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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조콘 소산시험시 지연소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압밀계수 평가 방법

Evaluation of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for Dilatory Dissipation

Result of Piezocon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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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For a commonly used piezocone with a shoulder filter element, dilatory dissipation behavior,
which shows an initial temporary increase in pore pressure, has been observed in overconsolidated cohesive
soils. However, there is no appropriate way to estimate a consolidation parameter from a dilatory dissipation
curve because currently available interpretation method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monotonic decrease of
the excess pore pressure. In this study, the interpretation method for evaluation of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from a dilatory dissipation result of piezocone test was developed by performing the finite difference analysis
on the dissipation after cone penetration. The distribution of the initial excess pore pressure induced by cone
penetra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analysis, was estimated from the empirical modification of a solution
proposed by cavity expansion theory and critical state concept. And the proposed interpretation method was
applied to the field piezocone data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ose obtained from laboratory tests. Its
reliability was confirmed by the i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of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from
piezocone tests and laboratory consolidat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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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피에조콘 관입시험 은 지반 내부에 원추형 관입체를 일정한 속도(piezocone penetration test, CPTu)

로 관입시키면서 원추 관입저항력(2cm/s) (qc 주면마찰력), (fs 그리고 간극수압), (u 을 측정하는 원위치 시)

험이다 이 시험은 측정 결과를 심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고 토층 구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

으며 지반의 강도와 변형 및 압밀 특성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현재 북미 및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된 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활용1990

성이 증대되고 있다.

피에조콘 관입시험에서 현장 지반의 수평압밀계수(ch 는 특정 깊이에서 콘의 관입을 멈춘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소산시험 을 수행하여 산정한다 간극수압은(dissipation test) .

그림 에 제시된 것처럼 원추 선단1 (U1 원추 후면), (U2 주면마찰부), (U3 등에서 측정되는데 이 중 장비) ,

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지반 특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U2 위치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소.

산시험의 결과로 얻게 되는 간극수압 소산곡선은 그림 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소산시험 초기부터 단조2 ,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곡선으로부터 각 압밀도 에 해당하는 시간. (U) (t 을 구할 수 있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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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해석 모델에 적용하면 점성토 지반의 압밀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소산시험으로부터 압밀계수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이론적 피에조콘 소산 모델은 Torstensson(1977), Baligh & Levadoux(1986),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림 장인성 등 박찬국 등 이강운Teh & Houlsby(1991) ( 3), (2002), (2002),

등 은 이러한 해석 방법을 국내 연약지반에 직접 적용한 바 있다(2003) .

그림 간극수압 필터1. 그림 일반적인 간극수압 소산곡선2. 그림 이론적 피에조콘 소산 모델3.

하지만 정규적인 소산거동과는 차별되는 지연소산 이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dilatory dissipation)

수행된 피에조콘 소산시험 결과에서 계측되었다 장인성 등(Burns & Mayne 1998; 2002; Kim, 2005;

하태균 등 지연소산은 그림 에 제시된 것처럼 소산시험 초기값2007). 4(a) (Δu2i 에서부터 과잉간극수압)

이 증가하여 최고치(Δu2max 에 도달한 후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과압밀 점성토 지반에서 발생) ,

한다 기존의 이론적 피에조콘 소산 모델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잉간극수압이 단조적으로 감소하.

기만 할 뿐 지연소산에서 나타나는 과잉간극수압의 일시적 증가현상이 모사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지

연소산 곡선으로부터 압밀계수를 산정할 수 없다 이에 는 최대 과잉간극수. , Sully & Campanella(1994)

압이 나타난 이후의 곡선만을 활용하는 상쇄법 을 경험적으로 제안하였으며 그림(Off-set method) (

은 시간축을4(b)), Lunne et al.(1997) 로 도시한 후 초기 선형 구간을 확장하여 최대 과잉간극수압

을 추정하는  그래프의 연장법(Extension of  을 제안하였다 그림 그러나graph method) ( 4(c)).

