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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n-ended steel pipe piles have outside frictional force and inside frictional resistance in which blocked soil acts 

on the inside of the steel pipe during instal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ultimate load will change depending on the 

inside and outside resistance. And, if the ground on which the piles were constructed is clay soil,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have effect on the negative skin friction caused by the ground settl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behavior 

according to the inside and outside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steel pipe piles was analyzed numerically, and the 

frictional force distribution, axial load and settlements before and after the occurrence of ground settlement were 

calcul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side frictional resistance had less influence than the outside frictional 

resistance. However, inside frictional resistanc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considering the effect 

on the overall pile behavior, and both resistance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process.

 

요   지

개단 강관말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뚝에 작용하는 외부 주면 마찰력뿐만 아니라 설치과정에서 폐색된 흙이 강관 

내부에 작용하는 내부 마찰저항이 존재한다. 내･외부 저항에 따라 극한하중의 변화가 예상되며, 말뚝이 시공된 지반이 

점성토일 경우 지반 침하로 유발되는 부주면 마찰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관말

뚝 내･외부 저항 특성에 따른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지반 침하 발생 전･후의 마찰력 분포, 축력, 

침하량을 산정하였다. 해석 결과, 내부 마찰 저항은 외부 마찰 저항보다 적은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적인 말뚝 거동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설계 시 두 가지 저항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 Inside and outside frictional force, Negative skin friction, Open-ended steel pipe pil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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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말뚝이 설치된 이후 주변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면 말

뚝을 끌어내리는 하향력인 부주면 마찰력이 작용한다. 

지반의 침하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

에 부주면 마찰력은 시공 직후에 발현되지 않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 이는 말뚝 설계에 있어 잠

재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며, 말뚝 구조체에 추가적인 내

력을 가하고 증가된 추가 하중은 말뚝 구조 자체에 압축

력으로 작용하여 말뚝의 설계 수명을 감소시킨다. 또한 

침하로 인한 지반 변형으로 부등 침하가 발생하여 상부 

구조체의 안정성을 저감시킨다(Briaud and Tucker, 1997). 

말뚝에 작용하는 하향력인 부주면 마찰력은 지반의 

침하 속도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고 불균질한 침

하로 인해 상부 구조물에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Brand and Luangdilok(1975)는 말

뚝에 작용하는 하향력이 부재와 패널에 구조적 손상을 

일으켜 100∼300mm의 침하를 보고하였으며, Bakholdin 

and Berman(1975)는 라트비아의 수도에 위치한 공장 

지대의 250mm의 침하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건물을 철

거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Lambe et al.(1974)은 하

향력에 의한 구조적 파괴의 몇 가지 예시를 들기도 하였

는데 이들 중 일부는 기초말뚝이 구조물의 바닥을 끌어

내리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부주면 마찰력에 

관계된 연구들은 1920년대 초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졌

다(Chellis, 1961; Endo et al., 1969; Walker and Darvall, 

1973; Auvient and Hanell, 1981; Kuwavara and Poulos, 

1989; Lim et al., 2010). 대표적으로 Johannessen and 

Bjerrum(1965)는 연약 해성 점토층에 암반까지 타입된 

폐단강관말뚝의 마찰력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표

층성토의 압밀 과정으로 인해 부주면 마찰력이 발현되

고, 말뚝에 과도한 침하를 야기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하지만 Tan and Fellenius(2016)에서 수직구나 선행 

재하가 되어있는 매립지에서 침하량이 상대적으로 작

음을 인식하였으며, 기존 부주면 마찰력을 고려한 설계 

방법은 보수적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를 유한요소법 수치해석으로 수행하였으며, 부주면 마

찰력은 단순히 지반과 말뚝간의 상대적인 침하에 대한 

함수식임을 발표하였다. 이는 NCHRCP12-116(Rollins, 

2019)에서도 다시 재조명 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부주면 마찰력이 발현되었을 때 지반공학적인 하중 요

소(지지력 등)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주면 마찰

력과 재하된 하중은 말뚝 자체의 내부적인 압축 축 강도

에만 관련된다고 하였다.

