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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rrelation among Various Compaction Evaluation Methods 

for Estimating of the Bearing Capacity on Sub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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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though the plate bearing test (PBT) to evaluate the load baring capacity and the field density test to evaluate the 

relative density are mainly used for quality control of soil compaction in Korea, use of the dynamic cone penetrometer test 

(DCPT) and the dynamic plate bearing test (DPBT) considering economic feasibility, rapidity, and suitability for field 

conditions increase to use for quality control of soil compaction. In this study, bearing capacity and relative density of subgrade 

with thickness of 20 cm, 30 cm, and 40 cm are estimated using PBT, DCPT, DPBT and field density test in three field 

compaction tests, and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compaction evaluation methods is analyzed and discussed.

요   지

국내에서의 도로 하부지반의 품질 관리는 주로 하중 지지력을 확인하는 평판재하시험과 상대 다짐도를 구하기 위한 현장들밀

도시험을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적합성과 경제성, 신속성 등을 고려한 동적 콘 관입 시험과 동평판재하

시험 등의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다짐평가기법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도로공사현장 3개소에서 노상두께 20cm, 30cm, 40cm에 대한 평판재하시험, 현장들밀도시험, 동적 콘 관입시험, 동평판재하시

험을 이용하여 노상토의 지지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각의 다짐평가기법간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활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Keywords : Quality control of soil compaction, Bearing capacity, Field density test, Dynamic cone penetrometer test, 

Dynamic plate bear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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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하부지반의 품질 관리 기준을 현

장다짐도와 평판재하시험(plate bearing test, 이하 PBT)의 

지지력 계수에 기반하여 결정하고 있다. PBT(KS F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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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eria of compaction test for pavement foundation (MOLIT, 2009)

Type Subgrade Note

Thickness after finishing first layer compaction (mm) 200

Degree of Compaction (%) ＞ 95

KS F 2311

KS F 2312

AASHTO T 224-86

Compaction method C, D, E KS F 2312 

P

B

T

Asphalt concrete 

pavement

Settlement(mm) 2.5

KS F 2310k-value

(K30:MN/m
3
(kgf/cm

3
))

196.1(20)

Cement concrete 

pavement

Settlement (mm) 1.25

KS F 2310k-value

(K30:MN/m
3
(kgf/cm

3
))

147.1 (15)

는 도로의 노상, 노반을 대상으로 지지력 계수를 산출하는 

시험으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상 다짐 평

가 기법이다(KS, 2000). 일반적으로 30cm 평판을 활용한 

재하시험으로 획득한 지지력 계수를 이용하여 노상 다짐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PBT의 경우 반력 확보를 

위하여 중차량의 반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험시간이 길

고 절차가 번거로워 시험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단점

이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시험시 표층에 국한하여 지지력 

계수를 추정하게 되어 실제 다짐도보다 과다 평가가 될 가

능성이 많다(Park et al., 2007). 상대다짐도시험은 현장에

서 현장들밀도시험(KS F 2311)로 구한 건조단위중량(γd, 

kN/m
3
) 및 지반 함수비와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

으로 획득한 최대건조밀도(γd-max)를 이용하여 다짐도를 

계산하는 시험 방법이다(KS, 2001). 하지만, 이러한 상대

다짐도시험은 표층으로부터 10cm 이하 깊이만 검증할 수 

있고 시험 시점을 시공 기술자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단점

이 있다(Youn and Oh, 2013).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특히 평판재하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간편성, 신속성, 경제성, 접근성 등이 우수하도록 

제작된 동평판재하시험(dynamic plate bearing test, 이하 

DPBT)과 동적 콘 관입 시험(dynamic cone penetrometer 

test, 이하 DCPT)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Kleyn, 1975; Harison, 1989; Livneh et al., 1993; De 

Beer, 1990; FHWA, 2002; An et al., 2004; Kim et al., 

2006; Youn and Oh, 2013). DCPT는 steel rod하단에 팽이 

모양의 콘을 부착하고 상부에 있는 해머를 통해 노상에 낙

하·관입하여 콘의 관입량에 달하는 타격횟수를 연속적으

로 실측하는 시험이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DCPT는 2.5cm의 깊이마다 타입에 요하는 타격횟수를 측

