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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연약지반에서의 현장타설말뚝 설계 사례

A Case Study on the Design of Drilled Shaft on Soft Ground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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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In this study, two design examples of drilled shafts on soft ground in Ho-Chi-Minh City,
Vietnam are introduced. One is for a 27-story apartment and the other is for a Arch bridge over Saigon
river. Unlikely the normal cases in Korea, all of the bored pile foundations are supposed to be placed on
soil layers. Therefore, skin friction between pile and ground is the most crucial design parameter. Three
methods using SPT N value of sandy soil -Korean Road Bridge Code(1996), Reese and Wright (1977), and
O'Neill and Reese (1988)- were adopted to obtain an ultimate axial bearing capacity. In order to verify the
calculated bearing capacity, 3 sets of static load test and a Osterberg Cell test were performed at an
apartment site and a bridge site respectively. LRFD (Load Resistance Factored Design) method was compared
with ASD (Allowable Stress Design) method. On application of ASD method, safety factor for skin friction
was adopted as 2 or 3 while safety factor for end bearing was 3. The design bearing capacities from ASD
method matched well with those from LRFD method when safety factor for skin friction was adopted as 2.

Key words : drilled shaft, Vietnam, skin friction, bearing capacity, static load test, O-Cell test, LRFD method,
ASD method, safety factor

서 론1.

최근에는 국내의 건설시장 축소에 따른 국내 건설회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로 인해 국내 지반조건과,

는 상이한 지역에서의 기초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연약지.

반 층이 두껍고 암반이 매우 깊은 깊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사층에서의 주면마찰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해안지역에서의 신도시 개발 인공섬 조성 사업 등이 유치될 것으로. ,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반근입 설계 관행를 고집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주면마찰력 고려를 통해 경제

적인 말뚝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설계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LRFD (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

해외 현장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기초구조물의 설계시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응력.

설계법 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미주 지역 및 유럽에서는 설계기(Allowable Stress Design, ASD) , LRFD

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명모 등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시방서도 미국 규준을( , 2008). AASHTO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 지반공학자LRFD . ,

들이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말뚝을 설계할 경우 과거 적용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법의 적용 및,

신뢰도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퇴적토층에서의 주면마찰력에 의한 현장타설말뚝의 설계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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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사가 시공중인 해외현장 중 재하시험이 수행된 곳을 선정하여. , 2

국내에 적용되는 허용응력설계법과 에서 제시하는 설계법으로부터 산정한 설계지지력을AASHTO LRFD

비교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계지지력을 재하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각 설계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장타설말뚝의 설계지지력 산정방법2.

설계법 적용2.1

본 논문에서는 토사지반에 설치되는 현장타설말뚝에 대하여 허용응력설계법과 설계법을 적용하LRFD

여 비교하였다 허용응력설계법에서는 주면마찰력과 선단지지력에 적용하는 안전율을 같게 적용하는 경.

우와 주면마찰력과 선단지지력의 안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계지지력을 산정하였다.

허용응력설계법(1)

허용응력설계법은 말뚝의 극한지지력을 산정한 후 안전율을 고려하여 사용하중 하에서 말뚝이 허용응

력 범위내에 들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토사지반에 말뚝이 위치할 경우 말뚝의 연직지지력.

을 주면마찰력과 선단지지력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여기서,  말뚝의 선단지지력=

 말뚝의 주면마찰력=

 말뚝의 부주면 마찰력=

 말뚝의 무게=

 선단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주면마찰력에 대한 안전율=

본 논문에서는 선단지지력에 대해서는 안전율 을 적용하였고 주면마찰력에 대한 안전율을 과3.0 , 3.0

으로 구분하여 허용지지력을 산정하였다2.0 .

설계법(2) LRFD

설계법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과 지반저항 그리고 이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하중계수 저LRFD ,

항계수의 유기적인 조합으로 구성된다 구조물 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요구되는 안전성에 적합.