Chen et al.(2009)는 지반 침하 시 말뚝의 변형과 말

뚝-지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전단 강도는 부주면 마찰

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Tan and Fellenius(2016)에

서는 예상되는 지반 침하를 지반공학적인 요소로 취급

하고 지반-말뚝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설

계가 가능하다 하였다. 말뚝-지반 접촉면의 접촉 특성

은 일반적으로 선형 탄성 모델(linear elastic), 선형 탄

성 플라스틱 모델(linear elastic plastic model), 쌍곡선 

모델(hyperbolic model) 등으로 구성되고, 지반의 구성 

및 말뚝의 종류에 따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단말뚝의 경우, 말뚝과 외부 지반 사이의 

접촉면의 마찰저항특성에 따라 거동이 결정된다. 하지

만 개단 강관말뚝의 경우, 말뚝 외경과 주변 지반에 작

용하는 외부 마찰력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폐색된 

흙에 의해 작용하는 내부 마찰력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 외부 및 내부 마찰저항력 특성은 말뚝 거동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차이에 대해 산정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관 말

뚝의 내･외부 마찰계수와 침하에 따른 말뚝 거동을 평

가하고자 하며 이를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2. 부주면 마찰력

말뚝이 상부 구조체에 의해 연직 하중을 받으면 하중

은 말뚝 주면을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저항이 발현되고, 주

면에서 최대 저항값에 이르면 이후 말뚝 선단에서 선단

지지력이 나타난다. 말뚝 주면에 작용하는 저항은 말뚝-

지반 마찰면에서의 전단응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상태

에서 해당 힘은 위 방향으로 작용하고 말뚝의 지지력에 

기여하는데 이것을 정주면 마찰력(Positive skin friction)

이라고 한다. 

반면에 말뚝이 연약 점토, 연약 실트, 토탄(peat) 등과 

같은 연약하고 압축성이 있는 지반에 타입되었을 경우 

지반은 지하수면의 저하, 동토의 융해, 자중에 의한 압

밀로 침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반 침하 발생 시 말

뚝 변위보다 지반 변위가 커질 수 있으며, 이때 말뚝 주

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 아

랫방향으로 지표면에서부터 특정한 점까지 말뚝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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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tion conditions to consider possible downdrag force in design (Briaud and tuker, 1997)

No. Generation conditions of downward force 

1 The total settlement of the ground surface will be larger than 100 mm

2 The settlement of the ground surface after the piles are driven will be larger than 10 mm

3 The height of the embankment to be placed on the ground surface exceeds 2 m

4 The thickness of the soft compressible layer is larger than 10 m

5 The water table will be drawn down by more than 4 m

6 The piles will be longer than 25 m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oft ground and steel pipe pile for analysis (Hejazi et al., 2008; Kim et al., 2020)

Material Model
Elastic modulus, E 

(MPa)

Cohesion, c 

(kPa)

Poisson’s 

ratio, ν

Friction angle,   

(°)

Unit weight, γ 

(kN/m
3
)

K0

Steel pipe pile Elastic 200,000 - 0.2 - 75 1.00

Soft clay Mohr-coulomb 31 7 0.28
20.5

(ψ=4.81°)
19.5 0.65

Rock Mohr-coulomb 185.18 35 0.3 32 21.5 0.43

어내리는 힘을 부주면 마찰력(Negative skin friction)이

라고 하며, 부주면 마찰력과 정주면 마찰력이 상충하는 

특정한 점을 중립점(Neutral point)이라 한다(Fig. 1). 즉, 

중립점은 말뚝과 지반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0인 깊이이

며, 지반의 침하량이 말뚝의 하향방향 움직임과 같은 지

점이다. 말뚝이 견고한 암반층에 위치한다면 말뚝의 하

향 이동은 말뚝의 압축성 때문에 발생하고 중립점은 보

다 깊게 위치하게 된다(Briaud and Tucker, 1997). 

