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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aring capacity of a pile in homogeneous soil is the sum of end bearing and skin resistance, and the skin resistance 

is more prominent in sandy soil. Bearing capacity of a pile in pile groups especially in sandy ground should be design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e by the adjacent piles. In this study, the end bearing capacity of a pile in pile 

groups wa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For this purpose, piles were installed in sandy ground in a circular test box, 

and end bearing - settlement behavior of the pile was measured while the pile was loaded. As the results, end bearing 

- settlement relation curves of the piles showed a distinct limit value. Limit value of the end bearing was little affected 

by skin friction and pile diameter, and it became a constant value as pile penetrates deeper. End bearing was not affected 

by the adjacent piles in a group of piles, when their clearance was larger than the pile diameter.

 

요   지

균질한 지반에서 말뚝의 지지력은 선단지지력과 주변마찰력의 합이며, 사질지반에서는 주변마찰력이 선단지지력 

보다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말뚝을 근접하여 설치하는 무리말뚝에서는 말뚝 하나하나의 지지력이 말뚝 

상호간 간섭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말뚝의 근접도에 따라서 선단지지거동과 주변마찰거동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말뚝을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면마찰거동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리말뚝의 선단지지

거동을 측정하기 위해 크기가 일정한 원형 토조에서 여러 가지 직경과 깊이로 말뚝을 설치하고 상대밀도가 균일한 

모래지반을 조성한 후 선단지지력을 측정하여 무리말뚝의 근접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말뚝의 선단저

항력은 비교적 뚜렷하게 극한값을 나타냈다. 말뚝의 극한선단지지력은 주면마찰력과 말뚝의 직경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으며, 말뚝관입길이가 깊어질수록 일정한 값에 수렴하였다. 또한, 무리말뚝에서 인접한 말뚝이 말뚝 직경만큼 서로 

이격되어 있으면 인접말뚝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

Keywords : End bearing capacity, Group pile, Penetration depth, Pile clearance

1 정회원, 아주대학교 건설교통공학과 박사과정 (Member, Graduate Sudent, Dept. of Civil and Transportation Sys. Eng., Ajou Univ.)

2 정회원, 아주대학교 건설교통공학과 교수 (Member, Prof., Dept. of Civil and Transportation Sys. Eng., Ajou Univ., Tel: +82-31-219-2503 Fax: +82-031-219-1653, 

lsangduk@ajou.ac.kr, Corresponding author, 교신저자)

*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원하는 회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검토 내용과 함께 논문집에 게재하여 드립니다. 

Copyright © 2019 by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8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5권 제6호

1. 서 론

말뚝은 외력에 대하여 말뚝선단 하부지반의 전단저

항력과 말뚝 주면의 마찰로 저항하며, 지층이 두꺼운 경

우에는 주로 말뚝주면의 마찰로 저항하고, 선단이 암반

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주로 선단하부지반의 전단저항

력으로 저항한다. 사질지반에서는 대체로 주변마찰력이 

선단지지력 보다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말뚝을 근접하여 설치하는 무리말뚝에서는 말

뚝 하나하나의 선단지지력이 인접한 말뚝 상호간의 간

섭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말뚝의 근접도에 따라 선

단의 지지거동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리말뚝을 설

계할 때에는 말뚝의 상호 근접도를 고려하여 선단지지

력과 주변마찰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려해야 한다. 

무리말뚝에서 말뚝의 근접도에 의한 영향은 크기가 

일정한 원형 토조에서 여러 가지 직경으로 말뚝을 설치

하고 재하실험하여 파악하였다. 즉, 균질한 지반에서 원

형 말뚝의 영향은 동일한 거리에서 같으므로 동일 영향

권은 말뚝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나타낸다. 그런데 원형 

토조의 중앙에 원형말뚝을 설치하면 토조 내벽면은 무

리말뚝에서 각 말뚝사이의 중간지점 즉, 동일 영향권과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원형 토조의 내벽면이 동일 영향

권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크기의 원형 토조에서 여러 

가지 직경으로 실험하면 토조 내벽면은 말뚝 직경에 따

라 다른 영향권이 된다. 말뚝의 직경이 크면 말뚝 주면

과 원형 토조 내벽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토조 

내벽면은 영향이 큰 동일 영향권이 되고, 말뚝의 직경이 

작으면 말뚝 주면과 원형 토조 내벽면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영향이 작은 동일 영향권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원형 토조에서 여러 가지 직경의 말뚝

에 대해 재하실험하여 선단 지지력을 측정하면, 말뚝의 

근접도에 따라 선단 지지력이 받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실험에서 지반은 일정한 상대밀도로 균일하

게 모래로 조성하였으며, 모든 말뚝에서 말뚝의 근입깊

이를 변화시켰다.  

