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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 및 볼트 수직이음을 사용한 PHC말뚝의 

시공 중 건전성 확인을 위한 동재하시험의 적용성 및 변형시공법 

PHC말뚝들의 올바른 검증시험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Dynamic Pile Load Test to Check Integrity 

during Installation of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s and Bolts Spliced 

PHC Piles and the Correct Proof Test of the Transformed-installation 

PHC P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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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s and bolts spliced PHC piles were installed in field test site. Pile integrities were 

checked during installation with dynamic pile test and the actual pile conditions after installation were compared with 

integrity index (β index) by PDA test. Theoretically the break in near pile end or pile end (especially extension plate 

itself) was very difficult to access by integrity index (β index) and also require a high level of knowledge and field 

experience on PDA test. First actual wave equation of bolts spliced PHC piles due to bolts spliced equipment can be 

different with welding spliced. Second wave length of the stress wave from installing can be longer than the height 

of bolts spliced equipment (about 100 mm). Third Beta processing in PDA analysis function is very difficult to access 

without a high level of knowledge and field experience on wave equation. Above-mentioned three reasons can make 

conclusion that traditional PDA test in domestic site can not access the integrity of bolts spliced equipment in bolts 

spliced PHC piles.

 

요   지

현장 시험 부지에서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 및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에 대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시공중 

건전성을 동재하시험으로 확인하고 시공 후 말뚝의 건전성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 및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의 시공 중 건전성을 동재하시험의 건전도지수(β지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론적으로 말뚝 선단에 매우 인접하거나 선단끝단에서 발생하는 손상(특히 확장판 선단부착구 

자체의 변형)은 시험기술의 특성상 건전도지수로 정확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말뚝의 선단부에 바로 인접

해서 발생하거나 말뚝선단 끝단에서의 손상을 PDA시험을 통하여 명확하게 평가하는 데에는 시험기술의 이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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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nds of PHC piles specified in KS F 4306

Details
Kinds

Sub. Total

Diameter (mm)*

Thickness (mm)

300*60, 350*60, 400*65, 450*70, 500*80, 600*90, 700*100, 800*110, 900*120, 

1,000*130, 1,100*140, 1,200*150
12

243
Type A, B, C 3

Length (m)
1)

7, 8, 9, 10, 11, 12, 13, 14, 15 9

Remarks; 
1)
 Length of 5m, 6m could be produced by consultation between a order and manufacturer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다른 볼트 수직이음구로 인하여 실질적인 1차원 파동전달이 용접이음에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타격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파의 파장이 볼트 수직이음구 높이(약 100mm)보다 클 수 있다는 점, PDA 

분석 기능 중 베타 프로세싱(Beta processing)이라는 기능 등이 매우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평가해야만 

더욱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건전성 평가기술로 볼트 수직이음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Keywords :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 Bolts spliced PHC pile, Pile integrity during installation, Dynamic 

pile load test, Integrity index (β Index), Wave equation, Access pile integrity, Bolts spliced equipment

1. 서 론

동적재하시험에서는 PDI, TNO 등의 회사에서 개발

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PDI사의 장비인 

PDA(Pile Driving Analyzer)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한 SIMBAT(Simulation Battage) 시험도 동재하시험을 

보완한 시험방법이다. KS F 2591에는 말뚝의 동적 재하

시험 방법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도 PDA를 동재하시험으로 동일시하여 명명하고 있다. 

동재하시험은 항타 과정에서 말뚝과 지반간의 거동측

정, 항타장비의 성능 검증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항타에너지 측정, 항타응력 측정, 항타장비의 적합성 판

정, 말뚝의 건전도 확인, 시간경과효과의 확인 등을 분

석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항타 시 말뚝 몸체에 발생하

는 응력과 속도를 분석하여 말뚝의 지지력 결정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현장 시험 부지에서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 및 볼

트 수직이음 PHC말뚝에 대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였다

(Kim, 2018a; 2018b 참조). 여기서 확장판 선단부착 PHC

말뚝의 경우 확장판선단이 크게 변형되었고 PHC말뚝

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의 경우 

볼트 수직이음부에서 이음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이음말뚝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시공 중 

말뚝의 건전성을 동재하시험으로 확인하였고 시공 후 

말뚝의 건전성을 직접 관찰 또는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 실험에 기초하여 확장판 선단부

착 PHC말뚝 및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의 시공 중 건

전성을 동재하시험의 건전도지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그동안 수행한 현장검증실

험 사례 연구(Kim, 2018a; Kim, 2018b; Choi et al., 2017) 

및 학술논문(Choi and Kim, 2018; Kim and Choi, 2018)

에 근거하여 변형시공법 PHC말뚝들의 거동 및 성능 확

인을 위한 올바른 검증시험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대상 말뚝의 종류 및 시공법

2.1 연구대상 말뚝의 종류

KS F 4306에서는 PHC말뚝을 직경, 두께, 종류, 길이

로 구분하여 총 243종이 생산되고 있다(Table 1 참조). 

