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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situ penetration tests have been widely used in geotechnical engineering for site investigation in support of analysis 
and design. Standard Penetration Test (SPT) and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DCPT) are typical dynamic sounding. DCPT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n alternative for evaluating the properties of subgrade soils. The main advantages of DCPT are that it is 
fast, inexpensive, and it is particularly useful in delineating areas of weak soils overlying stronger strata and in quickly assessing 
the variability of the soil conditions. But lack of standardization is main reason that this test method has not been advanced more 
in recent years. In this study, it is clarified the correlation with the SPT blow count, N from DCPT data using big DCP eqipment.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ship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the data from relationship between SPT and DCP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onvert fact are in the range of 1.12～1.31 with variation with soi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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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현장 관입시험은 각종 해석과 설계를 위하여 지반공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중 표준관입시험과 동적콘관

입시험이 동적 사운딩에 가장 대표적인 시험들이다. 동적콘관입시험은 원래 노상토의 특성 평가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동적콘관입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상부에 견고한 층이 분포하는 연약층과 같은 비선형적인 지역의 지반조건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러나 시험의 표준화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광범위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콘관입시험장비를 이용하여 동적콘관입시험과 표준관입시험값과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동적콘관입시험과 표준관입시험간의 

회귀분석과 신뢰성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변환계수는 토질특성에 따라 1.12～1.31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동적콘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 상관성 분석, 동적 사운딩,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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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적콘관입시험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콘의 제원, 낙하고 및 램머중량 등이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함으로 그 결과 역시 장비별, 목적별로 다른 관계식이 

제안되어 있어 시험결과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즉 정적콘관

입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이용한 다양한 상관성과 적

용이론들이 발표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반

면, 동적콘관입시험 결과의 활용은 장비 표준화 문제와 제

한적 사용으로 인해 많은 자료의 축적이 부족한 상태이다

(Oh, 2009).

또한 기존 제안식 역시 표준화되지 못한 동적콘관입시험

기의 규격에 따라 표준관입시험값, CBR 값 및 지반반력계

수 등과의 관계식 역시 각기 다른 값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

른 제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동적콘관입시험

과 원위치시험결과와의 상관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이다

(An et al., 2004). 

지반조사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관입시험은 국제적인 표

준화, 시험의 간편성, 대량으로 축적된 데이터 및 시험결과

의 경험적 활용과 같은 이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동적콘관입시험은 표준관입시험에 비하여 연속적인 관입저

항을 구할 수 있고 시험이 간편하며 경제적인 장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성이 적은 실정이다.

표준관입시험값도 다양한 지반정수와의 상관성이 규명

되어 있으며 결과를 이용한 간이 산정식이 다양하게 제안되

어 있어 동적콘관입시험값과의 상관성이 정립된다면 동적

콘관입시험값의 활용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aniel & Howi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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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of dynamic cone penetrometer 

(Oh, 2009; Langton, 1999)

Dynamic Cone 
Penetrometer

Rod
(mm)

Hammer
(kg)

Drop 
height
(cm)

Peneration 
depth
(cm)

Prototype DCP
(Scala, 1956)

15.9 9.0 50.8 76.2

Iron DCP 40.5 63.5 75 30
Large DCP 60.0 100 150 30
Texas DCP - 77.5 50 -

Light weight 
DCP (ASTM)

16 8.0 57.5 10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N and Nd value 

(Daniel & Howie, 2003; TxDOT, 2012; Oh, 2009)

Proposer N - Nd Value DCP type

Iqbal H. Khan
Nd = 1.5 N (less than 4 m)
Nd = 1.75 N (more than 4 m)

Large DCP

Tomlinson
Nd = 0.75 N (sands & gravels)
Nd = 0.92 N (chalk)

Large DCP

N. N. Som &
S. C. Das

Nd = 1.5～2.0 N
Improvement 
large DCP

TxDOT
Nd = 1.5 (clay)
Nd = 2.0 (sand)

Texas DCP

Muromachi Nd = 1.15 N
Improvement 
large DCP

Morita
Nd = 1.3 N (clay, sand)
Nd = 1.5 N (sandy Gravel)

Improvement 
large DCP

Table 3. Soil property in test area (Contunued)