이러한 지연소산의 간편 해석기법들은 그 이론적 배경이 명확하지 않고 지반의 강성지수, (Ir 에 대한 정)

보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과잉간극수압 증가도, (Degree of Excess Pore Pressure Increment,

DEPPI=Δu2max/Δu2i 가 커질수록 오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

그림 지연소산 곡선과 간편 해석기법 지연소산 곡선 상쇄법4. : (a) , (b) , (c)  그래프의 연장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규명한 과압밀 점성토 지반의 지연소산 메커니즘을 토대로 간극수압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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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유한차분해석을 수행하여 지연소산 곡선으로부터 압밀계수를 산정하는 새로운 해석기법을 제안

하였다 유한차분해석의 초기조건이 되는 관입하는 콘 주위의 간극수압 분포양상은 공동팽창이론. (cavity

과 한계상태 토질역학 의 이론적 기반 그리고 현장 및expansion theory) (critical state soil mechanics) ,

실내 모형토조시험에서 계측된 결과를 근간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제안된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

현장 수평압밀계수를 실내 압밀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해석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지연소산 메커니즘2.

투수성이 낮은 점성토 지반에서 콘의 관입은 과잉간극수압을 유발한다 콘의 관입이 중지되고 소산시.

험이 시작되면 콘 주위의 과잉간극수압은 구배 에 따라 전파되고 소산된다 따라서 소산시험(gradient) .

초기에 과잉간극수압이 U2 필터로 유입되어 간극수압이 증가하는 현상인 지연소산은 콘 주위의 과잉간

극수압 분포양상에 영향을 받는다 하태균 등 은 과압밀 점성토 지반에서 발생하는 지연소산 메커. (2007)

니즘을 과잉간극수압의 횡방향과 연직방향 전파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콘의 관입으로 발생하는 원추 후면(U2 에서의 초기 과잉간극수압) (Δu2i 횡방향 분포양상은 식 에) (1)

제시된 것처럼 관입시 연직응력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과잉간극수압(Δu2oct 과 관입시 전단응력성분에 의)

해 발생하는 과잉간극수압(Δu2shear 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 중 구형 공동팽창이론으로부터 식 를 통) . (2)

해 산정되는 Δu2oct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소성영역 내에서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반대수적으로,

감소하는 분포를 갖는다. Δu2shear는 가 제안한 콘의 관입에 따른 응력경로와Worth(1984) Modified

모델을 통해 식 으로 표현되며 전단영역 내에서 선형적으로 분포한다 과잉간극수압이Cam-Clay (3) , .

발생하는 범위인 소성영역의 반경(rp 은 구형 공동팽창이론으로부터 식 로 구하고 전단영역의 범위) (4) ,

(rs 는 로 가정한다 따라서) 1 10mm . 1<∼ OCR 인 지반에서2≤ Δu2shear는 양의 값을 가지며 전체적인 횡방

향 분포양상은 그림 와 같게 되고5(a) , 2<OCR 인 지반에서는4≤ Δu2shear가 음의 값을 갖지만 그 절대값

이 Δu2oct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림 와 같은 횡방향 분포양상이 된다 결국 약간 과압5(b) . ,

밀된 점성토(OCR 에서는4) U≤ 2 필터에서 가장 큰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고 콘에서 횡방향으로 멀어질

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데 이는, U2 필터로 주위의 과잉간극수압이 횡방향 유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매우 과압밀된 지반, (OCR 에 콘이 관입되는 경우에는 식 에서 확인되는 것처럼>10) (3) Δu2shear가

보다 작고 그 절대값이 크므로 그림 와 같이 콘의 중심에서 전단영역의 끝으로 갈수록 과잉간극수0 5(c)

압이 증가하다가 전단영역을 넘어서면서 다시 감소한다 따라서 소산시험 초반부에 과잉간극수압이 평.

형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큰 과잉간극수압이 횡방향으로 전파되므로 U2 필터에서 측정되는

간극수압이 증가하게 된다.

∆ ∆ ∆ (1)

∆  

 (2)

∆  ′    (3)

  
 (4)

여기서,  비배수 전단강도: ,

 지반의 강성지수: (   , 는 전단탄성계수)

′ 평균 주응력: (mean principle effective stress)

 소성 체적 변형률 비: (   , 는 팽창지수, 는 압축지수)

 콘의 반경: (=1.7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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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필터에서의 과잉간극수압 횡방향 분포양상5. U2 : (a) 1<OCR 2, (b) 2<≤ OCR 4, (c)≤ OCR 10≥

한편 은 현장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관입하는 콘 주위의 간극수압 연직방향, Robertson et al.(1986)

분포양상을 그림 처럼 제시하였다 각 연직 위치에서의 관입 직후 간극수압6 . (ui 은 시험 심도에서의 정)

수압(u0 으로 정규화되어 있다 원추 선단의 초기 간극수압) . (u1i 은 원추 후면의 초기 간극수압) (u2i 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지며, U2 필터 위의 주면마찰부를 따라서는 초기 간극수압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리고.

