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o solve problems in current compaction control DCPT(Dynamic Cone Penetrometer Test), highly correlated with various
testing methods, simple, and economic is being applied. However, it、s hard to utilize DCPT results due to the few numerical analyses for DCPT
have been performed and the lack of data accumula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e validation of numerical modeling for DCP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es with field tests.

METHODS : The ground elastic modulus and PR(Penetration Rate) value were estimated by using PFC(Particle Flow Code) 3D program
based on the discrete element method. Those valu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result of field tests. Also, back analysis was
conducted to describe ground elastic modulus of field tests. 

RESULTS : Relative errors of PR value between the numerical analyses and field tests were calculated to be comparatively low.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elastic modulus and PR value turned out to be similar. 

CONCLUSIONS : Numerical modeling of DCPT is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describing field tests by carrying out numerical analysis
using PFC 3D program.

Keywords
California bearing ratio, dynamic cone penetrometer test, penetration rate, particle flow code

한국도로학회 논문집·제16권 제2호 43

입자결합모델을 이용한 동적콘관입시험(DCPT)의

수치해석 모델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umerical Modeling of Dynamic CPT using Particle Flow Code

유`광`호 You, Kwang Ho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공학박사₩교신저자 (E-mail : khyou@suwon.ac.kr)

이`창`수 Lee, Chang Su 정회원·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 cslee@dbeng.co.kr)

최`준`성 Choi, Jun Seong 정회원·인덕대학교 토목환경설계과 교수₩공학박사 (E-mail : soilpave@induk.ac.kr)

1. 서론

지속적인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에 의한 포장설계 및 유

지관리의 합리화 일환으로 지반 및 포장재료의 강성에

기초한 역학적인 포장설계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노상의지지력을주로설계CBR(California

Bearing Ratio)값으로 사용하며, 도로공사의 시공관리

에 있어 경험적인 방법에 기초한 평판재하시험 및 들

도시험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방법들은 시험에

많은 시간과 비교적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

다. 또한 기술자의 경험적 판단에 크게 의지하여 전체 건

설공정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면을 지니고 있

다. 그결과, 역학적포장해석, 포장단면설계, 토공및포

장하부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기술자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합리적인 관리기법이 필요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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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최준성, 2008).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쉽게 해

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적콘관입시험(Dynamic Cone

Penetrometer Test, DCPT)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동적콘관입시험은 자료 축적이 많이 부족하여

실무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기존

연속체 개념의 수치모델링 기법에서 입자의 개별적인

거동을 보다 잘 모사하기 위한 대안으로 불연속체 입자

유동방식의 해석법인 개별요소법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

다(노태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적콘관입시험의 현장시험과

수치해석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동적콘

관입시험 방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현장 시험구간을 선정하고 개별요소법을 기반으

로 하는 해석프로그램인 PFC 3D를 이용하여 탄성계수

및 PR값을 산정하 다.

2. 동적콘관입시험
2.1. 개요

동적콘관입시험(Dynamic Cone Penetrometer

Test, DCPT)은 도로포장과 노상의 지지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일정 무게의 자유낙하에 의한 힘

이 콘선단(cone tip)을 타고 시험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한 장비이다. 즉 자유낙하 충

격하중에 의해 노상토 또는 보조기층을 뚫고 들어가는

콘의 1회 충격횟수 당 평균 관입량인 PR(Penetration

Rate)값을 측정한다. 

동적콘관입시험의 발달은 점성토의 특성을 보다 쉽고

빠르게 측정할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들어서 적용되기 시작한 동적콘관입시험

은 최근 들어 몇몇 주(state)의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다른 시험방법과의 뛰어난 연관

성 때문에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일례로 노상토의 최대

건조 단위중량 및 강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CBR값은

PR값과연관될수있다. 이외에도탄성계수와PR값간의

상관관계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최준성, 2008). 그

리고기존연구자들이제안한관계식을통해각층의물성

을간접적으로추정할수있다(김부일등, 2006).

