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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haracteristics of sedimentation of dredged soil is depended on the field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redged soil 
because dredged fill ground was formed by various field condition, sedimentation and self-weight consolidation process of dredged 
soil. Dredged fill ground is formed as separated sedimentary layer by characteristics of dredged soil. Therefore, it requires some 
special test method to consider a various field condition, characteristics of sedimentation and self-weight consolidation of dredged 
soil. In this study,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edimentation of dredged soil with disposing velocity geo-centrifuge test 
and laser particle size analyzer were performed. As a results, river and mixed dredged soil show the separation sedimentation by 
soil particle size. And sedimentation of clayey dredged soil is parallel to the bottom surface of dredged fill space.

Keywords : Dredged soil, Sedimentation, Geo-Centrifuge, Laser particle size analyzer

요 지 : 준설매립지반은 다양한 현장조건과 준설토의 침강-퇴적-자중압밀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현장조건 및 준설토의 특성에 

따라 준설매립지반의 거동이 좌우된다. 준설매립지반은 준설토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분리퇴적층이 조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조건과 준설토의 침강-퇴적-자중압밀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실험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건인 펌프의 투기

속도와 준설토의 특성에 따른 준설토의 침강-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심모형실험과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를 수행하였

다. 그 결과 모래 준설토 및 조립질과 세립질 흙이 혼합된 준설토는 입자에 따라 분리 퇴적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점성 준설토

는 매립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퇴적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준설토, 침강-퇴적, 원심모형실험, 레이저 입도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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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해양･항만과 관련된 준설매립사업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면서 국제 준설매립 시장의 규모는 거대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 준설매립시장을 미

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준설매립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

내 준설매립 기술력의 상승은 국제 준설매립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00년 이후 국내 기술의 정체로 인해 

국내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해외 선진기술들과 경쟁을 통한 

국제 준설매립 시장 점유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준

설매립기술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형성되는 준설매립지반

은 다양한 현장조건과 일괄적인 준설토의 침강-퇴적-자중

압밀 과정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현장조건 및 준설토의 침

강-퇴적-자중압밀 특성에 따라 매립기간 및 준설매립지반의 

거동이 좌우되게 된다. 준설매립지반을 계획하기 위한 설계

정수 산정은 준설토의 침강-압밀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Kim(2006), Yoo & Kim(2000), Kim(2010), Yoon(2010), 

Yoo et al.(2005) 등이 실내실험인 Column 시험 및 표준압

밀시험, CSR 압밀실험, 원심모형 자중압밀실험과 수치해석

을 통한 준설토의 침강-압밀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

었다. 또한 배사관의 위치, 투입속도, 퇴적거리, 매립지 면

적, 매립고 등의 현장조건과 준설토의 침강-퇴적-자중압밀

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한 준설토의 퇴적특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Choi(2009) 및 Choi(2003), Lee(2005), Yoon(2002) 등

이 실내 대형모형토조를 이용하여 현장조건을 고려한 준설

토의 확산 및 분리퇴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

양한 현장조건과 준설토의 침강-퇴적-자중압밀의 일련 과정

을 통해 이루어진 준설매립지반은 준설토의 특성에 따라 서

로 다른 분리퇴적층이 조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조건과 

준설토의 침강-퇴적-자중압밀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준설

매립지반의 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보다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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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dimentation processes of dredged soil 

(a) Sandy dredged soil (b) Clayey dredged soil

Fig. 2. Used dredged soil for tests

준설매립지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조건과 준

설토의 침강-퇴적-자중압밀 과정을 일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실험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건인 펌프의 투기속도와 준설토의 특성에 따른 준설

토의 침강-퇴적 양상 및 원심모형실험과 준설토에 의해 형

성된 준설매립지반의 입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를 수행하였다. 

2. 준설토의 퇴적 특성

비교적 균질하고 세립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준설토를 

펌핑에 의해 매립지 내로 이송하는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

라 퇴적 상태는 토출구의 위치에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토립

토가 분리되면서 토립자의 중량에 의해 침강하는 현상과 유

기속도에 의해 흘러가는 동안에 세립토가 입자간의 상호작

용에 의해 floc을 형성하고 이것이 침강하는 현상으로 나타

난다. 그 결과 매립지반을 구성하는 입도조성은 준설된 원

지반과는 다르게 되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폰드 내 토출구 부근에서는 입도분리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조립분이 바로 퇴적하는 반면에 그 외 지역은 해

수와 혼합된 고함수비의 세립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매립지가 평면적으로 구획화되어 있고 구획 간에 중간 여수

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류에 있는 매립지 또한 매립 침전

지는 세사가 거의 혼합되어 있지 않은 세립분으로 이루어진 

지반이 Fig. 1과 같이 형성된다.

