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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inimum Penetrated Depth of Pile bent of IPM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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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PM bridge was developed to revise the problems of IAB bridge by Nam et al, (2016). This research conducted the 

p-y analysis to examine the parameter traits among the protruded length (), penetrated length () of pile bent and soil conditions. 

From the results, the maximum bending moment happened in the top segment of pile bent, because it is integrated to the upper 

structure. Also, the maximum shear force was shown in the boundary of the sand and weathered soil zones according to the analysis 

soil conditions. The maximum member force and unbraced length is converged when the ratio () of protruded length () and 

penetrated length () is  . The larger material force is happened, if the pile bent is penetrated shallowly compared to the protruded 

length. The definite inflection points were shown in the horizontal displacement curve from the p-y analysis, also the smaller 

penetrated length made the curve grade slower.

Keywords : IPM bridge, IAB bridge, p-y analysis, Pile bent, Minimum penetrated depth

요 지 : 토압분리형 일체식 교대 교량은 일체식 교대 교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Nam et al.(2016)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IPM Bridge의 파일벤트의 돌출높이(), 근입심도() 및 지반의 조건에 대한 매개변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p-y 해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IPM Bridge의 파일벤트 두부는 상부구조와 일체화되어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되었다. 해석에 사용된 지반조건에 따르면, 

지중의 사질토와 풍화토의 경계면에서 최대 전단력이 발생되었다. 파일벤트의 최대 부재력과 비지지길이는 돌출높이와 근입심도의 

비()가 1.0일 때 수렴되었으며, 파일벤트의 돌출높이보다 근입심도가 작을 경우에는 부재력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p-y 해석 결과, 

횡 방향 변위는 파일벤트의 근입깊이가 커질수록 뚜렷한 변곡점을 나타내었으며, 근입깊이가 작아질수록 완만한 곡선이 되었다.

주요어 : 토압분리형 일체식 교대 교량, 일체식 교대 교량, p-y 해석, 파일벤트, 최소근입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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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ntegral Abutment Bridge(이하 IAB Bridge)의 거동은 신

축이음이 없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일체식으로 연결되

는 구조 특성 때문에 온도하중,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반과 뒤채움재의 비선형 거동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PSC(prestressed concrete) 거더를 사용한 IAB 

Bridge는 시간 의존적 특성(time-dependent effect)이 교대의 

거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Kim & Laman, 2013; Olson 

et al., 2013). 최근에는 IAB Bridge의 연장을 늘리기 위해 

말뚝기초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Arsoy et al., 2004; Dicleli 

& Albhaisi, 2003; Feldmann et al., 2010). 또한, IAB Bridge

의 무다짐 뒤채움층과 성토층간의 다짐 차이로 인해 국부적

인 변형이 발생되어 접속슬래브의 침하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부구조의 팽창으로 인해 교대 배면에 과도한 

수동토압이 발생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무다짐 뒤채움

층에 대한 별도의 성토 및 다짐 계획이 필요하다(KECRI, 

2009; Lemnitzer et al., 2009; Park & Nam, 2007). 

IAB Bridge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Nam et al.(2016)은 

IAB Bridge와 MSEW Bridge(Mechanically stabilized earth 

wall bridge)의 장점을 결합한 Integrated and Pile bented 

Abutment with Mechanically stabilized earth wall Bridge(이

하 IPM Bridge, 국문명은 토압분리형 일체식 교대 교량)을 

개발하였다. 

IPM Bridge는 일반적인 교대와 달리 상부구조와 하부구

조가 일체화되어 상부구조의 수직하중과 횡방향 변위는 말

뚝기초가 지지하며 교대 배면의 횡 방향 토압은 보강토옹벽

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IPM Bridge의 교대는 기존 콘크리

트 교대의 흉벽부, 구체부 그리고 날개벽의 역할을 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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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and result of the p-y analysis

옹벽이 수행하므로, 콘크리트 교대의 단면이 일반적인 교대

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또한, 보강토옹벽으로 인해 앞

성토가 제거되므로 다리밑공간을 늘리고 교량의 연장을 줄

일 수 있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일체화되기 때문에 기

존 교대의 흉벽, 기초부, 구체부 그리고 교량받침부가 교대 

코핑부와 벽체부로 단순화되어 시공성도 개선된다. 추가적

으로 신축이음장치가 제거되기 때문에 주행성도 개선된다

(Nam et al., 2016). 