말뚝의 지지력은 일반적으로 정역학적 공식과 동역

학적 공식 또는 경험적으로 산정하며 수많은 방법이 제

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기본이론과 적용기준 

및 경계조건은 물론 토질상태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현

장에서는 재하실험을 실시하여 지지거동을 확인하고 

시공하는 추세이다. 또한, 재하실험을 수행한 경우에도 

시행방법이나 결과 해석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

고 각국마다 적용하는 규정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리말뚝에서 말뚝 상호간의 

간섭에 의해 말뚝선단의 지지거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말뚝의 근접도에 따른 영향

은 크기가 일정한 원형 토조에서 여러 가지 직경으로 

말뚝을 설치하고 재하실험하여 말뚝의 근접도에 따른 

선단 지지력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2. 말뚝의 선단지지력

2.1 이론적 배경

말뚝에 의한 지반의 전단파괴는 선단부 주변의 제한

적 범위 이내에서 일어나므로, 무리말뚝을 구성하는 개

별 말뚝은 전단파괴형상이 인접말뚝과 중첩될 만큼 서

로 근접되어 있으면 상호영향을 받는다(Terzaghi and 

Peck, 1966). 

말뚝의 선단지지력은 대체로 선단하부지반의 파괴거

동이 얕은 기초 하부지반의 파괴거동과 유사하다고 가

정하고 선단 상부지반의 자중을 지표하중으로 생각하

고, 얕은 기초의 지지력공식을 적용(Terzaghi, 1943)하

여 계산하며, 선단 주변지반이 소성파괴된다고 가정하

고 유도한 지지력공식(Meyerhof, 1951; 1965)으로 계산

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공동팽창이론(Vesic, 1973)을 

적용하여 말뚝 선단지지력을 계산할 수 있다. 

2.1.1 말뚝의 파괴메커니즘

사질토에 설치한 단일 말뚝에서는 Fig. 1과 같이 사잇

각이 인 대수나선과 직선으로 구성된 말뚝 파괴메커

니즘을 적용해서 극한하중을 계산할 수 있다(Lee, 2014b).

   tan
  tan   (1)

이때에 말뚝의 선단 주변지반에 발생되는 파괴체는 

말뚝선단 상부로 길이 
min

으로 일어나고, 말뚝선단 하

부로 깊이 ′으로 일어난다(Kezdi, 1962).   
min

이면, 

활동면은 수평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고 말뚝의 연직경

계면에 도달된다. 

min
 tan  tan

′ 
cos

cos
t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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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d bearing mechanism of pile (b) Critical penetration ratio

Fig. 1. End bearing of a pile (Lee, 2014b)

Fig. 2. Bearing capacity factor of Meyerhof (Meyerhof, 1976)

말뚝 선단 주변지반에 형성되는 소성 파괴체의 크기

는 높이 와 폭 이고, 말뚝 측면으로는 폭이 ′이다. 

 ′ 
cos

 cos






 tan 


min

′   tan  tan 





cos

cos
tan 


   (3)

  ′ 




cos

cos






 tan 



Meyerhof(1976)가 제시한 지지력공식은 얕은 기초와 깊

은 기초에 모두 적용할 수 있고, 말뚝(길이 ) 지지층 관

입길이 의 말뚝 폭에 대한 비 (관입비, penetration 

ratio)에 따라 결정된다. 균질한 지반에 설치된 말뚝에서 

관입길이는 말뚝길이이다( ).

말뚝의 선단지지거동은 대체로 말뚝주변 근접지반 

즉, 말뚝 폭의 2배 이내()에 국한되어 일어나며, 말

뚝 선단지지력은 관입비가 증가할수록 커지다가 한계

치   (한계관입비)를 초과하면 일정한 크기를 유

지한다. 한계 관입비 는 지반의 내부마찰각에 

따라 결정되고, Meyerhof(1976)는  ≃∼로 

보았다.

