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국내에서의 연약지반처리는 대부분 Pre-Loading공법과 

더불어 현장지반의 투수계수를 증가시키거나 배수거리를 

줄여서 압밀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직배수공법이 주로 이용

되고 있다. 또한 연약지반의 압밀침하량에 대한 설계는 

Terzaghi의 1차원압밀이론(Terzaghi and Peck, 1967)을 적용

하고 있으며, 연약지반의 상부에 과압밀층이 존재하는 경우

에도 재압축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약지

반의 압밀거동은 지반의 불균질성과 설계정수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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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onsolidation settlement characteristics of the west coast, where overconsolidation 

has occurred,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xisting consolidation design through field tests and the re-evaluation of design parameters.

The settlement ratio (measurement settlement/design settlement) obtained using the existing design method was calculated to be 

56.0%; however, the settlement ratio obtained through the re-evaluation of the preconsolidation stress and compression index suggested

in this study was 95.6-96.6%. It was applicable to the west coast region, where the condition of overconsolidation developed. In 

addition, the consolidation test curve of the low-plasticity silt ground in the west coast region showed a rounded curve with no 

clear inflection point.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the preconsolidation stress when applying the Casagrande method, and it tended

to be underestimated. Analysis showed that it is preferable to apply the compression index obtained from the compaction curve

as it is, rather than to apply Schmertmann's modified compress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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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과압밀상태가 발달된 서해안의 압밀침하특성을 파악하고 현장시험과 설계정수 재평가를 통해 기존 압밀설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설계방법으로 설계시 침하비(계측 침하량/설계 침하량)가 56.0%로 산정이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행압밀응력과 압축지수 재평가를 통한 침하비는 95.6~96.6%로 나타나 과압밀상태가 발달된 서해안 

지역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안 지반과 같이 저소성 실트 지반의 압밀시험곡선은 전반적으로 변곡점이

명확하지 않는 둥근 곡선(rounded curve)을 나타내므로 Casagrande 방법 적용시 선행압밀압력을 결정하기 어려우며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Schmertmann의 보정압축지수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압밀곡선에서 얻어진 압축지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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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압밀이론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히 설계하기는 어렵

고 Terzaghi의 1차원압밀이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측치와 

계산치의 비가 약 0.7~1.5의 범위(MacDonald and Skempton, 

1955)에 있어 비교적 신뢰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Jin et al. (2012)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59개 사업조사

지구, 1,46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의 대부분의 점토는 유기물 함유량이 1.1% 이하의 

무기질 점토이고, 경기지역이 실트함유량이 가장 높고, 남쪽

으로 갈수록 실트질 함유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Mitchell (1976)과 Skempton (1953)의 연구결과로부터 

액성한계 및 활성도로 광물특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서해

안에 분포하고 있는 지반은 Kaolinite광물이었고 남해안에 

분포된 지반은 Illite로 추정하였다. 과압밀비는 각 지역 평균

값이 1.48~2.43의 범위를 나타내고, 지표면으로부터 5 m까

지의 심도에서 큰 값을 보이고, 그 하부에서는 거의 정규압밀

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났으며, 액성지수 포화도 및 과압밀비

의 값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연약지반층은 지표

면으로부터 약 5 m를 기준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렇듯 과압밀층이 발달한 서해안 지역의 경우 실측치와 

계산치의 비가 0.2~0.49%로서 현저히 작은 침하량을 보이는 

사례가 존재하였고, 그에 반하여 정규압밀층이 발달한 남해

안에 조성된 여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대략 0.8~1.2로 

MacDonald and Skempton (1955)이 제안한 범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상부에 과압밀층이 존재하는 

연약지반의 압밀설계에 Terzaghi의 1차원압밀이론을 적용

할 경우에는 침하량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압밀층이 발달한 서해안 지역에서의 침하량 

설계오류는 토취장 및 불필요한 공사기간의 낭비뿐만 아니

라 저성토의 도로구간에서는 노상에 필요한 심도를 확보 

할 수 없어 지반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 지역의 전체 

계획고를 조정하는 등은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초래되었다.

