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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타말뚝의 시공 리는 시공 에 말뚝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설계 지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

이다. 장에서 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정 인 방법과 동 인 방법으로 나  수 있다. 동

인 평가방법은 정재하시험에 비하여 다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 이 있으나, 시공 에 말뚝의 지지력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고 정 인 시험방법에 비해 경제 이라는 장 이 있다. 특히, 동재하시험은 정재하시험

보다 시험과정이 간편하고 시험결과가 비교  신뢰할 만하며 시공 에 말뚝의 건 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다수의 항타말뚝 시공 장에서 시공 리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분의 시공 장에서는 일

부 표본 말뚝에 하여 동재하시험을 실시한 후 나머지 말뚝에서는 이 동재하시험으로부터 결정된 최종 입

량을 리기 으로 하여 항타말뚝의 시공 리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작업을 신하여 항타말뚝의 최종 입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하여 개발된 디지털 항

타 리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항타말뚝의 지지력과 항타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공 리방법을 제

안하 다.

2. 디지털 항타 리기(DPRMs; Digital Pile Penetrations and rebounds monitoring system)

   항타시 말뚝 입량  반발량의 실시간 계측을 통한 시공 리를 목 으로 개발된 DPRMs는 그림 1과 

같이, 특별히 고안된 표 , 고속 라인스캔 카메라, 즈, 그리고 휴 용 P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DPRMs를 이용한 말뚝 변 계측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타를 시작하기 에 측정 상 말뚝의 측면에 그

림 1과 같이 표 을 부착하고 당한 치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항타가 시작되면 카메라로 촬 된 자료가 

휴 용 PC에 장되고 상처리과정을 통하여 2차원 변 로 변환된 측정결과가 화면으로 출력된다.

   DPRMs는 비 식 계측장비이므로 항타시 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측정 장비

를 기계화  표 화하여 객 인 계측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DPRMs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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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시험

   본 연구를 하여 종도 장(이후 A 장으로 통칭)에서 실규모 말뚝시험을 실시하 으며 LNG 탱크 건

설이 진행 인 xx 장(이후 B 장으로 통칭)에서는 서로 10∼15m정도 떨어진 시항타말뚝들에 해 재하

시험과 디지털항타기를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 다. 각 장의 시험말뚝과 항타시스템에 한 정보를 표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A 장과 B 장의 지반정보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표 1.  각 장의 시험말뚝과  항타시스 템 에 한 정보

말뚝번호
말뚝 

재질

직경 

(mm)

두께 

(mm)

관입
깊이 

(m)

자유

단 

길이 

(m)

항타시스템

(항타기 종류/항타고)
비고

A 현장

PHC-#1 PHC 400 65 14.8 4.2 유압 7t-1m

PHC-#2 PHC 400 65 16.4 3.6 유압 7t-1m

PHC-#3 PHC 400 65 15.2 4.8 유압 7t-1m

PHC-#4 PHC 400 65 16.1 4.9 유압 7t-1m

PHC-#5 PHC 400 65 15.2 5.8 유압 7t-1m

PHC-#6 PHC 400 65 14.8 7.2 유압 7t-1m

PHC-#7 PHC 400 65 14.3 7.7 유압 7t-1m

ST-#1 강관 406.4 9 14.3 7.4 유압 7t-1m PDA 계측자료 이상으로 제외

ST-#2 강관 406.4 9 15.3 5.4 유압 7t-1m

ST-#3 강관 406.4 9 15.5 5.2 유압 7t-1m

ST-#4 강관 406.4 9 14.9 6.8 유압 7t-1m PDA 계측자료 이상으로 제외

ST-#5 강관 406.4 9 15.3 6.4 유압 7t-1m

B 현장

TK12-57 강관 800 16 27.7 2.3 유압 13t-1m

TK12-85 강관 800 16 21.1 2.9 유압 13t-1m

TK12-113 강관 800 16 29.2 6.5 유압 13t-1m

TK12-680 강관 800 16 25.5 4.5 유압 13t-1m

   (a) A 장      (b ) B 장
그림 2  지질주상도 (A, B 장)

4.  디지털 항타 리기를 이용한 항타응력의 추정

   말뚝두부에 해머 타격이 가해지면 말뚝두부에 발생하는 축력과 입자속도는 주면이나 선단에서 발생한 반

사 가 달될 때까지 서로 비례하며 이 때의 축력과 입자속도는 식 (1)과 같이 표 된다. 일반 으로 최

압축응력은 항타 후 기에 발생하므로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F=
EA
c
V (1)

여기서 F는항타에의해발생한계측위치에서의말뚝내축력,E는말뚝의탄성계수,
c는말뚝내파의전파속도(c= E/ρ), ρ는말뚝의밀도,
A는말뚝의단면적,계측위치에서의말뚝내입자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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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항타 리기는 항타 시 말뚝의 변 -시간 이력을 계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간에 해 미분하면 

말뚝두부의 최 입자속도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식 (1)에 입하면 항타 시 말뚝의 최 압축응력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을 A 장 시험말뚝의 각 항타에 용하여 구한 최 압축응력과 PDA로 구한 최  압축응력

의 비를 모두 정리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DPRMs 로 구한 최 압축응력이 PDA로부터 얻은 최 압축응력

의 평균 105±13%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DPRMs 측정만으로도 말뚝 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을 

과여부를 단하는 항타 리가 가능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 .  DPRMs와 PDA를 이용하여 구 한 최 압축응력비

Pile No. PHC -#1 PHC-#3 PHC-#5 PHC-#6 PHC-#7 평균

최대압축응력비(DPRMs/PDA) 99±7 % 93±8 % 95±4 % 117±9 % 105±12 % 105±13 %

5. 시항타 결과 와 디지털 항타 리기 계측자료를 이용한 말뚝의 지지력 평가 

   PDA를 이용한 동재하시험에서는 말뚝 두부에 설치한 가속도계와 변형률계에서 계측된 말뚝두부의 입자

가속도  변형률로부터 입자속도와 축력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말뚝의 지지력이나 건 도 등의 시공

리를 한 라미터들을 계산해낸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이든 말뚝두부의 입자속도와 축력-시간 이력을 

알아낼 수 있다면 PDA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DPRMs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입자속도를 구하는 방법

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 다.