2.2. 장비의 구성

동적콘관입시험 장비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

게 상부와 하부, 그리고 눈금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

눌 수 있다. 상부 부분은 장비의 수직성을 확보하기 위

해 잡는 핸들, 상부 모루, 해머, 상부 로드, 하부 모루로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부 모루는 해머의 최고점을 지정해 주며, 상부 모루

에서부터 자유낙하되는 해머의 중량은 8kg이다. 이때

해머는 지름 15.8mm, 길이 575mm의 상부 로드를 따라

서 자유낙하된다. 끝으로 하부 모루는 자유낙하된 해머

의 운동에너지를 충격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하부 부분은 하부 모루에서 전해져 오는 충격량을

콘까지 전달하는 지름 15.8mm, 길이 1,000mm의 하부

로드와 그 밑에 관입하는 콘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콘의 지름은 20mm이고 선단은 60°의 원추형으로 되어

있다. 눈금자는 하부 로드 길이보다 긴 막대 형태로 되

어 있으며, 1mm 단위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하부 로드 옆에 조립하여 콘의 관입된 깊이를 측정한다.

동적콘관입시험 장비의 모든 부분은 철로 주조된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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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ternal Design of Equipment on DCPT

(b) Detailed Model of Cone

Fig. 1 Equipment of D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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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 높은 강도를 견뎌내고 녹에 따른 부식에 강

한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졌다(최준성, 2008).

2.3. 시험방법

모든 결속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자유낙하 에

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

에 장비를 수직으로 고정시킨 후 눈금자가 가리키는 숫

자를 점으로 삼는다. 동적콘관입시험 장비 중 핸들을

잡고 수직상태를 유지하면서 해머를 상부 모루까지 들

어 올린 후 가만히 놓아 하부 모루까지 해머를 자유낙하

시킨다. 해머의 자유낙하 에너지는 충격에너지로 바뀌

어 하부 로드를 타고 콘을 시험 층에 관입시킨다. 눈금

자로 관입된 깊이를 측정하여 기록지에 작성한다. 여기

서, 현장시험은 총 관입깊이가 750mm 이상이 되거나,

1회 타격 시 관입량이 3mm 이하일 때 시험을 종료한다.

단, 다짐기준에 따라 적어도 2회 이상 현장 동적콘관입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동적콘

관입시험 장비의 콘은 지반에서 빼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출 jack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시험에 의해 생긴 구

멍(hole)은 흙으로 되메운다.

3. PFC 3D

본 연구에서 사용된 PFC(Particle Flow Code) 3D는

1995년에 개발된 PFC 2D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Cundall and Strack(1979)이 개별요소법(DEM)을 사

용하여 구상입자(spherical particle)의 운동과 상호작

용을 모사한데서 비롯된 상용 해석프로그램이다. 즉,

PFC 3D는 유한요소법이나 유한차분법과 같은 연속체

모델링 기법과는 달리 해석대상을 개별적인 입자들의 집

합체로서 모델링하는 개별요소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

고 있다. 또한, 정적 및 동적해석이 가능하며 암반발파에

서와 같이 해석모델이 입자 내지 블록 단위로 파괴, 분리

되는과정을시각적으로잘모사할수있는특징이있다.

PFC 3D 모델은 임의의 크기를 지니는 개별적인 구상

입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역학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입자결합체(particle

assembly)가 복잡한 구성법칙 상에서 비선형적 거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비교적 단순한 접촉모델들을 통하여

이 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각각의 입자들

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동하며, 입자 간의 상호작용은 오

로지 접촉(contact)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여기서 모

든 접촉은 반드시 두 개의 요소들(볼(ball)-볼 또는 볼-

벽(wall))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의 점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모든 접촉력은 반드시 이 접촉점을 통하여 작용

한다. 또한 모든 입자는 강체(rigid body)로 간주되며,

접촉에서의 거동은 수직압축강성과 전단강성을 가지는

2개의 접촉스프링으로 표시된다. Fig. 2는 PFC 3D의

기본적인 계산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볼-볼 접촉에서는 Fig. 3에서와 같이 두 가지 형식의

결합모델(bonding model)이 존재하며, 이들 두 형식

은 각각에 상응하는 물리적 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다. 접촉결합(contact bond)은 접촉점의 무한히 작은

면상에 작용하는 점착력의 역할을 모사하며, 접촉점결

합(contact point bond)이라고도 부른다.