Park (1996)은 소성지수와 액성한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서해안은 중 또는 저소성의 무기질 점토, 남해안은 중 또는 

고소성의 무기질 점토에 속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초기간극

비와 함수비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순으로 커진다고 

분석하였다. 

Jin et al. (2012)의 연약지반 현장조사 자료로부터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해안 연약지반이 남해안의 연약지반에 비하

여 실트질의 함유량이 높고, 함수비 및 압축지수가 작은 

경향을 보인다고 검토하였으며, 설계침하량과 실제침하량

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실제 발생한 침하량에 비해 설계 

이 현저히 크게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상부 과압밀층의 전단저항에 의하여 상재하중이 

충분히 하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즉 압밀

은 토립자가 재배열하면서 간극이 축소되면서 발행한 과잉

간극수압의 소산에 의한 토립자의 재배열이 완성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재하중이 지중에 전달되는 

응력에 의한 재배열되면서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잉간극수압이 소산되면서 압밀침하가 발생하게 되는

데 상부에 존재하는 과압밀층에 의하여 상재하중이 100% 

지중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압밀설계에서처럼 

상재하중의 100%가 과잉간극수압으로 발현된다고 계산하

는 경우에는 침하량이 과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Kim (1998)은 한국 해안에 퇴적된 연약지반의 점토광물의 

종류와 분포관계에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Kaolinite와 

illite가 발견되었으며, montmorilonite는 서해안에서만 존재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Park (1996), Jin et al. (2012) 및 Kim (1998)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서해안은 저소성 점토지반으로 볼 

수 있다.

Mikasa (1963)는 연약 점토의 압밀은 

나 가 일정하다

고 하는 조건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변형률에 의한 새로운 

압밀이론을 제안하고 침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이론에서

는 

일정이면 


와 가 일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런 의미에

서 Terzaghi의 확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Terzaghi의 

압밀이론에서는 과잉으로 발생한 간극수압이 완전히 배제

하도록 압밀방정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침하해석 과정 

중에는 응력-변형률 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의 해석에는 변형률에 관한 미분방정식(Terzaghi와 상

사형의 열전도형)을 풀어서 응력-변형률 관계를 도입할 필요

성이 있기 때문에 Mikasa는 이 응력-변형률 관계에 비선형탄

성( log의 직선관계)을 가정하여 자중이나 층 두께의 

변화까지도 고려한 해를 구하였고, 그 결과 열전도형의 압밀

방정식에 따르는 것은 간극수압이 아니라 변형률이라는 

견지에서 침하를 해석하는 이론식이 정립되었다.

Mikasa (1963)의 연구는 Terzaghi이론의 

, , 


 일정 

조건과 미소변형률의 가정하에서 얻어진 결과이지만 하중증

가율이 압밀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하중증가율

이 작으면 압축곡선이 오른쪽 위로 반대로 클 때는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정규압밀이라도 선행응력이 실제의 값보

다 크게 된다는 것을 Leonards and Altschaeffl (1964)가 실험

적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압밀하중이 Casagrande 

(1936)가 제안한 과거에 받은 최대하중이라고 하기보다는 

Cementation이나 틱소트로피의 영향으로서 압밀곡선의 굴

곡을 항복점으로 취한 쪽이 명확하다고 하는 견해에 제시 

되었다. 또한 점토골격의 변형률 속도 의존성과 크리프의 

존재도 가미하여 압축곡선의 굴곡에 달할 때까지를 탄성체, 

굴곡 이후에는 소성체로서 판단하게 되었다. 특히 압축곡선

의 굴곡을 항복으로 해석하는 쪽은 현재까지도 점토골격구

조를 탄소성체로 취급하는 근거로 되었다. 그 탄소성체로 

처음 구성 식을 구한 것이, Cambridge 학파의 일련의 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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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이론은 Cam-Clay라고 하는 이상체 점토를 고려하여 

점성토의 한계상태를 고려하고 소산 에너지에 대한 관계식

을 부여함과 동시에 Drucker and Prager (1952)의 가설에 

근거하여 확립한 것으로, Critical state energy theory라고도 

불린다. 이 구성식은 항복을 부여함으로서 유도되었으며, 

소산에너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지금까지 별도로 취급되

었던 변형현상과 파괴현상을 분리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과 특별한 파라메타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