IPM Bridge는 상부구조의 온도신축과 시간 의존적 변위

인 건조수축과 크리프, 프리스트레싱 장기손실 등으로 인해 

말뚝에 과도한 응력과 피로 하중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재 말뚝만을 사용

토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IPM Bridge의 파일벤트 말뚝기초

는 교대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일체화되고 지표면에 돌

출되어 있으므로 상부구조의 수직하중과 횡 방향 변위를 충

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최소 근입깊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특히, IPM Bridge의 파일벤트 말뚝기초는 압축과 휨

을 동시에 받는 기둥 부재로 설계되므로 이에 대한 거동 특

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IPM Bridge를 지지하는 파일벤트 말

뚝기초의 돌출높이()에 대한 최소근입깊이()를 검토하

기 위해 지반의 강성과 돌출높이()와 근입심도()에 대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였다. IPM Bridge Design Guidelines 

(KECRI, 2016)에 제시된 설계절차에 따라 하중조건은 상부

구조의 수직하중과 온도신축을 적용하고 말뚝 두부는 고정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p-y해석을 통해 파일벤트 말

뚝기초의 거동을 검토하고 지반의 강성과 돌출높이()와 근

입심도()에 따른 최대 부재력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

대로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돌출높이()에 대한 최소 근입

깊이( )를 제안하였다.

2. 해석조건

2.1 파일벤트 말뚝기초 특성

IPM Bridge Design Guidelines(KECRI, 2016)에 의하면, IPM 

Bridge의 거동 특성에 따라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구조해석

과 설계를 수행토록 하였다. 파일벤트 말뚝기초는 상부구조

와 일체화되어 두부가 고정된 조건이며(Fig. 1(a)), 이로 인

해 말뚝 두부에 가장 큰 휨모멘트가 발생된다(Fig. 1(b)). 따

라서, 설계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설계 휨모멘트()와 소

성힌지를 발생시키는 계산된 휨모멘트(′)를 검토하여 파

일벤트 말뚝기초의 소성힌지 발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설계 휨모멘트()가 소

성힌지를 발생시키는 계산된 휨 모멘트(′)보다 클 경우, 

소성힌지가 발생되어 추가적인 소성해석이 필요하다. 하지

만, IPM Bridge Design Guidelines(KECRI, 2016)에서는 설

계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설계 휨모멘트()가 소성힌지를 

발생시키는 계산된 휨모멘트(′)보다 작도록 제한하여 파

일벤트 말뚝기초가 탄성영역 내에서 거동하도록 제한하였다. 

2.2 수평 지반반력계수

본 연구에서 검토된 강관말뚝의 규격은 직경 609mm에 

두께는 12t이다. 강재의 등급은 SKK490이며, 탄성계수는 

210,000을 적용하였다. 강관말뚝의 제원은 Table 1과 같

다. 여기서, 는 직경, 는 강관말뚝의 두께, 는 강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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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mension of steel pipe pile

  ( )   ( )   ()   ( )

609 12 22,506 2

 ′  ( ) ′  ( )  ′  ()  ′  ()

605 585 18,692 82,743 

Table 2. Soil properties

Profile
Sand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Loose Medium Dense

  18.0 18.5 19.0 20.0 20.9

  (°) 26.0 30.5 33.5 37.0 -

  6,985 15,008 23,476 32,247 -

   - - - - 110

  - - - - 6,890

N value 10 20 30 40 50

RQD (%) - - - - 20

ｍ - - - - 0.0005

면적, 는 부식두께로 Structure foundation design standards 

specification(KGS, 2015)에 제시된 2mm를 적용하였다. ′

는 부식두께가 공제된 강관말뚝의 외경, ′은 부식두께가 

공제된 강관말뚝의 내경, ′은 부식두께가 공제된 강재단

면적,  ′은 부식두께가 공제된 강관말뚝의 단면 2차 모멘트

이다. 

