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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밀계수의 공간변동성에 따른 압밀도의 확률론적 해석

The probabilistic Analysis of Degree of Consolidation by Spatial Vari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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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il properties are not random values which is represent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ut show spatial correlation. Especially, 

soils are highly variable in their properties and rarely homogeneous. Thus,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probabilistic analysis results 
is decreased when using only one random variable as design parameter. 

In this paper, to consider spatial variability of soil property, one-dimensional random fields of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 ) 
were generated based on a Karhunen-Loeve expansion. A Latin hypercube Monte Calro simulation coupled with finite difference 
method for Terzaghi's one dimensional consolidation theory was then used to probabilistic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failure 
probability is smaller when consider spatial variability of   than not considered and the failure probability increased when the 
autocorrelation distance increased. Thus, the uncertainty of soil can be overestimated when spatial variability of soil property is not 
considered, and therefore, to perform a more accurate probabilistic analysis, spatial variability of soil property needed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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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반의 성질은 생성단계에서부터 고유한 공간적 변동성을 가

지며, 여기에 실험오차, 측정오차, 해석모델의 오차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해진다 (Lacasse and Nadim, 1996; Christian, 

2004). 특히 지반의 고유한 공간적 변동성은 지질학적 이질성, 

퇴적조건, 응력이력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지반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본질적인 원인이다 (Eikateb et al., 2002). 이러한 지

반의 공간 변동성은 지반 공학적 문제에 있어 지반의 거동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반의 공학적 거동이 

극단치보다 국부적으로 평균화된 물성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더

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지반의 공간 변동성을 정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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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반의 공간변동성은 Lumb (1966; 1968; 1975)는 간극비, 

비배수전단강도와 같은 지반물성에 대한 공간 상관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Agterberg (1970)는 자기상관함

수를 도입하여 공간변동 구조를 나타내었다. 또한, Padilla and 

Vanmarcke (1974)는 물성의 공간상관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관거리 (correlation distance)를 사용하였으며, Baecher (1982)

는 지반물성의 공간적 변동성을 추세성분과 무작위 성분의 조합

으로 취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Vanmarcke (1983)는 

지반물성을 확률장으로 표현하는데 평균, 분산, 변동자 (sclae of 

fluctuation)의 세 가지 매개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공

간적 변동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해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

한, DeGroot and Baecher (1993)는 자기공분산함수가 까

지 감소하는 거리인 자기상관거리 (autocorrelation distance)를 

공간적 상관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반의 공

간 변동성은 Random field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Random field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기에 공간 평균

법 (spatial averaging method), 중심점법 (midpoint method), 

형상함수법 (shape function method) 같은 여러 방법들이 개발

되어져 왔다. 하지만 Random field를 정확하게 근사하기 위해서

는 많은 수의 랜덤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Random field의 이산화를 위하여 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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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hunen-Loeve Expansion), OSE (Orthogonal Series 

Expansion), EOLE (Expansion Optimal Linear Estimation) 방

법과 같은 급수 전개법들이 개발되었다 (Cho and Park, 2009). 

여기서 KLE 방법은 모든 정규직교기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분산오차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ckheit, 1996; Ghanem 

and Spanos, 2003).

지반의 물성이 단순히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한 무작위적인 값

이 아니라 공간적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지반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설계변수를 하나의 확률변수로 사용할 경우 해석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압밀도를 산정하는데 있어 압밀계수의 불확실

성과 공간적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Karhunen-Loeve 전개

법을 이용한 Random field를 생성하고 유한차분법을 통한 압밀

해석과 결합하여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압밀계수의 공

간적 변동성이 압밀도의 확률론적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II. Random field 생성

1. Random field 이산화

평균 과 분산 
 을 갖는 Random field,  

는 Karhunen-Loeve 전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Spanos and Ghanem, 1989).

   


∞

    ∈ (1)

여기서,  는 평균이 0인 비상관 랜덤변수로 이루어진 벡터

로 식 (2)와 같다.

  

 


  (2)

와  는 각각 입력변수에 대한 공분산함수  의 

고유치 및 고유함수를 나타낸다. 공분산 함수는 대칭, 양정치 

(positive definite)이며 Mercer의 정리에 따라 식 (3)과 같은 

스펙트럼 분해를 갖는다.

  


∞

   (3)

지반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분산함수는 Li and Lumb (1987)

Table 1 Eigen value and Eige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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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Rackwitz (2000)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

장 널리 사용되는 지수형태의 상관함수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은 자기상관거리를 의미하며 큰 값일수록 넓은 범위에 걸쳐 강한 

상관성을 나타낸다.