병행결합(parallel bond)은 접촉상태(“접촉결합”상태

가아니어도됨)에있는두볼사이에추가로첨가된시멘

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가적인 재료의 강성은

접촉점의강성과병행하여효과를발휘하게되며, 이로부

터 병행결합(parallel bond)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병

행결합이설치된이후두입자에부여되는추가하중은접

촉스프링(contact spring)과 병행결합스프링(parallel

bond spring)에의해공유된다(최병희, 2005).

4. 현장 동적콘관입시험

수치해석을 이용한 동적콘관입시험의 적합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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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culation Cycle in PFC 3D

Fig. 3 Bonding Models

(a) Contact Bond (b) Parallel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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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Fig. 4와 같이“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

○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을 연구대상 현장으로 선정

하 다. 현장시험 구간은 Fig. 5와 같이 3개의 구간으

로 나누어 각 구간의 거리를 4m로 하고 각 구간마다의

면적은 1×1m로 하 다. 의정부 노상시험 현장에서는

이미 보조기층이 다짐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세 개의 시험구간에 보조기

층을 제거하 다. 현장시험은 Fig. 5와 같이 2인 1조가

되어 수행하 다. 

한편지반조건중간극률을산정하기위하여의정부노

상시험 현장의 체가름, 비중, 액₩소성시험 및 다짐시험을

실시하 다. 그결과건조 도는 1.742~1.943t/m3, 비중

은 2.803으로 나타났으며 간극률은 이론식 (1)과 간극

률-간극비상관관계식 (2)에의해0.34로산정되었다.

현장시험의 PR값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된 현장 동적

콘관입시험은 콘의 1회 타격 시 관입량이 3mm 이하가

측정될 때까지 시험구간에 해머의 낙하하중을 재하하

다. Fig. 6은 시험구간 1에서 해머의 1회 타격 시마다

측정된 관입량과 누적되는 관입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

기서, 누적된 관입량이 총 관입깊이이다. 관입량은

2~24mm 범위 내에서 측정되었으며 총 관입깊이가 약

644mm일 때(타격 횟수:̀̀67회)를 기준으로 관입량이 점

차 줄어들어 타격 횟수가 87회일 때 시험종료기준 3mm

이하로 측정되었다. 또한, 시험구간 2와 시험구간 3에

서의 관입량은 각각 2~18mm, 1~23mm 범위 내에서 측

정되었으며, 총 관입깊이가 약 660mm, 670mm일 때부

터 1회 타격 시 관입량이 시험종료기준으로 점차 줄어

들었다.

현장 동적콘관입시험을 수행한 결과로부터 PR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 타격 횟수와 총 관입깊이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시험구간 1에서는 타격 횟수 86회로 총

관입깊이는 742mm, 시험구간 2에서는 타격 횟수 101

회로 총 관입깊이는 678mm, 시험구간 3에서는 타격 횟

수 112회로 총 관입깊이는 701mm가 측정되었다.

또한 지반의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시험을 수행

하 다. LFWD시험은 자유낙하시킨 해머의 충격하중

에 의해 발생하는 처짐을 측정한다. LFWD시험을 통해

측정된 처짐과 하중으로 Eq. (3)을 이용하여 탄성계수

를 산정하 다. 여기서, Eq. (3)은 Timoshenko 탄성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침하량 산정식을 탄성계수에

관한 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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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Location of Test Site of Interest

Fig. 5 A Picture of Field Testing

Fig. 6 Penetration Curve

(Example, Choi, 2013. Section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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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재하판에 작용하는 응력

: 처짐

: 포아송비

현장에서의 LFWD시험과 동적콘관입시험으로부터

측정된 결과 각 구간의 탄성계수 및 PR값은 Table 1과

같다. 시험구간 1에서의 탄성계수는 45.3MPa, PR값은

8.63mm/blow, 시험구간 2에서의 탄성계수는

46.6MPa, PR값은 6.71mm/blow, 시험구간 3에서의

탄성계수는 47.0MPa, PR값은 6.26mm/blow으로 측

정되었다. 또한 현장시험에 의하여 측정된 탄성계수 및

PR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1의 결

과값을 Fig. 7과 같이 그래프로 도식화하 다. 그래프

를 분석해 본 결과, 탄성계수가 증가할수록 PR값은 감

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동적콘관입시험의 수치해석 모델링

5.1. 해석개요 및 모델링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한 동적콘관입시험

(Dynamic Cone Penetrometer Test, DCPT)의 적합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별요소법(Discrete Element