가 없는 것 등으로도 많은 연구자나 기술자에게 널리 받아들

여져 전자계산기의 발달도 있어 FEM을 이용한 지반해석에

의 구성식으로 현재도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

압밀침하량 산정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선행압밀하중 및 압축지수는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선행압밀하중의 경우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asagrande 

(1936) (e-log p’)방법, Sridharan et al. (1991) (log (1+e) 

– log p’)방법, 그리고 Onitsuka and Hong (1995) (ln (1+e) 

– log p’)방법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압축지수의 경우 

경험식을 통해 제안된 연구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중 

Rendon-Herrero (1980)는 재성형점토, 시카고 점토 및 다양한 

점토의 압축지수값을 산정하는 방정식을 제안하였고, Kim 

(1998)은 유럽 및 북미지역의 대표적인 압축지수범위를 정리

하였으며, Lee et al. (2001)은 한국 해양지역 토양의 압축지수

를 제시하였다.

Kim et al. (2002)은 응력이력과 시간이력이 과압밀 상태에

서의 간극수압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삼축

압축시험를 수행하였며, 간극수압계수는 과압밀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변형이 진행될수록 

그 영향이 적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Ahn (2011)은 광양

항의 해성점토에 대한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하여 과압밀비

의 변화에 따라서 일차 및 이차침하를 포함한 최종침하량이 

크게 감소되고, 선행압밀하중 재하기간의 압밀도가 70~80% 

도달 시에 하중을 제거하여도 장기압밀에는 큰 영향이 미치

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Kim and Jo (2011)는 간극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Oedometer Cell을 사용하여 80 kPa의 과압밀

상태, 140 kPa의 선행압밀하중과 160 kPa의 정규압밀상태에 

의한 과잉간극수압의 변화(∆∆)를 측정하여 과압밀상

태, 선행압밀하중 및 정규압밀상태 순으로 과잉간극수압의 

발생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차압축지수와 압축지

수의 관계는 정규압밀영역 및 과압밀영역에서 동일하게 선형

적인 관계를 갖지만 그 값은 정규압밀영역이 더 크게 나타난

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Fukazawa and Kurihara (1991)은 

불교란 연약지반에 일정한 크기의 하중을 가한 후 이 하중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연직 팽창량을 시료 두께로 정규화한 

반발비을 산정하였으며, 이 반발비가 OCR과 선형적인 관계

를 갖는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기존의 이론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지반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과압밀점토지반에서의 압밀침하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압밀상태가 발달된 서해안 00지

구의 압밀침하특성을 파악하고 현장시험과 설계정수 재평

가를 통해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압밀설계의 문제점

과 한계점을 알고자 한다.

2. 현장조사

2.1 지반조사

본 연구에서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수행한 프리로딩 성토 

전 원지반과 성토 후 원지반에 대하여 연약지반의 강도 

등 지반정수의 변화를 확인하고 개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 보링을 수행하였으며, 성토 전⋅후 동일한 

위치에서 표준관입시험 등의 현장시험과 불교란시료를 채

취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시추조사 결과, 각 지층의 층후 및 구성 상태는 Table 1과 

같으며, 과압밀층이 약 1.2 m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지반개량효과 평가 결과

성토전(NH-1, NH-2) 및 성토 후 80일이 경과한 시전에서 

(NNH-1, NNH-2)의 연약지반 계량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토 전⋅후의 연약지반에 대한 표준관입시험과 물성 및 

역학시험을 수행하여 N치 및 간극비와 일축압축강도의 비교 

분석하였다. Fig. 1은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 성토고 9 m 구간에는 N치가 약 3 증가한 반면 성토고 

6 m 구간에는 N치가 약 1.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토고가 9 m 구간인 NNH-1에서는 연약지반 상부로 

갈수록 개량효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재하중의 영향이 연약지반 전 층에 동일하기 작용하

지 않고 상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상부 및 하부의 지반이 동일하여 탄성계수비 

No
Over-consolidated clay layer Sedimentary layer Weathering soil layer Boring depth