이 중 직경 500mm 및 600mm의 A종 말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KS 규격제품인 PHC말뚝에 어떤 부속품을 부착 또는 

삽입하면 규격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2가지 말뚝 즉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

뚝 및 볼트 수직이음 PH말뚝도 KS 인증 제품이 될 수 

없다.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은 PHC말뚝의 두께보다 

50mm 만큼 내부와 외부로 확대한 확장판선단을 KS 규격

품인 PHC말뚝의 선단에 부착한 말뚝이었다. 또한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은 PHC말뚝의 사이에 강재 볼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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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C pile

(b)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

(c) Bolts spliced PHC pile

Fig. 1. Types of PHC piles for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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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eld installation methods of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s and bolts spliced PHC piles

Method 

Item
Method 1 ? Method 2

Installation method Safest Transitional Traditional

Allowable driving stress level PDA test LH Special spec. 23021 Table-1-1

Installation without damage O O

Measurement of driving stresses O X

Measurement of bearing capacities O X

Penetration (average of final 10 blows) O O

Bearing capacity by PDA test (EOID) O O

Features

Cost Some high Low

Installtion speed Slow Fast

Remark New Traditional

Remarks;

1. In method 1, the driving stress did not exceed 0.6fc specified at Table–1-1 of LH special specification 23021.

2. In method 1, the determined bearing capacity by PDA test should be bigger than the design bearing capacity on condition that 

penetration satisfied. 

직이음구를 삽입하고 이음볼트로 체결한 이음말뚝이었

다. 상기의 3가지 말뚝의 모습을 Fig. 1에 나타내었다.

2.2 시공법

KCS 11 50 15 기성말뚝에서는 항타말뚝공법, 내부

굴착말뚝공법, 선굴착말뚝공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매입시공법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는 SDA(Separated doughunt auger) 또는 DRA 

(Dual respective auger)공법을 적용하였다. 이 공법은 상

호 역회전하는 상부 오거스크류와 하부 케이싱 스크류

로 동시에 지반을 천공하고, 말뚝을 삽입한 후 선단고정

액을 사용하여 회전관입 또는 경타 시공하는 공법이다. 

굴착효율이 높아 풍화대나 연암도 굴착이 가능하고 회

전관입방식으로 천공시에도 소음이 적으며 경타 횟수

를 줄일 수 있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

고 말뚝과 공벽사이에 주면고정액을 주입하여 마찰지

지력과 수평지지력 확보가 용이하다. 직항타시공법은 

말뚝 정위치를 확인하여 위치시킨 후 드롭해머를 이용

하여 직접 말뚝두부를 타격하여 말뚝의 선단을 지지층

까지 관입시켜 소요 지지력을 얻는다. 작업방법이 간단

하여 시공관리가 어렵지 않고 지지력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나 소음 및 진동이 심하여 도심지 공사에는 적합하

지 않다.

2.3 시공 중 안전관리 방안

시공 중 안전관리 방안으로 2가지를 설정하였다(Table 

2 참조). 여기서 가장 안전한 시공관리방안으로 시공법 

1을 설정하였고 현행 사용하는 시공관리방안을 시공법 

2로 설정하였다. 시공법 1은 현 단계의 기술 수준에서 

가장 안전한 시공관리 방안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시공 

시 타격마다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PHC말뚝에 발생

되는 응력을 측정하여 국내 허용항타응력 범위 내에 들

도록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 시 높은 비용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시공 속도가 느려 시공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시공법 2는 현 단계에서 시공 현장에서 관행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시공 방법인데 타격 시 말뚝 부재에 

과응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라 시

공 효율은 높은 편이다. 

2가지 변형 시공법 말뚝에 대하여 각각 시공법 1 및 

시공법 2를 적용하여 시험시공을 계획하였다. 시공법 2

의 경우 현행 직항타 및 경타 시공법으로 가장 잘 정리

되어 있는 LH전문시방서 23021 및 23023을 활용하였

다. 매입 시공 시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의 경우 시

공법 1 및 시공법 2를 적용하였으며 볼트 수직이음 PHC

말뚝의 경우 직항타 시공 및 매입 시공 시 시공법 1에서

도 볼트 수직이음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공법 

2는 적용할 수가 없었다.

3. 건전성 확인 시험 계획 및 시험 시공

3.1 시험 계획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 및 볼트 수직이음 PHC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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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plan

Step Purpose
Number

BV E

Preliminary Check applicability of Method 1
(1) Preliminary test for Bolts spliced piles (*-BV-piles) 

and Extension plate attached Pile (B-E-piles)
1 2

Stage 1 Method 1

(2) Bored BV-piles (Step 1) 4

(3) Bored E-piles (Step 1) 3

(4) Driven BV-piles (Step 1)
10

(6)

(5) Bored BV-piles (Step 2)
6

(3)

Stage 2 Method 1 (additional) (6) Bored E-piles (Step 2) 3

Stage 3 Method 2 (7) Bored E-piles (Step 3)
4

(7)

Remarks; 1. BV (Bolts splliced PHC piles), E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s)

2. Number in bracket is actual tested number in the field.

Table 4. Pile driving equipment

(a) Bored piling method (Light driving method)

Name Item Specification

Pile driving 

equipment

Brand DH-658 135M (Japan)

Upper auger 120P

Lower auger 150P

Length (Screw) 23.5 (m)