Fig. 1. Principle of generating negative skin friction (modified 

after Briaud and Tucker, 1997)

3. 해석 모델링 및 과정

3.1 해석 모델링

Briaud and Tuker(1997)은 설계 과정에서 하향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지표면에서 전체 침하량은 100mm 이상 발생하여야 함, 

(2) 말뚝 시공 이후 지표면의 침하는 10mm 이상이어야 

함, (3) 제방의 높이는 지표면부터 2m 이상이어야 함. 

(4) 연약한 압축성 지층이 10m 이상의 두께로 존재함, 

(5) 지하수위가 4m 보다 깊게 위치함, (6) 말뚝의 길이

가 25m 이상이어야 함.

해석 과정에서 부주면 마찰력을 충분히 모사하기 위

해 모델링은 Table 1의 조건에 따라 진행되며, 3차원 유

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CAE(SIMULIA, 2014)

를 이용하였다. Table 1의 조건 중 해당 모델링은 3, 5번 

항목을 제외하고는 부주면 마찰력 발생 조건을 만족하

고자 하였으며, 각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하향력에 

따른 부주면 마찰력을 관측하기 쉽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해석 지반 및 강관말뚝은 Fig. 2와 같고, 

이때 사용된 물성은 지반의 경우 Hejazi et al.(2008), 말

뚝은 Kim et al.(2020)의 문헌을 참고 하였다(Table 2). 

지반은 직경 25m, 높이 30m의 대형 원기둥 형태라고 

가정하고 3차원으로 모사하였으며, 부주면 마찰력의 영

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약 점토(25m)와 하부 기반암

(5m)으로 구성된다. 이때 강관말뚝의 길이는 30m이고, 

직경은 0.5, 1.0, 1.5m의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두께는 

0.02m로 고정하여 하부 기반암까지 근입하였다. 

이 때 강관 내부의 관내토량은 폐색 효과(Plugging 

effect)를 고려하는데, 폐색 효과는 말뚝이 지반 내로 관

입될 때 강관 내부로 흙이 유입되어 말뚝의 선단부를 

막는 현상이다(Jeong and Ko, 2016). 폐색 효과는 완전

개방상태, 부분폐색상태, 완전폐색상태로 구분하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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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ing of soft ground and steel pipe pile for analysis

Fig. 3. Coulomb friction model in ABAQUS/CAE (modified after 

SIMULIA, 2014)

(1)과 같이 PLR(Plug Length Ratio)로 정량화 된다. 모델

링 상 PLR은 완전개방상태, 부분폐색상태, 완전폐색상

태를 고려하여 0.0, 0.5, 1.0으로 설정하였고 관내토의 침

하는 고려하지 않았다. 





 (1)

여기서, Li는 관내토 길이, Di는 말뚝 관잎 깊이이다.

말뚝과 지반의 접촉 특성은 부주면 마찰력을 받는 말뚝

은 보통 비선형 응력-변형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비선형 

탄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hen et al., 2009). 따

라서, 프로그램 내 비선형 탄성 모델인 Coulomb friction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을 나타

낸다(Fig. 3). (1) 임계 마찰응력은 접촉 압력에 좌우된

다; (2) τcr = μP; (3) 마찰계수 μ는 상대적인 미끌림 속

도, 압력, 온도, 필드 변수 등의 함수가 될 수 있다; (4) 

기본설정 마찰 모델은 이상적인 거동의 근사치를 사용

한다. 비가역적인 미끄러짐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양의 

탄성 미끄러짐을 허용한다. 

즉, 접촉 특성은 일반적으로 기타 해석에서 사용되는 

마찰 계수를 이용하여 모사된다. 접촉면에서 전단응력

의 크기가 Fig. 3의 임계 값(τcr)에 도달하면 미끌림(변

위)가 발생하며, 그렇지 않으면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는

다. 이러한 마찰은 비선형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해석 프로그램상 마찰

값의 해석 방정식을 “비대칭(Unsymmetric)”으로 설정

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3.2 해석 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강관말뚝 내･외부의 마찰 저항 특

성이 극한하중과 부주면 마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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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chart of analysis

하고, 말뚝의 거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관말뚝

과 지반의 마찰면의 마찰계수를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

여 초기에 0.0, 0.3, 0.6, 0.9로 설정하였으며, 전체적인 

해석 과정은 Fig. 4와 같다. 