Method)을 기반으로 하는 PFC 3D를 이용하 다. 이

를 위해 해석 역에 볼(ball)을 생성하고 초기응력을 재

현하여 측압계수를 적용하 다. 또한 수치해석에서는

현장의 탄성계수와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역해

석을 실시한 후, 동적콘관입시험을 모사하 다.

PFC 3D는 기존의 PFC 2D의 기본개념과 모델링 방

법은 유사하지만 개별요소의 형태가 다르다. 2차원 프

로그램에서는 disk 형태이고 3차원 프로그램에서는 구

(sphere)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구 형태를 띠고

있는 3차원 프로그램인 PFC 3D를 통하여 실제 간극률

값에 맞는 개별요소의 생성이 가능하다.

구 형태의 3차원 입자로 생성되는 공간은 해석 모델

의 외곽경계면 형태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는 Fig. 8과 같이 원통형 경계면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 다. 경계요소(boundary element)인 경계면 구성

은 2개의 상₩하부 벽(wall)인 사각형 경계면(id=5, 6)과

1개의 실린더형 원통경계면(id=1)을 이용하 다. 한편

소정의 간극률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그래밍 언

어(FISH)를 사용하여 볼을 생성하 다. 여기서, 수치해

석에 사용한 볼의 수가 많아지면 해석결과는 좋아지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볼의 직경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생성되도록 시행착오법에 의하여 0.03~0.08m

를 최적의 범위로 선정하 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간극률

을 모사하기 위하여, 선정된 볼의 직경 범위 내에서 볼

을 임의로 생성하고, 최대 100,000개를 넘지 않도록 하

다. 그 결과, 간극률이 0.2와 0.4를 만족하도록 생성

된 볼의 개수는 각각 23,946개와 17,930개이다. 

그리고 수치해석에서 동적콘관입시험을 모사하기 위

해서 콘(cone)을 생성하 다. 콘은 Fig. 9와 같이 실린

더형 원통경계면(id=8)과 원뿔 모양의 경계면(id=7)을

합하 고, 실제 콘의 크기와 동일하게 원통 지름 20mm,

원뿔 각도 60°로 모델링하 다.

모델링 후 수치해석 역에 초기응력을 재현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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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lastic Modulus vs. PR Value Curve (Field Test)

Table 1. Result of Field Tests

Test Section Elastic Modulus(MPa) PR Value(mm/blow)

1 45.30 8.63

2 46.60 6.71

3 47.00 6.26

Fig. 8 Numerical Modeling Based on Discre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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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계수를 적용하 다. 이를 위해 Fig. 10(a)와 같이 상

₩하부판과실린더형원통을압축하여초기응력을재현하

다. 이때 순간적으로 큰 응력이 작용하게 된다면 불평

형력(unbalanced force)이 커짐으로서 접촉력(contact

force)이 증가되어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FISH를 이용하여 서

보컨트롤(servo-control)을 적용하 다. 서보컨트롤은

초기응력 재현 시 자동으로 응력크기를 조절하여 불평형

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응력인

수직응력 과 수평응력 을 동일한 크기로 적용하

여측압계수를 1.0으로설정하 다. Fig. 10(b)는초기응

력재현시발생된접촉력을나타낸것이다.

