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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인천 교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부터 인천항로를 건  종도 인천국제공항 속도로의 북동쪽을 잇는 

12km 에 이르는 해상교량 고속도로 공사구간이다. 인천 교 장에서의 기 는 지층조건에 따라 각각 풍화암, 

연암 는 경암에 선단지지된 RCD 장타설말뚝으로 구성되어 있고, LRFD 설계법을 따라 Fast track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  설계를 해 4본의 사  말뚝재하시험을 계획, O-cell 실물 재하시험을 수행하 다. 한, 

시험말뚝 치에서의 사  보링 조사  장시험 결과를 토 로 재하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설계 지지력을 제안하

으며 각종 시방  문헌 조사를 통해 항계수를 도출하여, 향후 LRFD 설계법의 국내 용  인근 지역의 기

 설계에 기여하고자 하 다. 

2. 지질조건  재하시험 계획

   말뚝 지지력의 부분을 부담하는 암반근입부의 상태를 정량 으로 악하기 해 암반근입부 공내재하

시험, 그리고 채취된 암석  콘크리트 시료에 한 일축압축시험, 하  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 말뚝 

치의 평면도  지반조사 결과를 그림 1에 도시하 다.

그림 1. 시험말뚝 치의 평면도  지반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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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말뚝에서의 O-cell 치, 시험목 , 기타장치, 그리고 특이사항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O- c el l  시험계획

3. 재하시험 결과  분석

   재하시험은 O-cell 상 과 하 에 변형 을 부착하여 하 에 따른 상, 하단의 변 를 측정하 으며 한, 

하  재하에 따른 말뚝의 하 이 거동을 분석하기 하여 그림 1에 표시된 치에 strain gage를 부착하여 

말뚝의 깊이에 따른 변형률을 측정하 다. O-cell 재하시험은 ASTM D114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 재하방

식을 따라 수행하 다. 그림 2에 오스터버그 시험 결과 하 -변  곡선을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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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스 터버그 시험 결과 하 - 변  곡선

 

   Davisson 방법과 DeBeer log-log method으로 극한하 을 산정시 시험결과로 얻은 데이터만으로는 극한

하 을 얻을 수 가 없어서 외삽법을 사용하 다. 이 때, Davisson 방법에 의하여 극한하 을 결정하는 경우 

침하량이 상당히 크게 평가되는 반면 DeBeer 방법에 의하여 극한하 을 결정하는 경우 침하량이 과소하게 

산정된다. 본 장에서는 의 방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  침하량 기 을 용하 다. FHWA 기

에서의 극한하 은 말뚝직경의 5% 침하발생 시의 하 으로 정의되는데 본 과업 장의 장타설말뚝은 

구경이고 안 측의 설계를 하여 말뚝직경의 1%에 해당하는 침하량 크기에서 극한하 을 결정하 다. 

AASHTO LRFD(2004) 규정에 따르면 암반근입말뚝의 주요 설계 차는 우선 암반근입 말뚝 구간의 탄성침

하와 말뚝선단부 아래의 암반의 침하량을 구한 후 이들을 더하여 10mm 미만인 경우 주면 항력만으로 설계

하고, 합산된 침하량이 10mm 이상인 경우 선단지지력만으로 설계한다. 이는 말뚝의 상 변 가 10mm이상 

발생되는 경우 주면에서 취성 괴가 발생하며 이 때, 주면에서의 잔류강도가 0이된다는 극단 으로 보수 인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방법은 신선한 암반(sound rock)에 용될 경우 얼마간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본 장의 O-cell 시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풍화암과 연암에서 주면 항력-변  곡선(그림 3)

은 변 연화 상을 보이지 않고 변 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으로 주면 항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암반근입말뚝의 지지력 산정시 주면 는 선단지지력을 말뚝침하량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

시험말뚝-1/(D=3m) 시험말뚝-/(D=2.4m) 시험말뚝-3/(D=2.4m) 시험말뚝-4/(D=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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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0 -



은 암반상태에 따라 선택 으로 용되어야 한다. 인천 교 장에서도 경암에서는 취성 괴가 상되므로 

말뚝이 근입되는 경우에는 주면 는 선단지지력  하나를 택하고자 하 다. 그러나 풍화암과 연암에 근입된 

경우에는 말뚝근입 암반이 리 는 국부균열 등 불연속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량의 상 변 를 

일으킬 때까지 말뚝과 암반사이에 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체지지력 산정시에 주면과 선단지지력을 더

하여 지지력을 산정하 다. 시험 결과를 본 구간 말뚝설계에 용하기 해 우선, 풍화암 주면의 경우 그림 

4에 근거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 다.

