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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Consolidation settlement, a crucial parameter in geotechnical design of soft ground, has not 
been computed in a unique way due to different computation methods in practice. To improve computational 
error in calculating consolidation settlement, a number of researches has been attempted. Conventional 
1-dimensional consolidation theory assumes the center of the clay layer as the representative point to obtain 
effective stress in calculation, which could resort to erroneous results. To calculate exact solutions considering 
initial distribution of effective stress, diving a stratum into multi-layers could resort to wasting time and effort. 
In the study, a novel methodology for calculating consolidation settlement via Guassian quadrature is 
developed. The method generally is capable of computing settlements in any case of the stress conditions 
encountered in fields.

Keywords : consolidation settlement, Gaussian quadrature, soft ground, consolidation theory

1. 서 론

   압 침하량 산정은 연약지반의 개량에 있어서 매우 요한 설계 항목이지만 침하량 산정방법에 따라 

그 측값이 다르게 나타나며 실제 침하량과의 오차도 커서 이를 개선하기 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차원 압 침하량 산정 이론은 압 침하량 산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이론

이며 수치해석  연구, 실험  연구  장설계에 있어서도 비교･평가의 기 이 되는 기  이론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용하는 기법에 따라서 산정되는 침하량의 차이가 크며 실제 장계측과의 오차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1차원 압 침하 산정이론을 용함에 있어서 행 으로 토층 앙

부에서의 기 유효응력을 표 응력 으로 가정하고 침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침하량을 항상 과소

평가 하며 그 오차도 1～2.2배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윤찬  등, 2008).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이기 하여 기존에는 상지반을 몇 개의 층으로 나 어 각 층에서 침하량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

여 체 침하량을 산정하지만, 지반조건  하 조건에 따라서 상지반을 몇 개의 층으로 나 어야 하

는지에 한 기 은 재까지 수립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상 지반의 층을 나 어 계산하는 방법에 비하여 은 노력으로도 오차가 

고 정확한 침하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우스 분법(Gaussian quadrature)을 도입하 다. 한 

이를 간단한 제에 용하여 그 정확성을 분석하고 용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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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1차원 압밀침하량 산정 공식

  1차원 압  침하량은 Terzaghi(1923)에 의하여 간극비 변화  그에 따른 연직변형률을 근간으로 다

음 식 (1)과 같이 제안된 바 있으나 이 식은 성토의 하  증가에 따른 비선형  압축특성을 반 하지 

못하므로 Holtz와 Kovacs(1981), Das(1984), Terzaghi 등(1996)은 정규압  조건에서 식 (2)로, 과압  

조건에서는 식 (3), (4)로 압 침하량을 계산하도록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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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침하량,   는 기 성토층의 두께,   는 압축계수, 는 체 압축지수, 는 기 간

극비, ′는 연직 유효응력 증분, ′는 기 연직유효응력, ′는 선행압 응력이다. 이 때, 식 (2), 

(3), (4)에서 기 연직유효응력 ′  은 깊이에 따라서 선형 으로 증가하는 변수이므로 일반 으로는 

이를 성토층 앙부에서 기 연직유효응력으로 가정하여 침하량을 산정한다(Lambe과 Whitman, 

1979; Das, 2002; NAVFAC 설계법, 1982). 하지만 식 (2), (3), (4)에서 기 연직유효응력이 수항 안

에 있으므로 성토층의 앙부의 값을 표값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정해와 비교하여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침하량을 계산하기 하여 성토층을 몇 개의 층으

로 분할하고 각 층의 앙부에서 기유효응력을 계산한 후 압 침하량을 계산하고, 각각의 층에서 계

산된 침하량을 합하여 총 침하량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계산된 침하량의 정해에 

한 오차율의 산정이나 층 분할 개수에 한 구체  기 이 무하며, 련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3. 가우스 적분법을 이용한 1차원 압밀침하량 산정 공식

  구간을 분할하여 분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 에서 가우스 분법(Gaussian quadrature)은 한 

가 치  분  선택방법을 통하여 단순한 구간분할법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의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치  해법으로 이미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과 같은 수치해석에서 리 쓰이고 있