5. 1 하향축력 - 시간 이력곡선 을 이용한 축력- 시간 이력곡선 의 추정

   하향축력 (Wave Down)는 인장에 항하는 최소 하향압축력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PDA용 

라미터로서 식 (2)와 같이 축력-시간이력곡선과 입자속도-시간이력곡선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항타 시 지반

지지력에 의해 발생하는 축력-시간이력곡선과 입자속도-이력곡선에서의 변화량은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서

로 다른 값을 갖게 되므로 두 곡선의 평균값, 즉 하향축력 는 지반지지력에 상 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F(down)=(P+Zv)/2 (2)

여기서 F(down)은하향축력파, P는말뚝내계측위치에서의축력,
Z는말뚝의임피던스, v는말뚝내계측위치에서의입자속도

   의 식 (2)를 말뚝에서 계측되는 축응력 항에 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 식 (3)과 같이 된다. 우변 첫째

항의 하향축력 는 시항타 말뚝의 동재하시험결과로부터 구하고 입자속도는 DPRMs 계측자료로부터 구하면 

말뚝 내 축력( PEst)을 추정할 수 있다.

P Est=2×F(down) Pilot-Z×v DPRMs (3)

여기서 P Est는말뚝내계측위치에서의추정축력,F(down)Pilot은시항타말뚝에서얻은하향축력파,
Z는말뚝의임피던스, vDPRMs는DPRMs로계측한입자속도

  

5. 2 디지털 항타 리기를 이용한 항타말뚝의 지지력 평가

   장에서 동재하시험결과로부터 간편하게 말뚝의 지지력을 구하기 해 개발된 CASE 방법은 가속도-시

간이력과 변형률-시간이력으로부터 입자속도-시간이력과 축력-시간이력을 산출하여 지지력을 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 에서 설명한 로 추정한 축력-시간 이력과 DPRMs로 구한 입자속도-시간 이력을 

CASE방법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을 새로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 제안한 지지력 평가

방법의 용성을 살펴보기 하여 장 A, B에서 동재하시험을 실시한 말뚝  하나씩 시항타말뚝으로 가정

하고 나머지 주변말뚝을 본항타말뚝으로 가정하여 시항타말뚝에서 얻은 하향축력 -시간이력을 이용하여 각 

본항타말뚝의 축력-시간 이력을 추정하 다. 추정한 축력-시간 이력과 DPRMs 계측속도-시간 이력을 이용

하여 구한 CASE 지지력을 동일 말뚝에서 CAPWAP 분석결과와 비교한 결과를 그림 3과 표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말뚝두부에서의 하향축력 를 이용한 추정지지력이 CAPWAP분석결과의 120±20%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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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표3). 그림 에서 보면 말뚝에서 새로 제안한 방법으로 추정한 CASE 지지력은 부분 CAPWAP 분석

결과의 80%~140%에 치해 있으나 A 장의 PHC #5~#7 말뚝에서 174%까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 으로 강성이 작은 PHC 말뚝의 경우 자유단(지표면으로부터 말뚝두부까지의 길이)의 길이

가 지지력 평가에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림 6  새로운 방법으로 구 한 CASE  지지력과  CAPWAP 분석결과 의 비교

표 3.  DPRMs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구 한 입력값을 사 용한 CASE  지지력과  CAPWAP 

분석결과 의 지지력비

디지털 항타관리기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CASE 극한지지력 /

CAPWAP 분석으로 구한 극한지지력

평균±표준편차 최대값 제안 안전율

PHC 말뚝 (A 현장) 125±19 % 174% 4.0

강관말뚝 (A 현장) 115±6% 122% 2.8

강관말뚝 (B 현장) 110±20% 145% 3.3

6 . 결론

   디지털 항타 리기는 수작업을 신하여 항타말뚝의 최종 입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하여 개발된 장비

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항타 리기의 항타말뚝 시공 리수단으로서의 용범 를 확장하기 하여 시공 

 항타응력과 항타말뚝 지지력을 평가하기 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장시험  장계측자료를 사용

하여 검증작업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① 디지털 항타 리기로 계측한 말뚝두부의 변 -시간이력을 이용하여 항타 시 말뚝내 최 압축응력을 계산

한 결과, 디지털 항타 리기를 이용하여 구한 최 압축응력과 PDA로 구한 최 압축응력의 응력비가 

105±1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디지털 항타 리기가 항타응력 리수단으로 유용함을 뒷받침한다.

② 시항타말뚝에 한 동재하시험결과와 같은 장의 여타 항타말뚝에 한 디지털 항타 리기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각 항타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 다. 새로운 방법으로 측한 지

력은 평균 으로 CAPWAP 결과의 120±2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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