(m)Thickness Depth Thickness Depth Thickness Depth

NH-1 1.2 0.0~1.2 16.4 1.2~17.6 0.4 17.6~18.0 18.0

NH-2 1.2 0.0~1.2 16.3 1.2~17.5 0.5 17.5~18.0 18.0

Table 1. Soil Parameters Used 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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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bankment height of 9 m (b) Embankment height of 6 m

Fig. 1. SPT Values before and after Preloading

(a) Void Ratio (b) Uniaxial Compression Test

Fig. 2. Void Ratio & Uniaxial Compression Test before and after Preloading

가 동일한(




) Boussinesq의 이론해보다도 상부지층

과 하부지층의 탄성계수비(




)가 클수록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과압밀

층이 상부에 존재하는 연약지반의 압밀침하량을 산정하기 

위한 상재하중은 2층 지반에서의 지중응력을 반영하여 산정

하는 것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압밀침하량 산정이 될 것이라

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연약지반 개량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성토전⋅후의 간극비 및 일축압축강도의 변화량을 Fig. 2에 

나타냈다. 연약지반의 개량효과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압밀

층하부에 해당하는 심도 2.4 m부터 간극비 및 일축압축강도

의 변화량 급격히 증가하다가 약 3.5 m 심도부터 이들 변화량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재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지중응력이 연약점성토층의 하부로 갈수록 감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또한, 성토노가 

높은 즉 상재하중이 클수록 개량효과인 간극비의 감소 및 

일축압축강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3 지반 특성

성토 전⋅후의 함수비 및 액성한계와 200번체 통과율을 

각각 Figs. 3~5에 나타냈으며 연약지반 계량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함수비의 경우 성토고 9 m일 때, 심도 –3.4 m 지점에서 

성토 전 함수비 40.5%, 성토 후 함수비 32.9%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성토 후가 성토 전보다 작은 함수비로 나타났다. 

이는 간극비가 작아져 압밀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액성한계와 200번체 통과율은 지반고유의 물성이기 때문

에 성토 전⋅후에서 유사한 값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역시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연약지반 심도에 따른 비배수전단강도 증가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압밀설계 실무에서는 일축압축시험을 보편적으로 적용

하고 있으나 본 실험대상지와 같이 저소성 지반에서는 투수성이 

커 불교란 시료의 채취시 발생하는 교란의 영향이 커지게 되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비배수 전단강도 증가비를 얻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교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간이 CU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Fig. 6과 같이 표준관입시험과 함수비의 결과

와 같이 심도 –3 m 이하에서 일축압축시험에서 산정한 비배수전

단강도보다 그 선형성이 확실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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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bankment height of 9 m (b) Embankment height of 6 m

Fig. 3. Water Contents before and after Preloading

Fig. 4. Liquid Limit Fig. 5. Amount of Passing No. 200 Sieve

(a) Embankment height of 9 m (b) Embankment height of 6 m

Fig. 6. Undrained Shear Strength

2.4 지반의 압밀특성

역학적 특성 및 압밀 분석을 위하여 일축압축시험과 표준

압밀시험을 수행하였다. 일축압축시험의 공시체 높이와 직

경은 각각 100 mm, 50 mm이며, 전단 시 변형률 속도는 

1 %/min이 적용되었다. 표준압밀시험의 경우는 직경 60 

mm, 20 mm 높이의 압밀링을 사용하여 포화 공시체의 상하

부의 양방향 배수가 되도록 Porous Stone을 설치한 후, 각각

의 하중 단계별 24시간 동안 재하시킨 후 전단계의 2배 

하중을 적용하여 압밀시험을 수행하였고 Casagrande 방법

을 사용하여 압밀항복응력을 평가하였다. 