정하고 2.5cm의 관입량에 따른 항타수를 통하여 DCP 

Index(mm/blow)를 계산한다. 과거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

면 DCP Index는 노상층에서의 CBR값을 추정하기 위하

여 이용되어져왔다(ASTM, 2015). 동평판재하시험(dynamic 

plate bearing test, 이하 DPBT)은 지표에서 수행하지만 지

표에서 약 60cm 정도 하부까지의 지반 강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시험법이 매우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최근 지반의 다짐도 평가 등 지반의 강성 평가를 위

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시험장비이다(Kim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다짐평가기법을 통한 노상

토의 지지력 평가를 위하여 국내 포장 하부구조 다짐 판정 

기준인 노상 층당 마무리 두께인 20cm 뿐만 아니라 30cm

와 40cm에서의 노상토의 지지력을 평가하였으며, 각각의 

다짐평가기법에 의한 결과들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2. 다짐도 평가기법

포장 하부구조 다짐관리 잠정지침에 따르면 노상의 다

짐평가를 위하여 PBT, 상대다짐도시험, DCPT, 소형충격

재하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짐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 값이 Table 1의 다짐 기준에 부합하지 않

는 경우 지속적인 다짐을 통하여 다짐 기준에 부합되는 다

짐도를 얻도록 되어있다(MOLIT, 2011). Fig. 1(a) 및 (b)

에 나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짐평가 시험방법은 한국 

산업규격(KS F)의 제규정에 의한 PBT와 상대 다짐도를 

구하기 위한 현장들밀도시험이다(KS, 2000; KS, 2001). 

PBT와 현장들밀도시험의 경우 시험 시 표층에 국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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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te bearing test (PBT) (b) Field density test

(c)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DCPT) (d) Dynamic plate bearing test (DPBT)

Fig. 1. Compaction evaluation tests

지지력 계수 및 상대다짐도를 추정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 

시점을 시공 기술자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등 경험적 판단

에 근거하고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실제 지지력과 다

짐도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PBT와 상대다짐도시험이 지닌 단점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탄성계수에 근거한 역학적 다짐

관리를 위하여 PBT를 대체할 수 있는 DCPT와 DPBT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다짐평가 

시험방법은 Fig. 1(c)의 DCPT로 2.5cm의 깊이마다 타입

에 요하는 타격횟수를 측정하고 2.5cm의 관입량에 따른 

항타수를 통하여 DCP Index(mm/blow)를 계산하게 된다. 

과거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DCP Index는 식 (1)과 같이 

노상층에서의 CBR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져왔다

(ASTM, 2015). 


 (1)

또한, 노상에서의 DCP Index와 설계탄성계수 MR값의 

상관관계식은 식 (2)와 같으며, 이를 통해 설계탄성계수 

MR값에서 설계 DCP Index 기준 값을 계산할 수 있다. 포

장 하부구조 다짐관리 잠정지침에 따르면 현장에서 구한 

현장 DCP Index와 설계 DCP Index를 비교하여 현장 DCP 

Index가 설계 DCP Index 값보다 작으면 노상 다짐이 완료

되었다고 판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재다짐 등을 통해 

노상의 현장 DCP Index값이 설계 DCP Index 값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MOLIT, 2011)



  (2)

하지만 DCPT는 굵은 골재가 포함되어 있는 재료의 경

우 실험적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데이터 분석 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Kim et 

al., 2006). 또한, 현재 국내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광역 부

지나 현장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산지와 같은 현장에서 

지반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DCPT

의 개량을 통하여 표준관입시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Oh et al., 2009; Kim et al., 2014).

마지막 다짐평가 시험 방법은 Fig. 1(d)에서 보여주고 

있는 DPBT로 PBT보다 빠르게 지반의 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며, 동탄성계수를 평가하기 위해 Light Weight 

Defelctometer를 이용하여 낙하에너지에 대한 침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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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te for field test 1 (b) Site for field test 2 (c) Site for field test 3

Fig. 2.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s for each soil

Fig. 3.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s for each soil

측정하는 시험이다. 동평판재하시험은 1인 시험이 가능하

고 시험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이어 설계　변형계수 값을 

현장에서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며,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지

점을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어 도로 하부구조 다짐관리에

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Youn and Oh, 2013). 본 연구

에서는 독일의 “흙과 암으로 건설하는 도로의 기술시방서 

TP BF-StB Teil B 8.3”에 제시되어 있는 Light Drop 

Weight Tester ZFG200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DPBT는 동적 재하를 위하여 10kg의 추 및 직경 

300mm의 재하판을 사용하였으며, 본 장비로 재하로 인한 

처짐은 0.2∼30mm까지 측정할 수 있다. 

