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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스터버그 재하시험은 기존 재하시험 방법에 비해 경제성과 큰 재하능력, 간소한 재하 장비, 그리고 선단

과 주면지지력을 분리 추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미국에서는 현

장타설말뚝에 대한 재하시험의 90% 이상이 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0여개국 이상에서 이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Osterberg, 1998).

  말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공되었을 경우 O-cell 시험과 두부재하시험 결과가 유사하다는 몇몇 연구 결과

(Ogura et al.(1996), Kishida(1992))가 있으나, 이는 비교적 균질한 지반조건하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O-cell 시험은 하중 재하 방향이 두부재하시험과 반대이며, 기존의 결과 해석 방법을 적용할 때 말뚝

의 탄성압축량을 무시하는 등 기존 재하시험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 정재하시험의 대안으로써의 

O-cell 시험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에서의 O-cell 시험 사례나 연구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 남항대교 교각 기

초로 시공중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재하시험시 기존 재하시험 장치의 설치 및 적용의 난이로 인한 대

안으로 O-cell 시험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시작되었다.

  교각 기초로 직경 1.5 m, 길이 33.5 m 의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8본이 군말뚝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이 

중 한 본의 말뚝에 대해 두부재하 방식으로 재하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이 말뚝과 5 m 정도 떨어진 위치

에 동일한 직경 및 길이로 시험말뚝을 한 본 더 시공한 후 O-cell 방식으로 정재하시험을 수행하 으며, 각

각의 시험말뚝의 하중-전이거동 분석을 위해 각 말뚝에 깊이별로 변형률계를 설치하여 말뚝의 하중-전이 거

동을 얻고자 하 다. 그림 1 에 시험말뚝 및 지반조사 위치 평면도를 도시하 다.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 

재하시험 결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O-cell 시험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기존의 O-cell 시험 해석 방법의 

합리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시험말뚝 및 지반조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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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반조건 및 변형률계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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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뚝재하시험

  지반조사 결과 및 말뚝에 부착된 변형률계의 위치를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층은 상부 매립층, 모래층, 

자갈층, 풍화암 및 연암의 순으로 분포하며 말뚝은 풍화암 

및 연암에 약 5 m 근입되었다. 

  재하시험시 O-cell 시험용 말뚝에는 O-cell 상판과 하판

에 각각 한 쌍씩의 변형봉을 부착하여 하중에 따른 상 하

단 변위를 측정하 으며, 말뚝 두부에 총 4개의 LVDT를 

설치하여 두부 변위를 계측하 다. 또한 하중 재하에 따른 

말뚝의 하중 전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2에 표시된 

위치에 철근 변형봉 센서 한 쌍(180° 방향)과 콘크리트 변

형봉 센서 한 쌍(180° 방향)을 부착하여 말뚝의 깊이에 따

른 변형률을 측정하 다. O-cell 시험 및 두부재하 시험 모

두 ASTM D1143-81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속 표준재하방

식을 따라 수행하 다.

3. 재하시험 결과

  그림 3∼그림 4 에 재하시험 결과 하중-변위 곡선을 도시하 으며, 그림 5∼그림 6에 변형률계 읽음값을 

통해 얻은 하중 단계별 말뚝의 축하중 분포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림 3 O-cell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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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두부재하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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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축하중 분포(O-cell 시험)                 그림 6 축하중 분포(두부재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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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ll 시험 결과(그림 3) 최대 재하하중 1950 tons에서 상향 변위는 19 mm, 하향 변위는 214 mm 이며, 

주면 및 선단 모두 항복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시험 최대하중은 설계하중 1197 tons의 2배인 2400 

tons까지 재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 으나, 유압잭 상판과 하판의 상대변위가 허용치인 250 mm를 초과하여 

더 이상 재하할 수 없었다). 또한 두부재하 시험 결과(그림 4)도 마찬가지로 설계하중의 약 3배인 최대 재하

하중 3500 tons에서 말뚝의 항복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 때의 두부변위는 36 mm 이었다.

4. O-cell 시험과 두부재하 시험의 비교 분석

  O-cell 시험과 두부재하 시험의 지지기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재하방향: 두부재하 시험은 하중이 하

향으로 재하되는 것에 비해 O-cell 시험은 상향으로 재하하므로 말뚝 몸체에 유발되는 주면마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2) 재하위치: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부재하 시험은 상부 지반에서부터 주면마

찰력이 발휘되지만 O-cell 시험의 경우 선단에서 재하하여 선단에 가까운 지반에서부터 주면마찰력이 발휘된

다.