우선적으로 말뚝의 극한하중은 말뚝의 거동을 분석

할 때 발생 가능한 변형 연화(Stain softening) 현상에 대

비하기 위하여 말뚝을 하중 제어가 아닌 변위 제어를 

수행하며, 하중-침하 곡선을 도식화하여 극한하중을 산

출하였다. 극한하중 산정은 Davisson’s criterion(1972, 

1975)과 Terzaghi(1942)가 제시한 말뚝 직경 10%에 해

당하는 침하가 발생할 때의 하중을 극한하중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강관말뚝에 있어서 적절한 극한하중 

산정 방법으로 판단되며, 주로 사용되는 Terzaghi(1942) 

이론을 본 연구에서는 극한하중으로 선정하였다.

극한하중 선정 단계에서는 지반의 침하를 유도하지 

않으며, 말뚝 두부 변위에 따른 반력(지지력)이 측정된

다. 이후 각 말뚝 직경에서 내･외부 마찰계수에 따른 하

중-침하 곡선을 비교하여, 지반 침하를 발생시킬 대표 

마찰계수를 선정하는데, 이는 지반 침하 조건이 삽입될 

해석 케이스를 줄이고 대표적인 현상 설명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반 침하 조건에서는 산출된 극한하중을 말뚝 두부

에 하중 제어 조건으로 삽입하고, 이후 지반의 침하를 

발생 시킨다(0.1m). 지지력 산정을 위해 사용된 말뚝 두

부 변위 제어를 해제하고 하중 제어로 변경한 이유는 

두부 변위를 제어 할 경우 침하 적용 시 말뚝 두부가 고

정되어 하향력으로 인한 말뚝 변위의 측정이 어렵기 때

문이다. 즉, 지반 침하 시 변위 제어는 말뚝을 끌어내리

는 하향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 말뚝 상단이 고정된 

상태에서 말뚝을 늘리는 인장력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4. 해석 결과

4.1 극한하중 분석

강관말뚝 직경과 내･외부 주면 마찰계수, 폐색효과를 

고려한 PLR에 따른 극한하중은 Table 3과 같다. 극한하

중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하여 내･외부 마찰계수가 0.0 

(frictionless)이고 완전개방상태(PLR=0.0)를 기준으로 극

한하중 증가량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식 (2)에 의해 산출

된다.

Increment of ultimate load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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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ltimate load by Terzaghi theory (1942) 

Diameter 

of pile

Outside friction 

coefficient

Ultimate load (MN)

Inside friction coefficient

0.0 0.3 0.6

PLR=0.0 PLR=0.5 PLR=1.0 PLR=0.0 PLR=0.5 PLR=1.0 PLR=0.0 PLR=0.5 PLR=1.0

0.5

0.0 2.10 2.09 2.06 2.10 2.12 2.1 2.10 2.12 2.11

0.3 3.74 3.72 3.71 3.74 3.75 3.75 3.74 3.75 3.75

0.6 6.06 6.05 6.04 6.06 6.08 6.08 6.06 6.08 6.08

0.9 6.66 6.65 6.64 6.66 6.68 6.68 6.66 6.68 6.68

1.0

0.0 5.40 5.39 5.43 5.40 5.86 5.93 5.40 5.94 5.96

0.3 8.96 8.95 8.98 8.96 9.35 9.41 8.96 9.42 9.43

0.6 14.38 14.38 14.43 14.38 14.72 14.79 14.38 14.77 14.8

0.9 14.65 14.64 14.7 14.65 14.99 15.05 14.65 15.03 15.06

1.5

0.0 10.49 10.60 10.62  10.49  11.73 11.88  10.49  12.08 12.05  

0.3 15.83 15.95 15.97 15.83 17.06 17.26 15.83 17.42 17.40 

0.6 24.11 24.24 24.26 24.11 25.27 25.42 24.11 25.59 25.56 

0.9 24.41 24.53 24.58 24.41 25.56 25.71 24.41 25.88 25.86 

(a) (b) (c)

Fig. 5. Increment ratio of ultimate load compared to inside and outside friction of 0.0 and PLR with pile diameter of (a) 0.5 m, (b) 1.0 

m and (c) 1.5 m

여기서, U.L은 극한하중(Ultimate load), x는 내부 마

찰계수로 0.0, 0.3, 0.6, y는 외부 마찰계수로 0.0, 0.3, 

0.6, 0.9, z는 PLR로 0.0, 0.5, 1.0이다. 

