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도시험

시험준비1.

재료1)

검사용 튜브(1)

검사용 튜브의 구경은 검사용 센서의 출입이 원활하여야 하며 재질은 강관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검사장비(2)

검사장비는 장비 반입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의 정확도 등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하여 본 말뚝에 대한 검사에 앞서 모형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검사장비의 구성은 다음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3)

한다.

초음파 발신 및 수신센서와 케이블①

케이블의 인입 및 인발을 이용한 측정심도 자동측정기②

발신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수신용 전자장치③

수신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④

검사용 튜브의 설치2)

검사용 튜브의 내부는 녹발생 막힘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연결 부위는 커플링(1) , ,

에 의한 나사연결 방식으로 완전방수를 하여야 한다.

검사용 튜브는 철근 케이지내에 해당하는 수량을 결속하여 매설한다(2) .

검사용 튜브의 하단부는 철근 케이지 하부면과 가능한 한 일치시키되 말뚝선단부(3)

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철근 케이지 근입시 튜브가 휘어지거나 튜브의 하단부가 파열,

되지 않도록 정도 짧게 설치할 수 있다50~100 mm .

검사용 튜브와 튜브의 간격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가급적 서로 평행(4) ,

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용 튜브의 상단부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완성 마무(5)

리면 이상으로 돌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용 튜브의 양단부 상하부 는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방수마개를 하여야 하(6) ( )․
며 시공 중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검사용 튜브 개수의 산정3)

튜브의 상호간격은 센서의 수신가능 범위 내에 있도록 하고 튜브개수는 시험 부재의

단면과 검측용 센서의 수신거리를 감안하여 관계자들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단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튜브개수를 조절 할 수 있다, .

표 검사용 튜브 개수의 산정< .1>

말뚝의 직경 D (m) 검사용 튜브의 수 개( ) 비고

1.2 D 1.5＜ ≤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 장 절 표 참조6 3.5 6-1
1.5 D 2.0＜ ≤ 5

2.0 D 2.5＜ ≤ 7

시험방법2.

시험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일간 양생 후 말뚝 두부 정리 후에 시험이 가능(1) 7 ,

하다.

검사용 튜브 내부의 발신센서와 수신센서는 말뚝길이 방향과 직교하는 동일 평면(2)

상에 놓이도록 케이블의 인입인발 길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초음파 발신 및 수신케이블의 길이는 검사대상 말뚝의 길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길(3)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초음파 검사의 측정심도는 초음파 발신과 동시에 기록하며 말뚝의 선단부로부터(4) ,

발신센서와 수신센서를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FAT(First Arrival

를 취득한다Time) .

검사자는 한 쌍의 발신센서 및 수신센서에 대하여 초음파 전파시간 에너지 강도(5) , ,



주시곡선의 형태 를 말뚝 심도에 따라 나타낸 프로파일 을 모니터 화(waveform) (profile)

면을 통하여 측정한다.

검사가 끝난 후 검사용 튜브는 감독자의 검사에 대한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물질(6)

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덮개를 하여야 한다.

해석방법3.

현장타설말뚝의 건전도 판정은 일차적으로 표 의 기준을 적용하여 검측경로가 다< .2>

른 개개의 프로파일 그래프에 대한 심도별 결함점수를 산출한 다음 식 에 의거하여 심(1)

도별 전체 프로파일 그래프를 대상으로 한 평균 결함점수를 계산결과를 고려하여 판정한

다.

표<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내부 결함 판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시방[ 서]

등 급 판 정 기 준
결함

점수
비 고

A

양호( )

초음파 주시곡선의 신호왜곡- (Signal distortion

거의 없음)

건전한 콘크리트 초음파 전파속도의 이내- 10%

감소에 해당되는 전파 시간 검측

0

V=

전파속도V :

전파시간T :

튜브간의S :

거리

B

결함의심( )

초음파 주시곡선의 신호왜곡이 다소 발견-

건전한 콘크리트 초음파 전파속도의- 10~20%

감소에 해당되는 전파시간 검측

30

C

불량( )

초음파 주시곡선의 신호왜곡이 정도가 심함-

건전한 콘크리트 초음파 전파속도의 이상- 20%

감소에 해당되는 전파시간 검측

50

D

중대결함( )

초음파 신호자체가 감지되지 않음-

전파시간이 초음파 전파속도 에 근접- 1500m/sec
100



말뚝 심도별 평균 결함점수(1)

= 
  검측 경로별 프로파일 그래프의 결함점수 식( ) ------- (1)

프로파일 그래프의 수 검측경로의 수N : ( )

상기 항의 절차에 의한 판정결과 양호의 등급 평균 결함점수 점 미만(2) (1) , ‘ ' ( 30 ; A,

등급 에 해당하는 동시에 각 프로파일 그래프가 양호하여 보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B )

해당말뚝의 후속 공정을 진행시키기에 앞서 검사용 튜브 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

뚝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으로 그라우팅 을 실시하여야 한다(grouting) .

상기 항의 절차에 의한 판정결과 결함의심 등급이하 평균 결함점수 점 이(3) (1) , ' ‘ ( 30

상 등급 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 전문가와 지반공학 및 구조공학 전; C )

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강여부를 결정한다.

참고※

표< .3> French Norm NF 94-160-1 Part 1 : Sonic coring method

Pile grade Integrity status Velocity (m/s)

A
Not found significant defect.

Homogeneous condition
Over 3,660

B

In case an anomaly is suspected (fast variation

of transit time 20%)≥

Acceptable pile status.

3,050~3,660

C
Required repair or reinforcement pile

(fast variation of transit time > 20%)
2,135~3,050

D
Required re-construction piles.

Found significant defect
Below 2,135



결함의 보강 및 결과 보고서4.

결함의 보강1)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말뚝의 결함위치와 불량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초음(1)

파 검사 전문가 및 감독자 입회하에 해당 말뚝에 대한 시추 를 실시하여 원인을(coring)

규명하고 추후 시공하는 말뚝의 시공과정에서 동일한 결함요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결함 위치에 대한 보강은 지반공학 및 구조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라우팅(2) ,

마이크로 파일 재시공 등의 적용 가능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micro-pile),

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보강이 완료된 말뚝에 대하여 정 또는 동재하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방법에(3) ,

따른 판정결과를 첨부하여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 보고서2)

검사자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건전도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주일 이(1) 1

내 추후 공정을 위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월 단위로 중간 보고서로 기 제출된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간 보고서를 제출한다(2) .



그림 현장 데이터 출력 예< .1>



건전도시험 수행 예5.

두부정리 튜브내 용수 채움

시험수행 시험수행전경

시험수행전경 시험수행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