Diameter (Screw) 575 (φ)

Length (Casing) 15 (m)

Diameter (Casing) 609 (φ)

Drop hammer 57.6 (kN)

Generator 500 (Kw)

Compressor
Middle.high 

(Pressure : 2.1MPa)

Crane

Brand MANITOWOC 50

Capacity 500 (kN)

Length (Boom) 34 (m)

(b) Driven piling method

Name Item Specification

Pile driving 

equipment

Brand DH-658 135M (Japan)

Drop hammer 75 (kN)

Generator 500 (Kw)

Compressor
Middle.high 

(Pressure : 2.1MPa)

Crane

Brand MANITOWOC 50

Capacity 500 (kN)

Length (Boom) 34 (m)

뚝의 시공 중 건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계획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예비시험, 1∼3단계로 구분하여 시험

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 시험에서는 2가지 변

형시공법에 대하여 시공법 1로 1개씩의 시험을 계획하

였다. 1단계는 시공법 1로 시공하도록 계획하였는데 매

입 시공된 볼트 수직이음말뚝, 직항타 시공된 볼트 수직

이음 말뚝, 매입 시공된 확장판 선단부착 말뚝에 대한 

1차 시험을 계획하였다. 2단계에서는 매입시공된 확장

판 선단부착 말뚝의 시공법 1에 대한 추가 시험을 계획

하였다. 3단계에서는 매입시공된 확장판 선단부착 말뚝

의 시공법 2에 대한 시험을 계획하였다.

3.2 시공 장비

매입 시공에 사용한 시공 장비의 구성을 Table 4(a)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말뚝 시공 전문가가 제시한 장비 구

성을 검증실험 말뚝 시공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장비 구

성을 완료하였다. 그 후 시공 단계에서 말뚝 시공 전문

가가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직항타 시공에 

사용한 시공 장비의 구성을 Table 4(b)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말뚝 시공 전문가가 제시한 장비 구성을 검증실

험 말뚝 시공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장비 구성을 완료하

였다. 

3.3 시험 부지의 지반 특성

시험 현장에서 3개공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위치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는 표준관입시험

치를 나타내었으며 시험말뚝의 시공 배치도를 함께 나

타내었다. 시험 현장의 지층은 매립층, 풍화토층, 풍화

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풍화토층 하부에서는 N치

가 대체로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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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reholes & field test piles

(b-1) Section A (b-2) Section B

(b-3) Section C

(b) Soil profiles in test site

Fig. 2. Plan of boreholes & field test piles, soil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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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ing for the integrity test

Type and step Numbering
1)

Preliminary

B-BV-00 (Step 1) ○ B-BV-00-U/L

B-E-20 (Step 2) ○ B-E-20-U/L

B-E-20-1 (Step 2) ○ B-E-20-1-U/L

Bored BV-piles ○ B-BV-(01∼07)-U/L

Bored E-piles ○ B-E-(21∼33)-U/L

Driven BV-piles ○ D-BV-(41∼46)-U/L

Remarks; 
1)
 B (Bored), D (Driven), BV (Bolts spliced), U (Upper 

pile), L (Lower pile), E (Extension plate attached)

Fig. 3. Pullout of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 after installation

(a) Permanant deformation (B-E-32)

(b) Permanant deformation (B-E-33)

Fig. 4. Defects examples of extension plate attched pile end

3.4 시험말뚝

건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종류 및 시험말뚝의 기호 

설정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여기에는 실험말뚝, 볼트

수직이음구의 상부판 및 하부판, 확장판선단부착구, 이

들의장착에 사용되는 볼트, PC너트, 마밀라슈 탭경 등

에 대하여 각각 고유의 기호를 가지도록 구체적으로 기

호를 설정하였다. PHC말뚝 본체의 직경은 500mm이었

으며 풍화암층의 출현 심도 그리고 시험 종류에 따라 

말뚝의 길이는 달라졌다.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의 

경우 길이 14m의 단본말뚝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2개 

말뚝을 용접이음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볼트 수직이

음 PHC말뚝의 경우 2개 말뚝을 반드시 이음 해야 했으

므로 볼트 수직이음구를 노출시키기 위한 굴착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2개의 말뚝 길이를 조합하였다. 상세한 

말뚝 길이는 Kim(2018b)를 참고할 수 있다.

4. 시험 시공 결과 및 분석 

4.1 시험 시공 결과 요약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을 시험 시공한 후 시공된 

말뚝의 주변을 천공하여 시험말뚝을 뽑아내어(Fig. 3 참

조) 지상의 거치대에 눕힌 후 확장판 선단과 확장판 선

단이 부착된 PHC말뚝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균

열 등은 균열게이지로 폭을 측정하고 길이는 줄자로 측

정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따라

서 추후 동영상을 통하여 시공 후 상태를 추가로 정밀하

게 분석할 수 있었다. 확장판 선단의 손상 유형 예 및 

확장판선단이 부착된 PHC말뚝의 손상 유형 예의 대표

적인 사례를 각각 Fig. 4 및 Fig. 5에 나타내었으며 시험

말뚝의 기호도 함께 나타내었다. 확장판선단에서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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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repairable crack (B-E-32) (b) Break in lower part of PHC pile (B-E-31)