   

  (4)

고유치 및 고유함수는 식 (5)에 의하여 주어지는 두 종류의 프

레드홀름 (fredholm) 적분방정식의 해로써 얻을 수 있으며 Van 

Trees (2001)이 제시한 식 (Table 1)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5)

여기서 는 홀수일 경우 식 (6), 짝수일 경우 식 (7)의 해이며 

초월함수로 그래프나 MATLAB의 ∙ 함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Sudret and Der Kiureghian, 2000). 




 tan  (6)



 tan  (7)

Random field의 정확한 근사를 위해서는 많은 항 ()의 근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MATLAB의 ∙ 함수를 사

용하여 를 산정할 경우 가 홀수와 짝수일 때 각각의 그래프

를 통하여 매번 해의 범위를 지정해주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 ∆에 의한 식 (6) 및 식 

(7)의 곱이 (-)값을 나타낼 경우를 해로 보고 오차가  이하

가 되도록 ∆를 증가시켜가면서 해를 산정하였다. 특히 함수가 

tan∙를 포함하고 있어 발산이 발생하므로 ∆증가에 따른 

곱의 절대값이 1이상인 경우는 해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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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field를 생성하기 위한 랜덤벡터  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직교성의 확률변수이다. 재현된 Random field

을 통한 확률론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Monte 

Carlo Simulation)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한 모델이나 파괴확률이 매우 작은 경우 많은 시행

횟수를 수행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랜덤

변수 샘플링을 위하여 Latin hypercube 샘플링 기법 (LHS)을 

사용하였다 (McKay et al., 1979; Stein, 1987; Olson et al., 

2003).

2. 이산화에 따른 오차추정

정확한 Random field의 근사를 위해서는 Karhunen-Loeve 

전개를 무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며 요구되는 정확도에 따라 식 (8)과 같이 적절한 항의 수 ()

를 선정하여 전개할 수 있다.

   




    (8)

Fig. 1 Eigen values of covariance function 

Fig. 2 Eigen functions of covariance function

항의 전개를 나타내는 값의 증가에 따른 일반적인 고유치 및 

고유함수의 변화는 Fig. 1, Fig. 2와 같다. 고유치의 경우 값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급격하게 감소하고 점점 0에 수렴하는 경

향을 나타내며 고유함수의 경우 sin함수 및 cos함수로 이루어진 

주기함수로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제한된 항 ()까지 Karhunen-Loeve 전개법을 통하여 재현된 

Random field의 분산은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의 수가 많을수록 분산은 목표값에 수

렴하게 되므로 제한된 항까지 Karhunen-Loeve 전개를 수행하

게 되면 항상    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따

라서 적절한 항까지 전개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산화된 Random 

field의 값은 실제 지반의 변동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해석영

역에서의 분산이   인 경우, 항까지 전개함에 따

른 변동성에 대한 오차의 추정은 식 (10)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

다 (Diego and Vincenzo, 2009).

  









∞

   





 


∞


 





 


(10)

III. 유한차분법에 의한 압밀해석

Terzaghi (1923)는 압밀과정에서 간극수의 흐름과 점토층의 

압축이 수직방향으로만 발생하며 완전포화상태로 가정한 1차원 

압밀에 대한 관계식으로 과잉간극수압, 토층의 두께, 시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식 (11)을 제시하였다.




 




(11)

여기서,  : 임의의 위치와 시간에서 발생한 과잉간극수압

 : 전 연직응력 증가이후의 시간

  :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의 흙의 깊이

경계조건,          ≤  ≤ 

            

(배수조건 : 양면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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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il layers

Fig. 4 Depth-time grid 

해석단면은 Fig. 3과 같이 깊이 6 m의 점토층이 상부와 하부

의 모래층 사이에 존재하여 양면배수가 발생하는 지반이며 완전

히 포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시간에 따른 깊이별 압밀도는 

식 (11)에 대하여 Explicit Scheme의 전방 차분방정식 (forward 

difference formular)을 적용하여 유한차분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깊이와 시간에 대한 격자망은 Fig. 4와 같다.

IV. 결과 및 고찰

1. 압밀계수의 Random field 생성

압밀계수 ()의 불확실성 및 공간 변동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Karhunen-Loeve 전개를 사용하여 변수의 확률분포함수와 자기

상관함수를 따르는 1차원 random field를 생성하였다. Karhunen- 

Loeve 전개는 보다 정확한 근사를 위하여 140개의 항까지 전개

를 수행하였으며 자기상관거리에 따른 고유치 변화는 Fig. 5와 

같다.