Area Site Soil type Sedimentary property Depth

A

A-1

GW Colluvium layer (gravel) 1.0～4.0 m
SM Fill layer (sand) 1.0～4.0 m
SW Sedimentary layer (sand) More than 4.0 m
ML Sedimentary layer (silt) More than 4.0 m

A-2

SP Fill layer (sand) 1.0～4.0 m
SC Sedimentary layer (sand) More than 4.0 m
SM Fill layer (sand) More than 4.0 m
GP Colluvium layer (gravel) 1.0～4.0 m

A-3
SM Fill layer (sand) 1.0～4.0 m
SW Sedimentary layer (sand) More than 4.0 m

ML Sedimentary layer (silt) More than 4.0 m

A-4
SW Fill layer (sand) 1.0～4.0 m
SM Sedimentary layer (sand) More than 4.0 m
CL Sedimentary layer (clay) More than 4.0 m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층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형동적콘관입시험 결과를 이용

하여 동적콘관입저항특성 및 표준관입시험 결과와의 상관

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20개 현장에서 실시된 표준관입시험값과 

동적콘관입시험값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된 표준관입시

험값과 동적콘관입시험값은 동일한 위치에서 실시된 실험

결과로 심도별로 약 2,000여 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심도, 토질종류 및 퇴적특성에 따른 분석은 에너지효

율을 고려한 보정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동일한 조건

에서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에 제안된 관계식과의 비교 시에

는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결과를 이용하였다.

2. 동적콘관입시험법 및 표준관입시험값과의 

상관성

동적콘관입시험은 개략적인 토층성상을 파악하고 지중

의 동적응력 파악 및 원위치 전단강도의 측정용으로 사용

된다. 동적콘관입시험 방법은 해머로 콘이나 샘플러가 부

착된 롯드를 타입하는 충격식이며, 일정한 길이의 타입에 

요하는 타격횟수를 측정하여 지반의 관입저항 지수를 측정

한다(Bowles, 1997).

본 연구에서는 동적콘관입시험 시험값() 및 표준관입

시험값()을 구한 후 보정된 표준관입시험값( ′ )과 동적

콘관입시험값(′ )을 이용하였다. 시험값의 보정은 에너지 

효율 및 로드 길이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동적콘관입

험과 표준관입시험이 동일한 시험방식임을 감안하여  동적

콘관입시험값 역시 표준관입시험의 보정방법에 준하여 실

시하였다(Webster et al., 1992).

단,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토질보정에 대해서는 보정

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표준관입시험값이 100 이상인 지반

에 대해서는 보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Table 1은 동적콘관입시험기의 종류를 나타낸 것으로  

본 분석에 사용된 동적콘관입시험기는 표준관입시험기의 

로드 끝에 부착된 원추형 콘을 63.5 kg의 해머로 75 cm 높

이에서 자유낙하 시켜 콘이 30 cm 관입에 필요한 타격횟수

(Nd값)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심도별 연경

도, 밀도 및 다짐 정도와 토층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2는 지금까지 제안된 토질특성, 심도 및 시험방법

에 따른 동적콘관입시험값(Nd)과 표준관입시험값(N)의 상

관관계이다.

3. 현장토질 특성

표준관입시험 저항값과 동적콘관입시험 저항값의 상관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8개 지역 20개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에서 실시된 표준관입시험값과 동적콘관입시험값 2,000여

개를 분석하였다. 

현장별 시험조건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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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il property in test area