(c) Reinforcing steel band damage & concrete break (B-E-33) (d) Concrete damage in upper reinforcing steel band (B-E-30)

(e) Fissure between pile end & steel band (B-E-24)

Fig. 5. Defects examples of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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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duced torques of spliced bolts (Bored piling method) (b) Reduced torques of spliced bolts (Driven piling method)

(c) Vertical displacements of spliced bolts (d) Rotation angles of spliced bolts

Fig. 6. Measurement results of spliced bolts after pile installation

구변형이 유발되어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확장판 

선단이 부착된 PHC말뚝에서는 보수불가능한 수직 균

열, 말뚝 하단부 파괴, 하부 보강밴드 손상 및 콘크리트 

손상, 하부 보강밴드 상단 콘크리트 일부 탈락, 말뚝과 

하부밴드 사이 벌어짐 등의 손상이 유발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Kim(2018a)를 참고할 수 있다.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을 시험 시공한 후 볼트 수직

이음부위가 노출되어 관찰이 가능할 때까지 지중을 굴

착하여 볼트 수직이음구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볼트 수

직이음의 상태는 4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이음볼트

의 손풀림(볼트풀림사례.avi), 잔류 체결력(Fig. 6(a), (b) 

참조), 수직변위(Fig. 6(c) 참조), 회전각(Fig. 6(d) 참조)

을 각각 관찰 또는 측정하였으며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a) 및 (b)에는 시공전 토크치 100N･m, 시공 후 잔

류된 토크치의 평균값인 20N･m, 16N･m를 각각 직선으

로 표시하였다. 대표적인 예를 Fig. 7에 나타내었고 시험

말뚝의 기호도 함께 나타내었다.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

로 촬영하였다. 따라서 추후 동영상을 통하여 시공 후 이

음볼트 및 스프링와셔가 볼트 수직이음구의 볼트체결 구

멍 속으로 함몰되는 현상을 추가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상세한 내용은 Kim(2018a)를 참고할 수 있다.

시험 시공 결과를 Table 6에 요약하여 나타내었으며 

각 시험 종류 별로 시험말뚝에 대하여 시공 중 동재하시

험으로 측정된 건전도지수(Pile Test corp., 2018)도 함

께 나타내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Kim, 2018a; 

2018b)을 참고할 수 있었다. 

4.2 건전성 분석 개요

말뚝의 손상여부를 평가하는 BTA 지수(β-method)의 

기본개념은 말뚝재료의 임피던스(Impedance; 말뚝재료

의 특성값. EA/C로 나타낼 수 있으며 탄성계수(Elastic 

modulus) (E), 단면적(Sectional area) (A), 파 속도(Wave 

speed) (C)를 의미함)의 변화 또는 단면적의 감소(균열 

등에 의한 불연속면 존재) 등 인장파 굴절(tension wave 

reflection)에 의한 파형분석으로 말뚝의 건전도를 정량

화하여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게이지 설치위치와 말뚝선단(toe) 사이의 

http://forestfile.i234.me:5000/vs/sharing/DYaxlCM9#!bW92aWUtNjk=
misun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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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lt loosening by hand (B-BV-03) (b) Reduction of bolt tightening torque (B-BV-03)

(c) Occurrence of vertical displacement (B-BV-05) (d) Occurrence of rotation (B-BV-02)

(e) Washer falling in the hole before installation (B-BV-04) (f) Washer falling in the hole after installation (B-BV-04)

Fig. 7. Defects in bolts spliced PHC piles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구간에서 임의위치에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신뢰

도 높은 평가가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4.3절 및 4.3절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

으로 낮거나 적용상 한계가 있는 평가방법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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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field test results

(a)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s

Method Number
Installation 

method

Defects
Integrity 

index
Extension plate PHC pile

Ⓐ Ⓑ Ⓒ Ⓓ Ⓔ Ⓕ

Bored

B-E-21 1 - - - - - - 100

B-E-22 1 - O(4) - - - - 100

B-E-23 1 O(1) - - - - - 100

B-E-24 1 - - - - - O 100

B-E-25 1 - - O - - - 100

B-E-26 1 O(1) - - - - - 100

B-E-27 2 - - - - - - 100

B-E-28 2 - O(6) O - - - 100

B-E-29 2 - O(3) - O - - 100

B-E-30 2 - - - - O - 100

B-E-31 2 - O(3) O - - - 100

B-E-32 2 O(2) O(2) - - - - 100

B-E-33 2 O(3) O(5) O O - - 100

Remarks ; 

1. Ⓐ : Permanent deformation, Ⓑ : Unrepairable vertical crack, Ⓒ : Break in lower part of PHC pile, Ⓓ :  Reinforcing steel band damage 

& concrete break, Ⓔ : Concrete damage upper steel band, Ⓕ : Fissure between pile end and steel band