식 (2)에 따라 극한하중 증가량은 Fig. 5와 같다. 내･

외부 마찰계수가 0.0이고, PLR이 0.0인 완전개방상태의 

말뚝과 비교하여 해석 변수(내･외부 마찰계수 및 PLR)

에 따른 극한하중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소구경인 0.5m 

직경의 강관말뚝에서 크게 발생하였다. 0.5m 직경에서 

내부 마찰계수 및 관내토 폐색 여부에 따른 극한하중 

변화량은 매우 미미한 값을 가졌으며, 오직 외부 마찰계

수만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Fig. 5(a)). 즉, 

소구경의 강관말뚝에서 폐색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관내토의 영향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말뚝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상태(내･외부 마찰

계수=0.0, PLR=0.0)와 비교하여 극한하중 증가량은 감

소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말뚝 내부 관내토의 폐색 정

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관내토가 존재할 경우

(PLR=0.5, 1.0) 극한하중 증가량은 증가하였으며, 말뚝

의 직경이 커질수록 그 차이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PLR 

0.5와 1.0의 차이는 모든 해석 케이스에서 미미하였으

며, 내부마찰계수가 0.0으로 작용할 경우 관내토의 영향

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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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Ultimate load with (a) inside and (b) outside friction coefficient

(a) (b)

Fig. 7. Determinations of critical (a) inside and (b) outside friction coefficient

내･외부 마찰계수에 따른 Fig. 5와 Table 3의 결과에 

따라 내･외부 마찰계수가 증가하더라도 하중-침하 곡선 

및 극한하중은 특정한 값으로 수렴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극한 하중의 상대적인 변화가 적은 임계 내･외

부 마찰계수(critical inside and outside friction coefficient) 

산정이 필요하다. 이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직경 1.0m의 말뚝과 PLR이 0.5인 극한

하중은 제외하였다. 

Fig. 6은 Table 3의 내부 및 외부 마찰계수 증가량에 

따른 극한하중 증가량을 나타낸다. 내부 마찰계수의 경

우 모든 해석 케이스에서 0.3 이상에서는 극한하중의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렴하였기 때문에 임계 내부 마

찰계수는 0.0∼0.3 범위 내에 존재 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 마찰계수는 직경이 1.5m일 경우 0.6 이상에서 수

렴함을 보이기 때문에 임계 외부 마찰계수는 0.3∼0.6 

범위 내에 존재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직경 0.5m 

강관말뚝의 경우 0.6 이상에서도 증가함을 보이나 실제

적으로 0.9의 마찰계수를 실제 말뚝에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0.6∼0.9 범위 내에 존재할 것이라 추정하며, 각 

범위 내 세부적인 마찰계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 마찰계수는 PLR이 0.0이 아닌 이상 발현되고, 

직경 및 외부 마찰계수에 따라 값의 차이는 있지만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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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When the pile diameter is 0.5 m; (a) drag load on inside surface of pile, (b) drag load on outside surface of pile and (c) axial 

stress

하는 값은 0.3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임계 내부 마찰계

수 산정에서 직경은 1.5m, PLR은 1.0으로 설정하며, 외

부 마찰계수는 외부 마찰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0.0의 조

건을 사용하였다. 외부 마찰계수도 값의 차이가 존재하

지만 말뚝 직경 0.5m를 제외하고는 0.6 이상에서는 수

렴한다. 따라서 임계 외부 마찰계수 산정을 위하여 말뚝 

직경 0.5m, PLR = 0.0과 말뚝 직경 1.5m, PLR = 0.0의 

두 가지 해석 케이스를 설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내부 마찰계수는 관내토가 없기 때문에 0.0과 같다.

