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건설공학과(삼성물산), 석사과정

E-mail : kjc007@samsung.com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교통인프라연구실, 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건설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수평재하시험을 이용한 철도교 기초의 P-y 곡선에 관한 연구

Back-Calculated P-y curves from Lateral Load Tests 

for Railway Bridge Foundation

김종칠† 사공명* 조국환**

Jong-Chil Kim Myung Sakong Kook-Hwan Cho

ABSTRACT

A significantly larger lateral load and moment are applied on a high speed railway bridge foundation than 

other bridge foundations. Therefore most of bridge foundations on Honam high speed railway project were 

designed by high strength steel pipe piles to resist lateral load and moment, which caused the increase of 

construction costs. In order to perform optimum design, it is important to estimate accurate lateral resistance 

when designing this type of structure.

Lateral load tests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field design data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later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 railway bridge foundation. The standard load test method(ASTM D 3966) was 

used for field tests by applying twice of design load. Total four load tests were performed on high speed 

railway bridge foundations with strain gages installed  by every 1m along piles to measure load-resistance 

characteristics under applied lateral loads. The back-calculated P-y curves from strain gages were compared 

with estimated P-y curves using theoretical methods based on geotechnical investment data. 

Back-calculated P-y curves from field tests for sand and clay ground conditions were presented in this 

paper, which are different from theoretical P-y curves. By using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more 

accurate estimations of pile design under lateral loads can be available for similar geotechnical condition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속철도교 기초에서는 다른 교량 기초보다 상당한 수평하중과 모멘트가 작용한다. 따라서 호남고

속철도계획에서 대부분의 교량기초는 이러한 수평하중과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고강도 강관말뚝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이것은 건설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구조물의 설계를 할 경

우 최적의 설계를 위해서 정확한 수평저항력 산출이 중요하다.

철도교 기초의 횡방향 거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수평재하시험을 실시

하였다. 현장실험은 표준재하시험(ASTM D3966)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중의 2배까지 재하하였다. 고속

철도교 기초의 총 4개 말뚝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험말뚝에는 1m 마다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여 하중재하에 따른 말뚝의 변형 및 응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P-y 곡선을 산정하

였으며,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한 이론값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래 및 점토지반에 측정된 P-y 곡선과 지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측정된 값은 이론적

으로 산정된 P-y 곡선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향 후 비슷한 지반조건을 가

진 말뚝의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P-y 곡선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P-y 곡선을 이용할 경우 보다 정확

한 말뚝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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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호남고속철도교 기초 시공현황

  고속철도교에서는 고속철도의 이동하중, 급제동하중, 내진 및 기타하중이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고속철

도교 기초에서는 다른 교량 기초보다 상당한 수평하중과 모멘트가 작용한다. 이와 같이 상부구조물에 

작용된 수평하중은 말뚝으로 하중이 전이 되고 이때 전이된 하중에 의하여 말뚝 두부에서는 과다한 수

평변위와 모멘트로 인하여 말뚝기초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시 상부구조물의 불완전 

요소로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말뚝 설계 시 수평하중과 모멘트에 의한 말뚝 거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1]. 

  호남고속철도계획에서 대부분의 교량기초는 이러한 수평하중과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고강도 강관 

말뚝으로 설계를 하였다. 김명균 등[2]은 590Mpa급 고강도 강관말뚝을 호남고속철도 기초 적용사례로 

제시하였다. 강관말뚝은 일반강도 대비 톤당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건설비용 증가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기초에 적용한 STKT590 고강도 강관말뚝은 크게 설계지지력을 최적화하여 

말뚝 본수를 절감하는 접근방법과 소요두께를 최적화하여 재료비를 절감하는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표 1

과 같이 전체 강관말뚝 공사비를 약 10% 절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은 호남고속철도에 시공

된 STKT590 고강도 강관말뚝이다.

표 1. 호남고속철도 말뚝 적용현황

구  분 강관말뚝 PHC말뚝 현장타설말뚝 계

수  량 961개소 788개소 22개소 1,771개소

그림 1. STKT590 고강도 강관말뚝

  

  수평재하시험을 실시한 호남고속철도 ○○현장에서는 매입말뚝공법인 SDA(Separation Doughnut Auger)

공법을 이용하여 고강도 강관말뚝을 시공하였다. 이 공법은 외측오거와 내측오거를 상호 역회전하며 지

반을 천공하는 공법으로서 외측오거에는 Screw를 장착하여 2중 굴진함으로서 항타 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반면 항타말뚝은 말뚝머리를 해머로 직접 타격하여 말뚝을 