Area Site Soil type Sedimentary property Depth

B B-1
SM Fill (sand) 1.0～4.0 m

SW Sedimentary layer (sand) More than 4.0 m

C

C-1
ML Sedimentary layer (silt) 1.0～4.0 m

SM Fill layer (sand) 1.0～4.0 m

C-2
SC Fill layer (sand) 1.0～4.0 m

SM Sedimentary layer (sand) 1.0～4.0 m

C-3

GC Colluvium layer (Gravel) More than 4.0 m

SW Sedimentary layer (sand) 1.0～4.0 m

SM Fill (sand) 1.0～4.0 m

C-4
ML Sedimentary layer (silt) More than 4.0 m

GM Sedimentary layer (gravel) More than 4.0 m

D D-1

GP Fill layer (gravel) 1.0～4.0 m

CL Sedimentary layer (clay) More than 4.0 m

SM Sedimentary layer (sand) More than 4.0 m

E E-1

SW Sedimentary layer (sand) More than 4.0 m

ML Fill layer (silt) 1.0～4.0 m

GM Sedimentary layer (gravel) 1.0～4.0 m

SC Fill layer (sand) 1.0～4.0 m

F F-1 
ML Fill layer (silt) 1.0～4.0 m

SW Sedimentary layer (sand) More than 4.0 m

G G-1
SM Fill layer (sand) 1.0～4.0 m

SM Fill layer (sand) More than 4.0 m

H

H-1, 2
SM Fill layer (sand) 1.0～4.0 m

GM Sedimentary layer (gravel) More than 4.0 m

H-3

SM Fill layer (sand) 1.0～4.0 m

GM Sedimentary layer (gravel) 1.0～4.0 m

GM Sedimentary layer (gravel) More than 4.0 m

4. 결과 및 분석

4.1 
′값과  ′값의 수정변환계수 분석

변환계수()는 Eq. (1)과 같이 표준관입시험값()과 동

적콘관입시험값()의 상관도를 나타내며, 수정변환계수는 

Eq. (2)와 같이 보정된 표준관입시험값( ′ )과 보정된 동적

콘관입시험값(′ )의 상관도를 나타내기 위한 값이다. 본 연

구에서는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변환계수(Eq. (1)) 및 수정

변환계수를 산정하였으며(Eq. (2)), 이를 이용하여 ′값과 

 ′값의 관계 및 기존이론과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1)

′  ′ ′  (2)

여기서  : 동적콘관입시험값

 : 표준관입시험값

  : 변환계수

′ : 보정된 동적콘관입시험값

 ′ : 보정된 표준관입시험값

 ′ : 수정변환계수이다.

4.1.1 전체토층의 수정변환계수 분석

전체토층을 대상으로 수정변환계수를 산정한 후 통계처

리 한 결과 Fig. 1과 같이 평균 1.18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가 0.350으로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 Transform coefficient of total soil layer

4.1.2 심도에 따른 수정변환계수 분석

심도에 따른 수정변환계수를 산정한 결과 지표면으로 부

터 4.0 m 이내에서 실시된 시험의 경우 평균값은 1.12, 표준

편차는 0.364이며, 지표면으로부터 4.0 m 이상에서 실시된 

시험의 경우에는 평균값은 1.26, 표준편차가 0.384로 나타

나 심도에 따라 수정변환계수는 변화하며, 깊은 심도에서의 

수정변환계수가 낮은 심도의 수정변환계수에 비해 작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심도가 깊을수록 수정변환계수가 커지는 기존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수정변환계수 값은 기존 

제안식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구속압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표준관입

시험에 비해 동적콘관입시험이 구속압의 영향을 작게 받음

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4.1.3 퇴적이력에 따른 수정변환계수 분석

퇴적이력에 따른 수정변환계수의 분석결과 매립토에 대

한 수정변환계수의 평균값은 1.14, 표준편차는 0.384이고, 

붕적토에서의 수정변환계수의 평균값은 1.31, 표준편차는

0.346으로 나타났으며, 퇴적토에서의 수정변환계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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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ransform coefficient of total soil layer

Item Average value Standard deviation

Total layer 1.21 0.383

Depth
property

More than 4.0 m 1.26 0.384

Less than 4.0 m 1.12 0.364

Sedimentary 
property

Fill layer 1.14 0.384

Colluvium layer 1.31 0.346

Sedimentary layer 1.25 0.379

Soil 
classification

Clay layer 1.20 0.336

Sand layer 1.22 0.379

Gravel layer 1.23 0.613

Fig. 2. Average transform coefficient with variation of depth

Fig. 3. Relationship between  ′and  ′ value (less than 4 m)

Fig. 4. Relationship between  ′ and  ′ value (more than 4 m)

값은 1.25, 표준편차는 0.379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적이력에 따른 수정변환계수는 붕적토에서 가

장 크게 평가되었으며 매립토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퇴적토는 평균값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매립

토에 비해 붕적토층이 느슨한 특성을 보이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1.4 토질종류에 따른 수정변환계수 분석

토질종류에 따른 수정변환계수 특성 중 점토층에 대한 

수정변환계수는 평균 1.20, 표준편차가 0.336, 자갈층의 수

정변환계수는 평균 1.23, 표준편차가 0.613, 모래의 수정변

환계수는 평균 1.22, 표준편차가 0.379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질종류에 따른 수정변환계수는 큰 변화는 없지

만, 세립의 점토보다는 모래나 자갈층에서 다소 크게 평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기존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자갈층의 경우 자갈 입

자의 불규칙한 분포로 인하여 표준편차가 0.613으로 비교적 

큰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층의 수정변환계수 특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

여 심도, 퇴적이력 및 지반종류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특성

별 수정변환계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다.