   ′   

 tan     (4)

위 식에서 는 지지력계수이며 다음 크기이다.

   tan ta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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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undation failure modes depending on relative density 

in sand (Vesic, 1973)

2.1.2 얕은 기초 지지력공식 적용

말뚝의 선단지지력은 대개 선단하부지반의 파괴거동

이 얕은 기초 하부지반의 파괴거동과 유사하다고 가정

하고 얕은 기초 지지력공식을 적용(Terzaghi, 1943)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사질토에서 얕은 기초의 전단파괴는 근입깊이가 얕

거나 상대밀도가 클수록 관입전단→국부전단→전반전

단 형태로 발생되며, 상대밀도가 같더라도 근입깊이에 

따라 모든 형태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Fig. 3, Vesic, 

1973). 

Fig. 3에서 상대밀도가 0.85인 지반에서 원형기초가 

지표에 있으면 전반전단파괴가 일어나지만 근입깊이가 

이상이면 국부전단파괴 그리고 이상이면 관입

전단파괴가 일어난다(Lee, 2014a). 그런데 기초단면형

상이 원형이면 근입깊이의 영향이 작으므로, 원형말뚝

에서는 관입깊이가 작아도 국부전단파괴가 일어나고 

이러한 경향은 지반이 느슨할수록 뚜렷하다. 그런데 얕

은 기초 지지력공식은 대부분 전반전단파괴(general shear 

failure)를 전제로 유도된 것이므로, 국부전단파괴가 일

어나는 말뚝 선단지지력 계산에 적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균질한 사질토에 설치된 원형말뚝(길이  , 직경 )

의 선단지지력은 Terzaghi 얕은 기초 지지력공식을 적

용하여 계산하면 다음이 된다. 여기에서 제 1항은 기초

의 폭에 의한 항이며, 제 2항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관

입길이가 말뚝 직경의 5배 이상 되는 말뚝에서는 제 2

항의 10% 미만이 되므로 무시하고 선단지지력을 계산

할 수 있다(Kulhawy, 1984). 

긴 말뚝에서는 말뚝 길이 L에 비해 말뚝 폭 D가 작으

므로(L≫D) 기초 폭의 영향(제 1항)은 무시하고 선단지

지력을 계산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는 지

지력계수이다.

  ≃  (5)

따라서 말뚝 선단 위치의 연직지반응력  로 무

차원화한 선단지지력 는 다음과 같이 상수가 되며,








 


cos




 







 tan
 (6)

지반의 내부마찰각에 따라 결정되고, 균질한 사질지

반에 설치된 말뚝의 선단지지력은 지반의 내부마찰각

과 선단위치의 연직응력에 의존하여 크기가 정해진다.

Terzaghi는 기초의 근입깊이가 기초 폭 보다 작으면 

얕은 기초라고 정의하였으므로 얕은 기초 지지력공식

을 말뚝에 적용할 때에 관입깊이를 말뚝 폭으로 제한하

여 계산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 

언급한 문헌은 거의 없다. 또한, 얕은 기초의 전단파괴

가 수평방향으로 제한된 크기  ′ (기초 폭의 약 2.0 배) 

로 발생되므로, 무리말뚝에서는 말뚝 간격을 이보다 크

게  ′로 하면 상호간섭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2.1.3 Vesic 의 공동팽창이론 적용

사질토에서 기초 근입깊이가 깊으면 관입전단파괴가 

일어나고, 말뚝의 전체 지지력에서 선단저항력이 분담

하는 비율은 말뚝 선단이 깊어질수록 즉, 말뚝 관입깊이

가 클수록 감소한다. 

말뚝 선단부근에서는 지반이 소성화되면서 부피가 팽

창되고 이완되어 강도가 감소되므로, 말뚝의 선단지지

력은 공동팽창이론(expansion theory of cavity)을 적용

하여 계산할 수 있다. Vesic(1973)은 말뚝선단의 평균응

력 ′ (3축방향 수직응력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공동팽

창이론으로부터 말뚝선단의 지지력을 계산하였다. 