고유치는 항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으

며 항의 증가에 따른 고유치변화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

여 고유치 () 및 전개항 ()축을 로그스케일 (log scale)로 나

타내었다. 자기상관거리 (r)가 클수록 초기 고유치는 높게 나타

Fig. 5 Eigen values for autocorrelation distance

Table 2 Error(x) of variability by truncated Karhunen-Loeve 
expansion

autocorrelation

distance (m)

, %

30th 60th 90th 140th

0.5 8.73 4.37 2.90 1.86

1.0 4.39 2.19 1.45 0.93

1.5 2.93 1.46 0.96 0.62

2.0 2.20 1.09 0.72 0.46

2.5 1.76 0.87 0.58 0.37

났으나 항이 증가함에 따라 더 빠른 감소율을 나타내어 5 항 이

상의 항에 대한 고유치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상관

거리에 따른 고유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자기상관거리가 클수

록 거리에 따라 변동성이 완만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전개항의 

증가에 따른 분산오차의 수렴이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한된 항까지의 전개를 통한 오차는 식 (10)을 통하여 추정하

였으며 Table 2에 자기상관거리별 오차를 나타내었다. 식을 통

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산된 지점이 갖는 변동성에 대한 오차는 

물성치의 평균 및 분산에 관계없이 해석영역이 동일하다면 자기

상관거리 및 이에 따른 고유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산된 지점의 변동성에 대한 오차는 항의 전개를 증가시킴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상관거리가 증가할수

록 더 낮은 오차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기상관거리와 항의 전

개에 따른 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결과의 

정확도 및 오차범위에 맞는 적절한 항의 전개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산된 지점사이의 상관성 및 Karhunen-Loeve 전개를 통한 

공분산 함수의 오차는 공분산 표면함수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기상관거리 1.0 m, 평균 0.003 cm2/s, 표준편차 0.0006

일 때 Fig. 6은 재현하고자 하는 공분산 표면함수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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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0.5 (b) r＝1.5 (c) r＝2.5

Fig. 8 Covariance surface functions for autocorrelation distance

Fig. 6 Covariance surface functon of  

Fig. 7 Covariance surface functon of  

Fig. 7은 140개의 항까지 Karhunen-Loeve 전개를 수행한 공분

산 표면함수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공분산값이 크다는 것은 높은 상관성을 의미하며 

그래프를 통하여 실제 자기 자신과의 상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거리에 따라 상관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

분산함수 재현에 따른 오차는 식 (12)와 같이 실제 공분산함수와 

재현된 공분산함수의 차로 나타 낼 수 있다.

 
 

 




   

(12)

자기상관거리에 따른 공분산표면함수는 Fig. 8과 같으며 자기

상관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점에서의 거리에 따른 상관성

이 커지므로 더 완만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영역 (  )에 따른 공분산표면함수의 오차는 Fig. 

9와 같으며 실제 해석대상과 해석영역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경계에서 다른 지점보다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Random field 생성을 위한 해석영역은 실제 지반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설정하여 경계의 오차를 제

거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의 오차는 매우 작은 범위에서 발생하

며 실제 지반의 영역에 비하여 너무 크게 해석영역을 설정할 경

우 전체적인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석영역의 크기는 

실제 해석 대상의 영역에 경계의 오차가 발생하는 영역의 범위

만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Karhunen-Loeve 전개 조건은 Table 3과 같으며 이에 따라 

총 5 가지 지반에 대한 Random field를 생성하였다.

Fig. 10은 각 지점에 대한 랜덤벡터  가 동일할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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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3.0 (b) a＝3.2 (c) a＝4.0

Fig. 9 Error covariance surface functions by domain size

Table 3 Conditions of Karhunen-Loeve expansion

autocorrelation

distance (m)

mean

(cm2/s)

standard 

deviation

COV

(%)
Distribution 

0.5 0.003 0.0006 20.0 Normal [－3.2 m, 3.2 m]

1.0 0.003 0.0006 20.0 Normal [－3.2 m, 3.2 m]

1.5 0.003 0.0006 20.0 Normal [－3.2 m, 3.2 m]

2.0 0.003 0.0006 20.0 Normal [－3.2 m, 3.2 m]

2.5 0.003 0.0006 20.0 Normal [－3.2 m, 3.2 m]

Fig. 10 Random fields of  for autocorrelation distance

기상관거리별 임의의 Random field를 나타낸 것으로 상관거리

가 작을수록 거리에 따른 변동성에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평균 압밀도

압밀계수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0.003 cm2/s의 값을 

적용하여 압밀해석을 수행한 결과, 시간에 따른 평균 압밀도는 

Fig. 11에 나타내었으며 Table 4에 그 값을 정리하였다.

3.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평균 압밀도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평균 압밀도는 지반 변동성을 고려한 경

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변동

Fig. 11   changes with time and depth

Table 4 Average degree of consolidation changes with time

Time (day) 

50 0.44

95 0.58

130 0.68

165 0.75

200 0.81
 

계수 및 자기상관거리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Table 3

의 조건으로 재현된 Random field에 대하여 압밀해석을 실시하

였다. 확률론적 해석은 계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LHC 

기법을 사용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시행

횟수는 각 지점의 압밀도가 일정한 값에 수렴할 수 있도록 50,000

회 이상 실시하였다.