3. 현장시험

3.1 현장조건

노상토 지지력평가 및 여러 다짐평가기법의 상관성 분

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3회의 현장시험을 수행하

였다. 1차 현장시험(field test 1)은 경북 포항에 위치한 □

□ 고속도로 △△공구에서 수행되었으며, 2차 현장시험

(field test 2)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 국도 XX공구 

현장에서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3차 현장시험(field test 

3)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 고속도로 ▽▽ 공구에서 

수행되었으며, Fig. 2는 각각의 현장시험 현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장시험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현장시험부

지가 노상토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부지로 적합

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 곳의 현장시험부지 원지반에 

대해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평판재하시험 결과 1차 

현장시험부지의 지지력계수 K30은 459MN/m
3
, 2차 현장

시험부지의 지지력계수 K30은 227.4∼236.2MN/m
3
, 3차 

현장시험부지의 지지력계수 K30은 237.6∼248.2MN/m
3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 현장시험부지의 원지반 지지력

계수 K30은 도로교통표준시방서(MOLIT, 2009)에서 제시

하고 있는 시멘트 포장 노체 품질 기준인 98.1MN/m
3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상토 지지력 평가를 수행하기

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상토 지지력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장시험

에 사용할 성토 재료가 노상토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 산업규격(KS F)의 제규정에 의하여 

기본 물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3은 각 현장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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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il properties and comparison with specification of subgrade soils(MOLIT, 2009)

Categories
Test

Methods
Field Test 1 Field Test 2 Field Test 3 Specification Note

Liquid limit (%)

KS F 2303

N.P N.P N.P ＜ 50 O.K

Plastic limit (%) N.P N.P N.P ＜ 25 O.K

Plastic index (%) N.P N.P N.P - O.K

Water content (%) KS F 2305 8.3 8.6 8.7 - -

Density (g/cm
3
) KS F 2308 2.654 2.522 2.606 - -

Passing through No. 

200 (75 μm) sieve (%)
KS F 2309 8.3 14.2 13.1 0 - 25% O.K

Optimum water content (%) D Type
KS F 2312

10.3 8.5 11.6 - -

Max. dry density (g/cm
3
) D Type 2.007 2.015 1.889 ＞ 1.5 O.K

CBR KS F 2320 19.6 22.4 19.2 ＞ 10 O.K

사용한 노상토의 입도분포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2

는 각 성토재료의 기본 물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현장시험에 사용한 성토재료는 

도로교통표준시방서(MOLIT, 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인 최대치수 100mm이하, 수정CBR 

10이상, 5mm체 통과율 25∼100%, 소성지수 10이하, 다

짐 후 최대 건대밀도 1.5t/m
3
이상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상토 지지력 평가를 위한 현장시험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3.2 현장시험방법

현행 국내 포장 하부구조 다짐 판정 기준에 의하면 노상

의 경우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로 제시되고 

있으며, 설계두께 10%이상 증감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MOLIT, 2009). 하지만, 본 현장시험은 기존 기준인 

20cm뿐만 아니라 층당 마무리 두께가 50% 및 100% 증가

된 30cm와 40cm에서의 노상토에 대한 지지력을 추가적

으로 수행하였다. 노상토의 지지력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북 포항, 경기 이천, 강원 

양양 등에서 세 차례 현장시험을 수행하였다. 포장 하부구

조 다짐관리 잠정지침에 따르면 시험시공의 규모는 폭 

10m와 길이 50m에 해당하는 500m
2
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길이 15m, 20m, 15m의 세구간 내에서 다짐평가 

시험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MOLIT, 2011). 하지

만, 본 현장시험의 경우 2차 현장시험에서는 지침에서 제

시하고 있는 시험시공 규모인 500m
2
를 사용하였으나, 1차

와 3차 현장시험의 경우 현장상황으로 인하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규모보다 작은 폭 5m, 길이 20m에 해

당하는 100m
2
에서 규모로 현장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현

장시험에서 노상토의 지지력 평가를 위하여 1차 현장시험

은 노상두께 20cm, 30cm, 40cm 당 각각 100m
2
의 시험부

지를, 2차 현장시험은 노상두께 20cm, 30cm, 40cm 당 각

각 500m
2
의 시험부지를, 마지막으로 3차 현장시험은 노상

두께 20cm, 30cm, 40cm 당 각각 100m
2
의 시험부지를 사

용하였다. 노상토 포설에 앞서 다짐작업 후 목표 노상두께

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4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목표 노상 두께인 20cm, 30cm, 40cm에 맞춰 폴(고

춧대)에 리본 또는 테이프를 붙인 후 각각의 시험부지마다 

양쪽에 8개의 폴을 현장시험부지 원지반에 설치하였다.  