5.2. 수치해석을 위한 탄성계수 향인자 산정

수치해석을 이용한 동적콘관입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현장의 탄성계수와 유사하게 맞추기 위하여 탄성계

수에 향을 미치는 물성치를 확인하 다. 이를 위해

Table 2와 같이 해석 물성치 범위 내에서 간극률과 결

합(bonds) 물성치에 대한 역해석을 실시하 다. 여기

서, 간극률의 범위는 실내시험에서 간극률이 0.34로 산

정되었기 때문에 0.2~0.4로 선정하 다. 역해석을 실

시한 결과, 볼의 간극률(porosity), 병행결합 수직강성

(parallel bonds normal stiffness), 병행결합 전단강

성(parallel bonds shear stiffness)이 탄성계수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여기서, 볼의 간극률, 병

행결합의 수직 및 전단강성의 값이 커질수록 탄성계수

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접촉결합

(contact bonds) 및 병행결합(parallel bonds)의 수직

및 전단강도(normal and shear strength)는 탄성계

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수치해석 시 지반의 탄성계수를 산정하기 위하

여Fig. 11(a)와같이일축압축강도시험과동일한방법으

로 상부 경계면에 작용한 응력과 이로 인해 발생한 변형

률의 관계를 이용하여 산정하 다. 응력의 작용은 상부

경계면으로 실린더형 원통을 누르는 하중에 의해 발생되

며, 이때 발생하는 수직변위를 측정하 다. 단, 불평형력

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서보컨트롤을 이용하

여 조정하 다. 또한, 일정한 값까지 하중을 재하

(loading)한 후에는 하중을 제하(unloading)하여 Fig.

11(b)와 같은 응력-변형률 그래프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Eq. (4)와 Fig. 11(b)에나타난응력-변형률그래프의기

울기를 이용하여 탄성계수를 산정한다. Eq. (4)에서 산

정된 45.61MPa의 탄성계수 결과는 지반물성이 간극률

0.4, 접촉결합의 수직 및 전단강도 1.0×104Pa, 병행결

합의 수직 및 전단강성 1.0×108N/m, 병행결합의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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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deling Overview

(a) Reproduction of Initial Stresses

(b) Contact Force Occurred between Balls

Fig. 10 Reproduction of Initial Stress State using 

Servo-Control

Table 2. Considered Ranges of Material Properties 

for Back Analysis

Material property and dimension Values Units Connection

Ball Porosity 0.2~0.4 - ○

B
o
n
d
s

Contact
Normal Strength 5.0×101~5.0×104 Pa ×

Shear Strength 5.0×101~5.0×104 Pa ×

Parallel 

Normal Strength 8.0×106~8.0×1010 N/m ○

Shear Stiffness 8.0×106~8.0×1010 N/m ○

Normal Strength 1.0×103~1.0×107 Pa ×

Shear Strength 1.0×103~1.0×107 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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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전단강도 1.0×107Pa인조건에서산정된값이다.

여기서, :̀ 응력 :변형률

5.3. 동적콘관입시험 수치해석의 PR값

PFC 3D를 이용한 수치해석에서는 콘을 타격이 아닌

일정한속도로관입시킨다. 따라서실제현장시험에의해

얻어진 관입량과 수치해석을 통한 관입량을 비교하기 위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개념을도입하 다.

동적관입시험은 8kg 해머의 자유낙하 운동을 이끄는

지름 15.8mm, 길이 575mm의 상부 로드와 해머의 자유

낙하 운동에너지에 의해 콘을 관입시킨다. 이때 콘의 타

격에 의한 운동에너지 크기는 하부 모루까지 자유낙하

하는 높이만큼의 위치에너지와 같다. 따라서 해머를 하

부 모루까지 자유낙하하는 높이만큼의 위치에너지는

Eq. (5)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수계산을 실시한 결과,

콘의 1회 타격에 의한 운동에너지 크기와 동일한 위치

에너지는 442.7N₩m2/sec2로 산정되었다.