지반변형계수()는 일반적으로 Structure foundation design 

standards specification(KGS, 2009)에 제시된 Eq. (1)을 이

용한다. 여기서, 은 표준관입시험의 타격횟수이다. 


                (1)

하지만, Eq. (1)은 지반변형계수()가 과다 산정되고 말

뚝기초의 수평변위를 과소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EC, 2012). 이로 인해 Korea Expressway Corperation 

(2012)에서는 성토부 교대 수평변위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지반변형계수는 Eq. (2)

을 적용하였다. 


                (2)

다음으로 수평 지반반력계수()는 Structure foundation 

design standards specification(KGS, 2015)에 제시된 Eq. (3)

을 이용하였다. 


 × 

 ×
×   (3)

여기서, 는 표준관입시험의 N값에서 추정한 변형계수

로 평상시에는 1, 지진시에는 2를 적용한다. 는 지반변형

계수, 는 강관말뚝의 직경, 는 강관말뚝의 휨강성이다. 

Table 2는 해석단면의 지반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

단면의 지반조건은 사질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풍화토의 

2.0m, 풍화암의 1.0m 근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국

내의 고속도로 교량은 대부분 선단지지말뚝으로 설계되며, 

지반공학적 관점에서의 연직 침하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풍화암에 1.0m 근입되기 때문이다. 사질토의 물

성치는 파일벤트 말뚝기초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선정

하였으며, Jeong et al.(2006)을 인용하였다. 풍화토와 풍화암

의 물성치는 Lee et al.(2011)과 KEC(2012)을 인용하였다. 

Table 2에서 는 전체단위중량(), 는 내부마찰

각(°)이고 Dumham 공식을 이용하였다.  ·  (여

기서, 15는 입경이 불균질하고 둥근 모래일 경우를 적용)를 

적용하였다. 풍화암의 물성치에서 는 일축압축강도(), 

암질지수(RQD)는 암반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파일벤트 말뚝기초 거동해석을 위해 Reese et al.(1974)

이 강관말뚝의 현장 재하시험결과로부터 구한 임의 깊이에 

대한 P-y 곡선을 사용하였으며 지반의 극한 수평지지력은 

한계깊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부는  , 하부는 로 나타

내었으며, 둘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즉, 두 극한 수평지지

력이 같은 값을 가지는 깊이를 한계깊이 ′로 하고 한계깊

이 위쪽은 Eq. (4)의 이며, 한계깊이 아래쪽은 Eq. (5)의 

이다.

   (한계깊이 상부)인 경우,


···            (4)

여기서, 는 지표면 아래 임의의 깊이, 는 지반의 단위

중량,   ° ,   , 는 지반의 내부마찰각, 

 
tan ′ ·cos

··tan′·sin
,  

 
tan ′ 

tan
··tan·tan , 

 ··tan·tan′·sin  tan , 

 ·, 이다.

   (한계깊이 하부)인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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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y analysis case of pile bent on IPM Bridge

Table 3. Thermal expansion of IPM Bridge

Length of bridge (m) 30 60 90 120

Thermal expansion (mm) ± 7.5 ± 15.0 ± 22.5 ± 30.0

Table 4. Case of parameter analysis

Case　        
　  　

I 4 16/12/8/4/2/0 4/3/2/1/0.5/0

II 6 24/18/12/6/3/0 4/3/2/1/0.5/0

III 8 24/16/8/4/2/0 3/2/1/0.5/0.25/0

IV 10 30/20/10/5/2.5/0 3/2/1/0.5/0.25/0

여기서,  ···tan
  ,  ···tan′·tan  

이다. 