정규압밀 점성토의 경우에는 u1i와 u2i의 차이가 미비한 반면, OCR이 증가하면 u1i와 u2i의 차이가 확연

히 증가한다 따라서 과압밀 점성토의 경우 원추 선단면. (U1 의 큰 간극수압이) U2 필터로 전파되어 소산

시험 초기에 과잉간극수압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약간 과압밀된 점성토에서도 가능하다, .

그림 관입하는 콘 주위의 간극수압 연직방향 분포양상6. (Robertson et al., 1986)

종합적으로 지연소산은 과잉간극수압의 횡방향과 연직방향 전파가 복합적으로 관련된다 매우 과압밀, .

된 지반에서는 과잉간극수압이 횡방향으로 유입되며 이와 더불어 연직방향으로도 유입되기 때문에, Δu2

가 크게 증가한다 그에 반해 약간 과압밀된 지반에서는 과잉간극수압이 횡방향으로 유출되지만 이 양. ,

보다 원추 선단에서 유입되는 양이 더 클 경우에 Δu2가 증가하여 지연소산이 발생하게 된다.

유한차분해석을 통한 지연소산 해석기법 개발3.

기존의 피에조콘 소산시험 해석 모델들은 콘의 관입으로 발생하는 과잉간극수압의 초기 분포양상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제시한 원추 선단과 주면부의 차이 그리고 과압밀비에 따른, U2 위치에서의 과잉간

극수압 횡방향 분포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에 지연소산을 모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공동팽창이론과 한계상태 토질역학의 이론적 기반과 더불어 현장 및 실내 모형토조시험에서 계측된

과잉간극수압의 분포양상에 근거하여 콘의 관입에 의해 발생하는 초기 과잉간극수압장을 산정하고 이,

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유한차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정규압밀 점성토에서 매우 과압밀된 점성토. ,

까지의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해석된 결과들을 토대로 지연소산 곡선으로부터 압밀계수를 산정하는 방법

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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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차분 해석기법3.1

콘의 관입은 축대칭 조건이므로 원통형 좌표계 를 사용했으며 알고리즘의 편(cylindrical coordinate) ,

의성을 위하여 외재적기법 과 중앙차분법 을 채택했다 콘(explicit method) (central difference method) .

의 형상을 고려한 유한차분 메쉬는 그림 과 같으며 콘의 관입으로 발생하는 과잉간극수압의 영향반경7 ,

(rp 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외주면은) 25r0 상하부 경계는, U2 필터에서 12.5r0 만큼 떨어지도록 구성하였

다 또한 외주면과 하부 경계는 영향반경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으므로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

경계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콘 중심과 상부 경계는 외부로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Dirichlet , Neumann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압밀해석은 축대칭의 선형 비혼합 압밀이론. (axisymmetric linear uncoupled

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식 에 제시된 압밀방정식을 지배방consolidation theory) . (5) Terzaghi-Rendulic

정식으로 사용했으며 중앙차분법으로 구한 유한차분방정식은 식 과 같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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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연직방향 횡방향 압밀계수: ( )

  절점 간격:

초기 과잉간극수압 분포양상3.2

콘의 관입으로 발생하는 초기 과잉간극수압장의 전체적 형상은 가 변형률Whittle & Aubeny(1993)

경로법과 모델을 혼합하여 수행한 수치해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그림 처럼 구형의Modified Cam-Clay 7

하부와 원통형의 상부로 가정하였다 원추 하부의 구형 과잉간극수압장은 소성영역. (rp 내에서) Δu1i가 콘

의 중심에서부터 반대수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주면마찰부의 원통형 과잉간극수압장은 그림,

에 제시된 것처럼6 U2 위치에서의 횡방향 분포양상이 연직방향으로 동일하게 확장됨을 가정하였다.

