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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In this study, S-wave velocity range is gauged in every field test method at the total 5
locations in the marine deposits in Incheon area. field test method is accomplished the SPT(Standard
Penetration Test), CPT(Cone Penetration Test), SPS(Suspension PS Logger), SCPT (Seismic Cone
Penetration Test) and so on. The S-wave velocity of SCPT in the downhole test method is measured lower
than SPS logger at the N value > 15 range. But at the N value < 15 range, SPS logger and SCPT result is
measured same. In this result, although the soil strength of the downhole test method increased, the rate of
S-wave velocity is tend to be slowed. This result shows that the downhole test is difficult to apply at the
place that the intensity of soil is more extreme and harder soil. And it shows that the existing Imai(1982)
type that is mostly used within the country is not suitable for the marine deposits. Thus, the empirical
formula that can show the range of S-wave velocity in each N value for domestic soil is needed.

Key words : N value, Standard penetration test(SPT), S-wave velocity, Suspension PS(SPS), Cone penetration
test(CPT), Seismic cone penetration test(SCPT)

서 론1.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요구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지반의 전단파 속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반의 동적특성을 구할 수 있는 시험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다운홀 기법 과 부유형 검층 으(Down hole test) PS (Suspension PS)

로 다른 공내 탄성파 탐사에 비하여 장비가 간단하고 실험 수행이 수월하여 현장시험에서 각광을 받고 있

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과업의 시간과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한 두 종류의 시험만 실시하게 되므로 특정 시험만,

을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단파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법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

다 전단파 속도 특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 Imai(1970), Okamoto

등이 치별 전단파 속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조성민 조철현(1984) N , (2004),

등이 전단파 속도와 속도 검층을 통한 난제들을 고찰하여 현장 시험법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2006) .

정영훈 등은 다운홀 기법과 실내시험등을 비교하여 송도지역 실트질 모래에 대한 최대 전단탄성계수(2005)

를 평가하였으며 임국묵 은 연약지반상에서 기법을 이용한 활발한 연구를 진, (2006) SCPT, SPS, UP Hole

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토질특성에 대한 전단파 속도와 다운홀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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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으며 검층 및 지반강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 특성에 대한 고찰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 SPS .

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해성퇴적토를 대상으로 총 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현장시험별로 전단파 속도, 5

를 평가하여 지반강도와 심도별 전단파 속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

연구지역 현황 및 시험방법2.

연구지역 현황 및 지층분포2.1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대상지역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준설매립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으로 연약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를 위해 개소의 현장에서 시추조사. 5

와 더불어 각각의 현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의 연구지역 위치도에서 지역의 경우 준설매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a) IC-03

진 지역이며 지역의 경우 근래들어 준설매립이 완료된 지역이다 본 연구를 위해, IC-01, 02, 04, 05 .

수행된 표준관입시험결과 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성퇴적토의 지반강도가 높게 측IC-03

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지역 위치도(a) 연구지역 지층현황도(b)

그림 연구지역 위치도 및 지층현황도1.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에 분포하는 해성퇴적토에 대해 수행된 현장시험 결과로부터 전단파 속도를

추정하고 결과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장시험 결과는 기존 문헌과 치별 전단파 속. N

도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인천지역은 근래들어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준설매립지역으로 층후는 평균 치는 해성퇴적토층은7.50m~11.00m( 8.50m) N 3~12, 15.00m~27.00m

평균 로 치는 평균 까지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20.00m) N 2~42( 11) .

그림 은 연구지역 위치와 지층현황을 나타낸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1 IC-05 IC-01

기반암의 출현심도가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안지역으로 갈수록 기반암이 깊어짐을 알.

수가 있다 해성퇴적토층의 층후도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만 풍화암층의 층후. , IC-01

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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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입시험2.2

표준관입시험 은 지반조사에 필수적인 시험으로 시추조사와 병행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

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시험방법이 간단하며 대부분의 토질에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 KS

에 따라 표준관입시험을 수행하여 에너지 효율측정에 의한 효율을 보정 후 적용하였다F 2307 SPT .

는 치와 전단파 속도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기존 경험식과의 비교 지반강도 평가를 위해 수행하SPT N ,

였다.

