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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SYNOPSIS) : Vertical drain method, which is one of the soft ground improvement methods, shorten
s drain path to accelerate consolidation process and is applied in many sites. At a recent, composite discharge
capacity experiment that analyze discharge amount by consolidation behavior with overburden pressure of soft
ground in laboratory, simulates similarly with actuality.
Geotechnical engineering problems such a s soft ground improvement are solved by numerical analysis by development of
computer and numerical analysis techniques. Numerical analysis does that result is contrary by user's inexperience for
choice of constitution model and application of analysis method.
Therefore, this thesis experiments on composite discharge capacity test and study discharge capacity of drain and
consolidation behavior of soft ground installed prefabricated vertical drain boards. Also, This thesis studied reasonable
input parameters and constitution model by compare results of composite discharge capacity test and numerical analysis
using PLAXIS that is 2D finial element numerical analysis program.

주요어(Key words) : vertical drain board, discharge capacity, composition discharge capacity experiment, finite element
numerical analysis

서 론1.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통망의 확보와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 도로 철도 항만시설 공, , ,

항 공장 및 주거용지 등을 연약지반 상에 건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약지반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두, .

께를 갖는 퇴적 점성토층이 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매립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를 해성점토로 투기하고 있어,

준설매립지 또한 대부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연약지반상에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 압밀침하를 촉진하거나 전.

단강도를 증진키기 위한 다양한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에 타설된 배수재를 현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구현하는 복합 통수능 실험을 실시하여 배수재가 타설된 지반의 시간에 따른 압밀거동 및 배수재

의 통수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차원 유한요소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고 복합 통수능 실험결과. , 2

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압밀거동 해석을 위한 합리적인 구성모델과 입력정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복합 통수능실험 및 분석2.

실험방법2.1

복합 통수능 실험은 초기높이를 로 형성하고 하중을 하루에 씩 증가하여 까지 가압하여 배60cm , 50kPa 250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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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가 타입된 조건과 타입하지 않은 조건에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통수능력 실험에서 초기 동수구.

배는 로 설정하였다0.5 .

배수재 설치(1)

배수재는 필터에 존재하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속에 일정시간 담가두어 충분한 포화를 유도한다 원통형 토.

조를 조립하고 하부 바닥판에 설치되어 있는 클램프에 배수재를 고정시킨다 실험에 사용된 배수재는 폭 두, . 96mm,

께 의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하모니카형 코어와 포켓식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3.5mm , .

시료 조성(2)

실험시 점토시료를 균질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함수비 조건으로 물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한다 교반된 시150% .

료를 원통형 강제프레임에 투입하면서 높이 까지 지반을 조성한다 간극수압 포트를 이용하여 토조내부로 연30cm .

결된 간극수압계를 원하는 위치 측벽으로부터 지점에 설치 에 올려놓는다 간극수압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 5cm ) .

심하면서 나머지 의 시료를 투입하면서 총 높이로 시료를 조성한다 시료 조성시에는 배수재가 수직으30cm 60cm .

로 매입되도록 배수재를 임시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한다.

실험장치 조립(3)

배수재를 상부 클램프와 연결하고 강성재하판에 고정한다 유. ‧출입 수조의 높이를 조절하여 초기 동수구배에

해당하는 수위차를 맞춘다 배수재 내부 포화와 연결상태 확인을 위하여 셀 하부의 유입벨브를 열어 상부 강성재.

하판으로 물이 올라오는지 확인한 후 벨브를 잠근다 상부셀과 하중재하 장치를 설치하여 조립을 마무리한다. .

압밀실험(4)

초기압력 을 시간 가압한다 간극수압 측정을 통해 압력전달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한다50kPa 24 . .

하중을 하루에 씩 까지 증가면서 시간에 따른 침하량과 간극수압을 측정한다50kPa 250kPa .

통수능 실험(5)

압밀진행 중 일정한 시간에서 하부의 유입밸브를 개방하여 유입수조의 물이 배수재 하부로 유입되도록 하면서

유출수조로 배출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통수능력을 파악한다.

배수재 타설 조건2.2

압밀하중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급격한 침하가 나타났으며 상재하중 이후에는 비교적 완만한 압밀침하, 250kPa

경향을 보였다 의 하중이 작용하는 시점에서는 각각 의 침하를. 100, 150, 200, 250kPa 1.11, 4.20, 6.55, 8.67cm

보였으며 까지 단계에 걸쳐 압밀하중을 재하하는 과정에서 총 분 약 일 동안 총 의 침, 250kPa 5 28,500 ( 20 ) 18.34cm

하량을 보였다.