Δu2i의 크기 및 초기 과잉간극수압의 횡방향 분포양상은 식 를 이용하여 그림 처럼 산정하였(1) (4) 5∼

다 이때 소성 체적 변형률 비. , (Λ 는 이 제안한) Mayne(1998) Λ 을 사용했으며 전단영역의 범위=0.8 , (rs)

는 이 실내 모형토조시험을 수행하여 확인한Kim(2005) rs=1.5r0로 가정하였다 한편. , Δu1i의 크기는

이 현장계측을 통해 제안한 식 을 변형한 식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Sully et al.(1988) (7) (8) .

   

  
(7)

      
 

 (8)

이상을 종합하면 초기 과잉간극수압장을 산정하는 데 요구되는 지반물성은 비배수 전단강도, (su 강성),

지수(Ir 평균 주응력), (p'0 과압밀비), (OCR 그리고 정수압), (u0 이다 이 중) . su와 p'0 그리고, OCR 사에에는

상관관계가 성립하며 은 저소성성 점성토에 대하여 식 를 제안하였다, Jamiolkowski et al.(1985) (9)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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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한차분 메쉬와 초기 과잉간극수압장7.

한편 과잉간극수압의 분포양상은 제안된 모델의 특성상 원추 선단면, (U1 과) U2 필터 사이의 과잉간극

수압 연직구배 전단영역의 끝, (r=rs 에서부터) U2 필터까지의 과잉간극수압 횡구배 그리고 소성영역, (rp)

과 전단영역(rs 의 반경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원추 선단면) . (U1 과) U2 필터 사이의 연직구배는 두 지점

사이의 정규화된 연직 과잉간극수압 차(Normalized Vertical Difference of excess pore pressure,

로 정량화되며 는 식 식 식 식 를 혼합한 식 으로 정의된다NVD) , NVD (1)~ (3), (8), (9) (10) .

 

  

  

 

 
′


(10)

OCR, Ir, u0/p'0이 에 영향을 미치며 가 양의 값을 가지면 과잉간극수압이NVD , NVD U2 필터로 연직방

향 유입된다 또한 가 증가할수록 지연소산이 유발되고 과잉간극수압 증가도 가 커진다 마. , NVD (DEPPI) .

찬가지로 전단영역의 끝과, U2 필터 사이의 과잉간극수압 횡구배는 두 지점 사이의 정규화된 횡방향 과

잉간극수압 차 로 정량화되며(Normalized Horizontal Difference of excess pore pressure, NHD) ,

는 식 식 과 식 를 혼합한 식 으로 정의된다NHD (1)~ (3) (9) (11) .

   

      
 






 

  


  (11)

OCR, Ir이 에 영향을 미치며 가 양의 값을 가지면 과잉간극수압이NHD , NHD U2 필터로 횡방향 유입되

고 음의 값을 가지면 과잉간극수압이 U2 필터에서 횡방향 유출된다 가 증가할수록 지연소산이 유. NHD

발되고 과잉간극수압 증가도 가 커진다 소성영역의 반경(DEPPI) . (rp 은 구형 공동팽창이론으로부터 식)

로 정의된다 이는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속도에 밀접하게 연관되는데(4) . , rp가 증가할수록 소산속도는 늦

춰진다 그리고 전단영역의 범위. (rs 는 본 모델에서 그 크기가) rs=1.5r0로 고정되어 있으며 과잉간극수,

압 횡구배의 단위길이로서 횡방향 전파 속도와 관련된다 이상의. NVD, NHD, rp, rs는 지반물성과 과잉

간극수압장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이를 활용하면 지연소산의 매커니즘인 과잉간극수압의 연직방향 그리

고 횡방향 전파에 대한 개별적 고찰이 가능하다 또한. rs의 크기가 고정된 상황에서 개의 변수만으로3

과잉간극수압장의 전체 형상을 대표할 수 있기에 매개변수 연구 를 수행함에 있어 변(parametric study)

수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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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조건3.3

표 에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회의 유한차분해석에 해당하는 입력 매개변수 값이 정리되어 있다1 90 .

정규압밀에서 이상의 매우 과압밀된 점성토에 해당하는 지반물성을 모두 고려하여OCR 30 NVD=0~4,

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점성토의NHD=-0.3~0.65 . Ir을 고려하여 rp=4r0~10r0로 가정하였다.