 ′

   tanta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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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q in internal friction angle and rigidity index (Kulhawy, 

1984) 

위 식의 는 지지력계수이고, 말뚝 선단 주변지반이 

소성화되어 강도가 감소되면 감소된다. 그런데 심도가 

깊어서 구속압이 커질수록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감소

하므로 지지력계수 도 말뚝관입깊이가 깊을수록 감

소한다(Berezantsev, 1961; Kulhawy, 1984). 

위 식 (7)의 ′는 지반의 정지토압계수 와 선단부

의 토피하중 로부터 계산한다.

′ 



  (8)

말뚝 선단의 지지력계수 는 지반의 감소강성지수 

(reduced rigidity index)과 내부마찰각 를 알면 Fig. 

4에서 결정된다. 감소강성지수 은 강성지수 (rigidity 

index)과 말뚝하부 소성영역의 평균체적변형률 로부터 

계산한다(소성역 평균체적변형률이 1% 이면 ).

 
 


 (9)

위의 식 (9)의 강성지수 은 지반의 탄성계수 와 푸

아송 비  및 전단탄성계수 로부터 계산하고, 모래에

서는  ∼이다.

 
 ′tan



 ′tan


 (10)

지반이 등체적변형하면 이므로, 감소강성지수

와 강성지수가 같아져서   이다. 

3. 모형실험

3.1 실험 개요

무리말뚝에서 말뚝 상호간의 간섭에 의해 말뚝선단

의 지지거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형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말뚝의 근접도에 따른 영향은 크기가 일정한 원형 

토조에서 여러 가지 직경으로 말뚝을 설치하고 재하실

험하여 파악하였다. 즉, 균질한 지반에서 말뚝의 영향은 

동일한 거리에서 같고 원형 토조의 내벽면이 동일 영향

권이라고 생각하였다. 원형 토조의 내벽면은 직경이 큰 

말뚝에서는 주면과 가까우므로 영향이 큰 동일 영향권

이고, 직경이 작은 말뚝에서는 말뚝 주면과 멀기 때문에 

영향이 작은 동일 영향권이다. 따라서 동일한 원형 토조

에서 일정한 상대밀도로 균일하게 모래지반을 조성하

고 여러 가지 직경의 말뚝을 설치하고 실험하여 말뚝의 

근접도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말뚝에서 말

뚝의 근입깊이를 변화시켰다. 

원형토조는 내경이  이고 높이  이며, 내벽

에는 철망을 설치하여 벽마찰이 내부마찰각이 되도록 하

였다. 모형말뚝은 4 가지 직경 즉,  (D114),    

(D78),  (D60),  (D38)로 하였고, 각 말뚝의 

주면은 샌드페이퍼를 부착하여 벽마찰각이 (F3), 

(F2), (F1)가 되도록 하였다. 말뚝의 근입깊이(L)

는 모든 종류의 말뚝에서  (L40),  (L50),    

(L60),  (L70)로 하였다. 수행한 모형실험은 Table 

1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모래는 주문진 자연사를 사용하여 샌

드커튼(Sand curtain) 방식으로 균질한 지반을 조성하였

다. 공학적 분류법에 의하면 SP로 분류되고, 단위중량

이 , 내부마찰각 , 상대밀도 85.2%인 조

밀한 모래로 측정되었다. 시료의 입도분포시험과 직접

전단시험 결과는 Fig. 5와 같으며, 물리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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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el test

Pile dia.  [] Pile length  [] Normalized length [L/D] Name of model test

38

40 10.5 D38L40F1, D38L40F2, D38L40F3

50 13.2 D38L50F1, D38L50F2, D38L50F3

60 15.8 D38L60F1, D38L60F2, D38L60F3

70 18.4 D38L70F1, D38L70F2, D38L70F3

60

40 6.7 D60L40F1, D60L40F2, D60L40F3

50 8.3 D60L50F1, D60L50F2, D60L50F3

60 10.0 D60L60F1, D60L60F2, D60L60F3

70 11.7 D60L70F1, D60L70F2, D60L70F3

78

40 5.1 D78L40F1, D78L40F2, D78L40F3

50 6.4 D78L50F1, D78L50F2, D78L50F3

60 7.7 D78L60F1, D78L60F2, D78L60F3

70 8.9 D78L70F1, D78L70F2, D78L70F3

114

40 3.5 D114L40F1, D114L40F2, D114L40F3

50 4.4 D114L50F1, D114L50F2, D114L50F3

60 5.3 D114L60F1, D114L60F2, D114L60F3

70 6.1 D114L70F1, D114L70F2, D114L70F3

(a) Grain size accumulation curve (b) Result of direct shear test

Fig. 5. Basic properties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model ground