2.3 하중과 매개변수 조건

IPM Bridge의 파일벤트 말뚝기초는 상부구조와 일체화

되므로 횡 방향 온도신축을 지지하여야 한다. 온도신축량의 

산정은 Eq. (6)을 이용하였으며, Expressway Construction 

Guide Specification(KEC, 2012)에 제시된 PSC거더의 열팽

창계수(=1.0×10
-5

(1/℃))와 한랭지방의 온도변화(기준온도 

10℃, 최고온도 35℃, 최저온도 -15℃)를 적용하였다. IPM 

Bridge는 일체식 교량으로써 상부구조의 과도한 신축량이 발

생될 수 있기 때문에 IPM Bridge Design Guidelines(KECRI, 

2016)에서는 PSC거더의 교량연장을 최대 120.0m로 제한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SC거더의 최대 연장인 120.0m에

서 발생되는 ±30 의 최대 온도신축량을 p-y 해석에 적

용하였다(Table 3).

∆  ··∆               (6)

Fig. 2는 IPM Bridge의 파일벤트 말뚝기초에 대한 p-y 해

석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매개변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돌출높이(), 사질토층에 근입된 깊

이(), 근입장과 돌출높이에 대한 비()이다. 풍화암과 

풍화토에 근입되는 깊이는 1.0m와 2.0m로 고정하였다. 돌

출높이는 IPM Bridge Design Guidelines(KECRI, 2016)에 

제시된 IPM Brige의 최소높이 4.0m와 최대높이 10.0m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Table 4는 앞서 언급한 IPM Bridge의 파일벤트 말뚝기초

에 대한 p-y 해석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Case I은 돌출높이

가 4.0m이고 근입깊이는 16 / 12 / 8 / 4 / 2 / 0m로 변화시

켜가며 해석하였다. Case II은 돌출높이가 6.0m이고 근입깊

이는 24 / 18 / 12 / 6 / 3 / 0m, Case III은 돌출높이가 8.0m

이고 근입깊이는 24 / 16 / 8 / 4 / 2 / 0m, Case IV는 돌출높

이가 10.0m이고 근입깊이는 30 / 20 / 10 / 5 / 2.5 / 0m이다. 

3. 해석결과

IPM Bridge의 파일벤트 말뚝기초에 대한 해석조건에 따

라 Ensoft사의 LPile ver. 5.0을 이용하여 p-y 해석을 수행하

였다.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횡 방향 변위와 전단력, 휨모멘트

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근입깊이()에 따른 최대 부재력과 

최상단 영역(top segment)과 두 번째 영역(second segment)

의 비지지길이를 검토하였다. 

3.1 변위 및 부재력 산정 결과

Fig. 3은 근입깊이( )에 따른 p-y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보통 사질토에서 돌출높이()는 6.0m일 때의 해석결

과이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전체 길이

()에 대한 비()로 나타내었다. Fig. 3(a)의 횡 방

향 변위는 근입깊이()가 커질수록 뚜렷한 변곡점을 나타

내었으며 근입깊이()가 작아질수록 완만한 곡선으로 변화

되었다. Fig. 3(b)의 전단력은 근입깊이 16.0m에서 4.0m까

지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다가 근잎깊이가 2.0m일 때 전

단력이 증가되어 사질토와 풍화토의 경계면에서 큰 전단력

이 발생되었다. 특히, 근입깊이가 0.0m로 풍화토에 바로 근

입될 경우에는 이 경계면에서 매우 큰 전단력이 발생되었

다. Fig. 3(c)의 휨모멘트는 근입깊이 16.0m에서 2.0m까지

는 말뚝 두부의 최대모멘트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입깊이가 0.0m로 풍화토에 직접 근입될 경우에는 말뚝 

두부에 작용하는 최대모멘트가 약 500·로 약 25% 증

가되었다. 