지지층에 관입하는 공법으로서 효율적, 경제적이며 지지력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높으나 소음 및 진동

으로 인해 민원의 발생이 잦아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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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y 곡선

  말뚝의 변위가 커지면 지반반력이 항복치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반에서의 말뚝변위와 지

반반력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는 비선형성을 보인다. 말뚝과 지반의 관계는 P-y 곡선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일련의 P-y 곡선은 임의의 깊이에서 말뚝의 수평저항력 작용하의 지반의 측방변형을 나태내고 말

뚝의 형상이나 강성에 무관하며 임의의 깊이에서 말뚝의 위아래에 작용하는 하중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가정한다. 이는 임의의 깊이에서의 말뚝변위는 그 위치에서의 지반반력에만 의존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지반은 그림 2(b)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련의 P-y 곡선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림 2(a)의 P-y 

곡선은 0에서 지반의 항복강도까지의 수평지반저항에 대한 지반변형을 나타내었다[3]. 

(a) (b)

그림 2. P-y 곡선의 개념도

2.3 항타·매입말뚝

  지금까지 항타·매입말뚝에 수평하중과 모멘트가 작용할 때 말뚝의 거동 특성은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Tomlinson (1994)은 점성토와 모래에서 항타·매입말뚝의 거동을 분석하였는데 과압밀 점토에서 

항타, 매입말뚝 시공시 극한 수평 저항력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매입말뚝의 경우 

말뚝 주위 매우 작은 반경에서 Softening Effect가 일어나지만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은 교란되지 않은 흙

에서 즉 Softening Effect가 일어나는 뒷부분에서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점착성이 없는 모래에서 

매입말뚝 시공시 지반은 느슨해지며, 이에 따라 노상변동계수(nh)가 작아짐에 따라 매입말뚝의 지지력이 

항타말뚝보다 작아진다고 주장하였다[4]. 

  일반적으로 말뚝의 P-y 곡선은 항타말뚝에 대한 실험을 근거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

입말뚝 시공 시 기존의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향 후 비슷한 지반조건을 가진 말뚝의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P-y 곡선을 제시하였다. 

3. 수평재하시험

  고강도 강관말뚝을 이용하여 철도교 기초 설계를 할 경우 최적의 설계를 위해서 정확한 수평저항력 

산출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 기초의 횡방향 거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수평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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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그용접작업 (b)센서부착전경 (c)Protection cover작업 (d)센서설치 후 선정리

3.1 수평재하시험 방법

  수평재하시험은 표준재하시험(ASTM D3966) 방법[5]을 적용하여 설계하중의 2배까지 재하하였다. 고속

철도교 기초의 총 2개 말뚝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하중 재하 및 재하과정은 표 2와 같고, 

그림 3은 수평재하시험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단계별 시험하중의 재하에는 300톤 용량의 유압 

jack 1조를 이용하며, 재하하중의 측정은 300톤 용량의 Load Cel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2. 시험하중 재하 및 재하과정

단계
재하비율

(%)

재하하중

(kN)

Reading Time

(Min)

하중지속시간

(Min)

0 0 0 - 0

1 25 20 0-1-2-3-5-10 10

2 50 100 0-1-2-3-5-10 10

3 75 150 0-1-2-3-5-10-15 15

4 100 200 0-1-2-3-5-10-15-20 20

5 125 250 0-1-2-3-5-10-15-20 20

6 150 300 0-1-2-3-5-10-15-20 20

7 170 340 0-1-2-3-5-10-15-20 20

8 180 360 0-1-2-3-5-10-15-20 20

9 190 380 0-1-2-3-5-10-15-20 20

10 200 400 0-1-2-3-5-10-15-20-25-30-40-50-60 60

그림 3. 수평재하시험장치 모식도

  스트레인게이지는 그림 4와 같이 각 시험말뚝에 1m 간격을 기준으로, 말뚝의 크기, 편심하중, 말뚝 시

공 시 망실, 오작동 등의 원인으로 말뚝 좌우측에 180° 간격으로 설치하여 하중재하에 따른 말뚝의 변

형 및 응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5는 수평재하시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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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용접작업 (f)센서부착완료전경 (g)Protection cover작업 (h)말뚝시공전경

그림 4. 스트레인게이지 설치작업

그림 5. 수평재하시험

3.2 수평재하시험 결과

  현장지반의 P-y 곡선은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산정된 깊이별 휨모멘트를 사용한다. 말뚝의 휨모

멘트는 변형률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휨응력을 구한 뒤, 식 (1)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 
                                         (1) 

  

  여기서, M은 휨모멘트, σ는 평균 변형률 값으로부터 구한 휨응력, I는 단면 2차모멘트, y는 말뚝의 반

경이다. 지반반력(P)은 식 (2)의 보이론(Beam theory, 1971)을 적용하여 휨모멘트(M)를 2차 미분하였고, 

말뚝의 수평변위(y)는 휨모멘트(M)를 2차 적분하여 구하였다.