각 현장시험에서의 다짐작업은 덤프트럭을 이용한 노

상토 포설, 그레이더 또는 굴삭기를 이용한 평탄화작업, 

진동롤러 및 타이어롤러를 이용한 다짐작업 순으로 수행

하였으며, Fig. 5는 2차 현장시험에서의 다짐작업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레이더 또는 굴삭기를 이용한 평탄화 

작업의 경우 롤러 다짐 후 각각 목표 노상두께의 20cm, 

30cm, 40cm를 맞추기 위하여 목표 다짐두께보다 10% 높

게 평탄화 작업을 수행한 후 진동롤로 및 타이어롤러를 이

용하여 다짐 작업을 수행하였다. 

1차 현장시험 사용된 진동롤러는 Ingersoill-Rand사에

서 제작한 15톤급의 SD-150D를 사용하였으며, 2차 현장

시험에서는 1차 현장시험과는 달리 Dynapac사에서 제작

한 10톤 급 진동롤러 CA250D-II와 Sakai사에서 제작한 

타이어롤러 TS150을 조합하여 현장 다짐을 수행하였다. 

3차 현장시험은 2차 현장시험과 마찬가지로 Caterpillar사

에서 제작한 10톤급의 CS54와 Sakai사에서 제작한 T600C

를 조합하여 현장다짐을 수행하였다. 진동롤러의 경우 0∼ 

10km/h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의 현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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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grade case of 20cm (b) Subgrade case of 30cm (a) Subgrade case of 40cm

(d) Installation poles both sides at a certain distance in each subgrade thickness case of field test 3

Fig. 4. Installation of poles for checking the subgrade thickness after compaction

(a) Building soil by the dump truck (b) Planarization by the grader

(c) Compaction by the vibratory roller (d) Compaction by the Tired roller

Fig. 5. Compaction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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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ecking the subgrade thickness of each case

Table 3. The number of each compaction evaluation test for each field test

Field test #

The number 

of 

compaction

Subgrade thickness 20cm Subgrade thickness 30cm Subgrade thickness 40cm

PBT
Field 

Density
DCPT DPBT PBT

Field 

Density
DCPT DPBT PBT

Field 

Density
DCPT DPBT

Field test 1

5 1 1 - - - - - - - - - -

10 7 7 6 - 4 4 4 - 3 2 2 -

20 - - - - - - - - 4 3 4 -

Field test 2

4 1 - 1 1 - - - - - - - -

6 1 - 1 1 - - - - - - - -

8 3 - 3 3 3 - 3 3 - - - -

10 3 - 3 3 3 - 3 3 - - - -

12 - - - - 1 - - - - - - -

14 - - - - 3 - 3 3 1 - - -

24 - - - - - - - - 1 - - -

30 - - - - - - - - 3 - - -

Field test 3
24 1 2 2 2 1 2 2 2 - 2 2 2

28 - 1 - - - 1 - - - 1 - -

에서는 3∼4km/h의 속도를 기본으로 현장다짐을 수행하

였으며, 타이어롤러의 경우 이보다 작은 2km/h의 속도로 

현장다짐을 수행하였다. 현장다짐 수행 후 Fig. 6처럼 각 

노상 두께 조건 별 양쪽에 설치된 폴과 실을 이용하여 위

치별 노상 두께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조건에서 목표 두께 

대비 10%를 초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Fig. 1의 네가지의 다짐도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노상토의 지지력을 측정하여 그 결

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3은 각 현장시험에서 수행

한 다짐 평가 종류 및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1차 현장시험

은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5회, 10회, 20회 다짐 후 PBT, 

현장들밀도, DCPT 등 세가지 다짐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노상토 지지력을 평가하였으며, 2차 현장시험은 진동롤러 