선행압밀하중(

)의 경우에는 상재하중에 의하여 압밀침

하 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량은 상재하중이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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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것을 Fig. 7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재하중에 의한 지중응력이 급격히 작아지

는 과압밀층의 하부에 있는 연약지반에 대한 선행압밀하중

을 산정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증가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압축지수()의 경우 역시 Fig. 8에서와 같이 성토고 9 

m의 경우 성토 전후의 평균값이 각각 0.241, 0.279로 나타났

고, 성토고 6 m의 경우 성토 전후의 평균값이 각각 0.231, 

0.262로 나타나 상재하중에 의하여 압밀침하 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압밀응력에 대한 압축지수

의 영향이 고소성의 점성토는 압밀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압축지수가 감소하고(Mesri and Godlewski, 1977) 저소성의 

실트질점성토에서는 증가한다(Robinson and Allam, 1998)

는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본 연구대상지는 저소성의 실트질 

점토성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팽창지수()에 대한 압밀시험결과, Fig. 9와 같이 성토고 

9 m의 경우 성토 전후의 평균값이 각각 0.031, 0.034로 나타났

고, 성토고 6 m의 경우 성토 전후의 평균값이 각각 0.034, 

0.042로 나타나, 팽창지수 역시 심도가 증가하여 압밀응력이 

증가할수록 팽창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준압밀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e-logP 곡선으로부터 깊이

별 압축지수와 과압밀비(OCR), 선행압밀압력(Pc) 등을 나

타내었으며, 압축지수는 국내 설계 실무에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Casagrande (Cc) 방식과 Schmertman (Cc(mod)) 방식을 

채택하여 비교하였다. 압축지수는 선행압밀압력(Pc) 이후의 

정규압밀영역에 지배되어 산출되므로, 성토 전 압축지수와 

성토 후 압축지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자값 산출을 위하여 성토 전 압축지수와 성토 후 압축지수

를 모두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서해안 저소성 실트지반의 지층 내 Sandseam이 다량

을 분포하여 시험 시 작은 압축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인자 

값들은 제거하고 분석한 결과, Cc는 0.211~0.413의 범위에 

평균 0.283을 Cc(mod)는 0.209~0.491의 범위에 평균 0.329를 

나타내었다.

심도별 선행압밀압력은 Casagrande 방식을 채택하여 각 

심도별로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압밀하중을 이용하여 과압

밀비를 각 심도별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Fig. 10과 같이 

나타냈으며, 이는 표층으로부터 약 5 m 심도까지는 과압밀비

(a) Embankment height of 9 m (b) Embankment height of 6 m

Fig. 7. Preconsolidation Load

(a) Embankment heigh of 9 m (b) Embankment heigh of 6 m

Fig. 8. Compress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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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bankment heigh of 9 m (b) Embankment heigh of 6 m

Fig. 9. Swelling Index

(OCR) 2.7 정도의 과압밀 상태를, 그 이하의 심도에서는 

1.5 정도의 과압밀비로 분석되었다. Hanzawa and Adachi 

(1983)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표층부의 과압밀 특성은 

원지반 점토의 Aging Effect로 인해 유효상재압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단강도가 증가되는 현상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Results of the OCR

3. 현장계측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의 상부에 과압밀층이 존재하는 

연구대상 지역의 기존 압밀설계방법에 의한 설계침하량 

및 실측 침하량의 오류정도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공학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두 곳(Section Ⅰ, Ⅱ)에 시험시공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에서는 Preloading공법을 적용하

였으며 정량적인 연약지반의 침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토높이를 Section Ⅰ에서는 9 m, Section Ⅱ에서는 6 m로 

차등하게 시공하였다. 

3.1 계측기 설치현황

연약지반의 압밀 침하에 목적에 따라 성토 높이에 맞춰 

지표 침하판, 간극 수압계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표 침하판의 

경우 PP Mat 상부에 설치하였고, 간극 수압계의 경우 과압밀 

점토와 정규압밀 점토를 구분하여 각각 2, 5, 8 m 위치에 

설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토 중에는 1회/1일, 성토완료 

후 3개월 동안은 1회/1주, 성토완료 후 3개월 이후에는 1회/2

주의 계측빈도로 측정하였다.

3.2 지표침하 

침하량은 성토 높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

며, 성토 시 침하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88일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Section Ⅰ에서의 침하량은 38.25 cm이며, Section 

Ⅱ에서의 침하량은 27.70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결과는 

Fig. 11과 같이 나타났다.

3.3 간극수압계

간극수압의 경우 침하관측만으로는 현재 압밀도(U)가 몇 %인

지를 알 수 없으므로 침하관측과 동시에 점성토층의 간극수

압을 측정하여 압밀도를 산출하였다. 성토 높이가 높을수록 

압밀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Table 2와 Fig. 