표 피에조콘 소산시험에 대한 유한차분 해석 조건1.

해석결과3.4

피에조콘 소산시험에 대한 유한차분해석의 대표적인 결과는 그림 와 같다 해석결과는8(a)~8(c) . U2

필터에서의 정규화된 과잉간극수압(Δu2/Δu2i 과 로그 스케일의 시간계수) (T=cht/r0
2 로 표현되는 무차원의)

소산곡선으로 제시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등방의 압밀계수. , (cv=ch 를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

해석결과를 보면 동일한 rp와 조건에서 가 증가할수록 과잉간극수압 증가도 가 증가NHD NVD (DEPPI)

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rp와 조건에서는 가 증가할수록 지연소산이 심화된다 가 보NVD NHD . NHD 0

다 작은 경우에는 의 크기에 따라 지연소산이 유발되기도 하고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일반적인 소NVD

산거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U2 필터에서 과잉간극수압이 횡방향으로 유출되는 상황하에서 원추 선

단에서 유입되는 양이 횡방향 유출량보다 클 경우에 Δu2가 증가하는 지연소산 메커니즘에 타당성을 부

여한다 동일한 와 조건에서는. NVD NHD rp가 증가할수록 소산속도가 느려진다 이러한 현상은 과잉간.

극수압장이 클수록 발현된 과잉간극수압이 소성영역 밖으로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림 유한차분 해석결과8. : (a) rp=4r0, (b) rp=7r0

NVD NHD rp rs

입력값 0, 0.5, 1, 2 ,3, 4 -0.3, -0.18, 0, 0.37, 0.65 4r0, 7r0, 10r0 1.5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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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한차분 해석결과 계속8. ( ): (c) rp=10r0

그림 는 과잉간극수압의 증가가 발생한 개의 해석결과에 대하여 압밀도 에서의 시간계수9(a) 75 50%

(T50 와 과잉간극수압 증가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각의) (DEPPI) . rp에 대하여 T50과 DEPPI

사이에는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는 의 부호 다시 말해 과잉간극수. NHD ,

압의 횡방향 유입 혹은 유출 여부와 무관하게 선형성을 띈다 한편 가 제안한 방. , Teh & Houlsby(1991)

법과 유사하게 수정 시간계수(modified time factor, T*50=T/(rp/r0)
1.5 를 정의하면 그림 에 제시된) , 9(b)

것처럼 rp에 무관하게 T
*
50과 사이에는 식 로 표현되는 하나의 선형적 상관관계가 성립한다DEPPI (12) .


    (12)

그림 시간계수9. (T 와 과잉간극수압 증가도 의 상관관계) (DEPPI) : (a) T vs. DEPPI, (b) T* vs. DEPPI

지연소산이 발생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압밀도 에서의 시간계수50% (T50 는 와 무관하게 최대과) DEPPI

잉간극수압이 발생할 때의 시간계수(Tmax 와 일정한 비를 갖는다 그림 는 각각의) . 10(a)~10(c) rp에서 일

정한 상수로 나타나는 T50/Tmax를 보여준다. T50/Tmax는 의 부호로 대변되는 지연소산의 메커니즘NHD

과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림 는 식 으로 표현되는. , 10(d) (13) T50/Tmax와 rp의 상관관계

를 보여준다. T50/Tmax=t50/tmax이므로 t50/tmax를 알고 식 을 이용하면 지반의 강성지수(13) (Ir 에 대한 정)

보가 없더라도 rp를 구할 수 있다 참고로. Ir은 변형률 수준 변형률 속도 응력 경도 등에 따라 그 값이, ,

달라지므로 현장 및 실내시험을 통해 획득하기 어려운 지반물성치이다 그간 피에조콘 소산곡선을 해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도 Ir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지연소산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t50/tmax만으로 rp를 산정할 수 있고 식 로부터 역으로(4) Ir을 구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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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50/Tmax(=t50/tmax 와 소성영역 크기) (rp 와의 상관관계) : (a) rp=4r0, (b) rp=7r0, (c) rp=10r0, (d)

T50/Tmax(=t50/tmax) vs. rp

지연소산에 대한 압밀계수 해석기법3.5

유한차분 해석을 통해 확인된 와DEPPI T*50의 상관관계, rp와 T50/Tmax(=t50/tmax 의 상관관계를 바탕)

으로 지연소산 곡선으로부터 현장의 수평압밀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피에조콘 지연소산 곡선으로부터(1) DEPPI(=Δu2max/Δu2i), t50, tmax를 결정한다.