해석결과, 시간 및 깊이에 따른 압밀도와 확률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 12 및 Fig. 13은 자기상관거리가 2.0 m일 때 

각각의 경과시간에 대한 깊이별 압밀도 분포의 예를 나타낸다. 

지반의 평균 압밀도는 지반 전체에 걸친 압밀도의 평균값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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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with depth (95day)

Fig. 13  with depth (165day)

Table 5 Results of probabilistic analysis

autocorrelation

distance (m)

Time

(day)
  target 

Failure Probability 

  (%)

0.5 165 0.74 0.0281 0.65 0.2

1.0 165 0.74 0.0368 0.65 1.2

1.5 165 0.75 0.0416 0.65 2.0

2.0 165 0.75 0.0450 0.65 2.9

2.5 165 0.75 0.0473 0.65 3.5

Not considered 165 0.75 0.0603 0.65 6.6

하여 산정하였다. 평균 압밀도의 확률분포는 카이제곱검정 (chi- 

square test)을 통하여 일반적인 확률분포형태 (Normal, Log- 

normal, Weibull, Logistic, Extvalue, BetaGeneral)에 대한 적

합도 검정 (goodness of fit test)을 수행하였으며 자기상관거리

에 관계없이 와이블 (weibull) 분포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어 

평균 압밀도의 확률분포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일정시간 (165일) 경과 후 지반의 평균 압밀도와 표준편차, 

실패확률은 Table 5와 같다. 여기서 실패확률은 해당시간에 대한 

평균 압밀도가 목표 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을 나타낸다.

4. 지반 공간변동성에 따른 확률분포

지반의 공간변동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반의 공

간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자기상관거리에 따라 공간변

동성을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동일한 경과시간 (165일)에 대한 

평균 압밀도의 확률분포를 비교하였으며 Fig. 14에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공간변동성을 고려할 경우가 고

려하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더 좁은 확률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목표 압밀도에 도달할 확률을 산정함에 있어 지반의 공간변동성

을 고려하였을 경우 더 낮은 실패확률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자기상관거리에 따른 표준편차와 실패확률은 Fig. 15, Fig. 16

과 같다. 자기상관거리에 따른 표준편차는 로그관계를 나타내었

으며 자기상관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편차도 증가하여 확률

분포가 넓게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거리에 따른 실패

확률은  가 0.99로 매우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자기

상관거리가 증가할수록 실패확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반의 공

간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자기상관거리는 무한대 (∞)

로 간주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동일한 지반 물성치를 나타내

므로 가장 큰 표준편차와 실패확률을 갖게 된다. 이는 지반의 공

간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반 물성치의 불확실성을 과대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반의 공간변동성을 고려하

여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할 경우 기존 확률론적 해석에 비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지반 내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Fig. 14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for autocorrelatio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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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tandard deviation by autocorrelation distance

Fig. 16 Failure probability by autocorrelation distance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반의 공간변동성이 압밀도의 확률론적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Karhunen-Loeve 전개

법을 이용하여 압밀계수의 자기상관거리에 따른 Random field

를 생성하였다. 또한 Terzaghi 압밀이론에 대한 유한차분 해석

과 결합하여 지반의 압밀도 및 그 분포를 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Karhunen-Loeve 전개를 통한 Random field의 분산오차

는 자기상관거리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ndom 

field를 생성하기 위한 해석영역은 실제 해석대상과 동일할 경우 

경계에서 다른 지점에 비하여 큰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실제 해

석대상의 영역에 경계 오차가 발생하는 범위만큼을 추가하여 해

석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경계의 오차를 제거하고 전체적인 오차

를 최소화 하였다.

2. 확률론적 해석에 의한 165일 경과 후 평균 압밀도의 평균

값은 자기상관거리에 따라 0.74～0.75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결

정론적 방법에 의한 결과인 0.75와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3. 확률론적 해석에 따른 평균 압밀도의 확률분포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자기상관거리에 관

계없이 와이블 분포가 평균 압밀도의 확률분포를 나타내기에 가

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지반의 공간변동성을 고려할 경우가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더 좁은 확률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실패확률이 

더 작게 산정되었다. 또한, 자기상관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

편차와 실패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반의 공간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반의 불확실성

을 과대평가할 수 있으며 재료적 관점에서 지반은 매우 비균질

하며 공간 변동성이 지반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 점

을 고려하면 지반의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공간 변동

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 

(과제번호 : 311009-3)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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