  

3. 실내모형실험

 

3.1 실험에 사용된 준설토 특성

본 원심모형실험에 사용된 국내 대표적인 준설토는 시료

의 크기가 0.075 mm를 기준으로 통과량이 약 20 %인 조립

질의 모래 준설토와 시료의 크기가 0.075 mm를 기준으로 

통과량이 약 90 %인 세립질인 점성 준설토로 분류하여 모

래 준설토의 경우 충북 청원군 소재의 미호천에서 채취한 

Fig. 2(a)와 같은 입도분포를 갖는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점

성 준설토는 남해안 광양에서 채취한 Fig. 2(b)와 같은 입도

분포를 갖는 시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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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irring apparatus (motor & pump) (b) Disposing pump

Fig. 3. Subsidiary equipment

(a) Stirring model box (b) Sedimentation model box 

Fig. 4. Model box for centrifugal test

(a) GoPro HERO3+ (b) Remote control

Fig. 5. Photogrammetric equipment

3.2 실험장치 및 구성

본 실험에 사용된 원심모형실험기의 최대원심가속도는 

200 g-level, 최대용량은 25 g･tonf이고, 중심축에서 힌지까

지의 거리가 920 mm, 스윙바스켓 저면까지의 거리는 1,280 

mm이다. 준설매립현장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20 g-level의 

중력수준에서 현장과 동일하게 준설토를 함수비 600 % 이

상의 현탁액상태로 교반하기 위하여 3,000 rpm의 모터와 제

트펌프로 구성된 Fig. 3(a)와 같은 교반장치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현탁액상태의 준설토를 매립공간에 투기하기 위한 

Fig. 3(b)와 같은 투기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준설토

의 투기속도는 20.4 cm/s의 투기속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

였다. 

투기속도를 고려한 준설토의 침강-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반장치 및 투기장치를 설치하고 600 % 함수비의 

준설토를 실험 동안 지속적으로 교반시키기 위해 Fig. 4(a)

와 같은 교반토조를 제작하였다. 또한 준설토를 투기하여 

준설토의 침강-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Fig. 4(b)와 같은 

침강-퇴적토조를 제작하였다. 교반토조 및 침강-퇴적토조의 

3면과 밑면은 2 mm 두께의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였으며, 실

험 중 측방 관찰을 하기 위하여 전면판은 20 mm 두께의 투

명아크릴판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원심모형실험 동안 준설토의 침강-퇴적양상을 확인

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은 사진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사진

계측을 수행하였다. 사진 장비는 GoPro사의 HERO3+로 동

영상 및 사진촬영이 가능하며, Wi-Fi 기능으로 외부에서 다

수의 카메라를 원격 제어할 수 있다. 

3.3 실험내용 및 방법

본 실험에서는 현장조건을 고려한 준설토 침강-퇴적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 g-level의 중력수준에서 원심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원심모형실험 흐름은 Fig. 6과 같이 침

강-퇴적토조의 매립공간에 상등수를 상부 토조로 공급하기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부 교반토조와 결합한 후 교반

토조 및 침강-퇴적토조에 교반장치 및 투기장치, 사진측량

장치 및 LED를 설치하였으며 상부 교반토조에 600 % 함수

비의 준설토를 투기한 완성된 모형토조를 원심모형실험기

의 스윙바스켓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전기공급장치와 연결

시켜 20 g-level의 중력수준에서 교반토조의 현탁액상태 준

설토를 침강-퇴적토조로 투기시켜 준설토의 침강-퇴적 양상

을 사진측량을 통해 확인하는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한 후 원

심모형실험 중 형성된 준설매립지반의 위치별 입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심모형실험 데이터는 상사성을 고려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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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cess of centrifugal test

(a) Final sedimentation (b) Sedimentation with lapsed time

Fig. 7. Sedimentation of sandy dredged soil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모래 준설토의 침강-퇴적 특성

600 % 함수비의 모래 준설토를 20.4 cm/s의 투기속도로 

매립공간에 투기하는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한 결과 모래 준

설토의 침강-퇴적 양상은 Fig. 7과 같이 나타났다. Fig. 7과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출구의 위치로부터 입경이 큰 