식 와 식 을 이용하여 무차원의(2) (12) (13) T*50, rp/r0를 구한다.

식 로부터 현장의 수평압밀계수(3) (14) (ch 를 산정한다) .

 


 
  



(14)

기존의 간편 해석기법은 그 이론적 배경이 불명확하고 지반의 Ir에 대한 선행정보가 있어야만 적용가

능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기법은 지연소산의 메커니즘을 토대로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에 대. ,

한 유한차분해석을 수행하여 제안하였으며, Ir과 같은 지반물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없이 소산시험 곡

선만으로 현장의 수평압밀계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해석기법의 적용성 검증4.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계측된 피에조콘 지연소산 곡선에 개발된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현장의 수

평압밀계수를 산정하였다 문헌을 통해 수집한 지연소산 자료와 표 에 정리된 압밀계수를 포함한 지반. 2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장인성 등 이 국내의 양산과 김제 현장에서 수행한 소산시험 결과는 그림 에 제시(2002) 11(a) 11(b)∼

되어 있다 각 현장에서 수행한 소산시험 중 최하부 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연소산이 발생하였다 양. .

산 현장의 점성토층은 OCR 의 저소성성 점토 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제 현장은=1.0~2.3 (CL) ,

OCR 이고 저소성성 점토 와 고소성성 점토 가 모두 나타난다 두 현장의=3.0~4.7 (CL) (CH) . Ir은 자가굴착

식 프레셔미터 시험을 수행하여 평가하였으며, ch는 방사배수 시험으로부터 산정하였다 표Rowe cell .

에 제시된2 ch는 현장의 응력이력을 고려한 제하 재재하 단계에서 획득한 결과이다 은 모래/ . Kim(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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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카올리나이트의 혼합시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과압밀비 조건에서 모형토조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토.

조의 크기는 직경 높이 이고 시험에는 표준 피에조콘이 사용되었다 그림 는 지연소산의1.2m, 1m , . 11(c)

계측된 OCR 의 소산곡선이다=10, 20 . Ir은 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하여 평가했고, ch는 표준압밀시험으로부

터 산정하였다 단 제시된. ch는 재하 단계에서 획득한 정규압밀에 해당하는 압밀계수이다. Sully et

이 캐나다 벤쿠버의 에서 수행한 소산시험 결과는 그림 와 같다 이 현장의 점al.(1999) Strong Pit 11(d) .

성토층은 OCR 의 저소성성 점토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에는=2~15 (CL) , U1, U2 그리고, U3에서 간극

수압이 동시에 측정되는 다중 피에조콘이 활용되었다. Ir은 현장의 베인전단 시험과 탄성파 시험으로부

터 구하였고, ch는 표준압밀시험의 제하 재재하 단계에서 획득하였다 가 미/ . Lutenegger & Kabir(1987)

국 뉴욕의 에서 수행한 소산시험 결과는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 이 현장은St. Lawrence Seaway 11(e) .

OCR 의 연약한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는 이다=3 , DEPPI 4% . Ir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cv는 표준압밀

시험으로부터 산정하였다.

개발된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연소산 곡선으로부터 현장의 수평압밀계수를 산정한 결과가 표 에 제2

시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간편 해석기법을 적용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실내시험으로 구한 압밀계. , .

수ch(lab.)와 비교할 때 제안된 해석기법은 Ir에 대한 정보 없이도 비교적 양호하게 현장의 ch를 산정하였

다 특히 현장의 응력이력을 고려하여 압밀계수를 제시한 양산 김제 그리고 현장의 경우에. , , , Strong Pit

는 ch/ch 이(lab.) 로서 압밀계수의 변화폭을 감안할 때 매우 정확하게0.57~2.22 ch를 판정했다 모형토.

조에서는 ch 가(lab.) 정규압밀 상태에서 제시된 값이므로 ch/ch 가(lab.) 3.21 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5.43 .