4.1 하중 전이 기구

  변형률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가지 종류의 시험의 말뚝깊이에 따른 f-w 곡선을 비교하여 하중 재하 방

향에 따른 말뚝의 지지거동을 고찰하 다. f-w 곡선의 모양은 지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하방식에 따른 

하중 전이 기구의 비교 분석을 위해 각 시험으로부터 구한 f-w 곡선을 매립층, 상부퇴적토층(SM), 하부 퇴

적토층(GW), 암반층으로 나누어 각각 그림 7(a) - 그림 7(d)에 도시하 으며, 선단에서의 접지압력-선단변위 

(q-w) 관계를 그림 7(e)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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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말뚝 깊이에 따른 주면 및 선단 하중-전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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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두부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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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a)는 지표면에서 -13.0m까지 분포하는 매립토층에서의 변형률계 결과로부터 얻은 f-w 곡선이다. 

두부재하 시험으로부터 얻은 f-w 곡선은 극한강도를 지나 잔류상태에 도달하 으며, O-cell 시험으로부터 얻

은 f-w 곡선은 거의 극한값에 도달하 다. 그러나 O-cell 시험시 극한주면마찰력의 평균은 60.9 kPa, 두부재

하 시험시 극한주면마찰력의 평균은 64.8 kPa로 그 값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b)는 상부 

퇴적토층(SM)에서의 f-w 곡선을 나타낸다. O-cell 시험의 극한주면마찰력이 두부재하 시험에서의 극한주면

마찰력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말뚝이 설치된 위치에서의 지반조건이 국부적으로 다르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그림 7(c)는 하부퇴적토층(GW)에서의 f-w 곡선을 나타내는데, 각 시험으로부터 얻은 곡선의 

모양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d)는 암반층에서의 f-w 곡선이며, 두부재하 시험 곡선이 

O-cell 시험 곡선보다 적은 양의 주면마찰력이 유발되었다. 그러나 두 곡선은 거의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그

림 7(e)는 각 시험에서의 q-w 곡선을 도시한 것이다. 두부재하 시험이 O-cell 시험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의 

선단지지력이 발휘되었으나, 두 곡선의 경향성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하방식의 차이는 

f-w 곡선과 q-w 곡선의 형상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하중-침하 거동

  대구경 현장타설 말뚝의 경우 지지력과 더불어 침하가 설계에 큰 향을 미치므로 말뚝 두부에서의 하중-

변위 관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두부재하 시험과는 달리  O-cell 시험은 두부에서의 하중-변

위 곡선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다. Osterberg(1998)는 말뚝이 비압축성이라는 가정 하에 O-cell 시험 결과

로부터 두부하중-변위 곡선을 구하는 절차를 설명한 바 있으며, 이 방법으로 얻은 두부하중-변위 곡선을  두

부재하 시험 결과 하중-변위 곡선과 함께 그림 8에 도시하 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하 초기에 O-cell 시

험으로부터 구한 말뚝 두부의 하중-변위 곡선이 두

부재하 시험보다 동일 변위에서 큰 하중을 지지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두부

재하 시험의 경우 강성이 암반층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작은 토사부에서부터 하중을 분담하는데 비해 

O-cell 시험에서는 강성이 큰 암반층에서부터 하중

을 분담하므로, 하중초기에 동일 변위에서 상대적

으로 큰 주면하중이 발휘되기 때문이며, 둘째로 말

뚝의 축하중 분포의 모양이 달라 두 시험에 의한 

말뚝의 압축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cell 하중 하에서의 말뚝의 압축량( )은 

O-cell 시험의 두부 변위 계측값에서 O-cell 상단

의 변위 계측값을 뺌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두부재하방식으로 가정한 경우의 말뚝 압축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재하 방식의 차이에 따른 말뚝 축하중 분포를 면 히 고찰해야 한다. 

  그림 9는 재하방식의 차이에 따른 말뚝 축하중 분포의 예를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시

험에서 유발되는 총 주면하중 가 같다면, 주면마찰력이 깊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할 경우(그림 9(a)), 

B = 2C, 깊이에 관계없이 일정할 경우(그림 9(b)), B = C, 깊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할 경우(그림 9(c)), 

B = 0.5C 가 된다. 보편적으로 지반 강성 및 강도는 깊이에 따라 증가하게 되므로 그림 9(a)가 가장 일반적

인 경우가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얻은 말뚝 축하중 분포(그림 5, 그림 6) 역시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즉, 

말뚝 선단지지력에 의해 유발되는 말뚝의 압축량(A)을 제외하더라도, 동일한 주면하중 하에서 O-cell 하중에 

의한 말뚝의 탄성압축량이 두부재하 시험에 의한 말뚝의 탄성압축량보다 작다.