12는 성토 높이 및 설치 심도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4 압밀해석을 통한 압밀침하량 산정

Fig. 13과 같이 기존 설계지반정수를 적용하여 SPT결과 연약

지반으로 평가된 심도 7.5 m까지의 침하량을 산정한 결과, Ⅰ구간

(성토고 9.0 m) 은 67.35 cm, Ⅱ구간(성토고 6.0 m)은 53.23 

cm로 산출되었다. 계측 분석 침하량과 비교⋅분석한 결과, Ⅰ구

간(성토고 9.0 m)은 설계압밀침하량에 비해 현장 계측침하량이 

60.9%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Ⅱ구간(성토고 6.0 m)은 

설계압밀침하량에 비해 현장 계측침하량이 56.0% 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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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ionⅠ (b) Section Ⅱ

Fig. 11. Surface Settlements by Elapsed Time

Section
Elapsed time

(day)

Installation depth

(m)

Excess pore water pressure 

(kPa)

Percent consolidation 

(%)

Embankment height

(m)

Ⅰ 88 5.0 16.10 79.1 9

Ⅱ 88 5.0 8.59 78.4 6

Table 2. Result of Pore Pressure

(a) SectionⅠ (b) Section Ⅱ

Fig. 12. Pore Pressures by Elapsed Time

(a) SectionⅠ (b) Section Ⅱ

Fig. 13. Compare Existing Design Settlement with Measured Settlement

이러한 원인은 연약지반 설계압밀 평가 시 선행압밀압력 

평가의 문제점, 비배수 전단강도 평가의 문제점, 강도증가율 

적용의 문제점 등을 엔지니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반정

수를 적용하는데 있다.

4. 설계정수 재평가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압밀침하량을 산정한 결과 설계/실

제 침하량 비가 약 58%로서 과다설계가 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계정수 산정 시 한계성을 극복하

기 위하여 선행압밀압력 평가(Becker et al., 1987; Onitsuka 

et al., 1995)를 개선하고, 시료의 교란정도를 고려한 압축지

수를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설계정수를 산정하였다. 

새롭게 도출된 지반정수를 이용한 압밀 침하량과 계측 침하

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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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행압밀응력의 재평가

저소성 실트 지반의 압밀시험곡선 특성을 반영한 선행압

밀압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Casagrande (1936)방법 외에 

Onisuka et al. (1995) 및 Pacheco Silva (1970), Becker et 

al. (1987)방법을 사용하여 선행압밀압력을 산정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압밀비는 Fig. 14와 같이 나타냈다. 상부의 

5.0 m까지를 과압밀층으로 산정하여 5.0 m 미만에서 각각 

평균 2.7, 3.7, 2.7, 3.4의 과압밀비, 5.0 m 이상에서 각각 

평균 1.6, 1.8, 1.6, 1.7의 과압밀비를 얻었으며, 여기서 

Casagrande과 Pacheco Silva 방법이 과압밀비를 작게 평가하

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Fig. 14. Re-calculated OCR by Depth

4.2 압축지수의 재평가

Andersen and Kolstad (1979)는 압밀시험을 통하여 시료의 

품질평가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 방법은 각각의 압밀시험

의 재압축 구간의 체적 변형률이 1.0% 미만일 때 “매우 

우수(very good to excellent)”, 1~2% 에 분포할 때는 “우수

(good)”, 2~4%인 경우는 “보통(fair)”, 4~8%는 “불량(poor)”, 

8% 이상일 때는 “매우 불량(very poor)”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압밀시료의 품질평가 결과, Fig.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압밀시험에 의한 재압축 구간의 체적 변형률은 

평균 1.4로 우수한 시료의 품질로 분류되며, 여기서 상부 

구간인 2.0 m에서는 2.64~2.12로 보통 상태의 시료 품질을 

나타내었으나, 그 외 2.0 m 이하 지층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시료 품질을 나타났다. 따라서 Schmertmann (1955) 

보정방법을 적용한 수정압축지수() 대신에 표준압밀시

험에 얻어낸 압축지수()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대상 지역 

압밀침하량 재산정을 위하여 Table 3과 같이 설계지반정수

를 재평가하여 제시하였다.