Physical properties Value

Effective size 

Coeff. of uniformity

Coeff. of curvature

D10 =0.46

Cu =1.72

Cc =0.93

Dry unit weight    16.6

Specific gravity 
 2.61

Internal friction angle   37.4

Relative density 

 85.2

(very dense)

Cohesion   0

Classification USCS SP

Fig. 6. General view of model test apparatus

3.2 실험 장치

모형 토조는 내경이  이고 높이  이며 원형 

아크릴로 제작하였고, 내벽에는 벽마찰이 내부마찰각이 

되도록 철망을 설치하였다(Fig. 6). 모형 토조는 말뚝 주

면 마찰력만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 1개, 선단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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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ttom ground (b) Pile installation (c) Filling (d) Pile loading

Fig. 7. Sequence of model testing 

력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 1개, 토조의 벽마찰력을 측

정하기 위한 로드셀 3개 및 토조 바닥면 하중을 측정하

기 위한 도넛형 판에 로드셀 24개(각 판에 4개씩 총 6개 

판)를 설치하였다.

3.3 실험방법

모형실험은 Fig. 7과 같이 말뚝 하부 지반조성, 말뚝 

설치, 말뚝 주변지반조성, 연직하중 재하 순서로 진행하

였다. 즉, 말뚝을 설치하고 모래를 강사하여 균질한 지

반을 조성한 후에 재하프레임을 설치하고 응력재하방

식으로 유압잭으로 하중을 재하하였다.

1) 지반조성

말뚝의 하부 및 주변지반은 균질하고 단위중량이 균

일하도록 강사량과 강사고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강

사하여 즉, 한번에  가 성토되는 양의 모래를 강사

고  에서 강사하여 조성하였다.

2) 말뚝설치

말뚝하부의 기초지반을 높이  로 먼저 조성한 

이후에 토조의 중앙에 연직으로 모형말뚝을 위치시키

고 주변에 강사하여 말뚝을 근입시켰다. 말뚝의 근입깊

이는   ,   ,   ,  로 조성하였다.

3) 말뚝 재하

말뚝을 설치하여 계획한 근입깊이만큼 지반을 조성

한 후 재하장치를 설치하고 하중제어 방식으로 말뚝을 

연직방향으로 재하하였다. 재하중에 재하중과 말뚝의 

침하 관계를 측정하여 극한지지력이 확실히 확인될 때

까지 재하하였다.

4. 실험 결과

한정된 크기의 원형 토조에 여러 가지 직경으로 말뚝

을 설치하여 즉, 여러 가지 근접도 조건을 조성하고 재

하실험을 수행하여 근접도에 따른 무리말뚝의 선단지

지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모형말뚝의 관입길이와 주면 

마찰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여 다양한 결과를 얻

었다. 

4.1 선단지지력 측정치와 이론치 비교

말뚝의 선단지지력은 선단위치의 연직지반응력()에 

비례하며, 비례상수는 얕은 기초의 근입깊이에 대한 지

지력계수 이고, 지반의 내부마찰각에 의해 결정된다. 

무리 말뚝을 구성하는 개별 말뚝의 이격거리가 충분

하게 커서 말뚝 개개의 파괴체 형성범위가 중첩되지 않

으면, 인접한 말뚝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때에

는 무리말뚝의 선단지지력은 무리말뚝을 구성하는 말

뚝 개개의 선단지지력을 합한 크기이다.

모형실험에서 측정한 무리말뚝의 선단지지력은 얕은 

기초 지지력공식 등 이론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을 약

간 상회하였다. 이론식을 적용하여 구한 결과들도 적용

한 식에 따라 차이가 났고, 이는 각 식들의 이론적 배경

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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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st results and calculation of ultimate end bearing capacity of piles

Fig. 9. Relationship between normalized end bearing capacity and normalized pile length

Fig. 9의 세로축은 말뚝의 극한 선단지지력 을 말뚝 

선단부 연직응력  로 무차원화한 후 로그 값으로 

나타낸 것이며, 가로축은 말뚝의 관입길이 의 말뚝 직

경 에 대한 비 즉, 관입비이다. 