Fig. 12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동적콘관입시험을 실

시하 을 때 위치에너지만큼 관입되는 양을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 콘의타격 1회위치에너지인442.7N₩m2/sec2

일 때의 관입량(PR(1st))이 추가적으로 1회 위치에너지만

큼 더 관입했을 경우에 발생된 관입량(PR(2nd))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인 관입을 지속할 경

우 관입량(PR(1st))보다 작은 값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렇듯수치해석에서는 2회관입시부터동일한위

치에너지에 해당하는 관입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

다. 하지만 Fig. 6과 같이 현장 동적콘관입시험의 경우

2~24mm 범위 내에서 관입량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다가

타격횟수67회(총관입깊이: 644mm)부터관입량이점차

줄어들어 타격 횟수가 87회일 때 3mm 이하로 측정되었

다. 이는 콘의 관입으로 형성된 시험 구멍에서 흙 입자의

이동또는흙내의재다짐의 향으로발생한것으로판단

된다. 이처럼 현장시험과 수치해석에서 나타난 관입량의

양상이상이한이유는수치해석에서콘을타격이아닌일

정한 속도로 관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의 PR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콘의 타격 1회 위치에너지인 442.7N₩m2/sec2 에

대한관입량을수치해석의PR값으로가정하 다. 수치해

석을 실시한 결과, 콘의 재하 지속시간이 0.003sec보다

작은 값으로 산정되어 해머의 충격하중에 의한 동적거동

이수치해석적으로잘모사된것으로판단된다.

여기서, 상부의 사각형 경계면(id=6)은 탄성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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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Uniaxial Strength Test

(b) Loading and Unloading Curve

Fig. 12 Energy vs. PR Value Curve

(4)

Fig. 11 Estimation of Elastic Modul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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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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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기 위해 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이용

한 동적콘관입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사각형

경계면(id=6)을 제거를 해야 한다. 수치해석 결과, 간극

률이0.2일경우, Table 3과같이시험구간 1에서의탄성

계수는 45.59MPa, PR값은 7.65mm/blow, 시험구간 2

에서의 탄성계수는 46.22MPa, PR값은 7.02mm/blow,

시험구간 3에서의 탄성계수는 46.94MPa, PR값은

6.75mm/blow가 산정되었다. 또한 개별요소법을 기반으

로 하고 있는 PFC 3D를 통해 산정된 탄성계수 및 PR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3의 결과값을

Fig. 13과같이그래프로도식화하 다. 그래프를분석해

본 결과, 탄성계수가 증가할수록 PR값은 감소되는 것으

로현장시험결과와유사하게나타났다.

간극률이 0.4일 경우, Table 4와 같이 시험구간 1에서

의 탄성계수는 45.61MPa, PR값은 6.83mm/blow, 시험

구간 2에서의 탄성계수는 46.52MPa, PR값은

6.81mm/blow, 시험구간3에서의탄성계수는47.14MPa,

PR값은 6.78mm/blow가 산정되었다. 또한 탄성계수 및

PR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4의 결

과값을 Fig. 14와 같이 그래프로 도식화하 다. 그래프

를 분석해 본 결과, 간극률이 0.2일 경우와 동일하게 탄

성계수가 증가할수록 PR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현장시

험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간극률이 0.4일 경우, 탄

성계수의 증가에 따른 PR값 감소폭은 간극률이 0.2일

경우에 비해 미소한 것을 확인하 다. 

5.4. 현장시험 및 수치해석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한 동적콘관입시험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시험의 PR값과 개별요소법 기반인

PFC 3D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의 PR값을 비교₩분석하

다. 이를 위해 현장시험의 탄성계수와 최대오차 1%

이내로 산정되도록 역해석을 수행하 다. 현장 동적콘

관입시험 및 수치해석은 Table 5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

었다. 그리고, 현장시험의 PR값과 수치해석에 의해 산

정된 PR값의 상대오차를 산정하여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간극률이 0.2일 경우 시험구간 1에서는

11.36%, 시험구간 2에서는 4.62%, 시험구간 3에서는

7.83%의 상대오차로 산정되었으며 간극률이 0.4일 경

우 시험구간 1에서는 20.86%, 시험구간 2에서는

1.49%, 시험구간 3에서는 8.31%의 상대오차로 확인되

었다. 여기서, 20.86%로 산정된 최대 상대오차의 PR값

차이는 1.8mm로 비교적 작은 오차를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 다. 또한 세 구간의 평균 상대오차를 계산한 결

과 간극률이 0.2일 경우 7.94%, 간극률이 0.4일 경우

10.22%로 산정되었다. 현장시험 및 수치해석에 대한

탄성계수와 PR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5를 Fig. 15와 같이 도식화하 다. 그래프를 분

석해 본 결과 현장시험의 경우 탄성계수가 증가함에 따

라 PR값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확인하 다. 그리고 수

치해석의 경우에도 간극률에 상관없이 탄성계수가 증가

함에 따라 PR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시험 및 수치해석의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

로 확인하 다. 

