한 정재하시험을 실시한다 그외의 재하시험방법은 감독원의 동의를 득.

하여 본 말뚝 또는 시험말뚝에 대하여 실시한다.

동재하시험의 실시 위치와 빈도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을 따른다2. (2004) .

동재하시험시 말뚝 항타 진동에 의한 주입액의 경화체와 말뚝과의 부착력 파괴를 보호할 뿐만아3. ,

니라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격회수는 가능한 한 타 이내로 실시하는 것3

이 좋다 이때 최종관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

말뚝의 안정성 검토 방법2.3.2

본 공법의 말뚝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말뚝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에 대하여 안정성 또는1.

지내력 지지력 침하 검토 방법은 지지력과 침하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고속도로공사 전문시( , ) (

방서 토목편, 2004).

말뚝시험하중 또는 지반의 지지력 은 말뚝반력 설계하중2. ( , R) ( , PNmax 보다 최소 배 이상을 재하할) n

수 있어야 한다 즉. , ≧×  이어야 한다 이때 은 안전율이며 정재하시험을 실시한 경. n ,



- 527 -

우 사의 동재하시험기 를 사용한 경우 사의 동재하시험기인 경우 이다=2.0, PDI (PDA) =2.5, TNO =2.7

그림( 2.10(a)).

재하시험에서 얻은 하중 침하 곡선에서 말뚝반력3. - (PNmax 에 해당하는 침하량) (SPNmax 은 허용연직침)

하량(Svall 보다 작아야 한다 허용연직침하량은 교량의 형식에 따라 다르며 교량의 지점 연직침하) . ,

량을 말한다 만약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인 값인 를 사용한다 다시 표현하면. 10mm . ,

≦   의 조건이어야 한다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그림( , 2004)( 4).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방법 실 예(a) (2004) (b)

그림 말뚝의 지내력 평가방법과 그 예4.

시추조사2.3.3

시추코아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을 조사하는 방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적 또는 정적 말뚝 재하1.

시험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때 감독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

크기로 시추조사한 쏘일시멘트의 경화체에 대하여 지름과 높이의 비가 가 되도록 성형하여2. NX 2

표준강도를 구한다.

시추조사에 의한 선단근고액 위치의 표준일축압축강도는3. 20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이) .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강방법2.3.4

재하시험 결과 말뚝의 지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보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 .

주의 사항2.3.5

다음과 같은 지반조건일 경우에는 다른 기초공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주입액의 심한 손실이 우려되는 석회암 지반과 같은 공동크기가 큰 지반조건과 지하수의 유속이1.

빠른 지반조건일 경우.

굴착안정액을 사용한 굴착공이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함몰되는 지반조건일 경우2. .

주입액의 현장품질관리2.4

공시체 만드는 방법2.4.1

공시체 제작(1)

공시체는 지름 로 하고 이 지름의 배 높이를 갖는 원주형으로 한다 단 입방형 공시체1. 50±3mm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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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하지 않는다.

폴리에틸렌제 포대의 경우 포대에 주입위치 표시 굵은선 선단근고액 실선 주면고정액 가 명시되2. , ( - , - )

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상단을 끈으로 묶어서 매다는 막대기 등에 매달아 둔다 그림, , ( 2.11(a)).

선단근고액과 주면고정액의 포대 주입위치는 각각 바닥으로부터 와 이다3. 300mm 450mm .

주입이 끝난 후 경화되어 현장 내에서 이동운반과 절단이 가능해질 때까지 일 매달아 놓은 채4. , 3~5

로 양생한다.

공시체의 절단(2)

공시체는 절단 전에 주입위치와 경화 위치와의 차이를 측정해 둔다1. .

공시체는 폴리에틸렌제 포대체의 저면에서 위로 위치와 그 위치에서 또 위로 위2. 100mm 100mm

치에서 각각 절단한 시료를 나타낸다 그림 그림( 5(c), 5(d)).

폴리에틸렌제 포대를 이용한 주입과 절단 위치의 요령은 그림 에 나타나있다3. 5 .

매다는 봉

매다는 끈

폴리에틸렌제 포대

깔때기

액 주입

100

100

절단위치

절단위치

경화위치

주입위치

50

=

300=

50

100

100
절단위치

절단위치

경화위치

주입위치

50

= 450

= 50

폴리에틸렌 포대를 매단 상태 액 주입시 선단근고액 주면고정액(a) (b) (c) (d)

그림 공시체의 제작방법과 절단위치5.