침하량 측정 결과로부터 시간에 따른 변형률과 시간에 따른 평균 간극비를 산정하였다 실험 종료시점의 최종변.

형률은 로 나타났으며 간극비는 초기치 에서 실험 종료시 까지 감소하였다 상재하중을 재하하30.6% , 2.867 1.685 .

면서 압밀기간 중에 통수능력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시간경과에 따른 배수재의 통수능력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또,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 최종 상재하중 작용 이후에도 서서히 감소하. 250kPa

다가 약 일 경과시점부터는 통수능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상재하12 . 50, 100, 150, 200kPa

중을 작용한 시점에서의 통수능력은 각각 63.2, 44.5, 34.5, 28.8cm3 으로 분석되었다 의 압밀하중을/sec . 250kPa

작용시킨 시점에서는 27.5cm3 의 통수능력이 실험종료 시점에서는/sec 4.3cm3 으로 분석되어 이하로 감소/sec 1/6

하는 경향을 보였다.

압밀침하량 및 변형률에 따른 통수능력은 침하량 또는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통수능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 나타나는 통수능의 저하현상은 점토층의 압밀침하로 인한 배수재의 변형과 수평방향.

의 압력증가에 의한 유로 단면적 감소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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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 조건2.3

배수재가 타설된 지반에서의 압밀거동과 비교하기 위하여 배수재를 타설되지 않은 조건으로 복합 통수능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점토의 압밀실험을 실시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재하된 하중과 침하량을 배수재 타설조건과 함.

께 보면 의 하중이 작용하는 시점에서는 각각 의 침하를 보였으100, 150, 200, 250kPa 0.40, 0.92, 1.37, 1.53cm

며 까지 단계에 걸쳐 압밀하중을 재하하는 과정에서 총 분 약 일 동안 총 의 침하량을, 250kPa 5 28,500 ( 20 ) 4.63cm

보였다.

침하량 측정 결과로부터 시간에 따른 변형률과 시간에 따른 평균 간극비를 산정하였다. 실험 종료시점의 최종변

형률은 로 나타났으며 간극비는 초기치 에서 실험 종료시 까지 감소하였다7.72% , 2.867 2.567 .

또한 시간에 따라 측정된 간극수압에서 정수압을 제거하여 과잉간극수압을 산정하였으며, 50, 100, 150,

의 상재하중 재하시점에서 각각 의 과잉간극수압이 측정되었으며 의200kPa 55.0, 89.0, 142.0 194.1kPa , 250kPa

최종압력 재하시점에서는 의 과잉간극수압이 작용하여 최종하중 재하 후 일 경과의 실험종료 시점에245.1kPa 15

서는 의 과잉간극수압이 분석되었다 과잉간극수압으로부터 최종시점에서의 압밀도를 분석하면233.2kPa . ,

6.7%(U=1-uc/ue 로 나타났다) .

배수재가 타설된 실험에 비해 무처리 실험 결과는 침하가 늦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잉간극수압의 소산도 느리게,

나타나며 연직배수재 타설에 의해 지반의 압밀효과가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준압밀실험 및 분석3.

정규압밀 영역에서의 압축지수, Cc는 과압밀영역에서의 팽창지수0.603, , Cs는 로 분석되었다 체적변화0.112 .

계수, mv는 그림 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로그축의 하중증가에 따라 선형적인 감소경향을 보이며3.14 ,

2.55×10-5~0.032m2 의 범위로 분포하고 있다/kN .

하중에 따른 연직압밀계수, Cv를 √법으로 구하여 그림 에 나타내었다t 3.15 . Cv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33×10-3~ 3.73×10-3m2 범위로 분포하고 있다/day .

투수계수는 실험 하중단계에서 연직압밀계수, Cv를 산정 후 투수계수 kv=Cv ․mv γ․ w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추정
한 결과로서 계산된 투수계수 값은 5.71×10-6~1.10×10-3 범위로 분포하고 있다m/day .

유한요소해석 및 분석4.