한 설계가 가능토록 한다고 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말뚝설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

는 설계법이다 토사지반에 위치하는 말뚝의 설계방법의 적용에 있어 본 논문에서는 활하중에는. LRFD

사하중에는 의 하중계수를 적용하였고 말뚝의 지지력은 극한상태의 선단지지력 및 주면마찰력에1.7, 1.2 ,

저항계수를 곱하여 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여기서,  선단지지력 감소계수=

 주면마찰력 감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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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타설말뚝에 대한 저항계수는 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였고 표 과 같다AASHTO(2007) , 1 .

표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저항계수1. (AASHTO, 2007)

극한 연직지지력 산정방법2.2

토사지반에 설치되는 현장타설말뚝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지력 공식들 중 국내

도로교 표준시방서 방법 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 방(1996), AASHTO(2004) Reese and Wright (1977)

법 그리고 방법 의 가지 공식을 이용하여 극한지지력을 산정하였다 참고로 가장 최근, FHWA (1999) 3 .

에 발간된 설계법에서는 모래지반에서 현장타설말뚝의 주면마찰력을 산정하는 방법을AASHTO (2007)

방법 과 동일한 를 적용하고 있다 각 방법에서 제FHWA (1999) -method (Reese and O'Neill, 1988) .β

안하는 식은 표 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현장타설말뚝은 모두 모래지반에 선단이 놓이고2 . ,

주면마찰부는 점토와 모래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점성토 부분의 주면마찰력은 모든 방법에 있. ,

어서 표 에 나타난 식으로 대체하였다2 .

표 연직지지력 산정방법2.

표준관입시험 저항치*N=

저항계수 Sand Clay

 선단지지력 감소계수( ) 0.5 0.4

 주면마찰력 감소계수( ) 0.55 0.45

지지력 산정방법
선단지지력 (Sand)

(   ∙)

주면마찰력 (  ∙ )
Sand Clay

국내 도로교

표준시방서 (1996)
   [ton/m2]    [ton/m2] (≤  )

  ∙

(≤  ton/m2)

 적용=0.55

 비배수전단=

강도

AASHTO (2004),

Reese and Wright

(1977)

①  ≤ 

   [MPa]

②   

   [MPa]

①  ≤ 

   [MPa]

②    ≤ 

     

[MPa]

FHWA (1999)

①  ≤ 

   [ton/m2]

②   

   [ton/m
2]

말뚝저면직경이 보다* 127cm

클 경우 감소된 선단지지력 적용

 ′ 



  ∙′ [ t o n / m 2 ]

(≤ )

①  ≤ 

  

 ∙  

( ≤  ≤ )

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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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장 기초 설계 사례3.

호치민시 현장3.1 A

개요3.1.1

본 현장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약 만, 7 m2 규모의 아파트로서 지상 층 개27 3

동의 총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형식은 기본적으로는 구조이며 기초형식은 현장타설말뚝270 . RC ,

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면적 17,209m2

연면적 71,359m2

건물 용도 주거용 아파트

구조 형식 구조RC

기초 형식
현장타설말뚝 총 수량 본( 274 )

총 수량 본PHC Pile ( 39 )

그림 현장 개요 및 조감도1. A

지반 조건3.1.2

본 현장의 지층 분포는 상부로부터 매립층 점토층 실트질 모래층 조밀한 모래층의 순서로 구성되어, , ,

있다 연약지반은 매립층 평균 약 두께 하부로 약 두께이며 치의 분포가 의 초연약. ( 2.5m ) 20m , N 0 2∼

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지하수위는 우기 년 월 에 측정한 결과 매립층내 에 분. (2007 5 ) G.L-0.3 1.6m∼

포하고 있으며 각 지층별 평균 분포 깊이 치 지층 개요는 표 및 그림 와 같다, , SPT N , 3 2 .