Fig. 15. Volume Change Rate by Depth

4.3 압밀침하량 재산정

새롭게 산출된 지반정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치해석 프로그램(MIDAS SoilWorks)을 이용하여 기존

의 압밀침하량 산정시와 동일한 지층에 대하여 압밀침하량

을 산정하였으며, Fig. 16과 같이 설계 침하량과 계측 침하

량 비교⋅분석 하였다. Ⅰ구간의 경우 실측침하량 41 cm, 

수정 설계침하량 42.90 cm로 침하비 95.6%를 나타냈으며, 

Ⅱ구간의 경우 실측침하량 30.45 cm, 수정 설계침하량 31.51 

cm로 침하비 96.6%를 나타내 두 구간 모두 설계 침하량과 

계측 침하량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한 설계정수 값은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

된다.

Division Existing design ground integer Modification design ground integer

Over consolidation ration (OCR)
2.33 (less than 5 m) 3.5 (less than 5 m)

1.5 (over than 5 m) 1.5 (over than 5 m)

Compression index (Cc) 0.36 0.28 

Undrained shear strength (su, kPa) su=1.69×depth+11 su=3.1×depth+13

Intensity increase rate (





′ ) 0.19 0.30

Initial void ratio (eo) 1.07 1.07

Consolidation coefficient (cm2/day) 700 700

Unit weight (


, kN/m3) 18 18

Table 3. Modified Parameters f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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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ionⅠ (b) Section Ⅱ

Fig. 16. Comparison Between Modified Design Settlement and Measured Settlement

5. 연약지반 설계에 대한 고찰

5.1 강도증가율 적용

국내 연약지반 설계실무에서는 흙의 물리적 특성인 소성

지수(PI)와 강도증가율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Skempton 

and Bjerrum (1957)식을 주로 적용하여 강도증가율을 평가

해 왔다. 하지만 이 제안식은 Scandinavia 반도 지역에 분포하

는 점성토를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서해안지

역의 점성토 지반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Sim (2015) 연구에 의하면 Norway의 Drammen지역의 

토질은 통일분류법상 0.002 mm 이하의 토입자가 많이 포함

되어 있지만 실제 점토 광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Scandinavia 지역은 빙하기 이후 암반이 

융기되었을 때에 암반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 작용에 의한 

돌가루 형태(Rock Flour)로 분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러한 지반조건에서 현장베인시험(FVT)을 수행

하면 베인의 삽입에 의해 발생되는 주변 흙의 교란이 전단강

도를 측정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된다(La Rochelle et al., 

1988). 이에 반해, 국내 서해안 저소성 지반 실트 지반의 

경우의 지층 내 Sandseam이 다량으로 분포하며, Scandinavia 

지역에 비해 투수성이 상당히 큰 특징을 나타낸다. 

실제로 Norway 해안 지역에 분포된 점성토의 소성지수

(PI)는 대략 17%이었다. 그리고 압밀계수(Cv)는 대략 27 

cm2/day라고 밝혀졌다(Grozic et al., 2003). 그러나 국내 

서해안에 분포하는 저소성 지반의 경우 그 소성지수(PI)는 

대략 20%이고 압밀계수(Cv)는 대략 770 cm2/day인 것으로 

고려하였을 때 투수성이 대략 20배~30배 정도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반 조건에서 베인의 삽입에 따른 과잉간

극수압의 발생은 투수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소산되며 

강도의 감소 현상이 비교적 최소화 된다. Skempton and 

Bjerrum (1957) 방법은 Scandinavia 지역의 점성토를 이용하

여 제안되었으나, 소성지수(PI)와 점토함유율이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국내지반 조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Sim (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국내 

해성 점성토의 강도증가율은 저소성 실트지반에서 일축압

축강도가 저평가되어 강도증가율이 작게 평가된 값을 제외

하면, 소성지수에 관계없이, 0.25~0.35의 범위에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연구대상지역의 설계정수 