4.2 
′와  ′값의 선형회귀분석

4.2.1 심도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기존 연구결과(Oh, 2009; TxDOT, 2012)에 의하면 동적

콘관입시험과 표준관입시험 상관성 분석에 있어서 심도에 

따라 상관관계를 달리 제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분석 결

과 역시 심도에 따라 일정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는 심도에 따른 수정변환계수의 평균값 분포를 나

타낸 값으로 미소하나마 4.0 m를 기준으로 수정변환계수 

분포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4.0 m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와 그 

이하인 경우로 나누어 값과 값의 상관성을 평가하였으

며 Fig. 3은 4.0 m 이하인 경우, Fig. 4는 4.0 m 이상에서 

획득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한 결과는 Eq. (3), Eq. (4)와 

같으며 Eq. (3)은 심도 4.0 m 이내인 경우, Eq. (4)는 4.0 m 

이상인 경우의 관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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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 and  ′ value (fill layer)

Fig. 6. Relationship between  ′ and  ′ value (colluvial layer)

Fig. 7. Relationship between  ′ and  ′ value (sedimentary  layer)

Fig. 8. Average transform coefficient with variation of soil layer

 ′   ′ (3)

 ′   ′ (4)

또한 자료의 분산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각각 0.68, 

0.71로 유사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퇴적특성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현장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심도뿐만 아니라 흙의 

퇴적성상에 따라서 결과값이 변화할 수 있다. 이에 흙의 

성인에 따라 매립토, 퇴적토 및 붕적토로 분류하여  ′값
과  ′값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7과 

같다.

매립토의 경우에는 Eq. (5)와 같으며  ′값이 다른 지층

에 비해 작게 평가되었으며 결정계수는 0.65로 나타났다

(Fig. 5).

 ′   ′ (5)

붕적토의 경우에는 Eq. (6)과 같으며  ′값이 다른 지층

에 비해 비교적 크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붕적층 구성이 자

갈 등 불규칙하게 지층이 구성됨에 따라 다소 크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Fig. 6).

 ′   ′ (6)

퇴적토의 경우에는 Eq. (7)과 같으며  ′값이 다른 지층

에 비해 비교적 크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값이 클수록 

 ′값의 분포가 크게 산포되는 경향을 나타낸다(Fig. 7).

 

 ′   ′ (7)

이들 결과를 종합해보면 매립층에 비해서 붕적층과 퇴

적층에서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2.3 토질종류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토질종류에 따른 수정변환계수 평가 결과는 Fig. 8과 같

다. 기존에 제안된 관계식에 의하면 점성토, 사질토, 자갈 

순으로 수정변환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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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ship between  ′ and  ′ value (clay layer)

Fig. 10. Relationship between  ′ and  ′ value (sand layer)

Fig. 11. Relationship between  ′ and  ′ value (gravel layer) Fig. 12. Relationship between N and Nd value (total soil layer)

의 입경과 콘의 관입력에 따른 영향으로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 역시 지층이 조립

토일수록 수정변환계수는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토질종

류에 따라 수정변환계수는 차이는 0.02～0.03의 미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Fig. 8).

수정변환계수의 차이는 미소하나 토질 종류에 따른  ′
값과  ′값의 상관성은 의미가 있으므로 토질을 점성토, 사

질토, 자갈로 크게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9～11과 같다.

점성토의 경우  ′는 다른 토질에 비해 작게 평가되었으

며, 그 결과는 Eq. (8)과 같으며, 이때의 결정계수는 0.7로 

나타났다.

 ′   ′ (8)

모래층의 경우  ′는 점성토에 비해 크게 평가되었으며 

 ′값이 10 이상의 비교적 견고한 지반일수록  ′값이 더

욱 크고 산포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결과

는 Eq. (9)와 같다.