2. Number in bracket is number of defects. 

(b) Bolts spliced PHC piles

Method  Number
Installtion 

method

Defects Integrity 

indexⓐ ⓑ ⓒ ⓓ ⓔ ⓕ

Bored

B-BV-01 1 - O(18) O(18) - - O(3) 100

B-BV-02 1 - O(18) O(18) O(5) O(1) O(1) 100

B-BV-03 1 O(1) O(18) O(18) O(18) - - 100

B-BV-04 1 - O(18) - - O(1) O(1) 100

B-BV-05 1 - O(18) O(18) O(9) O(3) O(3) 100

B-BV-06 1 - O(17) O(18) O(8) O(6) O(6) 100

B-BV-07 1 - O(18) O(18) O(14) O(3) O(3) 100

Driven

D-BV-41 1 O(3) O(18) O(18) O(18) O(5) O(6) 100

D-BV-42 1 - O(18) O(18) O(13) O(3) O(3) 100

D-BV-43 1 O(4) O(18) O(18) O(15) O(1) O(1) 100

D-BV-44 1 - O(18) O(18) O(4) O(1) O(1) 100

D-BV-45 1 O(2) O(18) O(18) - - - 100

D-BV-46 1 O(3) O(18) O(18) O(17) O(2) O(4) 100

Remarks; 

1. ⓐ : Bolt loosening by hand, ⓑ : Reduction of bolt tightening torque, ⓒ : Occurrence of vertical bolt displacement, ⓓ : Occurrrence 

of bolt and/or spring washer rotation, ⓔ : Washer falling in the hole before pile installation, ⓕ Washer falling in the hole after pile 

installation 

2. Number in bracket is number of defects. 

4.3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의 건전성 분석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의 시공 후 확장판선단 및 

확장판 선단이 부착된 PHC말뚝의 상태 확인 시험 결과

를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말뚝 선단에 매우 인접하거나 선단끝단

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경우(특히 확장판 선단부착구 자

체의 변형)는 시험기술의 특성상(파동이론) 말뚝 중간

부에서의 경우와 달리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가 있

었다. 

반면 확장판이 부착된 PHC말뚝의 본체(손상이 말뚝

선단으로 일정거리 이상 상부로 이격되어 발생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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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oe Beta in PDA test

건) 손상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으로는 매우 용이하고 효

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일반적으로 말뚝 선단부 근처에서 재료손상이 발생

한 경우 건전도는 BTA가 아닌 “BTT”로 나타나며 BTA

와 같이 “(0∼100)%”로 표시되지 않고 “BTT: LOW 1%”

로 PDA화면에 표시된다. 이러한 경우 말뚝길이(LE: 게

이지 부착 위치로부터 선단부까지의 길이), 파 속도(wave 

speed), 타격당 관입량, 측정파형, 연속되는 측정파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므로 확장판 

선단부착구 자체 또는 인접하여 소규모로 발생된 말뚝

본체 손상 등을 PDA시험의 베타 방법(Beta method 

(BTA))으로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기술

이라고 판단되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시험기술개발자(PDI社)는 캡쳐

하여 삽입한 PDA화면(Fig. 8)에서 선단 베타 경고(Toe 

Beta warning) 기능을 추가하여 시험과정에서 보다 면

밀한 검토(응력파 파속 결정 등)를 통하여 선단부 파손

여부를 판단토록 유도하고 있다. LTT(Length to Toe 

beta sign)를 참고할 수 있다.

말뚝의 선단부에 바로 인접해서 발생하거나 말뚝선

단 끝단에서의 손상을 PDA시험을 통하여 명확하게 평

가하는 것은 보편적인 능력이 아니었으므로 시험기술

의 이론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고 사료

되었다.

참고로 Fig. 8의 파형의 경우 파속에 따라 말뚝선단부

의 파손 신호(sign)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였

다. 화면상의 WS(Wave Speed)는 3,760m/sec이지만 이

를 일반적인 PHC말뚝의 파속인 (3,800∼4,000)m/sec로 

조정할 경우 전혀 손상이 없는 말뚝으로 평가되었다. 

Fig. 8의 말뚝은 선단부 손상이 없는 말뚝이었으며, WS

에 따른 선단 베타(Toe Beta) 발생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하였다.

타격에 의한 응력파는 선단인접 손상부에서의 반사

파, 말뚝선단으로부터 반사파 및 선단하부 선단지지저

항에 의한 반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여기에 응

력파의 파속(wave speed)의 정확성, 게이지 위치로부터

의 정확한 길이 등까지 손상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결과의 정확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kins and 

Rausche, 2014).

특히 선단부 파손길이가 작은 경우(예를 들어 선단으

로부터 이격되지 않고 선단끝단이 일부 뭉개진 상태) 

파형을 조정/검토하면서 면밀히 파악하더라도 손상여

부에 대한 의심(suspicious)은 가능하지만 인발하여 육

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만일 끝단이 수십 cm이상 뭉개져서 말뚝

길이가 현저히 감소하는 정도의 손상일 경우 BTA로 평

가 가능하다. Linkins and Rausche(2014)에 의하면 Fig. 