Fig. 4는 돌출길이()에 따른 p-y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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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teral deflection (b) Shear force (c) Bending moment

Fig. 3. Result of p-y analysis according to penetrated length (Medium, H=6.0)

(a) Lateral deflection (b) Shear force (c) Bending moment

Fig. 4. Result of p-y analysis according to protruded length (Medium, L/H=1.0)

이다. 보통 사질토에서 돌출높이()와 근입깊이( )의 비가 

각각의 1.0 일 때의 해석결과이다. Fig. 4(a)의 횡 방향 변위

는 돌출높이()가 작아질수록 뚜렷한 변곡점을 나타내었

다. Fig. 4(b)의 전단력은 돌출높이()가 4.0m일 때 말뚝 머

리와 지중에서 가장 큰 부재력이 발생되었으며, 돌출높이

()가 커질수록 전단력은 감소되었다. Fig. 4(c)의 휨모멘트

는 전단력과 동일하게, 돌출높이()가 4.0m일 때 말뚝 머

리와 지중에서 가장 큰 부재력이 발생되었으며, 돌출높이()

가 커질수록 전단력은 감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파일벤트 말

뚝기초의 돌출높이()가 커질수록 부재력은 감소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2 최대 부재력 검토

Fig. 3과 Fig. 4에 제시된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휨모멘트

도와 전단력도에서 말뚝 머리와 지중에서 작용되는 최대값

을 이용하여 지반강성과 근입깊이()에 따른 전단력과 휨

모멘트 변화를 검토하였다(Fig. 5∼Fig. 8).

Fig. 5는 돌출높이()가 4.0m일 때를 나타낸 것이며, Fig. 

5(a)의 말뚝 두부의 최대 전단력보다는 Fig. 5(b)의 지중에

서의 최대 전단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지중에서의 전단력

은 Fig. 3(b)와 Fig. 4(b)에서와 같이 사질토와 풍화토의 경

계면에 발생된다. 최대 전단력은 근입깊이()가 0.0m일 때 

최대로 발생되었으며 4.0m까지 급격히 감소되어 16.0m까

지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다. Fig. 5(c)의 말뚝 두부의 최

대 휨모멘트보다는 Fig. 5(d)의 지중에서의 최대 휨모멘트

가 더 작게 작용되었다.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머리가 고정

조건이므로 Fig. 3(c)와 Fig. 4(d)에서와 같이 말뚝 머리에 

가장 큰 휨모멘트가 발생되었다. 최대 휨모멘트는 전단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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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shear force on pile head

(b) Maximum shear force on ground

(c) Maximum bending moment on pile head

(d) Maximum bending moment on ground

Fig. 5. Maximum bending moment and shear force according to 

penetrated length (H=4.0 m)

(a) Maximum shear force on pile head

(b) Maximum shear force on ground

(c) Maximum bending moment on pile head

(d) Maximum bending moment on ground

Fig. 6. Maximum bending moment and shear force according to 

penetrated length (H=6.0 m)

동일하게 근입깊이( )가 0.0m일 때 가장 크게 작용되었으

며 4.0m에서 수렴되었다. 지반의 강성에 관계없이 최대 전

단력과 휨모멘트가 발생되었다. 

Fig. 6은 돌출높이()가 6.0m일 때를 나타낸 것이며, Fig. 

5에 제시된 최대 전단력과 모멘트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최대 전단력과 휨모멘트는 돌출높이()에 대한 근입

깊이()의 비()가 1.0 일 때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돌출높이()가 Fig. 7의 8.0m와 Fig. 8의 

10.0m일 때도 동일하였다. 

지반의 강성에 의한 영향은 돌출높이()가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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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shear force on pile head

(b) Maximum shear force on ground

(c) Maximum bending moment on pile head

(d) Maximum bending moment on ground

Fig. 7. Maximum bending moment and shear force according to 

penetrated length (H=8.0 m)

(a) Maximum shear force on pile head

(b) Maximum shear force on ground

(c) Maximum bending moment on pile head

(d) Maximum bending moment on ground

Fig. 8. Maximum bending moment and shear force according to 

penetrated length (H=10.0 m)