수치해석 조건4.1

표준압밀실험4.1.1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한 압밀거동 특성 분석을 위한 입력정수 및 구성모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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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먼저 표준압밀실험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시료의 모델은 을 적용하였다 표준압밀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초기함수비는Modified cam-clay model . 77.3%,

비중은 이므로 초기간극비는 이며 포화단위중량은2.72 2.103 , 15.543kN/m3이다 압밀특성치는 압축지수. , Cc는

팽창지수0.603, , Cs는 로 입력하였다 투수계수는 하중작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간극비 투수계수 결과를0.112 . -

반영하여 초기조건에서의 투수계수는 1.35×10-5 투수계수 변화비m/day, , Ck는 를 입력하였다 여기서 투수0.722 . ,

계수 변화비, Ck = e△ / log(k2/k1 으로 정의되는 입력치이다 이와 같이 표준압밀해석을 위한 입력정수를 아래 에) .

정리하였다.

구성모델
rsat

(kN/m3)

kx,0=ky,0
(m/day)

Ck e0 Cc Cs

Modefied

cam-clay model

(Soft soil model)

15.543
1.35

×10-5
0.722 2.103 0.603 0.112

표 표준압밀실험 수치해석을 위한 입력정수4.1

그림 복합 통수능 실험 수치해석 단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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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조건4.1.2

복합 통수능 실험의 수치해석을 위해 필요한 입력값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표 수치해석 입력정수4.2

구 분 구성모델
rsat

(kN/m3)

kx,0=ky,0
(m/day)

Ck e0 Cc Cs

점 토

Modefied

cam-clay model

(Soft soil model)

14.45
2.33

×10-5
- 2.867 0.603 0.112

배수재

Modefied

cam-clay model

(Soft soil model)

14.45 7082 0.644 2.867 0.603 0112

점토시료 및 배수재(a)

구 분 구성모델
rsat

(kN/m3)

배수

조건

E

(kPa)
ν

강성재하판 중심

배수재 연결 관

Linear

elastic
0 완전배수 1×1010 0

강성재하판 외곽
Linear

elastic
0 불투수 1×1010 0

강성재하판(b)

수치해석 결과4.2

표준압밀실험 해석결과4.2.1

표준압밀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시간에 따른 침하량을 그림 과 같이 얻, 4.7

었다 각 단계별로 하중재하시점에서 급속한 침하가 발생하고 단계별 압밀기간인 일 동안의 침하가 수렴하는 형. , 1

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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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준압밀실험 수치해석의 시간에 따른 침하량4.7

표준압밀실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간극비와 유효응력과의 관계를 산정하여 그림 에 실험결과와 함께, 4.10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수치해석에서의 유효응력에 따른 간극비 관계가 유사한 경향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수치해석에 적용된 구성모델 및 입력정수가 압밀거동을 비교적 잘 분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치해석에서의 압밀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중재하 단계 과 의 각각 하중단계에서40kPa 160kPa, 640kPa

시간 압밀도 현재침하 최종침하 관계를 실험결과와 함께 그림 그림 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 / ) 4.9~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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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 수치해석결과가 유사한 경향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표준압밀실험.

을 분석한 유한요소 수치해석에서 압밀거동과 관계된 입력정수가 적합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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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준압밀실험 수치해석의 간극비 유효응력4.8 - 그림 하중단계에서의 시간 압밀도4.9 40k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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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중단계에서의 시간 압밀도4.10 160kPa - 그림 하중단계에서의 시간 압밀도4.11 640kPa -

배수재 타설 조건 해석결과4.2.2

시간에 따른 침하량(1)

배수재가 타설된 복합통수능 실험에 대한 시간 침하량 수치해석 결과를 실험결과와 함께 그림 에 나타내었- 4.12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압밀침하가 변곡점을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다 실험결과에 비. .

해 다소 작은 침하량을 나타내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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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수재 타설조건 수치해석의 시간에 따른 침하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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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2)

배수재와 가장 가까운 점 배수재와의 이격거리 에서는 하중재하에 따라 과잉간극수압이 즉시 발생하나C ( 1cm)

빠른 시간에 소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배수재와 약 떨어져 있는 점에서는 점에 비해 과잉간극수. 7cm D C

압의 소산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중재하 후의 과잉간극수압의 소산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 ,

향을 보이고 있다 배수재와 이격되어 있는 점에서는 의 최종하중 재하시험까지 점 배수재와 이격. 14cm E 250kPa F (

거리 및 점 배수재와 이격거리 과 유사하게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이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종17cm) G ( 22cm)

하중이 재하된 이후부터는 배수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단계별 지반 변형 및 응력(3)

위와 같이 복합통수능 실험과 동일하게 배수재가 타입되어 있는 조건에서 수치해석을 실시한 결과 침하량과 과

잉간극수압이 유사한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실험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지반의 변형형태 및 응력에 대하여 수치해.