9와 같이 선단으로부터 일정거리(약 1m정도) 이상 이격

된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확장판 선단이나 이에 인접한 선단부 말뚝본

체의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도 그 정도와 분석능력 부족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 및 볼트 수직이음을 사용한 PHC말뚝의 시공 중 건전성 확인을 위한 동재하시험의 적용성 및 변형시공법 PHC말뚝들의 올바른 검증시험에 관한 연구 127

Fig. 9. Break in pile end (Linkins and Rausche, 2014)

1. Cross sectional area A1 of (stifferner + inside ring)

 - stifferner 1(16t), 5ea: area1

  area1=6.55cm×1.6cm=10.48cm^2 ⇒ 10.48×5ea=52.4cm^2

 - stifferner 2(12t), 4ea: area2

  area2=6.55cm×1.2cm=7.86cm^2 ⇒ 7.86×4ea=31.44cm^2

 - inside ring(inside diameter : 4.26cm, inside diameter : 3.36cm, thickness : 0.45cm): area3

  area3=⫪×0.45(4.26-0.45)=5.38cm^2

 - Area of outside ring was excluded because outside ring was not welded

  ∴ A1=52.4+31.44+5.38=89.22cm^2

2. Cross sectional area A2 of (upper plate + lower plate)

 - upper plate, lower plate(outside diameter : 50cm, inside diameter : 33cm, thickness : 17cm) : Area2

  ∴ A2=⫪×17(50-0.17)=1762.4cm^2×(2.2cm/10cm)=387.7cm^2

 - 22% of cross sectional area A2 was applied. (height of connector : 10cm, thickness of (upper plate + lower plate) 

=1.1+1.1=2.2cm) 

3. Calculation of impedance(Z)

 - Z=EA/C(E: elastic modulus, A: net cross sectional area, C: wave speed)

 - D 500mm PHC : ZPHC= 400ton/cm^2×1055.6cm^2 / 4000m/s=105.5 ton-s/m

 - A1: ZA1=2100ton/cm^2×89.22cm^2 / 5120m/s=36.6 ton-s/m

 - A1+A2: ZA1+A2=2100ton/cm^2×476.9cm^2 / 5120m/s=195.6 ton-s/m

4. In CAPWAP analysis, crossnal area for modeling of bolt vertical connector was (A1+A2). 

Fig. 10. Impedance for bolts spliced equipment used in field test

에 의해 BTA는 100% 또는 소량감소(80%이상)라고 보

고될 수 있다. 인발 후 확인으로 손상이 있을 경우라도 

전술한 바와 같은 시험기술상의 난해성과 한계 등을 고

려할 때 BTA값이 0으로 나타날 수는 없으며, 아울러 

이들 예와 같은 말뚝 끝단부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BTA 지수(index)가 손상여부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

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시공과정에서의 타격별 시험결과 모니터링(응력파 파

속의 정확한 결정, 말뚝 길이의 정확성, 경타 과정에서

의 항타 에너지와 관입량 변화 추이, 말뚝 선단의 타격

응력 크기, 파형의 변화 추이 등)을 통하여 자세히 평가

하여야 최소한 ‘파손 의심’ 판단 또는 ‘파손’이라고 판

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육

안 관찰로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었다.

4.4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의 건전성 분석 

볼트 수직이음은 PHC말뚝의 내경 및 외경과 동일한 

제원의 내･외부 철제 링(inside/outside steel ring), 보강

재(stiffener), 상하부 강재판(steel plate) 및 PHC말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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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너트에 체결하는 이음볼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단면적(cross sectional area), 탄성계수 및 응력파 

속도 등을 고려한 이음구의 임피던스(impedance)를 산

정해보면(Fig. 10 참조) PHC말뚝 본체의 임피던스와 유

사하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에 나타낸 임피던

스 계산 과정은 동재하시험 전문가에게는 간단한 내용

일 수 있으나 동재하시험에 경험이 많지 않은 기술자들

에게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상세하게 설명하

였다. 따라서 볼트 수직이음구의 경우 연결재로서의 구

조적/재료적 성능은 말뚝시공 시 항타 과정에서 임피던

스 차이에 의한 심각한 이질재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

었다.

만일 이러한 이음구 성능 중 타격에 의해 시방서에서 

제시된 체결력보다 감소되거나 볼트의 풀림현상이 발

생하는 경우라도 볼트가 심각하게 풀리거나 절단되거나 

기타 철제 구성품이 심각한 변형이 발생(PHC말뚝 본체

와의 단락/이탈 현상)하여 그 위치에서 인장파(tension 

reflection)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는 한 타격력을 하부

말뚝에 전달시킬 수 있었으므로 시공 중 PDA에 의한 

건전도 평가(BTA)는 풀림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어떠한 원인으로 이음부에서 BTA가 출현하

더라도 그 원인 및 정확한 위치, 정도가 어떠한지를 판

단하는 것은 타격마다의 파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하고 아울러 이음구 뿐만 아니라 PHC말뚝 본체의 재

료적 성능 및 제원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등 해석이 난해

하므로 신뢰도 있는 건전도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

단되었다. 즉 동질재료 및 동일단면 성상을 갖는 말뚝에 

비해 보편적으로 BTA방법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고 판단되었다.