                                   표 2, 풍화암의 주면지지력

 그림 3. 풍화암/연암에서 의 주면 항- 변 곡선               그림 4. 풍화암의 주면마찰력과 N값 계

   풍화암 선단의 경우, O-cell 시험 자료가 부족하여 도로교시방서 기 (300 t/m2)을 용하 다.

연암의 주면과 선단의 경우 그림 5에 도시한 하  강도, 일축압축강도, TCR, 탄성계수와의 상 성을 이용

하여 결정하 으며 표 3에 그 결과를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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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연암의 하  강도, 일축압축강도, TCR, 탄성계수 와 주면  선단지지력 계

표 3. 연암의 주면  선단지지력 

암반의 일축압축강도  하 강도가  표 3에 명기한 기 치를 하회하는 경우 그림 5에 도시한 상 성을 

이용하여 지지력을 감하여 용한다.

경암의 선단지지력은 그림 6에 도시한 일축압축강도, RQD와의 상 성을 이용하여 결정하 으며 표 4에 그 

결과를 수록하 다.

                                                            표 4. 경 암의 선단지지력

그림 6 . 경 암의 일축압축강도, RQD와 선단지지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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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RFD 설계법 용시 항계수 의 결정

   LRFD 설계법은 신뢰성과 확률이론에 근거하여 부분안 계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하 과 지지력에 각각의 

부분 안 율을 용하는 방법이다. 하 계수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으나 항계수는 설계방법, 시공

방법, 지층상황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장에 용되어진 항계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

다. 지반의 변동성이 크다고 가정하고(보수 ), 말뚝재하시험 데이터 수에 따라 항계수 값을 차등 용하는 

NCHRP 507(2004)에 따라 항계수값을 산정하 고, 본 장에서 수행한 O-cell 시험은 신뢰도 면에서 정재

하시험보다는 다소 낮고 동재하시험보다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NCHRP 507(2004) 기 에서 일률 으로

0.05를 감하여 설계에 용하 다. 본 장의 풍화암, 연암, 경암의 주면과 선단에 용한 항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풍화암, 연암, 경 암에 용된 항계수

풍화암 연암 경암

항계수

주면 선단 주면 선단 선단

0.75 시험회수>4

0.5 0.7 시험회수=3 0.6 시험회수=2 0.5 시험회수=10.60 시험회수=2

0.50 도로교설계기

상기의 항계수를 용하여 설계를 수행한 결과는 LRFD Service limit State 하 을 기 으로 허용응력 설

계법을 용한 경우 최소 안 율 2 이상이 확보됨을 확인하 다.  

5. 결  론

   O-cell을 이용한 4본의 실물 재하시험  지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풍화암과 연암에 근입된 말뚝의 경우 암반이 리 는 국부균열 등 불연속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량의 상 변 를 일으킬 때까지 주면 항력이 발휘되므로 체지지력 산정시 주면과 선단지지력

을 함께 고려하여 지지력을 산정하 고 재하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 다. 다만, 말뚝주면에서 취성

괴가 상되는 경암의 경우 암반 소켓부 침하량에 따라 주면 는 선단지지력을 택일하여 산정하 다. 

   2. O-cell 재하시험 결과로부터 경암선단, 연암 주면  선단, 풍화암 주면의 지지력값을 결정하 고, 풍화

암 선단의 경우 자료가 부족하여 도로교시방서 기 을 용하 다.

   3. 본 연구에서는 NCHRP 507(2004)에 의거하여 재하시험 횟수  지반 변동성을 감안한 차등 항계수

를 용하 고, 정재하시험에 가까운 O-cell 재하시험이 신뢰도 면에서 정재하시험보다는 다소 낮고 동

재하시험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간값의 항계수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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