석 결과로 나타내고자 한다 하중단계별로 하중을 작용한 시점에서의 변형 및 응력를 단계별로 나타내었다. .

하중 작용시점에서의 최대변형량은 하중작용 후 일간의 압밀진행시 최대변형량은50kPa 2.27mm, 1 22.10mm

로 나타났다 하중 작용시점에서의 최대변형량은 하중작용 후 일간의 압밀진행시 최대변형. 100kPa 24.09mm, 1

량은 로 나타났다 하중 작용시점에서의 최대변형량은 하중작용 후 일간의 압밀진40.11mm . 150kPa 41.90mm, 1

행시 최대변형량은 로 나타났다 하중 작용시점에서의 최대변형량은 하중작용 후57.82mm . 200kPa 59.28mm, 1

일간의 압밀진행시 최대변형량은 로 나타났다 하중 작용시점에서의 최대변형량은 하74.99mm . 250kPa 76.19mm,

중작용 후 일간의 압밀진행시 최대변형량은 로 나타났다 일 경과시점에서는 의 침하1 175.92mm . 200 188.02mm

량으로 나타났다.

변형(a) 연직유효응력(b)

일 경과시점 수치해석 결과200

무처리 조건 해석결과4.2.3

시간에 따른 침하량(1)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압밀침하가 변곡점을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실험결과에 비해 다소 작은 침하량을 나,

타내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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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2)

실험결과에 비하여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이 작게 나타났다 이는 무처리 실험의 경우 간극수압의 모니터링 위치.

가 측벽에서 약 이격된 곳으로 간극수압이 측벽면을 통해 일부 배수되기 때문에 수치해석에 비하여 과잉간극5cm

수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실험적인 오차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외.

하면 수치해석이 비교적 실험을 잘 모델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연직배수재가 타설된 연약지반의 압밀거동 연구를 위해 실내실험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PLAXIS

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실내실험은 전라남도 광양시 지반개량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현장시료를 이용하였으며 복합통수능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연직배수재 타설 조건과 타설하지 않은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직배수재를 타설한 복합통수능.

실험에서는 의 최대 압력까지 하루에 씩 단계별로 증가하였으며 압밀과정 중에 외부 수조에서 배수250kPa 50kPa ,

재 내부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배수되는 양을 측정함으로써 통수능력을 측정하였다.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한 압밀거동 특성 분석을 위해 먼저 표준압밀실험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여 입력정

수 및 구성모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통수능력 실험결과에 대한 수치해석은 실험의 초기조건이나 시간. ,

압밀하중 등을 동일하게 모델링하여 배수재 타설조건과 배수재가 타설되지 않은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

연직배수재에 대한 복합통수능 실험결과 하중재하 초기에는1. PBD , 250kPa 27.5cm3 의 통수능력을 보였으/sec

며 이후 일간 압밀을 진행한 시점에서는, 15 4.3cm3 의 통수능력을 나타내어 약 로 감소하는 경향을/sec 15.6%

확인하였다.

표준압밀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유한요소법에 의해 구성모델과 압밀모델로 적용하여2. Modified cam-clay Biot

수치해석을 실시한 결과 유사한 침하 및 간극수압 소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입력된 정수를 복합, .

통수능 실험에 대한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배수재가 타설된 복합통수능 실험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시간에 따른 침하량과 시간에 따른 과잉간3. ,

극수압 소산 등을 유사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직배수재가 타설된 지반에 대하여 입력정수를 적절.

하게 적용할 경우 수치해석으로 지반의 거동 분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수재가 타설된 조건에 대한 수치해석과 동일한 입력정수를 이용하여 배수재가 타설되지 않은 조건에 대한 유4.

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무처리 조건에서의 실험결과와 비교할 때 시간에 따른 침하 및 과잉간극수압.

의 소산이 비교적 유사하게 분석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한요소 수치해석의 압밀지반에서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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