더욱이 볼트 수직이음구 내부의 구성상 복잡한 단면

성상에 의해 소위 공기 갭(air gap)의 존재가 추정되며 

이는 동일 단면 및 유사 임피던스 조건을 충족하는 실질

적인 1차원 파동전달 이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타격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파의 파장이 이음부 높이(약 

100mm)보다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PDA 조작 기능 

중 베타 프로세싱(Beta processing)이라는 기능 등이 매

우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평가해야만 보다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보편적 건전성 평가기술로 적용되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의 고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볼트

체결을 조정하거나 풀림현상을 정도별로 모사하여 어

떠한 조건에서 PDA의 BTA값이 건전도 평가에 유의미

하게 반영/확인되는지를 시험적으로 관찰/분석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5 직항타 시공된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의 항타 인

장응력 분석

동재하시험으로 항타 시공성 관리를 실시한 시험말뚝

은 모두 19개이다. 즉 매입시공 시 볼트 수직이음 PHC말

뚝 7개, 직항타 시공 시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 6개, 

매입시공 시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 6개이었다. 이중 

직항타 시공 시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 3개(D-BV-41, 

D-BV-43, D-BV-46)에서는 직항타 시 발생한 인장응력

이 허용 항타 인장응력 6.2MPa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다(Kim, 2018a; 2018b). D-BV-41, D-BV-43, D-BV-46

의 일부 직항타 타격 시 각각 10, 8.7, 7.6MPa까지 인장응

력이 측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허용 항타 인장응력 6.2MPa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

준이 아니라 안전한 타입을 위한 가이드 값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였다. 이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에서 파손이 

되기도 하고 큰 값일 경우라도 파손현상이 나타나지 않

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시험 시공 말뚝의 전반적인 시공결과에서의 인장응력

값을 참고할 때 큰 문제가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되

었다.

허용초과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시

공 당시 확인서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상노출길이가 

길어서 초래되었을 가능성(말뚝의 횡 구속현상 저하)

과 관입되는 지반의 큰 퀘익(quake) 값을 들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관입은 잘 안되고 스펀지처럼 반발 작용하

는 지반의 탄성변형량이 클 경우 큰 퀘익 값이 나타날 

수 있다. 

항타 도중 이러한 현상(허용인장응력초과)이 발생하

면 항타의 낙하고를 조절하여 타격력을 감소시키면서 

소정의 지층까지 근입시키거나 말뚝쿠션을 추가하여 항

타력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 중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아울러 말뚝 본체의 손상여부를 유심히 살피면

서 최종 심도까지 항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일 

수 있었다.

허용인장응력이 꽤 초과한 상태이므로 실무 현장 대

비 항타관입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의 정밀성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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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ample of static compressive pile load tests for EXT-piles

저하되거나 불량하였다고 볼 수는 있었다. 단, 상기 말

뚝들은 항타 종료 시점까지 인장응력에 의한 말뚝본체

의 손상 신호(sign)는 없었으므로 말뚝자체에 대한 건전

성을 잘못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다.

5. 변형시공법 말뚝들의 거동 및 성능 확인을 위

한 올바른 검증시험 방안 

5.1 개요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의 거동과 관련하여 검증

해야 할 항목은 크게 2가지로 판단되었다. 첫째, 시공법 

개발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확장판 선단부착으로 

선단지지력이 크게 증가되고 이에 따라 전체 지지력이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과 타 연구자의 연구(Kim, 

2018a; 2018b)에 따르면 현장시공 매입 시공 중에 확장

판선단이 영구변형되었고 PHC말뚝에 보수불가능한 구

조적 수직균열이 발생되었고 PHC말뚝 선단부가 파괴

되었고 PHC말뚝 하부보강밴드가 손상됨에 따라 그 내

부 콘크리트가 손상되었다는 점을 검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의 개발자가 진행하였던 말

뚝재하시험 자료를 인용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여

기서 말뚝재하시험으로 정재하시험이 실시되었는지 동

재하시험이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정재하시험을 실시하였더라도 설계하중의 2배

까지만 재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재하시

험으로는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이 PHC말뚝보다 지

지력이 30% 증가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가 없다. Fig. 

11을 살펴보면 PHC말뚝 본체의 허용 부재력보다 더 큰 

설계하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설계 오류로 볼 수 있었다. 즉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에서 직경 400, 450, 500, 600mm일 경우 PHC

말뚝 본체의 허용 부재력의 최대 163, 131, 139, 119%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의 경우 검증해야 할 사항은 2

가지로 판단되었다. 첫째, 타 연구자의 연구(Kim, 2018a; 

2018b)에 따르면  직항타 또는 매입 시공 후에는 이음볼

트를 손으로 풀어낼 수 있었고 이음볼트의 체결력이 80% 

이상 저감되었고 이음볼트 또는 스프링와셔가 크게 회

전되었고 이음볼트가 수직방향으로 변위하였고 이음볼

트와 스프링와셔가 볼트수직이음구의 볼트구멍 속으로 

함몰되었다는 점과 둘째 타 연구자의 연구(Kim and Choi, 

2018; Kim, 2018a; Kim, 2018b)에 따르면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의 이음말뚝의 3가지 기본 성능(일체와 거동, 

탄성재료 거동, 용접이음과 동등 이상의 품질)에 크게 

미달되었으므로 이음말뚝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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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ample of bending moment test results

Table 7. The correct proof test method for the extension-plate attached PHC piles and the bolts spliced PHC piles

Installation

method
Phase Proof items The proposed proof method

The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s

Design
① Pile capacity is increased by more than 30%.