                      



 



























                          (2)

  여기서, x는 깊이, y는 수평변위, S는 기울기, M은 휨모멘트, V는 전단력, 그리고 P는 지반반력을 나

타낸다[6]. 표 3은 말뚝과 시험지층의 물성치를 나타내었고, 수평재하시험으로부터 산정된 심도별  P-y 

곡선은 그림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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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말뚝과 시험지층의 물성치

종류 E(MPa) D(m) L(m) γ (t/m³) Φ (°) C (t/m
2
) N z(m)

말뚝 12,000 0.609 12 - - - - -

P25 모래 - - - 1.78 28 - 11 3.2~6.4

P27 모래 - - - 1.80 28 - 11 0.6~3.6

P28-4-1
점토 - - - 1.77 - 2.2 4 0.3~2.3

모래 - - - 1.81 30 - 18 2.3~6.3

P28-6-1

점토 - - - 1.77 - 2.2 4 0.7~2.6

모래 - - - 1.81 29 - 13 2.6~6.6

(a)P25 (b)P27

(c)P28-4-1 (d)P28-6

그림 6. 말뚝의 심도별 P-y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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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해석

4.1 이론식을 통한 말뚝의 P-y 곡선 산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이론식을 통해 말뚝의 심도별 P-y 곡선을 산정하였다. 점성토는 

Matlock(1970), 사질토 및 풍화토는 Reese(1975)에 의해 만들어진 P-y 곡선 작성법을 이용하였다. 이론식

으로 산정된 말뚝의 심도별 P-y 곡선은 그림 7과 같다.

(a)P25 (b)P27

(c)P28-4-1 (d)P28-6

그림 7. 이론식으로 산정된 말뚝의 심도별 P-y 곡선

 

3.2 보정계수 산정

  매입말뚝으로 시공된 말뚝의 수평재하시험 결과와 항타말뚝 실험 결과로 연구된 기존 이론식과의 비

교를 통해 향후 비슷한 지반조건에 사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점토층은 0.64~0.80배, 

모래층은 0.47~0.61배 정도의 보정계수가 산정되었다. 이는 Tomlinson (1994)이 주장한 점성토·모래에서 

항타·매입말뚝 시공시 말뚝의 거동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4는 산정된 보정계수 값을 표시하

였다.

827



표 4. 산정된 보정계수

구분 지반반력(kN/m) 보정계수(
이론식

현장시험
)

P25 모래
현장시험 51

0.56
이론식 91

P27 모래
현장시험 23

0.57
이론식 41

P28-4-1

점성토
현장시험 31

0.64
이론식 48

모래
현장시험 76

0.47
이론식 120

P28-6-1

점성토
현장시험 33

0.80
이론식 42

모래
현장시험 56

0.61
이론식 91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교 기초에서의 모래 및 점토지반에 측정된 P-y 곡선과 지반 특성을 제시하였

으며, 측정된 값은 이론적으로 산정된 P-y 곡선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 후 

비슷한 지반조건을 가진 말뚝의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P-y 곡선과 보정계수를 제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고속철도교에서는 고속철도의 이동하중, 급제동하중, 내진 및 기타하중으로 인하여 다른 교량 기초보  

   다 상당한 수평하중과 모멘트가 작용한다. 호남고속철도계획에서 대부분의 교량기초는 이러한 수평  

   하중과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590Mpa 고강도 강관말뚝으로 설계를 하였다.

2) 수평재하시험은 표준재하시험(ASTM D3966)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중의 2배까지 재하하였다. 고    

   속철도교 기초의 총 4개 말뚝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험말뚝에 1m 간격을 기준으로    

   스트레인게이지를 설치하여 하중재하에 따른 말뚝의 변형 및 응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심도별    

   P-y 곡선을 측정할 수 있었다.

3) 매입말뚝으로 시공된 말뚝의 수평재하시험 결과와 항타말뚝 실험 결과로 연구된 기존 이론식과의 비  

   교를 통해 향후 비슷한 지반조건에 사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점성토는          

   0.64~0.80배, 모래층은 0.47~0.61배 정도의 보정계수가 산정되었다. 이는 Tomlinson (1994)이 주장한 점  

   성토·모래에서 항타·매입말뚝 시공시 말뚝의 거동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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