재령 일과 일의 압축강도 변환식2.4.2 7 28

상기 항에서 채취하여 만든 공시체에 대한 재령 일의 표준일축압축강도28 , f28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령 일 강도7 , f7를 사용하여 표준강도로 환산할 수 있다 이때 다음 식과 같이 식을 사용하며. Slater ,

이 식은 의 원주형 공시체 강도 변환식이다6*12in.(15.24*30.48cm)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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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지력 공식2.5

선단지지력2.5.1 , Rd

원지반 파괴시(1)

단위 선단지지력1.

공법 말뚝의 단위 면적당 선단지지력SIP ( ) , qd' 은 내부굴착말뚝의 시멘트밀크 분출교반방식에서(MPa)

모래 자갈층 도로교표준시방서 과 일본 동경군의 내규에 대한 단위 선단지지력을 적용한다‘ ’( , 1996) ‘ ’ .

′    (3)

D1D

4D
N은 이 구간 
N값의 평균

그림 6. 의 결정

여기서, 말뚝선단에서 아랫방향으로 말뚝지름까지와 말뚝선단에서 위:

쪽으로 말뚝지름의 배까지의 표준관입시험에서 얻은 값을 평균한 값이4 N

며 최대 으로 한다 그림, 50 ( 6).

식 에서 표준관입시험의 값이 일 때가 단위 선단지지력은 최대로(2.5) N 50

표시되며 그 값은 풍화암의 최소 일축압축강도 값인, 10MPa(100kgf/cm2)

이다.

선단지지력2.

′ ′  (4)

여기서 말뚝지름 로 형성된 선단근고액의 고결체 또는 쏘일시멘트 단면적: +10cm (m2)

허용 선단지지력3.

말뚝선단 아래의 원지반이 파괴되는 공법 말뚝의 허용 극한 선단지지력SIP ( ) , ′은 다음과 같다.

′ 
′
 

′
(5)

쏘일시멘트 파괴시(2)

단위 선단지지력1.

말뚝선단 아래의 쏘일시멘트가 먼저 파괴될 경우의 단위 선단지지력, ″은 다음과 같다.

″     





(6)

여기서, ″ 쏘일시멘트의 단위 선단지지력: (MPa)

 구속효과계수 완전자유 자유표면의 영향을 받는 경우이며 지표면에 시멘: = 0.93( ) : ,

트 밀크 고결체가 도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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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구속 지중응력을 받는 경우이며 지중에 시멘트밀크 고결= 1.9( ) : ,

체가 형성된 경우

 선단근고액의 설계기준강도 이며 설계시에는 미지수 값이기 때문에 선단근고: (MPa) ,

액의 기준 강도 값인 20MPa(200kgf/cm2 을 추전)

 지압을 받는 재하면적 즉 말뚝 단면적: , (m2)

 지지하는 콘크리트의 전면적 즉 말뚝지름 로 형성된 선단근고액의 고결체 단: , +10cm

면적(m2)

선단지지력2.

쏘일시멘트가 파괴되는 공법 말뚝의 극한 선단지지력SIP ( ) , ″은 다음과 같다.

″  ″⋅ (7)

허용 선단지지력3.

쏘일시멘트가 파괴되는 공법의 허용 극한 선단지지력SIP ( ) , ″은 다음과 같다.

″  
″

 

″
(8)

허용 선단지지력(3)

이 말뚝의 허용 선단지지력은 공저 지반과 쏘일시멘트 중 약한 지반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Rda = min(Rda' and Rda'') (9)

주면마찰력2.5.2 , Rf

단위 주면마찰력(1) , fi
이 말뚝의 단위 주면마찰력은 표 과 같이 일본 동경군 내규와 건설성고시 제 호 식을 수정한 값3 111

을 사용한다 여기서 표준관입시험의 값은 계산시 고려한 층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N .

표 단위 면적당 주면마찰력3. ( ) , fi

시공법

지반종류
공법 말뚝SIP

사질토 0.2N ( 100KPa (10tonf/m≤ 2))

점성토 0.5qu ( 50KPa (5tonf/m≤ 2))

주) qu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qu=1.25N 으로 한다 단. , N 로 한다 여기서<8 . qu는 점성토

의 일축압축강도이다.