표 현장 각 지층별 개요3. A

구분 층 두께 (m) 치SPT N　 지층 개요

매립층 2.0 3.0∼ 2 3∼ Fine mixture of silty clay

Layer 1 : CH1 15.2 21.0∼ 0 2∼ Fat clay with organic matter, Very soft

Layer 2 : SC-SM 0 4.0∼ 5 16∼ Silty fine sand, Loose-medium dense

Layer 3 : CL2 4.5 10.5∼ 4 8∼ Silty clay, Soft firm

Layer 4 : SP-SM 14.5 21.7∼ 12 24∼
Well graded silty medium-coarse sand,

Medium dense

Layer 5 : SW-SM1 12.0 22.0∼ 12 43∼
Well graded silty fine to coarse sand,

Medium dense-dense

Layer 6 : SW-SM2 8.0 18.5∼
18 35∼

일부( , 36 58)∼

Well graded silty fine to coarse sand,

Medium dense-very d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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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깊이별 치 분포도2. SPT N

기초 설계지지력3.1.3

본 현장은 지상 층 주거용 개동과 각 사이의 공간에 데크를 설치하여 주차공간27 Tower 3 , Tower

및 편의시설을 비롯한 정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설계된 현장타설말뚝은 말뚝이며 구간별 상부하. RCD

중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간별로 말뚝 규격을 달리하여 설계하였다 즉 각 에서 코어부에는 직. , Tower

경 길이 의 말뚝 코어부 이외 부분은 직경 길이 말뚝 으1500mm, 75m (Pile 1), 1500mm, 65m (Pile 2)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개 타워 사이의 데크 구조물에는 직경 길이 말뚝 으. , 3 1200mm, 60m (Pile 3)

로 설계되어 있다.

한편 전체적인 부지의 연약지반 처리와 현장타설말뚝의 시공이 동시에 수행되므로 연약지반의 장기,

적인 침하에 따라 점토층에서 부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마찰력을.

고려하여 지지력을 산정하였다.

  ∙  ∙′ (3)

여기서,  = 0.2 (for clay : 0.2 0.25)∼

′ 지반의 유효응력=

극한지지력(1)

표 에 수록한 각각의 지지력 산정방법에 따른 극한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각 말뚝의 종류에 따라2 .

지지력 산정시 적용한 물성치는 말뚝 정재하시험이 수행된 구간의 지반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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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지지력 산정방법에 따른 극한지지력 현장3. ( A)

*1 괄호안은 점토층의 부주면 마찰력:

설계지지력(2)

허용응력 설계법 과 설계법을 비교하기 위해 표 에서 산정한 극한지지력을 바탕으로 각(ASD) LRFD 3

설계방법에 따른 설계지지력을 표 에 나타내었다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면마찰력에4 . ,

대한 안전율을 으로 적용한 경우와 로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 허용지지력을 산정하였다 한편 각 설3 2 . ,

계방법에 따른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을 검토하였다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 산.

정시 설계법에 대해서는 실제 작용하중에 하중증가계수 를 적용하였다 주면마찰력에 대한, LRFD 1.2 .

안전율 를 적용한 허용응력설계방법이 설계방법과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에서 유사2 LRFD

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각 설계방법에 따른 설계지지력 검토 현장4. ( A)

*ASD1 주면마찰력에 대한 안전율 선단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3, =3
**ASD2 주면마찰력에 대한 안전율 선단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2, =3
***작용하중은 상부구조물의 반력에 그룹효과계수 를 적용하여 증가시킨 값(0.82 for Pile 1&2, 0.95 for Pile 3)

정재하시험3.1.4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말뚝종류별로 정재하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시공된 시험말,

뚝의 개요를 표 에 나타내었다 총 공사기간은 재하시험을 포함하여 개월이 소요되었다 본 말뚝5 . 4 .

정재하시험을 위한 반력 및 재하장치 설치 단계 등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각 재하단계에서 변위는3 .

하중단계별 분 분 사이에서 측정하였다60 ~1200 .

말뚝종류

도로교 표준시방서(1996) AASHTO (2004) FHWA (1999)

선단
지지력
(QP, ton)

주면
마찰력
(QS, ton)

극한
지지력
(ton)

선단
지지력
(QP, ton)

주면
마찰력
(QS, ton)

극한
지지력
(ton)

선단
지지력
(QP, ton)

주면
마찰력
(QS, ton)

극한
지지력
(ton)