러나 일반적으로 과압밀 상태의 압밀계수가 정규압밀 상태보다 크기 때문에 ch를 적절하게 산정한 것으

로 판단된다 현장은 압밀계수의 응력이력에 대한 정보가 없으나 과압밀 상태임. St. Lawrence Seaway

을 감안하여 제시된 cv 중 상한값을 가지고 비교하면 ch/cv 가 이 된다 압밀계수의 이방성을 고(lab.) 2.30 .

려할 때 이 현장 또한 ch를 양호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간편 해석기법과 제안된 해석기법을. ,

비교하면 제안된 기법이 전반적으로 실내 압밀시험의 결과에 근접하게 ch를 산정했다 또한 간편 해석.

기법은 양산 현장의 김제 현장의 소산시험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가 크면 그 오차가2.8m, 3.5m DEPPI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제안된 해석기법은 가 크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DEPPI ch를 산정했다.

그림 지연소산 자료 양산 장인성 등 김제 장인성 등 모형 토조11. : (a) ( , 2002), (b) ( , 2002), (c) (Kim, 2005), (d)

Strong Pit(Sully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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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연소산 자료 계속14. ( ): (d) St. Lawrence Seaway(Lutenegger and Kabir, 1987)

표 제안된 해석기법의 적용성 검증 결과2.

결론 및 제언5.

피에조콘 소산시험에 대한 유한차분해석을 수행하여 지연소산을 모델링 하였다 유한차분해석의 핵(1) .

심인 관입하는 콘 주위의 과잉간극수압 분포양상은 공동팽창이론과 한계상태 토질역학의 이론적 기반,

그리고 현장 및 실내 모형토조시험에서 계측된 과잉간극수압의 분포양상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

정규압밀에서 과압밀 점성토에 이르는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수행된 유한차분해석 결과를 토대로 지(2)

연소산 곡선으로부터 압밀계수를 산정하는 해석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해석기법에서는 최대간극수.

압에 도달하는 시간(tmax 과 소산에 소요된 시간) 50% (t50 그리고 과잉간극수압 증가도), (DEPPI=Δu2max/Δ

u2i 가 현장수평압밀계수를 도출하는 지표로서 활용된다) .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제안된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연소산 곡선으로부터 압밀계수를 평가하(3)

고 이를 실내 압밀시험 자료와 비교한 결과 제안된 해석기법은 우수한 적용성을 보였다, .

향후 현장의 불확실성을 배제한 모형토조시험을 수행하여 콘의 관입으로 발생하는 과잉간극수압의(4)

분포양상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본 연구 결과에 활용한다면 제안된 해석기법의 적용성이

보다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건설 사업단과 서울대학교 공학연구SIR BK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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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Depth
(m)

OCR Ir t50 tmax
Δu2max
/Δu2i

ch ( x 10-3 cm2/sec) ch/ch(lab.)
비고 Reference

Lab. Off-set
method

Root t
method

Proposed
method

Proposed
method

2.8 2.3 69 1600 40 1.53 30.3 6.5 10 17.14 0.57

ch (OC)
Rowe cell test

(2002)

8.3 1.44 54 150 10 1.25 51.8 63.7 81.9 31.20 0.60
11.6 1.31 78 160 10 1.13 30.7 55.1 76.5 27.58 0.90
13.6 1.27 72 250 12 1.03 9.5 27.6 28.8 22.59 2.38
3.5 4.7 336 5100 327 4.72 2.69 12.22 21.24 5.04 1.87
5 3.59 160 750 76 1.3 2.56 18.61 34.49 3.51 1.37
0.5 10 48 4000 130 1.46 1.35 6.064 8.931 4.33 3.21 ch (NC)

Oedometer test Kim(2005)
0.5 20 47 3500 100 1.69 1.35 5.411 7.509 7.33 5.43

Strong Pit,
Vancouver 6.65 4 200 3000 30 1.1 4~10 4.598 5.517 22.19 2.22 ch (OC)

Oedometer test
Sully et al.
(1999)

St. Lawrence
Seaway, N.Y. 6.1 3.5 - 700 20 1.04 2.8~8 N.A. N.A. 18.04 2.30 cv

Oedometer test
Lutengger &
Kabir(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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