해석 결과 각 변수별 극한하중은 Fig. 7과 같다. 각 

계수의 증가폭에 따른 극한하중의 비율(각 그래프의 기

울기, slope)을 분석한 결과, 내부 마찰계수가 증가할수

록 비율은 점차 작아 졌으나 0.3 이후의 값에서는 확연

히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외부 마찰계수 변화의 경우 직

경이 1.5m일 때 확연한 비율을 가지면서 극한하중이 수

렴하였으며, 임계 외부 마찰계수를 0.5라 할 수 있다. 직

경 0.5m에서는 0.7의 값을 가졌다. 

4.2 지반 침하에 따른 말뚝 거동 분석

지반 침하 발생에 따른 말뚝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계 내･외부 마찰계수를 적용시키고 주면 마찰력 및 말

뚝 내 축력, 침하량을 분석하였다. 앞선 해석 결과 PLR

은 소구경 말뚝에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대구경 말뚝

에서 PLR 값이 0.5와 1.0일 경우 유사한 값을 가졌다. 

또한, PLR이 0.0일 경우 PLR이 1.0이고 내부 마찰계수

가 0.0(frictionless)일 때 거동과 같기 때문에 이는 해석

에서 제외하며 최종 해석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이때 

말뚝에 적용된 하중은 각각 해석 케이스의 직경별 최소 

극한하중으로 0.5m의 직경에는 단위 하중 68.68MPa, 

1.5m의 직경에는 단위 하중 131.59MPa를 적용하였다.

(1) 직경 0.5m – 내부 마찰계수(0.0, 0.3) - 외부 마찰

계수(0.0, 0.7) - PLR(1.0, 완전폐색)

(2) 직경 1.5m – 내부 마찰계수(0.0, 0.3) - 외부 마찰

계수(0.0, 0.5) - PLR(1.0. 완전폐색)

강관말뚝 직경과 내･외부 마찰계수 및 침하 유･무에 

따른 내부 마찰력, 외부 마찰력, 축 응력은 Figs. 8∼9와 

같다. 내부 마찰계수가 0일 경우 내부 마찰력은 발현되

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외부 마찰계수가 0일 경우 외부 

마찰력은 발현되지 않았다.

직경이 0.5m일 경우 외부 마찰계수에 따른 영향만이 산

출되며, 내부 마찰계수가 증가하더라도 0.0인 ‘frictionless’ 

상태와 동일하였다. 내부 마찰력은 말뚝 길이 28m 지

점이자 근입 깊이 23m에서 외부 마찰계수가 있을 경우 

소량 증가하였으나 침하와는 무관하였다(Fig. 8(a)). 외

부 마찰력은 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지표면에서부터 음

(-)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작용하였으며, 이때 

지반 내 깊이는 약 16m이다. 해당 깊이를 부주면 마찰

력 관점에서 말뚝과 지반의 상대변위가 0이며, 작용하

는 전단강도가 0인 중립점이라 한다(Fig. 8(b)). 말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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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When the pile diameter is 1.5 m; (a) drag load on inside surface of pile, (b) drag load on outside surface of pile and (c) axial 

stress

(a) (b)

Fig. 10. Differences of pile displacement between before and after settlement with (a) 0.5 m and (b) 1.5 m of pile diameter

작용하는 축 응력은 외부 마찰계수가 존재할 경우 깊이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침하가 발생하면 

축 응력이 증가하여 중립점에서 최대 응력을 가졌다. 

이 때 응력은 (-) 값이기 때문에 압축 응력을 의미한다

(Fig. 8(c)). 