및 타이어롤러를 조합하여 4회, 6회, 8회, 10회, 12회, 14

회, 24회, 30회 다짐 후 PBT, DCPT, DPBT 등 세가지의 

다짐 평 기법을 사용하여 노상토의 지지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현장시험은 진동롤러 및 타이어롤러를 조

합하여 24회 다짐 후 PBT, 현장들밀도, DCPT, DPBT 등 

네가지 다짐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노상토의 지지력을 평

가하였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28회 다짐 후에는 현장들밀

도시험만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다짐 평가는 PBT를 기준

으로 반경 2m 이내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2차 현장시험

의 경우 40cm 평판을 활용한 재하시험으로 획득한 지지력 

계수 K40에 1.3을 곱하여 K30으로 환산하였다.

3.3 현장시험결과

Fig. 7은 1차 현장시험에서 수행된 노상두께 20cm와 

30cm 조건에서의 10회 다짐 후와 노상두께 40cm 조건에

서의 20회 다짐 후에 실시한 DCPT를 이용하여 계산되어

진 깊이별 DCP Index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여

러 다짐 평가 시험 방법 중 DCPT는 Fig. 7에서 나타난바

와 같이 깊이별 DCP Index를 계산한 후 노상두께조건에 

따른 층깊이 평균값을 산정하여 나머지 다른 다짐 평가 시

험 결과와 함께 Table 4부터 Table 6에 정리하였다. 각 현

장시험 별 함수비의 경우 1차 현장시험과 3차 현장시험은 

현장들밀도시험을 통하여 함수비를 측정하였다. 1차 현장

시험의 경우 노상 품질 기준인 ±2%를 약간 초과하는 평균 

7.2%로 나타났으며, 3차 현장시험의 경우 노상 품질 기준

인 ±2%이내인 10.2%로 나타났다. 2차 현장시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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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CP index with depth (subgrade 

thickness 20cm, #10 compaction)

(b) DCP index with depth (subgrade 

thickness 30cm, #10 compaction)

(c) DCP index with depth (subgrade thickness 

40cm, #20 compaction)

Fig. 7. Analysis of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results in field test 1

Table 4. Results of field test 1

Categories
First floor Second floor Third floor

#5 #10 #20 #10 #20 #10

Subgrade 

thickness

20 cm

K30 (MN/m
3
)

138 221 　- 162 　- 214

　- 191 　- 210 　- 218

　- 162 　- 　 　- 　

Relative density (%)

90 89 　- 98 　- 92

　- 97 　- 94 　- 94

　- 98 　- 　 　- 　

DCP index

(mm/blow)

　- 5.3 　- 4.5 　- 5.3

　- 3 　- 3.9 　- 4.7

Subgrade  

thickness

30 cm

K30 (MN/m
3
)

　- 194 　- 200 　- 　-

　- 225 　- 205 　- 　-

Relative density (%)

　- 96 - 88 - 　-

　- 　- - 98 - 　-

　- 　- - 99 - 　-

DCP index

(mm/blow)

　- 5.1 - 4 - 　-

　- 4.7 - 4.6 - 　-

Subgrade  

thickness

40 cm

K30 (MN/m
3
)

　- 192 179 - 228 　-

　- 148 170 - 207 　-

　- 137 　 - 　 　-

Relative density (%)
　- 93 101 - 91 -

　- 92 　 - 95 -

DCP index

(mm/blow)

　- 4.7 4.2 - 4.6 -

　- 4.3 4.7 - 4.1 -

노상두께 20cm, 30cm, 40cm 조건에 대하여 각각 1회씩 

급속함수량시험기를 이용하여 함수비를 측정하였으며, 노

상 품질 기준인 ±2%이내인 평균 9.5%로 나타났다.

1차 현장시험의 경우 노상 두께 20cm의 1층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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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field test 2

Categories

#2 

Vibratory+

#2 

Tired 

#3 

Vibratory+

#3 

Tired 

#4 

Vibratory+

#4 

Tired 

#5 

Vibratory+

#5 

Tired 

#6 

Vibratory+

#6 

Tired 

#7 

Vibratory+

#7 

Tired 

#12 

Vibratory+

#12 

Tired 

#15 

Vibratory+

#15

Tired 

Subgrade  

thickness

20cm

K30 (MN/m
3
)

99.9 97.8 135.6 193.7 　- 　- 　- 　-

　- -　 121.3 182.4 　- 　- 　- 　-

　- 　- 114.2 173.3 　- 　- 　- 　-

DCP index

(mm/blow)