Pile 1 530.0 2814.6
(82.6)*1 3262 415.0 1711.8

(82.6) 2044.2 411.0 2435.5
(82.6) 2763.9

Pile 2 530.0 2130.2
(88.9) 2571.3 426.4 1382.3

(88.9) 1719.8 422.2 1705.2
(88.9) 2038.5

Pile 3 339.1 1356.8
(75.6) 1620.3 162.2 792.7

(75.6) 879.3 160.7 1113.1
(75.6) 1198.2

말뚝종류

도로교 표준시방서 AASHTO FHWA

ASD1*

Qall,
ton

ASD2**

Qall, ton
LRFD
QR, ton

ASD1
Qall,
ton

ASD2
Qall,
ton

LRFD
QR, ton

ASD1
Qall,
ton

ASD2
Qall,
ton

LRFD
QR, ton

Pile 1

설계지지력 (ton) 888.7 1344.0 1571.6 482.7 754.2 907.4 722.6 1114.7 1297.4

작용하중*** (ton) 1300.0 1300.0 1560.0 1300.0 1300.0 1560.0 1300.0 1300.0 1560.0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 (%)

146.3
(NG)

96.7
(OK)

99.3
(OK)

269.3
(NG)

172.4
(NG)

171.9
(NG)

179.9
(NG)

116.6
(NG)

120.2
(NG)

Pile 2

설계지지력(ton) 684.8 1025.1 1220.7 401.0 616.6 757.6 507.3 776.7 928.9

작용하중*** (ton) 1008.0 1008.0 1210.0 1008.0 1008.0 1210.0 1008.0 1008.0 1210.0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 (%)

147.2
(NG)

98.3
(OK)

99.1
(OK)

251.4
(NG)

163.5
(NG)

159.7
(NG)

198.7
(NG)

129.8
(NG)

130.3
(NG)

Pile 3

설계지지력(ton) 438.4 651.9 775..8 239.0 358.5 296.0 297.6 470.6 468.0

작용하중*** (ton) 650.0 650.0 780.0 650.0 650.0 780.0 650.0 650.0 780.0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 (%)

148.3
(NG)

99.7
(OK)

100.5
(OK)

272.0
(NG)

181.3
(NG)

263.5
(NG)

218.4
(NG)

138.1
(NG)

166.7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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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험말뚝 개요 현장5. ( A)

그림 말뚝 정재하시험 준비 순서3.

각 말뚝재하시험으로부터 얻은 말뚝머리에서의 하중 침하량 관계 곡선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각- 4 .

재하시험 결과로부터 말뚝의 항복지지력을 얻기 위하여 분석법 분석법 말뚝직경의logP-logS , S-logt ,

에 해당되는 순침하량에 도달하였을때의 하중을 항복하중으로 정의하는 침하량 기준법을2.5% DIN 4026

적용하였다 그림 에 분석법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표 에 각 해석법으로부터 구한 항복지지력. 5 S-logt , 6

및 허용지지력을 나타내었다 시험말뚝에서는 재하하중이 작아 항복지지력 판정이 어려워 최대. TP 3

재하하중을 항복지지력으로 가정하였다 허용지지력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재하시험에서는 부주면 마.

찰력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지지력과 비교를 위해 설계시 산정된 부주면 마찰력을 적용하였다.

그림 말뚝 정재하시험 하중 침하량 관계곡선4. -

말뚝 종류
직경

(m)

심도

(m)

연직반력

(kN)
시험최대하중

재하시험

소요시간

소요

철근량

소요

콘크리트량

TP 1 1.5 75 10,460
(1,066 ton)

27,000
(2,752 ton) 시간81 7.45ton 159m3

TP 2 1.5 65 8,110
(826 ton)

21,000
(2,140 ton) 시간81 6.50ton 137m3

TP 3 1.2 60 6,060
(617 ton)

14,000
(1,427 ton) 시간77 4.00ton 80m3

8. Gauge set-up7. Loading6. Cross beam set-up5. Testing beam set-up

4. Hydraulic jack3. Kentledge installation2. Set load plate1. Surface Treatment 

8. Gauge set-up7. Loading6. Cross beam set-up5. Testing beam set-up

4. Hydraulic jack3. Kentledge installation2. Set load plate1. Surfac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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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말뚝 정재하시험 분석곡선5. S-logt

표 재하시험으로부터 산정한 허용지지력 및 극한지지력6.