주면마찰력(2) , Ri

각 층에 대한 주면마찰력은 다음과 같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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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극한 주면마찰력: (MN),  말뚝의 둘레 이며 강관말뚝인 경우에는: (m) , U= π 말뚝지름×(

이고 원형 콘크리트 기성말뚝은+10cm) , U= π 말뚝지름×( ), 주면마찰력을 고려하는: i 층의 두께(m),

 주면마찰력을 고려하는: i 층의 주면마찰력(kPa)

( 허용주면마찰력3) , Rfa

허용 주면마찰력은 공내의 시멘트밀크 채움효과를 고려하여 굴착공의 단면적을 사용하여 구하면 식

과 같다(2.13) .

 


 

   
(11)

여기서  허용 주면마찰력: (MN)

허용지지력2.5.3 , Ra (tonf)

    (12)

여기서  공법 말뚝의 허용지지력: SIP (MN)

선굴착후 최종항타말뚝공법 프리보링타격말뚝공법3. ( )

현장조건에 맞는 심도까지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한다 이때 굴착공의 지름은 말뚝지름보다(1) .

이상이어야 한다10 mm .

말뚝을 급하게 침설하거나 낙하시키면 말뚝이 경사질 우려가 있으므로 샤클 을 이용하여(2) (shackle)

굴착공 중심에서 연직방향으로 말뚝을 천천히 침설해야 한다.

공저에 안치된 말뚝은 항타말뚝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말뚝의 지내력을 파악(3)

해야 한다.

말뚝을 박은후 생기는 말뚝주변 공간은 말뚝의 수평저항력과 주면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4) , -

시멘트 비가 표준일축압축강도(w/c) 490 kPa(5 kgf/cm2 이상의 주면고정액으로 충전해야 한다) .

만약 이 액이 지반속으로 스며들어 주면고정액의 상면이 침강하면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주면고정액과 선단근고액의 시편제원은 지름 높이 의 원주형이어야 한다 이(5) 50mm, 250~300mm .

시편의 하단에서 를 제거한 높이 를 이용하여 표준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해야 한다100mm 100mm .

내부굴착후 최종항타말뚝공법4.

공법(DRA(double rod augur), PRD(percussion rotary drill) )

공벽안정액 벤토나이트 를 사용하여도 지하수에 의해 굴착공이 함몰되거나 인접지역에 주요한 구(1) ( ) ,

조물이 있어 지반변형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 케이싱을 사용해야 한다.

의 조건에서 지름 이내의 자갈이 지반에 존재할 경우에는 오거를 사용하고 그(2) (1) 100~150 mm ,

이상일 경우에는 프리쿠션커트를 사용해야 한다.

말뚝을 박은 후 생기는 말뚝주변 공간은 말뚝의 수평저항력과 주면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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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비가 표준일축압축강도- (w/c) 490 kPa(5 kgf/cm2 이상의 주면고정액으로 충전해야 한다) .

만약 이 액이 지반속으로 스며들어 주면고정액의 상면이 침강하면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말뚝의 선단처리방법은 항타말뚝과 같이 실시한다(4) .

주면고정액의 강도시험은 상기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5) .

제트 그라우팅에 의한 선단확근공법5.

공법 등(SIG(super injection grouting), RJP(rodin jet pile) )

취약지반 석회암 공동 석탄질층 연약지반 자갈층 등 위에 말뚝을 안치시킬 때 사용한다(1) ( , , , ) .

항타말뚝이나 매입말뚝으로 설계도서에 언급된 말뚝길이 만큼 설치한다 이때 공법 말뚝은 항(2) . SIP

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뚝선단보강밴드를 부착하지 않는다.

말뚝 내부로 선천공하여 설계도서에 언급된 깊이 만큼을 그라우팅하고 말뚝선단을 폐색시키기 위(3)

하여 말뚝 안쪽지름의 배 이상을 그라우팅을 실시해야 한다4 .

설계도서에 언급된 그리우팅 확산범위는 시추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설계도서에 언급된 그라우팅(4) .

확산범위에서 시멘트밀크 고결체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득하여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말뚝선단처리방식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가진 말뚝에 대하여 동재하시험 또는 정재하시험에 의하(5)

거나 아니면 시추조사에 의한 일축압축강도를 조사해야 한다 확인시추공은 주입액으로 충전해야.

한다.

일축압축시험에 사용한 시추코아는 크기와 형상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현장품질관리를 해야 한(6)

다.

주면고정액의 강도시험은 상기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7) .

결언6.

타입말뚝공법과 달리 시멘트밀크공법의 지내력은 오거굴착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얼,

마나 혼이 담긴 시공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좌우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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