  본 논문의 재하시험 결과로부터 이러한 차이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그림 5의 □ABCDA 와 □

ABCEA의 면적비를 계산하 다. 이 때 AE는 CD와 평행하고, EC는 AD와 평행하도록 하여 두부하중 재하

시 가상 말뚝 축하중 분포 형태를 가정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면적비(= □ABCDA/□ABCEA)는 1.84 

정도이다. 이 결과는 두부하중 재하시 말뚝 선단변위가 w 만큼 유발되기 위한 말뚝 두부의 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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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재하 방식에 따른 말뚝 축하중 분포:   

       (a)주면마찰력이 깊이에 비례하여 증가(B=2C), 

       (b)주면마찰력이 깊이에 관계없이 일정(B=C), 

       (c)주면마찰력이 깊이에 비례하여 감소(B=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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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 의미한다.

  또한, 선단하중 Qp 에 의한 말뚝 압축량()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Qp는 O-cell 선단 변위가 w 일 때의 선단하중, A

는 말뚝 단면의 면적, L은 말뚝 길이, 그리고 Ep 는 말뚝

몸체의 탄성계수이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O-cell 시험으로부터 두부-하

중 변위 곡선을 구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주면하중-두부변위 곡선상의 한 점(Qs, w)를 잡는다.

2. 주면하중 Qs일 때의 O-cell 상판 변위 측정값에서 두부

변위 측정값을 뺀 말뚝압축량 를 구한 후, 다음 식

을 이용하여 두부하중재하로 변환시의 주면하중 Qs에 

의한 말뚝 압축량 계산.

   × 

  여기서, A: 주면마찰력 분포가 역삼각형: 0.5, 일정: 1, 

삼각형: 2

3. 선단하중-변위 곡선에서 변위 w 일 때의 선단하중(Qp)

을 구하고, 이때의 말뚝의 압축량 를 구한다.

4. 두부하중-변위 곡선상의 한 점의 좌표는 (  , 

 )이 되며, 이 때, Qs는 O-cell 상단 변

위가 일 때의 하중이다. 1∼4의 과정을 다양한 w에 대해 반복하여 하중-변위 곡선을 얻는다.

  이 방법에서는 계산의 간편성을 위해 O-cell 재하방식과 두부재하 방식에 의한 탄성압축량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는데, 실제로 이 값은 하중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 재하 하중에 따른 탄성압축량을 엄 히 고

려한 것은 아니다. 말뚝의 압축량과 더불어 말뚝의 하중 전이 기구를 보다 엄 히 고려하기 위해 위의 방법

과 더불어 하중전이함수법(Coyle and Reese, 1966)을 이용하여 말뚝 두부의 하중-변위 곡선을 예측해 보고자 

하 으며, 이 방법의 적용시 O-cell 시험에서 얻은 변형률계 측정 자료(그림 7)를 사용하 다. 이상의 두가지 

방법을 통해 재도시한 말뚝머리 하중-변위 곡선을 그림 10에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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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도시한 두부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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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뚝의 하중-전이 기구를 엄 하게 고려한 하중전이함수법을 통해 얻은 말뚝 

두부 하중-변위 곡선이 두부재하시험 곡선을 가장 근사하게 모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말뚝의 압축량

을 고려하여 기존 방법을 수정한 방법의 경우 역시 말뚝 압축량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두부재하시험 곡

선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O-cell 시험을 통해 두부에서의 하중-변위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말뚝의 깊이별 변

형률계 측정을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 O-cell 시험은 기존의 재하시험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변

형률계 측정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일반 정재하 시험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 론 

  동일한 형상과 지반조건을 갖는 두 본의 대구경(1.5 m)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에 대해 각각 O-cell 방식과 

두부재하 방식으로 정재하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 결과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재하 방식의 확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재하시험에서 구한 하중-전이 곡선은 서로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O-cell 시험으로부터 기존의 방법으로 구한 두부하중-변위곡선은 두부재하시험 곡선과 하중 초기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말뚝의 깊이에 따른 지반의 강성 차이에서 기인하며, 둘째, 기존의 해

석방법이 말뚝의 압축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3. O-cell 시험 결과의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 말뚝의 탄성압축량을 고려하여 두부 하중-변위 곡선을 

예측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 다.

   4. O-cell 시험결과를 하중전이함수법으로 해석하여 구한 두부하중-변위 곡선이 두부재하시험 곡선을 가

장 근사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률계 측정을 포함한 O-cell 시험의 경우에도 일반 정재하 

시험과 비교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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