* 부주면마찰력은 설계시 계산된 값을 적용함
** 허용지지력은 항복지지력 부주면마찰력 로 산정함( - )/2
*** 극한지지력은 허용지지력의 배로부터 산정함3

각 말뚝재하시험으로부터 얻은 극한지지력을 표 의 지지력 산정방법으로부터 구한 계산값과 비교해3

볼 때 모든 지지력 산정방법이 실제 지지력을 과소평가하였고 특히 에서 제시한, , AASHTO(2004)

방법은 실제 지지력의 범위에서 극한지지력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Reese and Wright 44.2%.~57.0% .

도로교 시방서는 범위에서 극한지지력을 평가하고 있어 비교된 설계방법중에서 재하시81.6%.~85.3%

험 결과와 가장 근접한 효과를 보여준다 한편 표 에 나타난 설계허용지지력 중 도로교 시방서의 방. , 4 ,

법에서 주면마찰력에 대한 안전율을 로 설정하여 산정한 값이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허용지지력과 비2

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치민시 현장3.2 B

개요3.2.1

본 현장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하는 총 연장 의 도로현장으로 사이공강을 지나는 연장13.7km

의 장대교량부를 포함하고 있다 교량부는 닐센아치교 형식이며 기초는 직경 본 와 직경975m . 2m(60 )

본 의 현장타설말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현장타설말뚝은 아치부분을 지1.5m(860 ) .

지하는 피어 번 번의 직경 에 해당하는 부분이다6 , 7 2m .

지반 조건3.2.2

본 현장의 지층 분포는 상부로부터 매립층 연약점토층 실트질 모래층 중간굳기 점토층 조밀한 모래, , , ,

층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연약지반은 교량부 전체 구간에 대하여 매립층 평균 약 두께 하부. ( 2.5m )

로 두께이며 치 의 초연약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2.0m 14.6m , N 0 1 .∼ ∼

말뚝종류
연직반력
(ton)

부주면마찰력*

(ton)

항복지지력 (ton) 허용지지력**

(ton)
극한지지력***

(ton)logP-logS S-logt DIN

TP1 1066 82.6 2700 2700 2700 1309 3927

TP2 826 88.9 2100 2100 2550 1005 3015

TP3 617 75.6 1400 1400 1400 66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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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총연장 13.653km

교량부 길이 975m

교량형식 닐센아치교

교량부

피어수량
23

교량부

기초 형식
현장타설말뚝 총 수량 본( 920 )

그림 현장 개요 및 조감도6. B

본 논문에서 검토된 직경 의 현장타설말뚝은 하상부인 위치이며 재하시험이 수행된2m P6, P7 O-Cell

위치는 육상부인 위치이다 각 지층별 평균 분포 깊이 치 지층 개요는 아래 표 과 같다P8 . , SPT N , 7 .

표 현장의 각 지층별 개요7. B

기초 설계지지력3.2.3

본 논문에서 검토한 기초부위는 교량 아치부분을 지지하는 곳 으로 직경 의 현장타설(P6, P7) 2000mm

말뚝이다 그러나 직경 말뚝에 대한 재하시험은 인근 육상부 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재. 2000mm (P8)

하시험이 수행된 곳에서도 지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지력을 계산하였다 말뚝은 말. P6 69.5m, P7

뚝은 그리고 재하시험이 수행된 말뚝은 로 설계되어 있다71m, P8 73.5m .

극한지지력(1)

각 지지력 산정방법에 따른 극한지지력을 표 에 나타내었다 각 말뚝의 종류에 따라 지지력 산정8 .

시 적용한 지반 물성치는 표 에 나타난 지반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현장과 같이 주면마찰력이7 .

지지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도로교 시방서 방법이 주면마찰력을 크게 산정하기 때문에

전체 지지력을 타 방법에 비해 크게 산정하고 있다.