현재의 연직 유효응력이 지금까지 받은 적이 있는 최대 

연직 유효응력인 경우를 정규압밀상태로 정의하게 되며, 

압밀압력의 증가에 따라 전단강도도 동시에 증가되는 선형

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비배수전단강도(su)를 

지금까지 경험한 최대 연직유효응력(정규압밀점토 지반 = 

유효상재압, 과압밀점토지반 = 선행압밀압력)으로 나눈값

으로 표현되는 강도증가율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게 

된다. 즉, 지질학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침강 및 퇴적 

과정으로 형성된 정규압밀상태의 지반의 경우에는 이론상 

지표면에서 발휘되는 전단강도는 0이 된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전단강도만을 고려한 경우에도 대상 지반의 압밀상

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대상 지역 시험성토구간의 압밀시험곡선의 전형적

인 결과인 Fig.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과압밀 및 정규압밀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변곡점이 확인되지 않는 초기간

극비(e0) 1.0 전후의 둥근형태의 곡선(Rounded Curve)이 얻어

졌다. 따라서, Casagrande 방법으로 선행압밀압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선행압밀

압력도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7. Volume Change Rate by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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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방향으로 비교적 균질한 특성을 나타내는 광양 및 

부산지역과 같은 고소성 점토지반과 달리 서해안 저소성 

실트 지반은 모래 및 실트 함유량이 많은 불균질한 지층특성

을 나타내므로, 깊이방향에 대해 1~2 m 간격으로 연속적인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물리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추가적으로 피에조콘관입시험(CPTU)을 실시하여 연속

적인 지층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더욱더 현장특성이 반영된 

설계정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5.3 현장계측을 통한 고찰

압밀설계정수 중에서 설계침하량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선행압밀압력이며, 저소성 실트 지반의 압밀시험

곡선은 전반적으로 변곡점이 명확하지 않는 둥근 곡선(Rounded 

Curve)을 나타내므로 Casagrande 방법 적용시 선행압밀압력을 

결정하기 어려우며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Boone (2010)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 간극비(e0) 1.0 전후의 저소성 실트 지반은 둥근 형태의 

압밀곡선(Rounded Curve)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높은 밀

도 특성으로 인해 고소성 점토 지반 조건에 비해 시료 채취 

및 시험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교란 현상이 상대적으

로 작게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성토 구간의 설계 및 계측침하량 분석 결과, 

저소성 실트 지반에 대한 설계침하량 평가 시, Schmertmann 

(1955) 보정압축지수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압밀곡선에서 

얻어진 압축지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과압밀상태가 발달되어 있는 서해안 00지

구의 압밀침하특성을 파악하고 선행압밀응력과 압축지수의 

재평가를 통해 설계침하량과 계측침하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직배수재 등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시험성토 축조 

후 8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침하가 수렵단계 접어들 

정도로 빠른 압밀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한 침하량 

역시 성토고 9 m 구간의 침하량이 38.25 cm로서 성토

고에 비해 상당히 작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존 설계방법으로 압밀침하량을 산정한 결과, 침하량

이 성토고 9 m 구간에서는 67.35 cm, 성토고 6 m 

구간에서는 53.23 cm로 산출되었으며, 이 결과를 계측 

분석 침하량과 비교⋅분석한 결과, 성토고 9 m 구간에

서는 설계압밀침하량에 비해 현장 계측침하량이 

60.9% 발생하였고, 성토고 6 m 구간에서는 설계압밀

침하량에 비해 현장 계측침하량이 56.0% 산정되어 

압밀침하량이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 선행압밀응력과 압축지수의 재평가를 통해 설계침하

량과 계측침하량을 비교한 결과 성토고가 6~9m인 

곳에서의 침하비가 95.6~96.6%로 나타나 새롭게 구한 

설계정수 값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서해안 지반과 같이 저소성 실트 지반의 압밀시험곡선

은 전반적으로 변곡점이 명확하지 않는 둥근 곡선

(Rounded Curve)을 나타내므로 Casagrande 방법 적용

시 선행압밀압력을 결정하기 어려우며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났다.

(5) 저소성 실트 지반에 대한 설계침하량 평가 시, 

Schmertmann의 보정압축지수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압밀곡선에서 얻어진 압축지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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