말뚝의 무차원 선단지지력 log의 로그 값은 관

입비가 커질수록 선형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직경에 비해 길이가 

긴 말뚝에서 선단지지력은 관입비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말뚝의 선단 하중-침하 관계

말뚝 선단저항력은 비교적 뚜렷하게 극한값을 나타

냈으며, 극한저항력에 도달하는 변위의 크기는 말뚝의 

직경에 의해 다소 차이를 나타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무리말뚝의 극한 선단지지력은 선단위치의 연직지반

응력에 비례하며, 비례상수는 얕은 기초의 근입깊이에 

대한 지지력계수 이고, 지반의 내부마찰각에 의해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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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nd bearing - settlement curve depending on pile roughness

Fig. 11. End bearing - settlement curve depending on pile diameter

4.2.1 말뚝 거칠기에 따른 선단 하중-침하 관계

말뚝의 극한 선단저항력의 크기와 극한 선단저항력

에 도달하는 변위의 크기는 말뚝 주면의 거칠기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말뚝 선단변위를 말

뚝의 직경으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뚝 주면의 거칠기를 변화시키면서 

말뚝을 재하하고, 그때의 선단저항각을 별도로 측정하

여 선단저항력-말뚝선단변위 관계를 구하였다. 이때 말

뚝의 선단변위는 말뚝의 직경으로 무차원화하여 나타

내었다. 말뚝의 극한 선단저항력의 크기와 극한선단저

항력에 도달하는 변위의 크기는 말뚝주면의 거칠기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뚝의 거칠기에 따른 선

단하중-침하 관계는 토조와의 상대적 크기로 볼 때 가

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직경 D38 말뚝의 결과를 분석

하여 파악하였다. 

벽마찰이 작은 인 경우에는 비교적 큰 변위에서 

극한저항력에 도달하였고, 말뚝 길이가 길수록 심도가 

깊어서 벽마찰이 인 경우와 인 경우에는 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뚝 길이가 길수록 심도가 깊어서 

덮개 하중이 크므로 극한저항력이 커졌다. 다만 인 

경우보다 작은 변위에서 극한 하중에 도달하였다.

4.2.2 말뚝 직경에 따른 선단 하중-침하 관계

말뚝의 극한 선단저항력의 크기와 극한 선단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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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Ultimate end bearing capacity in pile length

에 도달하는 변위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4가지 지경

의 말뚝(D38, D60, D78, D114)에 대해 4가지 길이(L40, 

L50, L60, L70)로 수행한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말뚝의 주면거칠기는 내부마찰각과 같은 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11은 말뚝의 선단변위는 말뚝의 직경으로 무차

원하여 나타낸 결과이며, 말뚝이 길이가 길고 직경이 클

수록 극한선단지지력이 증가하였고 대체로 말뚝의 직

경이 클수록 선단지지력이 증가하였으나 D114의 경우

에는 D78의 경우에 비해 뚜렷한 증가를 나타내지는 않

았다. 극한지지력에 도달하는 변위는 하중-변위의 관계

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극한지지력을 구할 수 있었으며, 

대체로 직경의 2∼4%의 변위에서 극한지지력에 도달하

였다. 말뚝의 길이가 길수록 선단부 지반의 덮개압력이 

크기 때문에 길이가 길수록 선단지지력의 증가하는 경

향이 뚜렷하였다.

4.3 말뚝 길이에 따른 극한 선단지지력

말뚝이 길면 선단의 덮개지반이 두꺼우므로 말뚝의 

극한선단지지력은 말뚝의 길이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Fig. 12처럼 연직축은 말뚝의 극한 선단지지력 를 말

뚝 선단부 연직응력  로 무차원화한 후에 로그 

값으로 내고, 가로축은 말뚝 관입길이 의 말뚝 직경 

에 대한 비 즉, 관입비로 나타내면 편리하다. 그림에

서 말뚝의 무차원 선단 선단지지력 log의 로그 값

은 관입비가 커질수록 선형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직경에 비해 

길이가 긴 말뚝에서는 극한 선단지지력이  관입비에 의

해 적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4 말뚝 근접도의 영향

말뚝의 선단지지거동은 말뚝주변 근접지반(대체로 말

뚝 폭의 2배 이내 즉, )에 국한되어 일어난다. 따라

서 무리말뚝을 구성하는 개별 말뚝이 파괴체 형성범위

가 중첩되지 않을 만큼 이격되어 있으면, 무리말뚝의 선

단지지력은 얕은 기초에 대한 지지력공식을 적용하여 

상당히 근접한 값을 산정할 수 있다. 