구분
층 두께 (m) 치SPT N　

지층 개요
P6 P7 P8 P6 P7 P8

매립층 0 0 4.5 - - - Fine mixture of silty clay

Layer 1 : CH1 2.0 6.1 10.1 0 0 1 Fat clay with organic matter, Very soft

Layer 2 : SC-SM 11.0 9.0 12.0 9 9 20 Silty fine sand, Loose medium

Layer 3 : CL2 0 1.9 12.5 - 14 13 Silty clay, Medium stiff

Layer 4 : SP-SM 12.0 34.8 22.9 21 21 24
Well graded silty fine to coarse sand,

Medium dense

Layer 5 : SW-SM1 23.0 8.0 13.0 31 40 39
Well graded silty fine to coarse sand,

Dense

Layer 6 : SW-SM2 12.0 9.0 9.0 63 61 59
Well graded silty fine to coarse sand,

Very dense



- 600 -

표 각 지지력 산정방법에 따른 극한지지력 현장8. ( B)

설계지지력(2)

허용응력 설계법 과 설계법으로부터 각 설계방법에 따른 지지력을 표 에 나타내었다(ASD) LRFD 9 .

각 설계방법에 따른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 산정시 설계법에 대해서는 작용하중에 하, LRFD

중증가계수 를 적용하였다 은 실제 설계말뚝이 아닌 재하시험용 말뚝이므로 에 작용하는 하1.2 . P8 P7

중보다 증가된 을 작용하중으로 가정하였다 현장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면마찰력200ton 1400ton . A

에 대한 안전율 를 적용한 허용응력설계방법이 설계방법과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에2 LRFD

서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각 설계방법에 따른 설계지지력 검토 현장9. ( B)

*ASD1 주면마찰력에 대한 안전율 선단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3, =3
**ASD2 주면마찰력에 대한 안전율 선단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2, =3
***작용하중은 상부구조물의 반력에 그룹효과계수 를 적용하여 증가시킨 값(0.65)

재하시험3.2.4 O-Cell

위치에 설치할 직경 현장타설말뚝의 지지력 검토를 위하여P6, P7 2000mm Osterberg Cell

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하상부에 위치한 과 인근 육상부를 비교하여 부근 위치에(O-Cell) . P6, P7 P8

말뚝종류

도로교 표준시방서(1996) AASHTO (2004) FHWA (1999)

선단
지지력
(QP, ton)

주면
마찰력
(QS, ton)

극한
지지력
(ton)

선단
지지력
(QP, ton)

주면
마찰력
(QS, ton)

극한
지지력
(ton)

선단
지지력
(QP, ton)

주면
마찰력
(QS, ton)

극한
지지력
(ton)

P6 942.5 4308.1 5250.6 1216.9 2656.9 3873.8 1278.6 2822.7 4101.3

P7 942.5 4001.5 4944 1216.9 2379.5 3596.4 1238.0 3006.2 4244.2

P8 942.5 4583.7 5526.2 1209.2 2776.9 3986.1 1197.4 4193.8 5391.2

말뚝종류

도로교 표준시방서 AASHTO FHWA

ASD1*

Qall,
ton

ASD2**

Qall, ton
LRFD
QR, ton

ASD1
Qall,
ton

ASD2
Qall,
ton

LRFD
QR, ton

ASD1
Qall,
ton

ASD2
Qall,
ton

LRFD
QR, ton

P6

설계지지력 (ton) 1444.5 2162.5 2535.0 985.6 1428.4 1764.1 1061.4 1531.8 1886.1

작용하중*** (ton) 1200.0 1200.0 1440.0 1200.0 1200.0 1440 1200.0 1200.0 1440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 (%)
83.1
(OK)

55.5
(OK)

56.8
(OK)

121.8
(NG)

84.0
(OK)

81.6
(OK)

113.1
(NG)

78.3
(OK)

76.3
(OK)

P7

설계지지력(ton) 1335.7 2002.6 2357.7 886.5 1283.1 1602.8 1102.5 1603.5 1952.7

작용하중*** (ton) 1202.5 1202.5 1443 1202.5 1202.5 1443 1202.5 1202.5 1443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 (%)
90.0
(OK)

60.0
(OK)

61.2
(OK)

135.6
(NG)

93.7
(OK)

90.0
(OK)

109.1
(NG)

75.0
(OK)

73.9
(OK)

P8

설계지지력(ton) 1518.8 2282.7 2655.4 1005.5 1468.3 1795.1 1473.8 2037.4 2491.4

작용하중*** (ton) 1400.0 1400.0 1680.0 1400.0 1400.0 1680.0 1400.0 1400.0 1680.0

설계지지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 (%)
92.2
(OK)