 ′   ′ (9)

이때의 결정계수는 0.69로 나타났다.

자갈의 경우,  ′는 점성토나 모래층에 비해 가장 크게 

평가되었으며 회귀분석결과는 Eq. (10)과 같다.

 ′   ′ (10)

자갈층의 결정계수는 0.50으로서 다른 지층에 비해 결정계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갈층에서의 표준관입시

험값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토질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토층에 대한  ′값
과 값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 결

과는 Eq. (11)과 같다.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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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N - Nd relationship with previous theory 

and test results (less than 4 m)

Fig. 14. Comparison of N - Nd relationship with previous theory 

and test results (more than 4 m)

Fig. 15. Comparison of N - Nd relationship with previous theory 

and test results (clay layer)

전체토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는 0.69인데 반

하여 토질종류에 따른 결정계수는 0.50～0.70 사이로 자갈

층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점성토 및 모래층의 경우 비교적 큰 결정

계수를 보임에 따라 토질종류에 따른 상관관계식의 적용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기존 이론식과의 비교･분석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에너

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동적콘관입시험과 표준관입시험

값을 적용하였다. 

4.3.1 심도에 따른 비교･분석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적콘관입시험과 표준관입시

험 상관성 분석에 있어서 심도에 따라 상관관계를 달리 제

시하고 있다. 즉 4.0 m 이하에서는 1.5 N, 4.0 m 이상에서는 

1.75 N으로 제시하여, 심도가 깊을수록, 가 증가하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Khan, 2005).

따라서 시험결과를 이용한 회귀분석한 결과와 기존 이론

식을 이용한 상관관계의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3, 14와 같다. 

분석결과 역시 심도에 따라 값과 값의 관계식이 변

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환식 산정 시 심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전체를 심

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4.0 m 이하에서는 1.03 N, 4.0 

m 이상에서는 1.16 N으로 이론식에 비해 실험결과가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값이 기존이론식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경향

은 모든 심도 조건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본 분석

에 이용된 실험결과가 비교적 강도가 작고 느슨한 지층에서 

실시된 점과 기존 제안식이 국내 토질에 적용할 경우 N값이 

다소 과다하게 평가될 가능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3.2 토질 종류에 따른 비교･분석

흙의 종류에 따라 기존이론식과 산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는 Fig. 15～17과 같다(Daniel & Howie, 2003; TxDOT, 2012; 

Oh, 2009; Som & Das, 2004).

점성토의 경우에는 Muromachi이 제안한 /식과 실험

을 통해 산정된 /값이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다

른 제안자가 제안한 / 값보다는 실험을 통해 산정된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질토의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 산정된 /값이 Muromachi

의 제안식과 Morita의 제안식과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였

으며, 그 외에 다른 제안식보다는 실험을 통해 산정된 /

값이 작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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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mparison of N - Nd relationship with previous theory 

and test results (sand layer)

Fig. 17. Comparison of N-Nd relationship with previous theory 

and test results (gravel layer)

자갈지반의 경우에 실험을 통해 산정된 /값과 기존

이론식을 비교한 것은 Fig. 17과 같다. 자갈지반의 경우 역

시 실험을 통해 산정된 /값이 Muromachi의 제안식과 

Morita의 제안식과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 외

에 다른 제안식보다는 실험을 통해 산정된 /값이 작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원이 다른 동적콘관입시험기를 사용한 것과 본 실

험결과가 비교적 느슨한 층에서 실시된 것에 일부 영향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식을 적용할 

경우 /값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대형 동적콘관입시험기를 이용하여 표준관입

시험과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토층에 대한 수정변환계수( ′ ′ )를 산정한 결

과 평균 1.21로 나타났으며, 변환계수는 토질종류, 퇴적

특성 및 심도에 따라서도 다른 분포를 보임에 따라 이

용 시 토질, 퇴적이력, 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도 및 토질종류에 따라 수정변환계수를 평가한 결과 

심도가 깊을수록 수정변환계수가 커지며, 점성토보다는 

모래나 자갈층에서 수정변환계수가 크게 평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산정된 변환계수는 기존 이론식 

중 Muromachi와 Morita의 제안식과 비교적 유사한 경

향을 보였으며, 그 외 다른 제안식 보다는 작게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값을 이용할 경우 기존 

제안식보다 작게 평가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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