14.6 12.5 14.4 11.6 　- 　- 　- 　-

　- 　- 12.3 10.8 　- 　- 　- 　-

　- 　- 13.5 12.6 　- 　- 　- 　-

Dynamic elastic modulus 

(MPa)

14.4 　- 26.8 30.8 　- 　- 　- 　-

　- 　- 28.7 26.1 　- 　- 　- 　-

　- 　- 21.9 32.4 　- 　- 　- 　-

Subgrade  

thickness

30cm

K30 (MN/m
3
)

　- 　- 102.9 147.8 113.1 157.8 　- 　-

　- 　- 106.0 136.6 　- 154.9 - -

　- 　- 113.1 126.4 　- 186.5 - -

DCP index

(mm/blow)

　- 　- 12.5 11.9 　- 12.3 - -

　- 　- 12.9 13.0 　- 10.9 - -

　- 　- 11.9 11.8 　- 10.7 - -

Dynamic elastic modulus 

(MPa)

　- 　- 19.6 17.3 　- 42.8 　- -　

　- 　- 16.7 22.6 　- 41.8 　- 　-

- - 22.0 23.8 　- 44.3 　- -　

Subgrade 

thickness

40cm

K30 (MN/m
3
)

- - 　- -　 　- 116.2 133.5 109.1 

- - 　- 　- 　- 　- 　- 146.8 

- - 　- 　- 　- 　- 　- 107.0 

하여, 20cm 조건의 2층, 20cm 조건의 3층, 30cm 1층, 

30cm 2층, 40cm 조건의 1층, 40cm 조건의 2층 순으로 다

짐 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PBT를 이용한 K30와 다짐도의 경우 5회 다짐 시 도로

교통표준시방서(MOLIT, 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멘

트 노상 품질 기준인 147.1MN/m
3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다짐횟수 5회 추가 시 노상두께 20cm와 

30cm에서 PBT를 이용한 K30의 경우 모두 시멘트 노상 품

질 기준인 147.1MN/m
3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상두께가 40cm인 경우 다짐횟수 10회에서는 PBT를 이용

한 K30의 경우 모두 시멘트 노상 품질 기준인 147.1MN/m
3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10회 다짐 

시 시멘트 노상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BT를 이용한 K30이 노상 품질 기준을 만족하였

어도 다짐도의 경우 노상 품질 기준인 95%를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는데, 이는 현장들밀도시험 시 주변

에서 덤프트럭 운행 및 진동롤러의 다짐작업이 간헐적으

로 이루어져, 이로 인한 지반진동이 현장들밀시험에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DCPT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

장 CBR 20% 이상에 해당되는 DCP Index 15mm/blow 

이하 시 노상은 충분한 지지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차 현장시험의 DCPT 결과는 모

두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An et al., 2004). 

또한, 1차 현장시험의 경우 2차 및 3차 현장시험에서 사용

된 10톤 진동롤러보다 다짐에너지가 큰 15.6톤 진동롤러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적은 다짐횟수에서 다짐평가 수행 

시 노상 품질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및 3차 현장시험의 경우 노상 두께 20cm 조건부터 

시작하여, 30cm 조건, 40cm 조건 순으로 다짐시험을 실시

하였으며, 1차 현장시험과는 달리 1층에서의 다짐시험만

을 수행하였다. Table 5는 2차 현장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상두께 20cm 조건에

서 진동롤러 및 타이어롤러 조합 왕복 4회의 다짐부터 시

작하여 8회 때까지 PBT를 이용한 K30이 시멘트 포장 노상 

품질 기준을 147.1MN/m
3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10회 이후에 PBT를 이용한 K30이 기준치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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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field test 3

Categories

#12 Vibratory

+

#12 Tired 

#14 Vibratory

+

#14 Tired 

Soil thickness

20 cm

K30 (MN/m
3
) 141.6　 -

Relative density (%)
88.0

88.7
86.2

DCP index

(mm/blow)

10.2 -

12.6 -

Dynamic elastic modulus (MPa)
36.2 -

41.6 -

Soil thickness

30 cm

K30 (MN/m
3
) 103.2 -

Relative density (%)
85.4

86.8
83.5

DCP index

(mm/blow)