직경이 1.5m인 경우 내부 마찰계수에 따라 미세한 차

이가 발생하였다. 내부 마찰력의 경우 침하 전 내부 마

찰계수가 0.7이고, 외부 마찰계수가 0.0일 경우 말뚝 하

단에서 가장 크게 발현되며, 내부 마찰계수가 0.7이고, 

외부 마찰계수가 0.5일 때 감소한다. 침하의 영향은 외

부 마찰계수가 0.0일 때 존재하지 않았으며, 0.5일 경우 

내부마찰력은 증가하였다(Fig. 9(a)). 외부 마찰력에서 

중립점은 지반 내 깊이 약 12m에 존재하며 직경 0.5m와 

비교하여 지표면으로부터 가깝게 위치하였다. 내부 마

찰계수는 침하 전 정주면 마찰력을 약간 감소시켰으며, 

침하 후 부주면 마찰력을 증가시키고 중립점 또한 하단

에 위치시켰다(Fig. 9(b)). 축 응력에서도 최대 압축 응

력은 중립점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며, 내부 마찰계수가 

존재 할 때 약간 크게 발생하였다(Fig. 9(c)).

Fig. 10은 침하 전후 말뚝 직경에 따른 말뚝의 깊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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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량 차이를 나타낸다. 직경 0.5m일 경우 내부 마찰

계수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외부 마찰계수에 따라 침

하량을 증가시켰다. 이때 말뚝 상단에서 가장 많은 침하

량이 발생하며, 깊이가 깊어질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직경 1.5m에서는 외부 마찰계수가 0일 경

우 내부 마찰계수에 따른 영향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외

부 마찰계수가 0.7일 경우 내부 마찰계수 증가에 따라 

침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내부 마찰계

수는 일정량의 외부 마찰력이 존재한다면 침하량을 감

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외부 마찰계수에 따른 극한하중 및 

부주면 마찰력을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강관말뚝에서 직경과 내･외

부 마찰계수의 값이 클수록 극한 하중은 증가하였

다. 상대적으로 소구경인 0.5m 직경에서는 내부 마

찰계수 0.3, 외부 마찰계수 0.7에서 극한 하중은 수

렴하며, 이외 직경의 말뚝에서는 내부 마찰계수 0.3, 

외부 마찰계수 0.5에서 수렴하였다. 

(2) 본 수치해석에서 강관말뚝의 관내토량을 정량화하

는 PLR에서 부분폐색 값인 0.5와 완전폐색 값인 1.0

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으나, 완전개방상태 값인 

0.0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구

경인 말뚝의 경우 PLR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3) 침하로 인한 부주면 마찰력은 직경이 작고, 외부 마

찰계수가 클 경우 크게 발생하였다. 이때 내부 마찰

계수는 침하 이후 지지력의 감소를 일정부분 억제하

는 역할을 하며, 직경이 클수록 이 효과는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이는 큰 내부 마찰계수로 인해 강관말

뚝 내부 마찰면과 지반의 결속이 이루어지고, 전체

적인 강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 내부 마찰력은 직경과 내부 마찰계수가 클수록 증가

하였으며, 외부 마찰계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

았다. 또한 침하 발생 시 내부 마찰력은 오히려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부 마찰력 분포에서 외부 마

찰계수 증가는 부주면 마찰력을 증가시키고, 중립점

의 위치를 지표면과 가깝게 위치시켰으며 중립점에

서 최대 압축응력이 발생하였다.

(5) 해석 결과를 통해서 부주면 마찰력은 내부 마찰계수

에 비해 외부 마찰계수에 큰 영향을 받으나 내부 마

찰계수가 일정부분 지지력에 기여하며, 침하 시에는 

말뚝의 침하량을 감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정 계수 값 이상에서는 효과가 동일

하기 때문에 사전 지반 조사를 통해 적절한 계수 값

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마찰계수의 경우 

지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 

과도한 압축하중이 말뚝에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외부 마찰계수를 선정하여야 하며, 상대적으

로 대구경으로 시공하는 것이 내부 마찰력 발현 및 

침하량 감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20CTAP-C157021-01).

참고문헌 (References)

1. Auvinet, G. and Hanell, J.J. (1981), “Negative Skin Friction on 

Piles in Mexico City Clay”, Proc 10th ICSMFE, Stockholm. pp. 

599-604.

2. Bakholdin, B.V. and Berman, V.I. (1975), “Investigation of Negative 

Skin Friction on Piles and Suggestions on its Calculations”, Journal 

of Soil Mech. and Foundation Ena., Vol.2, No.4, pp.238-244.