는 방법이다. 가우스 분법은 가우스-르장드르 공식(Gauss-Legendre formula), 가우스-체비셰  공식

(Gauss-Chebyshev formula), 가우스-허  공식(Gauss-Hermite formula), 가우스-라게라 공식

(Gauss-Laguerre formula) 등이 있으며, 일반 으로 르장드르 다항식에 기반한 가우스-르장드르 공식이 

리 사용되고 있다. 가우스 분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분 의 좌표이고, 는 가 치이다. 이 식에서 분구간 [a, b]를 일반 공식화하기 

하여 [-1, +1]로 선형변환하고, 이에 맞추어 함수 를 선형맵핑(linear mapping)하면 의 식 (5)는 

다음 식 (6)과 같이 일반화된 가우스-르장드르 공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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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k번째 르장드르 다항식(식 (7))에서   을 만족하는 해이며 일반화된 분구간에서의 

분 이다. 

  
  



 
 

 
    (7)

  여기서 M은 정수가 되는  는  이다. 여기서 구간을 나 는데 사용하는 n개 의 좌표를 

선택할 때 르장드르 다항식을 사용하며 이 방법을 n  가우시안 방법이라고 부른다. n값에 따른 분

과 가 치의 를 5개 까지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n  가우시안 방법에서 분 과 가 치 

n 분 () 가 치 차수

2
-0.57735

+0.57735

1.00000

1.00000
4

3

-0.77460

0

+0.77460

0.55556

0.88889

0.55556

6

4

-0.86114

-0.33998

+0.33998

+0.86114

0.34786

0.65215

0.65215

0.34786

8

5

-0.90618

-0.53847

0

+0.53847

+0.90618

0.23693

0.47863

0.56889

0.47863

0.23693

10

 

 깊이에 따른 기 유효응력 변화를 고려하여 식 (2), (3), (4)를 분식으로 변환하고 가우스 분법을 

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먼  완 히 포화되어있는 균질한 성토 지반에 하여     

라고 하면, 기 유효응력은 임의의 깊이 z에 하여 로 계산된다. 따라서 성토층의 깊이를 라

고 하면 가우스 분법을 용하여 계산되는 총 압 침하량은 다음 식 (8), (9), (10)과 같다. 단, 분식 

변환을 한 지반 조건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까지 균질한 성토 지반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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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4. 제안된 공식의 검증 및 적용 

  제안된 공식의 용성  정확성을 분석, 검증하기 하여 신호지방공단의 지반특성  지반개량시의 

하 재하조건에 하여 침하량을 산정하 다. 신호지방공단의 지반물성치는 기간극비 1.8, 압축지수 

0.6, 체단 량 16.5 kN/m
3

이며, 선행재하공법을 이용한 연약지반개량 시에 선행재하하 은 약 32 

kPa, 층두께 40 m로서 이러한 조건의 침하량 산정에 있어서 깊이에 따른 기유효응력 분포를 고려한 

정해는 1.416 m로 계산된 바 있다(윤찬  등, 2008). 성토층 앙부를 표 으로 가정하고 침하량을 

산정하는 기존의 침하량 산정방법과 가우스 분법을 이용한 침하량 산정방법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

음 그림 1과 같다. 기존의 성토층 앙부를 표 으로 가정하는 침하량 산정방법은 최종 침하량을 

0.798 m로 산정하여 정해와의 오차율이 무려 77.4%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차는 성토층을 몇 개의 층

으로 분할하여 침하량을 산정하면서 차 감소하지만 10개의 층으로 나 었을 때도 여 히 9.0%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반면에 가우스 분법을 이용하면 2개의 층으로 나 었을 때 오차율은 29.1%로 

나타나지만 층을 잘게 분할함에 따라서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정해에 근하며 10개의 층

으로 나눴을 때는 1.5%로 거의 정해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층분할에 따른 침하량 

산정 결과와 정해와의 오차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의 방법과 가우스 분법을 비교하 을 때 가우스 분법이 정해에 근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에 