부유형 검층2.3 PS (SPS)

부유형 검층 은 음파를 이용한 방법으로 지표나 시추공 내에서 수행되PS (Suspension P-S Logger)

는 탄성파 탐사처럼 수진기에 기록되는 모든 파형을 측정하여 지반의 탄성파 파와 파를 측정한다P S .

검층은 다운홀 시험이 어려운 깊은 심도나 지표에서 음원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교량부 등의 전단SPS

파 속도 측정에 효과적이다.

기존 진원과 다른 부분은 방사전력 을 증가시키기 위해 타격판의 면적을 넓게 하고(Radiation power)

고주파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진원의 타격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 크기를 증. Source

가시킬 필요가 없이 이 방사전력을 최대 배까지 증가시킬수 있으므로 제한된 시추공 직경에서 양질의5

횡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횡파가 일때도 유용하다고 보고되었다3km/sec (Ogura, 1988).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장점을 이유로 사용하고 있으나 센트럴라이징 여부 공벽과 케이싱의 이, ,

완문제 등에 따라 양질의 자료취득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다양한 논의 조(

철현 외 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도와 구간별 지반강도별로 전단파 속도를 연구하고, 2006) .

자 검층을 이용하여 전단파 속도 측정을 수행하였다SPS .

모식도(a) Suspension PS (GEO vision 2004) 시험기(b) Suspension PS

그림 시험기 및 모식도2. Suspension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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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콘관입시험2.4 (SCPT)

탄성파 피에조콘은 기존 피에조콘의 상단에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수진기 를 설치하여(receiver)

도중 지표면의 발진자로부터 발생된 탄성파를 지중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현장시험 장치이CPT

다 즉 는 와 하향식 탄성파시험. , Seismic Cone Penetration Test(SCPT) CPT (Downhole seismic test)

을 접목한 현장시험 기법으로서, Campanella et al. 에 의해 고안된 이래로 현재까지 콘 관입시(1986)

험 결과인 선단 저항력 주면 마찰력 그리고 간극수압과 함께 지반의 전단파속도, (Vs 및 압축파 속도)

(Vp 를 획득하기 위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

특히 검층의 경우 를 하부에서 발생시켜 상향으로 파가 전달되는 양상이나 는 다, SPS Source , SCPT

운홀 방식으로 상부에서 파를 발생시켜 하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검층에 비해 시추공을 별도로SPS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진기와 주변 지반이 완전히 접촉된 상태에서 시험이 수행되. ,

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전단파 및 압축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성민 등. ( , 2004)

본 연구에서 검층으로 측정된 전단파와의 비교를 위해 진원방식의 차이가 있는 탄성파Suspension PS

콘관입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표준관입시험시 측정된 치와의 비교를 위해 콘관입시험시 측정된 콘관. N

입저항치(qc 를 이용하여 해성퇴적토에 대한 지반강도별 전단파 속도 특성을 고찰하였다) .

시험 방법에 따른 전단파 속도 평가3.

연구지역 토질특성3.1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간은 해성퇴적토 구간이며 시료는 시추조사시 채취한 교란 및 불교란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회의 시험을 수행하여 해성퇴적토에 대한 기본 물성을 확인하였다 각 시료의, 37 .

기본 물성치는 표 과 그림 에 나타내었으며 통일분류법상 등으로 확인되었다1 3 , ML, CL .

표 해성퇴적토의 기본 물성치1.

구 분 해성퇴적토층 평균값( )

통일 분류법 USCS ML, CL

누가통과율 입경10% (mm) D10 0.003

누가통과율 입경30% (mm) D30 0.008

누가통과율 입경60% (mm) D60 0.03

균등계수 Cu 10.7

곡률계수 Cg 0.78

체 통과량No. 200 (%) 95.6

액성한계(%) LL 41.6

소성한계(%) PI 13.3

비중 GS 2.68

실내시험을 통한 해성퇴적토는 주로 점토질 및 모래질 실트로 이루어진 지층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균,

적으로 균등계수는 곡률계수는 체 통과량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액성한10.7, 0.78, No. 200 95.6% .