61.3
(OK)

63.3
(OK)

139.2
(NG)

95.3
(OK)

93.6
(OK)

95.0
(OK)

68.7
(OK)

67.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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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길이 의 시험말뚝을 설치하였다 말뚝의 재하시험과 계측분석은2000mm, 73.5m . LOADTEST

에서 수행하였다 직경 의 개가 말뚝 선단으로부터 상부에 설치Asia Pte Ltd . 670mm O-Cell 1 11.4m

되었고 총 곳의 위치에 스트레인게이지를 개씩 설치하였다 시험말뚝 시공시 확인한 주상도, 8 4 . ,

및 스트레인게이지 분포도 그리고 시험전경 등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O-Cell , 7 .

그림 재하시험 계측 위치 및 개요7. O-Cell

본 시험에서는 번의 단계별 하중이 최대하중 까지 재하되었고 이후 번의 단계O-Cell 23 18.14MN , 6

에 걸쳐 하중을 제거하였다 최대하중에서 상부는 의 변위가 발생한 반면에 하부는. O-Cell 5.3mm ,

의 비교적 큰 변위가 발생하였다 설계지지력 공식으로부터 의 위치를77.8mm . AASHTO(2004) O-Cell

기준으로 하단부 주면마찰력과 선단지지력이 분담할 전체 극한지지력은 이고 상단부의 주면마52.2% ,

찰력이 분담할 극한지지력은 로 이론에 의하면 변위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시험시47.8% .

상단부는 말뚝의 자중 이 지지력으로 작용을 하여 실제 작용된 하중은 으로O-Cell (2.91MN) 15.23MN

하단부에 말뚝의 자중 을 포함한 실제 작용된 하중 보다 작다 또한 시공과정에서(0.59MN) 18.73MN . ,

하단부에 슬라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침하가 더 크게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하. , O-Cell

부의 침하량이 상부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중단계별 상단부와 하단부의 하중 변위 곡선 계측데이터로부터 유추한 선단부와 주면부분O-Cell - ,

의 응력 변위 곡선을 그림 에 각 구간에서의 평균 단위주면마찰력을 표 에 나타내었다 최종 하중- 8 , 10 .

단계에서의 각 위치별 단위주면마찰력을 살펴보면 하단부는 극한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O-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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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단부는 을 제외하고는 극한상태로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O-Cell Zone 3 (O-Cell~SG 4) . , Zone

의 결과를 보면 및 와 비교했을 때 주면마찰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4 (SG 4~SG 5) Zone 3 Zone 5 , .

는 실제 주면마찰력으로 보기 힘들고 에서 시공중 말뚝과 주변지반과의 공극이 일부 발생하여, Zone 4

주면마찰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를 제외한 구. , Zone 4 Zone 1~Zone 5

간의 최종 단위주면마찰력은 극한하중상태로 가정하여 평균값을 극한지지력으로 산정하고 과, Zone 6

은 사용하중상태 극한상태의 모래지반 점토지반 로 가정하여 극한단위주면마찰력을Zone 7 ( 55% , 45%)

산정하였다 본 재하시험으로부터 얻은 극한단위지지력을 표 에 나타내었다. 11 .

그림 말뚝 정재하시험 하중 침하량 관계곡선8. -

표 각 구간에서의 평균주면마찰력10.

Downward Mobilized Unit Skin FrictionUpward Mobilized Unit Skin Friction

Mobilized Unit End BearingO-Cell Load vs. Movement

Downward Mobilized Unit Skin FrictionUpward Mobilized Unit Skin Friction

Mobilized Unit End BearingO-Cell Load vs. Movement

Load Transfer Zone Displacement Net Unit Side Shear (kPa)

Zone 8 (Zero shear ~ SG 8) + 0 mm 0.0

Zone 7 (SG 8 ~ SG 7) + 0.58 mm 14.8 (max.=14.8)

Zone 6 (SG 7 ~ SG 6) + 0.77 mm 16.8 (max.=16.8)

Zone 5 (SG 6 ~ SG 5) + 1.36 mm 135.0 (max.=135.0)