12.7 -

12.5 -

Dynamic elastic modulus (MPa)
31.4 -

31.4 -

Soil thickness

40 cm

K30 (MN/m
3
) 　- -

Relative density (%)
79.6

81.6
77.8

DCP index

(mm/blow)

18.9 -

20.8 -

Dynamic elastic modulus (MPa)
30.6 -

28.8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상두께 30cm조건의 경우 10회 

이후에  PBT를 이용한 K30이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였

으며, 추가 4회 다짐 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상두께 40cm의 경우 다짐횟수를 30회까지 추가하

였으나 노상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차 현장시험결과를 살펴보면, 노상두께 20cm, 30cm, 

40cm 조건에서 진동롤러 및 타이어롤러를 조합하여 24회 

및 28회 다짐 후 PBT를 이용한 K30과 다짐도 결과가 노상 

품질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회 다

짐횟수에 대한 현장들밀도시험 이후 PBT, DCPT, DPBT

의 경우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하여 3차 현장시험에서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2차 현장시험에서 수행한 DCPT의 경

우 PBT를 이용한 K30이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도 일반적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DCP 

Index 15mm/blow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Table 6에

서 보여주고 있는 3차 현장시험 결과에서도 노상두께 40cm

를 제외하고 2차 현장시험결과와 같이 DCPT의 경우 PBT

를 이용한 K30이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충

분한 지지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DCP Index 15mm/blow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동평판재하시험으로 측정된 동탄

성계수(EDPBT)을 살펴보면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노상두께 조건 별 PBT K30이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 정

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다짐평가기법 상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1, 2, 3차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

를 바탕으로 각각의 다짐평가 기법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4.1 평판재하시험결과와 상대다짐도의 상관성 분석

Fig. 8은 1차와 3차 현장시험시공에 진행된 다짐도시험 

결과와 PB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차 현장시험시공의 

경우 현장상황으로 인하여 현장들밀도시험을 실시하지 못

하였다. Fig. 8의 현장함수비 7.2% 조건에서의 다짐도시

험 결과와 PBT결과를 살펴보면 1차 현장시험의 경우 통

계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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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compaction and K30

Fig. 9.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compaction and DCP index

Fig. 10. Relationship between DCP Index and K30

Fig. 11. Relationship between EDPBT and K30

급한 시험 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차 

현장시험의 경우 현장함수비 10.2% 조건에서의 다짐도와 

K30의 상관성을 규명하기에는 너무 적은 데이터라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좀 더 많은 시험 데이터베이스가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4.2 동적 콘 관입시험결과와 상대다짐도의 상관성 

분석

Fig. 9는 1차와 3차 현장시험시공에 진행된 다짐도시험 

결과와 DCP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차 현장시험시공의 

경우 현장상황으로 인하여 현장들밀도시험을 실시하지 못

하여 다짐도시험 결과와 DCPT 결과의 상관성 분석을 수

행하지 못하였다. Fig. 9의 경우 회귀분석 결과 현장함수

비 7.2% 조건에서의 1차 현장실험 결과는 다짐도와 DCP 

Index는 약한 상관관례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장함수비 

10.2% 조건에서의 3차 현장실험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좋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다짐도와 

DCP Index와의 관계는 1차 현장실험 결과와 같이 일반적

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현장 시험에서 측정된 현장들밀도시험 결과가 비교적 폭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인하고 자갈의 유

무에 따라 지반강성의 평가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Park and Kim, 212). 

4.3 동적 콘 관입시험결과와 평판재하시험결과의 상

관성 분석

Fig. 10은 1, 2, 3차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PBT결과와 

DCPT결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Fig. 9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현장함수비 9.5% 조건에서의 2차 현장시험

결과와 현장함수비 10.2% 조건에서의 3차 현장시험결과

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현장함수비 

7.2% 조건에서의 1차 현장시험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얻

어진 결과와 비교하였을 경우 2. 3차 결과에 비해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현장시험에서 

사용된 성토재료 및 함수비 등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 결과

로 판단되어지며, 추후 샘플수를 늘리고 실험의 변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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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나간다면 충분한 상관관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동평판재하시험과 평판재하시험결과의 상관성 

분석

Fig. 11은 1, 2, 3차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PBT결과와 

DPBT결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10에 나

타난 PBT결과와 DCPT결과와 달리 회귀분석결과 현장함

수비 9.5% 조건에서의 2차 현장시험결과와 현장함수비 

10.2% 조건에서의 3차 현장시험결과는 기존 연구와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충분한 데이터를 통한 DCPT와 DPBT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포장 하부구조 다짐 판정 기준

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상 층당 마무리 두께인 20cm 뿐만 

아니라 층당 두께가 50% 및 100% 증가된 30cm와 40cm

에서 대하여 PBT, 현장들밀도 시험, DCPT, DPBT를 이용

하여 노상토의 지지력을 산정하였으며, 다짐평가 기법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므로서 효율적인 토공작업을 찾고자 

하였다.