계는 소성지수는 정도를 보이고 있다 토질정수의 평균치 및 변동계수의 범위 정철호41.6%, 13.3% . ( ,

중 실트 및 점토 에서 액성한계는 소성지수는 범위를 제안하1989) (LL<50%) 35 ~ 37%, 10 ~ 16%

고 있는데 본 연구지역의 실내시험 결과값이 국내 점성토의 평균값과 유사한 범위를 보이고 있다 아래, .

그림 의 입도분포곡선 결과 점토구간보다는 실트가 많이 함유된 토질특성을 나타내고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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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성퇴적토의 입도분포곡선3.

표준관입시험 결과3.2

그림 는 인천지역 해성퇴적토에 대한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각 구간별로 지층별4 . N

치를 측정하여 전단파 속도와 지반강도간의 상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치는 시추조사를 통해. N

간격으로 표준관입시험 을 수행한 결과와 의 에너지 효율을 통해 측정된 값을 보1.50m (SPT) Hammer

정한 후 수정 치를 적용하였다(N') .

지역 결과(a) IC-01 SPT 지역 결과(b) IC-02 SPT 지역 결과(c) IC-03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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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결과(d) IC-04 SPT 지역 결과(e) IC-05 SPT 전 지역 결과(f) SPT

그림 측정 결과4. SPT

측정된 치의 경향은 준설매립토와 만나는 구간 평균 에서는 상대적으로 치가 높게 나오는 경N ( 8.0m) N

향을 보였으며 구간에서는 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후로 다시 치가 점진, 15.0 ~ 20.0m N . N

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지역은 준설매립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매립이 이루,

어진 상부구간과 만나는 퇴적토의 경우 치가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보면 본 연구지역N .

은 현재 침하가 진행 중인 해성퇴적토임을 알 수 있다.

검층 결과3.3 SPS

그림 는 인천지역 해성퇴적토에 대한 치와 심도별 검층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검층을5 N SPS SPS

통해 측정된 전단파 속도를 심도와 치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각 구간별로 지층별 치를 측정하여 전N . N

단파 속도와 지반강도간의 상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측정결과 파와 파는 증가폭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나 치 및 심도가 증가할수록 압축파 및 전P S , N

단파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치 및 심도별 전단파 속도(a) IC-0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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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 및 심도별 전단파 속도(b) IC-02 (N )

지역 치 및 심도별 전단파 속도(c) IC-03 (N )

지역 치 및 심도별 전단파 속도(d) IC-04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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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 및 심도별 전단파 속도(e) IC-05 (N )

그림 전단파 속도 측정결과5. SPS

그러나 지역의 경우 심도가 증가해도 전단파 속도의 증가폭은 미미한 것을 알 수가 있, IC-03, 04, 05

었다 특히 치가 감소되는 구간의 경우 심도가 증가해도 전단파 속도는 증가하지 않고 구간별로 감소. N

하는 구간도 존재하였다 이는 검층의 경우 장비 특성상 구간별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SPS

고안된 장비로써 구간별 지반강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압축파 파 의 경우 연구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내진설계 및 지반의 동적특성에 필요한(P ) ,

전단파 파 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천지역 해성퇴적토의 경우 파의 속도는(S ) . P 415 ~

평균 파의 속도는 평균 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1339m/sec ( 856), S 190 ~ 392m/sec ( 272) ,

으로 압축파에 비해 전단파의 분포범위의 폭이 더 낮게 나타났다.

측정 결과3.4 SCPT

본 연구에서는 검층으로 측정된 전단파와의 비교를 위해 진원방식의 차이가 있Suspension PS (SPS)

는 탄성파 콘 관입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표준관입시험시 측정된 치와의 비교를 위해 콘관입시험시. , N

콘관입저항치(qc 를 측정하여 해성퇴적토에 대한 지반강도별 전단파 속도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

지역 및 심도별 전단파 속도(a) IC-01 (q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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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심도별 전단파 속도(b) IC-04 (qc )

지역 및 심도별 전단파 속도(c) IC-05 (qc )

그림 전단파 속도 측정결과6. SCPT

따라서 지층변화에 따른 전단파 속도의 영향 및 검층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연구지역을 대상으SPS

로 개소에 대하여 를 수행하였으며 콘 관입시험의 한계상 관입이 가능한 구간에서 수행하여3 SCPT ,

까지 실시하였다 그림 은 를 통해 측정된 자료로 도중 각 지점별로 탄성파1.0m ~ 20.0m . 6 SCPT CPT

를 발진시켜 압축파 및 전단파 속도를 산정한 결과이다 콘관입저항치. (qc 에 따른 전단파 속도의 증가폭)

이 심도에 따른 증가폭보다 선형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은 보이나 심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보면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가 있다 이는 해당심도별 지반강도의 변화로 인해 전단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콘관. ,

입저항치별 전단파 속도는 콘관입저항치(qc 가 증가할수록 전단파 속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49 -

시험 방법에 따른 결과 분석4.

