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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rtificial neural network is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bearing capacity of 

the PHC auger-drilled piles at sites of domestic decomposed granite soils. For the 

verification of applicability of error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a total of 168 data of 

in-situ test results for PHC auger-drilled plies a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the 

estimation of error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provide a good matching with pile test 

results by training and these results show the confidence of utilizing the neural networks for 

evaluation of the bearing capacity of piles.

요    지

본 연구에서는 화강풍화토 지반에 시공된 PHC 매입말뚝의 지지력의 평가를 해 인공신경망을 용하

다. 오류역  인공신경망의 용성을 증명하기 해 168개의 PHC 매입말뚝의 장시험 데이터가 사용되

었다. 연구결과 오류역  인공신경망의 말뚝지지력 평가가 동재하시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PHC 매입말뚝의 지지력 평가가 신뢰성이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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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말뚝의 연직지지력을 산정하기 한 방법으로는 말

뚝재하시험, 정역학  지지력 공식, 동방정식에 기

한 항타공식, 장 원 치 시험에 의한 지지력 공

식, 말뚝해석용 코드에 의한 방법, 수치해석기법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 말뚝의 지지력을 정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에서 말뚝재하시험을 수행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 단계에서는 공식이나 수치

해석 등을 통해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각 방법들은 

용의 간편성을 해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제하고 

있으며 실제 시공에서의 복잡한 말뚝거동특성은 규명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정확한 측이 어려운 실정

이다.

복잡 다양한 제반조건으로부터 별도의 추론이나 규

칙의 용없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한 기법으로 인공

신경망이 용되고 있으며, 양호한 결과를 얻어짐이 

알려져 있다. 지반 분야에서도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말뚝의 수평 변 와 휨모멘트 측(김병탁 등, 

2000), 흙막이 벽체의 변  측(김홍택 등, 2000), 

액상화 가능성 별(이송 등, 2002), 연약지반의 압

 침하량 측(김제경 등, 2003), 산사태 측(홍원

표 등, 2004), 연약지반의 비배수 단강도 추정(김

상, 2004), 항타말뚝의 지지력 측(박 일 등 

2006) 등의 토목공학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되어 그 

유용성이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화강풍화

토, 풍화암 지반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 트 단지

처럼 지반 토층의 표성이 체로 가능한 지역을 

상으로 하 으며 단일 직경인 φ400의 PHC매입말뚝을 

상으로 하여 말뚝시공조건과 향인자가 말뚝의 지

지력 평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하

여 인공신경망을 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신

뢰성 검증을 통해 인공신경망을 통한 PHC매입말뚝의 

지지력 평가 방법이 기존의 말뚝 지지력 측방법들보

다 더 간편하면서 더 신뢰성 높고 안 하며 경제 인 

최 의 말뚝 지지력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

다.

2. 인공 신경망

인간의 두뇌가 량의 복잡한 정보를 효율 으로 분

산병렬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학

습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

한 규칙 개발이 필요없는 계산 방법으로 인공신경망 

이론이 1940년 에 개발되었다. 인공신경망은 생물학

 신경세포망이 축색돌기-세포본체-수상돌기를 통하

여 외부의 자극을 다른 뉴런에 달하는 기능을 모사

한 것이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은 복잡다양한 비선형선 

거동을 하는 지반에 용하기 알맞은 측기법이라 할 

수 있다.

다층 Perceptron은 인공신경망의 수많은 모델  

재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로써 입력층을 통하여 외

부의 신호를 받아들여 가 치의 활성함수를 사용하여 

은닉층을 거쳐 출력층으로 시키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Sigmoid 함수를 사용(식 1, 식 2)하여 

은닉신호( y i)와 출력신호( o k)를 계산하 다. 

y j =
1

1+exp(- ∑
n

i=0
v jix i )

             (1)

o k =
1

1+exp(-∑
p

j=0
wkjy j )

            (2)

여기서 υ ji와 ω kj
는 각각 입력층과 은닉층에서의 

가 치이다.

오류역  알고리즘은 출력층의 각 뉴런에 발생되

는 출력오차를 각 층으로 역 시켜 나가면서 연결링

크의 가 치를 수정해서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

한다. 이 과정을 ‘학습’이라 할 수 있는데, 식 3을 통

해 원하는 출력결과( d k)와 실제 출력결과( o k)를 

통해 오차의 기울기( δ k)가 계산되며, 가 치의 변화

량(△ω)은 식 4와 같이 임의로 지정해  학습율(η)과 

모멘텀상수(α)값에 따라 계산되어 각 뉴런으로 다시 

보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공신경망 시스템은 인

간의 ‘경험’에 해당하는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