무리말뚝은 대체로 동일 직경의 말뚝은 동일한 간격

으로 설치하므로 균질한 지반에서 무리말뚝을 구성하

는 단일말뚝의 영향범위는 말뚝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나타내며, 근접한 간격의 무리말뚝에서는 말뚝간 중앙

점이 영향권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형단면 

토조에서 원형말뚝을 이용하여 재하실험하였으므로 원

형토조 벽면은 인접 말뚝과의 중간부분을 나타낸다. 직

경이 작은 말뚝이면 원형토조 벽면에 영향권 밖이고 직

경이 큰 말뚝이면, 원형토조 벽면은 영향권 이내에 속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무리말뚝에서 근접도

의 영향을 판정할 수 있다.

Fig. 13의 연직축은 말뚝의 극한지지력 를 말뚝 선

단부 연직응력  로 무차원화한 후 로그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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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Ultimate end bearing capacity of piles

나타낸 것이며, 가로축은 말뚝중심으로부터 무리말뚝의 

말뚝간 중심까지 거리 를 말뚝 직경 로 무차원화한 

값이다. 이면 말뚝이 서로 접촉된 상태를 나타

내고, 이면 말뚝중심에서 말뚝간 중심까지가 

말뚝직경의 2.5배()만큼 이격된 거리, 즉 말뚝 중심

간격이 인 경우를 나타낸다. Fig. 13에서 말뚝간 거

리가 멀어질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며, 말뚝 중심간격이 말뚝직경의 5배()만큼 

이격된 거리에서도 선단지지력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리말뚝을 구성하는 각 말뚝의 선

단지지력은 말뚝간격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5. 결 론

다수의 말뚝을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에 대해 말뚝 상

호간의 근접도에 따른 말뚝의 선단지지거동을 규명하

기 위해 제한된 크기의 원형 토조에서 건조한 모래로 

균질한 지반을 조성하고 원형 말뚝의 직경과 관입깊이 

및 주면마찰을 변화시키면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균질한 모래지반에 설치한 무리말뚝의 개별

적 선단지지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말뚝 선단저항력의 극한값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

났으며, 극한저항력에 도달하는 변위는 말뚝의 직

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모형실험에서 측정한 말뚝의 선단지지력은 

Terzaghi의 얕은 기초에 대한 지지력공식을 적용하

여 구한 값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무리말뚝의 선단

지지력은 얕은 기초 파괴메커니즘의 파괴체 형성범

위가 중첩되지 않을 만큼 이격되어 있으면 얕은 기

초에 대한 지지력공식을 적용하여 상당히 근접한 

값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리말뚝

의 선단지지력은 선단위치 연직지반응력에 비례하

며, 비례상수는 얕은 기초 지지력계수 이고, 지반

의 내부마찰각에 의해 결정되고  말뚝의 주면마찰

과 거의 무관하였다.

(2) 사질토에서 직경에 비하여 길이가 긴 말뚝의 선단

지지력은 사질토에서 관입깊이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관입깊이에 거의 무관하게 일정하였으며 

무리말뚝에서 선단위치 연직지반응력으로 무차원

화한 선단지지력은 말뚝직경에 대한 말뚝침하의 비

가 커질수록 약한 기울기로 비례하여 감소하였고 

말뚝의 선단지지력은 말뚝간 이격거리가 멀어질수

록 거의 선형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만 그 변화량은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균질한 모래지반에서 실험을 통해 무

리말뚝의 선단지지거동을 측정하였으며, 말뚝의 주변마

찰저항의 영향을 고려한 말뚝의 복합지지거동에 대한 

선단지지거동은 차후에 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점

성토와 불균질한 지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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