심도와 전단파 속도간 상관관계4.1

일반적으로 전단파 속도는 심도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검층과 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 속도를 토대로 하여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 특SPS SCPT

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 검층(a) (SPS )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b) (SCPT)

그림 심도별 전단파 속도 범위7.

그림 은 검층과 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 속도 전체지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에서는7 SPS SCPT . (a)

검층을 통한 심도별 전단파 속도를 나타낸 그림이며 그림 는 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 속도SPS , (b) SCPT

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는 일정한 증가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나 심. ,

도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도에 대한 전단파 속도 특성분석을 위해 검층과. SPS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전단파의 투과심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내 조건에서 수행하였SCPT , 20.0m

다 그 결과 검층과 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 속도의 변화는 심도에 따른 영향성은 크지 않음. SPS SCPT

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각 현장시험별로 발진방식이 달라도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

도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심도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두 시험간에 심도를 증가.

시켜 심도변화를 다양하게 측정하려 하였으나 방식의 경우 상부에서 발생한 파가 하부로 진행되, SCPT

어 측정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비이므로 상부에서 발생한 파가 투과되는 일정심도 이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하여 더 깊은 심도에 대한 측정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전단파의 투과심도를 늘리려면 파를 발생시.

키는 가진원의 세기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콘크리트나 아스콘처럼 포장이 되어있는 층,

의 경우 더더욱 가진원의 발생이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지반강도와 전단파 속도간 상관관계4.2

치는 가장 일반적으로 지반강도 평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강도에 따른N .

전단파 속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치와 를 통해 콘관입저항치N CPT (qc 를 측정하였다 그 결) .

과를 토대로 하여 동일지점에서 측정된 전단파 속도와 비교하여 지반강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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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였다.

치에 따른 전단파 속도 검층(a) N (SPS ) 콘관입저항치에 따른 전단파 속도(b) (SCPT)

그림 지반강도별 전단파 속도 범위8.

그림 는 검층을 통해 치별 전단파 속도를 나타낸 그림이며 치 증가에 따라 전단파 속도는(a) SPS N , N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구간에서는 전단파 속도차가 구간에 비해 큰. , N<15 N>15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약한 지반상에 를 통한 지반평가시 를 이용한 타격방식의 경우 지반강도를 정밀SPT Hammer

하게 측정이 어려운 점을 들 수가 있다 특성상 타격수에 대한 관입깊이를 기준으로 지반의 강도. SPT

를 산정하는 방식은 단단한 지층으로 갈수록 정량적인 평가가 양호하나 연약지층처럼 민감한 지층에서,

는 타격수에 따른 관입심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 그 신뢰도가 결여된다고 판단된다.

그림 는 를 통해 측정된 관입저항치와 전단파 속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결과에서처럼(b) CPT . SPS

검층에 비해 결과의 신뢰도와 지반강도의 증가에 따른 증가량이 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 보면 연약한 지층의 경우 를 이용한 치별 전단파 속도보다는 를 통한 전단파 속도의SPT N CPT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었다 는 에 비해 지반강도 평가에 보다 정량화된 장비이며. CPT SPT ,

연약지반 구간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반강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가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보다 신뢰도 및 상관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해당 지점별 지반강도에 따라 전단파 속,

도는 일정한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층과 간 전단파속도 상관관계4.3 SPS SCPT

앞절에서 각각의 시험방법별로 심도와 치 콘관입저항치N , (qc 별로 전단파 속도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

았다 그 결과 검층을 통한 전단파 속도의 경우 심도에 의한 영향보다는 치 대한 영향성이 상당. SPS N

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를 통한 전단파 속도의 경우에도 심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 SCPT

로 나타났다.