Zone 4 (SG 5 ~ SG 4) + 2.57 mm 1.1 (max.=20.6)

Zone 3 (SG 4 ~ O-Cell) + 4.3 mm 81.1 (max.=81.1)

Zone 2 (O-Cell ~ SG 3) - 76.6 mm 87.5 (max.=142.0)

Zone 1 (SG 3 ~ SG 1) - 73.7 mm 114.0 (max.=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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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험으로부터 추정한 지반별 극한단위지지력11. O-Cell

표 에 나타난 시험으로부터 추정한 극한값으로부터 시험말뚝의 극한지지력을 평가하면11 O-Cell P8

이다 그러나 상단에서는 시험시 극한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값은 실4655.2ton . , O-Cell

제 극한지지력에 비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본 시험의 측정값으로부터 일반적인 말뚝머. O-Cell

리에 재하한 정재하시험의 하중 침하량으로 환산한 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정재하시험에서 적용- 9 .

한 침하량 기준을 이용하면 직경 의 침하량은 이고 그에 따른 하중은 대략DIN 4026 2.5% 50mm ,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값을 항복하중으로 가정하여 극한지지력을 산정하면 을 얻을35MN . 5351.7ton

수 있다 즉 표 과 같이 가정한 평가방법이 다소 과소평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설계에서는. , 11 .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안전성을 위해 표 에 나타난 값을 극한지지력으로 평가하였다11 .

그림 시험결과를 말뚝머리에서의 하중 침하량으로 환산한 결과9. O-Cell -

시험으로부터 얻은 극한지지력 을 에 대하여 각 지지력 산정방법으로부터 구O-Cell (4655.2 ton) P8

한 극한지지력 표 과 비교해 볼 때 국내 도로교 시방서와 방법이 실제 지지력에 비해( 8) , FHWA(1999)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의 말뚝머리 결과로부터 추정한 극한지지력 과. , 9 (5351.7ton)

비교 할때는 두 방법 모두 상당히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에서 제시한. AASHTO(2004)

방법은 실제 지지력을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ese and Wright .

산정구간 지반특성
극한단위

지지력

Zone 1 ~ Zone 5 Well graded silty fine to coarse sand, Medium to very dense 107.0 kPa

Zone 6 Silty clay, Medium stiff 37.3 kPa

Zone 7 Silty fine sand, Loose to medium 26.9 kPa

선단지지력 Well graded silty fine to coarse sand, Very dense 3357.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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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4.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와 상이한 지반조건에서 여러 가지 설계방법의 적용 및 검

토는 경제성과 안전성 더 나아가 국내건설기술의 세계 위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특히 암반근입이, . ,

아닌 토사지반에 마찰말뚝을 적용하는 경우는 국내 설계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다설계로 인한 경제

적 손실 또는 과소설계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암반지지가. ,

아닌 두꺼운 연약지반을 포함하는 베트남 곳의 현장에 대해 현장타설말뚝의 지지력 설계 사례 및 재하2

시험 결과를 소개하였다.

현장사례를 살펴보면 지지력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국내 도로교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설계방법이 지,

지력을 가장 크게 산정하였고 실제 재하시험 결과와 작은 오차범위에서 일치하였다 반면에. AASHTO

방법에서 제시하는 공식에 의한 지지력은 실제 지지력을 과소평가하(2004) Reese and Wright (1977)

였고 및 에서 제시하는 는 도로교 시방서 방법과, AASHTO (2007) FHWA (1999) -method AASHTOβ

방법의 중간정도의 지지력을 산정하였다 한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설계법은 설계지지(2004) . , LRFD

력에 대한 작용하중 비율에 있어서 안전율을 으로 적용하는 기존의 허용응력설계법에 비해 경제적인3

설계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허용응력설계법에서도 선단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은 으로. , 3

하고 주면마찰력에 대한 안전율을 로 적용을 하면 설계법과 상당히 일치하는 수준의 설계지지2 LRFD

력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국내 시공사 및 설계사가 보다 다양한 현장에서의 설계 및 시험자료를 확. ,

보하여 이와 같은 비교 연구를 수행하면 보다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말뚝설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

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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