노상 층당 다짐 두께를 기준보다 50% 증가시켰을 경우, 

1차 현장실험에서는 동일다짐횟수를 기준으로 현행기준

인 20cm와 동일한 다짐횟수에서 K30, 다짐도, DCPT Index

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현장시험의 경우에

는 추가 다짐을 통하여 지지력 관련 현행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현장시험의 경우 추가 다짐을 실시

하여 수행하였으나 모든 경우에서 현행 노상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상 층당 다짐 두께를 기준보다 100% 증가시켰을 경

우, 1차 현장시험에서는 다짐횟수를 2배 증가시켜서 K30

과 다짐도가 현행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차, 3차 현장시험은 추가 다짐을 실시하였음에도 현행 기

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소의 현장시험 재료는 우리나라의 시방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의 층당 다짐 두께를 상

향 시켰을 때 추가 다짐이 필요하거나, 다짐 횟수를 증가

시켜도 현행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토공재료 기준이 층당 다짐 두께를 20cm로 

할 경우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층당 다짐 두께를 증가시켜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공재

료 기준 또한 강화시키거나, 시험시공 등을 선행하는 사전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짐평가 기법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있어서 PBT 

K30와 DCP Index의 상관관계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그러나 성토재료 및 함수비에 따르는 PBT K30 

및 DCP Index등과의 상관관계는 경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2차 및 3차 현장시험 일부에서 

PBT의 K30과 다짐도가 노상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

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가졌다고 알려

진 DCP Index 15mm/blow 이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것은 DCPT가 PBT 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신에 현장의 상황에 다소 민감한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행 기준에서는 DCPT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의 토공재료 등 여건을 감

안하여 PBT를 병행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노상의 지지력 평가법을 현장에서 비교 검증하는 연구

는 다양한 토공재료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짐장비등 중장

비를 사용면서, 기상상황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 함수비

를 조절하여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데 비하여 일

정한 경향을 가지는 시험성과를 도출하기는 대단히 어려

운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

여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세심

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토공사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경향을 제시하기에 다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향후 토공재료에 따르는 현장의 다짐

특성 및 지지력 평가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공 재료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를 체계화시킨다면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향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되었다.

6. 결 론

노상토의 지지력 평가를 위한 다짐평가기법의 상관성 

분석을 위하여, 국내 포장 하부구조 다짐 판정 기준인 노

상 층당 마무리 두께인 20cm와 더불어서 30cm와 40cm에

서 PBT, 현장 다짐도시험, DCPT, DPBT을 적용하여 노상

토의 지지력을 평가하고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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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우리나라의 시방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3개소의 

토공재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의 층당 

다짐 두께를 상향 시켰을 때 추가 다짐이 필요하거나, 

다짐 횟수를 증가시켜도 현행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

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토공재료 기준

이 층당 다짐 두께를 20cm로 할 경우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층당 다짐 두께를 

증가시켜서 토공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공재료 기

준 또한 강화시키거나, 시험시공 등을 선행하는 사전 

확인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짐평가 기법 사이의 상관관계 결과 분석에 있어서 

PBT K30와 DCPT Index의 상관관계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현장시험 일부에서 PBT의 

K30과 다짐도가 노상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

우에도 일반적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DCP Index 15mm/blow 이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것은 DCPT가 PBT 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신에 현장의 상황에 다소 민감한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행 기준에서는 

DC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의 토공

재료등 여건을 감안하여 PBT를 병행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짐장비가 고도화 되고 다양한 분석기기가 정밀화 

되어 적용되는 상황에서 노상토의 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법에 따라서는 오차 및 분산도

가 큰 시험결과를 나타내므로 평가법에서 발생되는 

부정확성과 토공재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공재료에 따르는 현장의 다짐특성 및 지지력 평가

법의 차이를 파악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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