② End bearing capacity is increased greatly.

• The static compressive pile load test of 

the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 

and the PHC pile (including the axial 

load transfer measurement and failure 

load application)

During

construction

㉮ The extension plate is deformed abidingly.

㉯ The nonrepairable structral vertical cracks are played 

out in PHC pile along pc-strand.

㉰ The lower end part of PHC pile is destroyed.

㉱ The lower reinforcing band and its inside concrete is 

damaged.

• Installation of 10 extension plate attached 

PHC piles

• After extraction of installed pile, 

measurement or observation of the 

extension plates and the PHC piles

The bolts

spliced 

PHC piles

During

construction

㉮ The splice bolts are loosened completely by hand. 

㉯ The torque values of fastened bolts are reduced by 

more than 80%.

㉰ The vertical displacements of splice biots are changed. 

㉱ The splice bolts and spring washers are rotated critically.

㉳ The tensioned values of fastened bolts are reduced 

critically. 

㉴ Before or after installation of the bolts spliced PHC 

piles, splice bolts and spring washers are intruded into 

the hole of plate.

• Installation of 10 the bolts spliced PHC 

piles

• After excavating under to the bolts splice, 

measurement or observation of the bolts 

spliced PHC piles

Splice

pile itself

① Since the performances of the bolts spliced PHC piles 

are short of 3 basic performances (unification, elasticity 

and equal or above quality of welding splice) of splice 

pile, the bolts spliced PHC piles are not splice pile.

• Bending moment tests with step loading 

and unloading (Laboratory test)

• 4 bolts spliced PHC piles and 4 welding 

splice piles

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 개발자는 휨강도시험

(Fig. 12 참조)만을 실시하여 휨파괴모멘트가 KS F 4306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값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휨강도시

험은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이 이음말뚝의 성능을 준

수할 때 실시할 수 있는 시험항목 중의 하나일 뿐이며 

이음말뚝의 성능에 미달될 때에는 실시하지도 않아야 

하며 실시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실험 

항목이었다. 

따라서 2가지 변형시공법 PHC말뚝의 대하여 확인해

야 할 거동 및 성능 항목을 Table 7에 요약하였으며 그 

검증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

뚝의 경우 축하중전이 측정이 수반된 연직압축 정재하

시험을 실시하여 PHC말뚝의 연직하중지지 성능과 비

교하면 연직하중지지력 증가 양상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현행 경타 시공법으로 시공한 후 

말뚝을 뽑아서 확장판선단과 그것이 부착된 PHC말뚝

을 관찰해보면 경타 시공에 따른 손상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의 경우 현장에

서 현행 직항타 및 경타 시공법으로 시공한 후 이음부위

가 드러날 때까지 굴착하여 측정 및 관찰해 보면 볼트 

수직이음의 안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볼

트 수직이음 PHC말뚝에 대하여 재하 단계별로 재하 및 

제하 하는 휨 실험을 실시하면 이음말뚝의 성능을 만족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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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현장 시험 부지에서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 및 볼

트 수직이음 PHC말뚝에 대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였으

며 이 때 시험말뚝의 건전성을 동재하시험으로 확인하

였다. 시공 후 시험 말뚝의 건전성을 직접 확인하였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론적으로 말뚝 선단에 매우 인접하거나 선단끝단

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경우(특히 확장판선단부착구 

자체의 변형)는 시험기술의 특성상(파동이론) 말뚝 

중간부에서의 경우와 달리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말뚝의 선단부에 바로 인접해서 발생하거나 말뚝선

단 끝단에서의 손상을 PDA시험을 통하여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보편적인 능력이 아니므로 시험기술

의 이론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3) 볼트 수직이음구 내부의 구성상 복잡한 단면성상에 

의해 소위 공기 갭(air gap)의 존재가 추정되며 이는 

동일 단면 및 유사 임피던스 조건을 충족하는 실질

적인 1차원 파동전달 이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타격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파의 파장이 이음부 

높이(약 100mm)보다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PDA 

조작 기능 중 베타 프로세싱(Beta processing)이라는 

기능 등이 매우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평

가해야만 보다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보편적 건전성 

평가기술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4) 확장판 선단부착 PHC말뚝의 경우 축하중전이 측정

이 수반된 연직압축 정재하시험을 실시하여 PHC말

뚝의 연직하중지지 성능과 비교하면 연직하중지지

력의 증가 양상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현장

에서 현행 경타 시공법으로 시공한 후 말뚝을 뽑아

서 확장판 선단과 그것이 부착된 PHC말뚝을 관찰

해보면 경타 시공에 따른 손상여부를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의 경우 현장에서 현행 직

항타 및 경타 시공법으로 시공한 후 이음부위가 드

러날 때까지 굴착하여 측정 및 관찰해보면 볼트 수

직이음의 안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볼트 수직이음 PHC말뚝에 대하여 재하 단계별로 

재하 및 제하 하는 휨 실험을 실시하면 이음말뚝의 

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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