다만 콘관입저항치, (qc 에 대한 전단파 속도의 거동은 치를 통한 검층하에 측정된 전단파 속도) N SPS

보다는 일관성 있는 전단파 속도 증가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검층과 를 통한. , SPS SCPT

전단파 속도를 분석하여 현장 및 지반특성에 보다 적합한 시험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기존 다운홀 기법의 경우 전단파의 발진이 지층 최상부에서 이루어져 심도가 깊어질수록 파의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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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하부로 갈수록 파의 전달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검층의 경우. SPS

구간별로 전단파의 발진과 수진이 이루어져 심도증가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

검층의 경우 음파를 통한 물의 진동에 의한 측정이 수행되기 때문에 공내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측SPS

정이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각 현장 조건별로 지반의 상태 지하수위 조건 주변여건 등을 파. , , ,

악 후 현장에 가장 근접한 측정기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치에 따른 전단파 속도 검층(a) N (SPS ) 콘관입저항치에 따른 전단파 속도(b) (SCPT)

그림 현장시험별 전단파 속도 범위9.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를 통한 다운홀 기법은 치 를 기점으로 검층을 통한 전단9 SCPT N 15 SPS

파 속도보다 낮은 값의 범위를 보인다 이 결과는 인천지역 해성퇴적토의 분포 양상으로 볼 때 치가. N

약한 지층의 경우 지표면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나 치 이상의 구간은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존, N 15

재하는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의 경우 상부에서 발생시킨 전단파가 하부로 갈수록 파가 굴절되어 치가 상대적으로 높SCPT N

은 구간에서 전달 속도가 둔화된 영향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는 지반강도에 대한 영향성으로 앞 절에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지반강도가 증가할수록 다운홀 기법에서 측정되는 전단파 속도는.

낮아지나 검층의 경우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 의 영역을 고루 갖추고 있어 지, SPS (60Hz 10kHz)∼

반이 약하거나 강해지더라도 전단파가 진행할 수 있는 발진자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다운홀의 경우 발.

진자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를 통한 가진원 발생시 약 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 Hammer 10 100Hz∼

고 있어 단단한 지반으로 갈수록 파의 전달이 어려워진다 조철현 등( , 2005).

결국 치가 낮은 지반의 경우 인천지역 해성토에서 상부층에 해당하고 있어 전단파가 굴절이 없이N ,

전달되어 양질의 전단파 속도가 측정이 되나 하부로 갈수록 방식의 경우 파의 손실이 발생하여, SCPT

전단파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도가 증가할수록 파의 손실이 거의 존재하지. ,

않는 검층을 통한 전단파 속도 측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S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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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본 연구에서는 현장시험법을 통한 인천지역 해성퇴적토의 전단파 속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단파 속도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표준관입시험 의 치 콘관입저항치(SPT) N , (qc 심도별),

로 분석하였다 또한 검층과 간 현장시험법을 비교하였으며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 SPS SCPT

면 다음과 같다.

검층과 방식을 통해 측정된 전단파 속도 분석결과 이내 심도에서 전단파 속도의 분(1) SPS SCPT , 30.0m

산이 많이 이루어져 심도에 따른 전단파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반강도 치(2) (N , qc 에 대한 전단파 속도의 영향은 검층과 방식이 동일하게 밀접한 상관성) SPS SCPT

이 있으며 구간의 연약한 지반에서는 콘관입저항치로, N<15 (qc 로 분류된 전단파 속도가 치로 분류) N

된 전단파 속도보다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표준관입시험 을 수행하여 측정된. (SPT)

치보다 를 수행하여 측정된 콘관입저항치N CPT (qc 가 더 정밀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연약지반 상에)

서는 를 통한 전단파 속도의 측정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SCPT .

전단파 속도는 치 를 기준으로 이하 구간에서는 와 결과값이 유사한 거동을 보(3) N 15 N<15 SPS SCPT

이나 이상 구간에서는 검층을 통한 전단파 속도값이 결과 값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 N>15 SPS SCPT

다 이 결과는 의 경우 심도가 증가할수록 전단파가 굴절되어 하부로 갈수록 전단파 속도가 감. SCPT

소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방식은 지반의 강도 및 심도가 증가할수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 SCPT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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