3. Brand, E.W. and Luangdilok, N. (1975), “A Long Term Foundation 

Failure Caused by Dragdown on Piles”, Proc., 4th Southeast Asian 

Conf. on Soil Engrg., Kuala Lumpur. 

4. Briaud, J.L. and Tucker, L. (1997), “Design and Construction 

Guidelines for Downdrag on Uncoated and Bitumen-coated Piles”, 

National Academy Press, No.1458, Washington, U.S.

5. Chellis, R.D. (1961), “Pile Foundations”, Mcgraw Hill Book co, 

New York, U.S. 

6. Chen, R.P., Zhou, W.H., and Chen, Y.M. (2009), “Influences of 

Soil Consolidation and Pile Load on the Development of Negative 

Skin Friction of a Pile”, Computers and Geotechnics, Vol.36, No.8, 

pp.1265-1271.

7. Davisson, M.T. (1972), “High Capacity Piles”, Proc. Lecture Series 

on Innovations in Foundation Construction, ASCE, Illinois Section.

8. Endo, M., Minou, A., Kawasaki, and Shibata, T. (1969), “Negative 

Skin Friction Acting on Steel Pipe Pile in Clay”, 7th Int. Conf. 

on Soil Mech. and Found. Eng., Mexico City, pp.85-92.

9. Hejazi, Y., Dias, D., and Kastner, R. (2008), “Impact of Constitutive 

Models on the Numerical Analysis of Underground Constructions”, 

Acta Geotechnica, Vol.3, No.4, pp.251-258.



침하가 예측되는 지반에서 강관말뚝 주면 마찰 저항에 따른 말뚝의 거동 분석 117

10. Jeong, S.S. and Ko, J. Y. (2016), “Influence Factors on the Degree 

of Soil Plugging for Open-Ended Piles”,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ol.32, No.5, pp.27-36 (in Korean).

11. Johannessen, I.J. and Bjerrum, L. (1965), “Measurements of the 

Compression of a Steel Pile to Rock due to Settlement of the 

Surrounding Clay”, Proc., 6th Int. Conf. on Soil Mech. and Found. 

Eng., pp.261-264.

12. Kim, D., Jeong, S., and Park, J. (2020), “Analysis on Shaft 

Resistance of the Steel Pipe Prebored and Precast Piles based on 

Field Load-transfer Curves and Finite Element Method”, Soils and 

Foundations, Vol.60, No.2, pp.478-495.

13. Kuwabara, F. and Poulos, H.G. (1989), “Downdrag Forces in Group 

of Piles”, ASCE, Vol.115, No.6, pp.806-814.

14. Lambe, T.W., Garianger, J.E., and Leifer, S.A. (1974), “Prediction 

and Field Evaluation of Downdrag Forces on a Single Pile”, Research 

Report, No. R74-27,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U.S.

15. Lim, J.S., Park, J.H., and Sim J.S. (2010), “A Study on the 

Negative Skin Friction Depending Upon the Locations of Piles in 

a Group Using Model Test”, KGS Spring National Conference 

2010. Seoul. (in Korean).

16. Rollins, K. (2019), “Proposed AASHTO specification for design 

of piles for downdrag”, NCHRP12-116, Brigham Young University, 

Utah, U.S.

17. SIMULIA (2014), “6.14 Documentation collection”, ABAQUS/CAE 

User’ Manual.

18. Tan, S.A. and Fellenius, B.H. (2016), Negative Skin Friction Pile 

Concepts with Soil-structure Interaction, Geotechnical Research, 

Vol.3, No.4, pp.137-147.

19. Terzaghi, K. (1942), “Discussion of the Progress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Bearing Value of Pile Foundations”, In Proceedings 

ASCE, Vol.68, pp.311-323.

20. Walker, L.K., Darvall, L., and Le, P. (1973), “Dragdown on 

Coated and Uncoated Piles”, 8th Int. Conf. on Soil Mech. and 

Found. Eng., Moscow, pp.257-262.

Received : October 13
th
, 2020

Revised : October 30
th
, 2020

Accepted : November 5
th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