토립자가 쌓이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입경이 작은 토립

자가 쌓이는 분리 퇴적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입자의 분포

는 0～2.6 m의 범위는 직경이 0.25 mm 이상의 조립토가, 

2.6 m～6.6 m의 범위는 직경이 0.25 mm～0.075 mm의 조

립토가, 6.6～7.6 m 범위에선 입자의 직경이 0.075 mm 및 

0.075 mm 이하의 세립토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를 통한 모래 준설토 매

립지반하부의 입도분포는 Fig. 8과 같이 나타났으며, y축에

서 좌측은 입도의 누적백분율이며, 우측은 입도의 개별백분

율이다. 모래 준설토 매립지반의 0.6 m 지점에서 조립토의 

분포가 크게 나타났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립토의 분포

가 증가하는 원심모형실험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4.2 점성 준설토의 침강-퇴적 특성

점성 준설토의 침강-퇴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600 % 

함수비의 현탁액상태 점성 준설토를 매립공간에 투기하는 

원심모형실험 결과는 Fig. 9와 같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일률적으로 매립공간 바닥면과 평행하게 침강-퇴적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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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0.6 m from outlet

(b) at 3.8 m from outlet

(c) at 6.6 m from outlet

Fig. 8. Particle size distribution curve at bottom of model box 

(sandy soil)

(a) Final sedimentation (b) Sedimentation with lapsed time

Fig. 9. Sedimentation of clayey dredged soil 

(a) at 0.6 m from outlet

(b) at 3.8 m from outlet

(c) at 6.6 m from outlet

Fig. 10. Particle size distribution curve at bottom of model box 

(clayey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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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nal sedimentation (b) Sedimentation with lapsed time

Fig. 11. Sedimentation of mixed dredged soil (sandy and clayey soil)

(a) at 0.6 m from outlet

(b) at 3.8 m from outlet

(c) at 6.6 m from outlet

Fig. 12. Particle size distribution curve at bottom of model box 

(sandy and clayey soil)

또한 점성 준설토 매립지반하부의 입도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를 수행한 결과는 Fig. 10

과 같이 나타났으며, 점성 준설토 매립지반 하부의 입도분

포는 위치에 관계없이 세립토가 유사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나 매립지반 퇴적현상이 균등하게 발생하는 원심모형

실험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4.3 조립･세립 혼합 준설토의 침강-퇴적 특성

준설토의 침강-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준설토의 구성

인 조립･세립토를 50:50으로 혼합한 혼합 준설토의 침강-퇴

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11

과 같이 나타났다. Fig. 11과 같이 조립･세립 혼합 준설토는 

0～3.6 m 범위에서는 주로 조립토가 퇴적하고, 조립토 퇴적

이 완료된 후 세립토가 조립토 상부에 균등하게 퇴적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모래 준설토 보다 세립토의 함량이 크기 

때문에 세립분의 퇴적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립･세립 혼합 준설토 매립지반하부의 입도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를 수행한 결과 

Fig. 12와 같이 나타났으며, 모래 준설토 매립지반과 유사하

게 토출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세립토의 분포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래 준설토의 경우와 유사하게 매립

지반이 분리퇴적 되는 원심모형실험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건인 투기조건을 고려한 준설토의 

침강-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원심모형실험과 준설매립

지반의 깊이에 따른 입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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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래 준설토의 침강-퇴적 특성은 원심모형실험과 Laser 

Particle Size Analyzer를 통한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토출구의 위치로부터 큰 흙입자가 퇴적되며, 거리가 멀

어질수록 작은 흙 입자가 퇴적되는 분리퇴적 양상으로 

준설매립지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점성 준설토의 침강-퇴적 특성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일률

적으로 매립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퇴적되는 양상으

로 균등한 준설매립지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성 준설토 매립지반 하부의 입도분포는 위치에 관계

없이 흙 입자가 유사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립･세립 혼합 준설토의 침강-퇴적 특성은 모래 준설

토의 특성과 유사하게 분리 퇴적되는 양상과 점성 준설

토의 특성과 유사하게 토립자가 균등하게 퇴적되는 양

상이 나타났다. 조립･세립 준설토 매립지반 하부의 입

도분포는 모래 준설토의 경우와 유사하게 분리 퇴적되

는 매립지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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