Fig. 13 Elastic Modulus vs. PR Value Curve (Porosity 0.2)

Test Section Elastic Modulus(MPa) PR Value(mm/blow)

1 45.59 7.65

2 46.22 7.02

3 46.94 6.75

Table 3.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Porosity 0.2)
Fig. 14 Elastic Modulus vs. PR Value Curve (Porosity 0.4)

Test Section Elastic Modulus(MPa) PR Value(mm/blow)

1 45.61 6.83

2 46.52 6.81

3 47.14 6.78

Table 4.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Porosity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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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현장시험에서의 탄성계수 증가에 따른 PR값

의 감소폭이 수치해석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간극률이 0.2인 경우가 현장시험의 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 다. 따라서 현장시험과 수치

해석에 의해 산정된 PR값의 상대오차와 탄성계수에 따

른 PR값 간의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PFC

3D를 이용한 동적콘관입시험 모사는 적합하다고 사료

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PFC 3D을 이용한 동적콘관입시험의

수치해석 모델링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현장시험과 수

치해석을 실시하여 탄성계수 및 PR값을 비교₩분석하

다. 이를 위해 현장시험에서는 LFWD시험 및 동적콘관

입시험을 통하여 탄성계수와 PR값을 측정하 다. 또한

수치해석에서는 개별요소법을 기반으로 PR값 및 탄성

계수를 산정하 다. 그리고 현장에서 측정된 탄성계수

와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기 위하여 역해석을 실시하

다. 현장 동적콘관입시험 및 수치해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현장 동적콘관입시험과 수치해석에 의해 산정된 PR

값의 상대오차를 비교₩분석한 결과, 간극률이 0.2일

경우에서의 평균 상대오차는 7.94%, 간극률이 0.4

일 경우에는 10.22%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수치해석

의 결과는 비교적 유사하게 산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2. 현장 동적콘관입시험과 PFC 3D를 이용한 수치해석

의 탄성계수 및 PR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장시험에서는 탄성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PR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그리고 수치해석에서

도 탄성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PR값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시험 및 수치해석을 통한

탄성계수와 PR값 간의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

로 확인하 다.

3. 현장시험 및 수치해석의 PR값에 대한 상대오차와 탄

성계수 및 PR값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

별요소법 기반인 PFC 3D를 이용한 동적콘관입시험

의 모사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간극률이 커지는 경우에는 탄성계수의 증가에 따른

PR값의 감소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치해석 시 간극률이 0.2인 경우가 현장 동적콘관입

시험의결과와유사하게나타나는것을확인하 다.

최근 동적콘관입시험을 실시하여 PR값과 탄성계수와

의 회귀분석을 통한 상관관계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관측점이 제한되어 낮은 결정계수(R2)의 상관관계식

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시험구간

에 대해서만 현장시험을 실시하 기 때문에 다양한 장

소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여러 현장에서 본 연구를 더 수행하여 수치해석 사

용의 적합성을 보완한다면 관측점의 제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장의 지반조건을 고려하

여 PR값과 탄성계수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면 결정

계수가 높은 상관관계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Fig. 15 Relationship between Elastic Modulus 

and PR Value

Test 
Section

Field Test Numerical Analysis

Elastic Modulus
(MPa)

PR Value
(mm/blow)

Porosity 0.2 Porosity 0.4

Elastic Modulus
(MPa)

PR Value
(mm/blow)

Relative Error of
PR Value (%)

Elastic Modulus
(MPa)

PR Value
(mm/blow)

Relative Error of
PR Value (%)

1 45.30 8.63 45.59 7.65 11.36 45.61 6.83 20.86

2 46.60 6.71 46.22 7.02 4.62 46.52 6.81 1.49

3 47.00 6.26 46.94 6.75 7.83 47.14 6.78 8.31

Table 5. The Result Comparison between Field Test and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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