상대적으로 커졌다. Fig. 8의 돌출높이()가 10.0m일 때는 

지반의 강성이 커질수록 최대 휨모멘트와 전단력은 감소되

었다. 하지만, Fig. 8(b)의 지중에서의 최대 전단력은 지반의 

강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3.3 비지지길이 검토

Fig. 9는 돌출높이()와 근입심도()의 비()의 변화

에 따른 최상단 영역(Top segment)의 비지지길이(  )를 나

타낸 것이다. Fig. 9(a)는 느슨한 사질토이며, 최상단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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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ose

(b) Medium

(c) Dense

Fig. 9. Unbraced length on top segment according to L / H

(a) Loose

(b) Medium

(c) Dense

Fig. 10. Unbraced length on second segment according to L / H

비지지길이(  )는 돌출높이()와 근입심도()의 비()

의 변화에 따라 큰 차이는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돌출높

이()가 높아질수록 비지지길이는 증가되었으며, 이는 파

일벤트 말뚝기초의 거동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돌출높이

() 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Fig. 9(b)의 중간 사질토

와 Fig. 9(c)의 조밀한 사질토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

었다. 

Fig. 10은 돌출높이()와 근입심도()의 비()의 변

화에 따른 두 번째 영역(2nd segment)의 비지지길이( )

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a)는 느슨한 사질토이며, 두 번째 

영역의 비지지길이( )는 돌출높이()와 근입심도()의 

비()가 1.0일 때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

향은 Fig. 10(b)의 중간 사질토와 Fig. 10(c)의 조밀한 사질

토에서도 동일하였다. 최상단 영역의 비지지길이와 동일하

게 돌출높이()가 높아질수록 비지지길이는 증가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는 IPM Bridge의 파일벤트 말뚝기초에 대한 돌

출높이()에 대한 최소근입깊이()를 검토하기 위해 지반

의 강성과 돌출높이()와 근입심도()에 대한 매개변수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IPM Bridge의 파일벤트 말뚝기초는 말뚝 머리가 고정

되어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되었으며, 근입심도()와 지

반강성보다는 돌출높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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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돌출높이()가 증가될수록 부재력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보강토옹벽으로 인해 횡 방향 토압을 

분리하여 지지하며, 파일벤트 말뚝기초가 지표면으로부

터 돌출되는 IPM Bridge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2) IPM Bridge의 p-y 해석 결과, 횡 방향 변위는 근입깊이

()가 커질수록 뚜렷한 변곡점을 나타내었으며, 근입깊

이()가 작아질수록 완만한 곡선으로 변화되었다. 

(3) 파일벤트 말뚝기초가 관입 된 지반조건에 의해, 전단력

은 지중의 사질토와 풍화토의 경계면에서 가장 크게 발

생되었다. 

(4)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돌출높이()와 하중조건에 의해, 

휨모멘트는 말뚝 두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되었다. 

(5) 말뚝 머리와 지중에서 작용되는 최대휨모멘트와 전단

력은 돌출높이()에 대한 근입깊이()의 비()가 1.0

일 때 모두 수렴되었다. 따라서 돌출높이()보다 근입

심도()가 작을 경우에는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단면력

이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6) 최상단 영역의 비지지길이(  )는 돌출높이()와 근

입심도( )의 비()의 변화에 따라 큰 차이는 발생되

지 않았으며, 지반조건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최상단 영역을 압축과 휨을 동시에 

받는 기둥 부재로 설계할 경우에는 지반과의 상호작용

보다는 IPM Bridge의 형상(돌출높이, 연장에 따른 횡 방

향 변위)을 주요 인자로 고려해야 됨을 의미한다. 

(7) 돌출높이()와 근입심도( )의 비()의 변화에 따른 

두 번째 영역(2nd segment)의 비지지길이( )는, 돌

출높이()와 근입심도()의 비()가 1.0일 때 수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단 영역의 비지지길이와 동

일하게 돌출높이()가 높아질수록 비지지길이는 증가

되었으며, 비지지길이는 지반의 강성보다는 파일벤트 

말뚝기초의 기하형상에 지배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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