따라 기존방법 오차율을 가우스 분법의 오차율로 나  상  정확도 비율은 2개층으로 나눴을 때 

1.42배에서 10개 층으로 나눴을 때는 5.85배로 나타나, 층을 나 수록 정확도 차이가 커지며 가우스 

분법의 정해에 한 수렴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기존의 침하량 산정방법과 가우스 분법 모두 침하량을 과소평가하지만 가우

스 분법이 정해에 가까운 결과를 산정하며 층을 잘게 나 수록 기존방법보다 더욱 빠르게 정해에 

근해 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신호지방공단의 물성치를 근간으로 산정한 침하량에 하여 식(8)의 분식을 이용하여 양변을 




로 나 어 깊이에 따라서 정규화된 침하량 분포를 계산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즉, 지표면에 가

까울수록 침하량이 크게 발생하며 깊이가 깊어질수록 침하량은 빠르게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방법이 침하량을 과소평가하며 층을 나 수록 정해에 수렴해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용된 가

우스 분법은 분 과 가 치를 조 하여 분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수치  기법이다. 따라서 가우

스 분에 사용되는 분 을 실제 부분의 침하량이 발생하는 지표면 근처로 이동시키거나 지표면 근

처의 분 에 가 치를 증가시켜서 정해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 2개의 층분할만으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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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동일한 침하량을 산정할 수 있는 분  변환  가 치 변환을 trial-error 방법으로 산정하면 표 

2와 같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가우스 분에 사용되는 분 을 지표면 근처로 변환하거나 지표면 

근처의 분 에 가 치를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2개의 층분할만으로도 정해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지반특성  하 재하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량  변환기법을 확립하기 해서는 추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1. 기존의 침하량 산정방법과 가우스 분법을 이용한 침하량 산정 결과 비교

표 2. 기존방법과 가우스 분법의 층분할에 따른 침하량 산정결과

층분할 수
기존방법 가우스 분법

상  정확도 비율
침하량(m) 오차율(%) 침하량(m) 오차율(%)

1 0.798 77.4

2 1.003 41.2 1.097 29.1 1.42

3 1.103 28.3 1.233 14.8 1.91

4 1.164 21.6 1.301 8.8 2.45

5 1.205 17.5 1.338 5.8 3.01

6 1.234 14.7 1.360 4.1 3.56

10 1.299 9.0 1.394 1.5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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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분 () 가 치

분  변화 2
-0.69059

+0.15475

1.00000

1.00000

가 치 변화 2
-0.57735

+0.57735

1.48400

0.67400

그림 2. 깊이에 따라 정규화된 침하량 분포

표 2. n=2일 때 정해를 얻기 한 분 과 가 치의 변화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기존 1차원 압 이론은 연약지반 설계에서 토층 앙부의 표 응력  하나로 상층의 유효응력 

상태를 가정하는 행  방법으로 인하여 설계 압 침하량에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깊이

에 따라 변화하는 기 유효응력을 고려하여 압 침하량을 산정하기 해서는 기 유효응력 분포에 따

라 정해를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해계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원 압  침하량 산정식을 재고찰하 고, 가우스 분법을 이용한 침하량 산정공식을 제시하 다. 

  제안된 공식의 용성  정확성을 분석, 검증하기 하여 신호지방공단의 지반특성  지반개량시의 

하 재하조건에 하여 침하량을 산정하고 기존 침하량 산정방법과 비교한 결과 기존의 침하량 산정방

법과 가우스 분법 모두 침하량을 과소평가하지만 가우스 분법이 정해에 가까운 결과를 산정하며 층

을 잘게 나 수록 기존방법보다 더욱 빠르게 정해에 근해 간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 단 2개의 층분할만으로도 정해와 동일한 침하량을 산정할 수 있는 분   가 치를 산정, 제

시하 다. 하지만 이러한 분   가 치 변화는 지반특성  하 재하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량  변환기법을 확립하기 해서는 추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

다. 

  가우스 분법은 일반 인 분 방법이므로, 장의 다양한 기 유효응력 상태  경계조건을 고려

하 을 때도 사용 가능한 압 침하량 산정방법이며, 기존의 정해와 비교하 을 때 오차가 고 간단한 

193



형태로 제시되므로 향후 침하량 산정에서 폭넓게 활용가능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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