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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 철도 현장 궤도하부 흙구조물의 다짐관리 품질기준([1])은 현장들밀도시험으로 구한 상대다짐도와 반복평판재

하시험(RPBT, Repeated Plate Bearing Test)으로 구한다(Fig. 1참조).

그러나 이러한 시험방법은 중량장비의 반입과 시간지체, 시험자의 숙련도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반복평판재하시험

방법보다 빠르게 지반의 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동평판재하시험(이하 LWDT) 및 GeoGage 등 다양한 장비들이 개발, 사용

되고 있다.

LWDT에 의해 측정되는 동탄성계수(Evd)는 균질하고, 등방한 반무한 탄성 공간상 원형의 재하판으로부터 결정된다[2]. 재

하판과 지반표면 사이의 접촉 응력분포는 지반의 탄성계수와 재하판의 강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LWDT에 반무한 탄

성공간 이론을 적용하여 동탄성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하판과 지반의 접촉응력 상관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동평판재하시험(LWDT)의 유효측정깊이는 재하판 직경의 2배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먼저 LWDT시험기의 구성과 구동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동탄성계수(Evd)의 추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식

의 적합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강화노반과 흙노반 또는 상부노반과 하부노반 등 2층구조로 구성된 노반 위에

서 LWDT 시험을 시행 할 경우, 상부층의 강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효깊이 결정을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

시하였다. 이와 같은 2층구조 노반 위에서 LWDT 시험을 시행할 경우 동탄성계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상하부 층의 강

Abstract LWDT was developed for use as an alternative technique to measure the stiffness of trackbed soils. In this

study, numerical and theoretical analyses of LWDT’s acting mechanism were performed. The effectiveness of the adapted

elastic formula used for calculation of the dynamic modulus, Evd, was investigated theoretically and also numerically by

running ABAQUS analysis. The minimum thickness of the upper layer is proposed based on the analysis. Correction factors

for the formula of elastic modulus are also proposed in this study. In the future, following field test results and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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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동평판재하시험기(LWDT)는 궤도노반 등의 다짐강성 측정을 위하여 개발된 시험기이며 낙하추를 자유

낙하시킬 때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다짐표면의 처짐량을 측정, 반무한 탄성체로 가정된 노반의 동탄성계수를 결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LWDT시험기의 구성과 구동 메커니즘 및 동탄성계수 추출공식의 유효성을 상세히 분석

하였다. 특히, 2층구조 노반 위에서 LWDT 시험시 상부층의 강성평가 유효깊이를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결정하

였다. 또한, LWDT 시험시 노반의 강성 차이를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탄성계수 추출공식 수정계수를 제시

하였다.

주요어 : 동적평판재하시험, 동탄성계수, 흙노반, 유한요소해석, 다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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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이를 변수로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분석 및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실무에서 가장 정확한 동탄성계

수의 평가가 가능한 탄성계수 산정식을 위한 수정계수를 제시하였다.

2. 동평판재하시험기의 구동원리

2.1 동평판재하시험기(LWDT) 장비제원 및 구성

LWDT는 일정 중량(m)의 낙하추를 일정 낙하고(ho)에서 자유낙하시키는 충격재하시 재하판에서의 모멘텀 평형방정식과

평판에 작용하는 평균충격압(p=100kPa) 및 기기 내 내장된 가속도계로부터 결정되는 재하판 평균침하량(s)을 이용하여 동

탄성계수 Evd를 산정한다. 이때 충격재하임에도 불구하고 관성과 속도효과를 무시한 채, 균질하고 등방인 반무한 탄성공간

에 대한 정적평판재하시험(PLT; Plate load test)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탄성계수 산정식([2])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탄성계

수를 구한다. Fig. 2와 Table 1은 일반적인 LWDT의 구성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

Fig. 1. Schematic of general track section and RPBT.

Fig. 2. General description of LWDT device (Courtesy: ZORN Instruments).

Table 1. General specifications of LWDT device.

Plate

Diameter 300mm

Thickness 20mm

Weight 15kg

Falling weight Weight 10kg

Guide rod weight Weight 5kg

Measuring devices

Measurement range 8~100Hz

Displacement amplitude 0.2~1.0mm

Accuracy 0.0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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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평판재하시험기(LWDT) 구동원리

LWDT의 구동원리는 Fig. 3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LWDT는 스프링-감쇠기-질량 시스템으로 구성된 동적충격장치로 간

주할 수 있으며 일정 낙하고에서 자유낙하되는 질량체 mF의 충격력이 가이드축(질량 ms)를 따라 움직일 때 재하판 질량 mp

에 침하량 zo를 발생시키며 이 때(충격시)의 스프링-댐퍼의 역학적 거동을 1 자유도계(SDOF; Single Degree-of-Freedom)

Kelvin-Voigt 유동모델로 모델링할 수 있다. Fig. 3의 자유물체도에서 모멘텀 보존법칙을 이용하면 식 (1) ~ 식 (6)의 관계

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재하판과 재하판 하부 접지면 사이에 변위 z와 속도 는 알고 있는 값이며 힘 F(t)는 균등하게 재하

판에 작용하는 재하압력 σo(t)로 변환할 수 있다. 이때 가속도 는 중력가속도를 초과하여야 하며 낙하추 자중 mF가 충격

직후 위로 들려 재하판에서 분리될 때 하중평형은 ‘0’이 된다.

Fig. 3의 오른쪽 그림은 충격직후 지반과 충격력 사이의 역학적 거동을 스프링과 질량체 및 감쇠기(damper)로 가정한 것

으로서 흙의 거동을 스프링과 감쇠기로 구성된 유동모델로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침하량과 스프링 계수 및 감쇠

비를 이용하여 지반의 강성을 추정할 수 있다.

높이 h에서 자유낙하하는 낙하추의 충격직전 속도는 식 (1)과 같다.

(1)

(2)

(3)

(4)

(5)

(6)

여기서 식 (6)은 낙하추 충격력에 의한 총 접지압에서 재하판(질량 mp)과 낙하가이드(질량 ms)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순접

지압 계산식이다.

여기서, σo(t)=재하판 충격압력, Apl=재하판 접지면적, r=재하판 반지름, g=중력가속도

LWDT는 일정중량(m)의 낙하추를 자유낙하(h)시켜 충격재하가 이루어지면 재하판에서의 모멘텀 평형방정식을 수립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후 평판에 미치는 평균충격압(p=100kPa)과 내장된 가속도계로부터 측정된 침하량(z)을 이용하여 동탄성계

수 Evd를 산정한다.

Table 2는 해석 대상으로 삼은 동평판재하시험기의 실물 규격과 Fig. 3 및 식 (1) ~ 식 (6)을 사용하여 동평판재하시험 구

동 메카니즘 분석시 사용한 시험기의 각 구성품 관련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z·

z··( )

z·o 2 g h⋅ ⋅=

mF z··o⋅ mF g k zo z–( ) c z·o z·–( )⋅–⋅–⋅=

z··o g
k zo z–( )⋅ c z·o z·–( )⋅+

mF

------------------------------------------------–=

F t( ) k zo z–( ) c z·o z·–( )⋅+⋅ mF g z··o–( )⋅= =

σo t( )
F t( )
Apl

---------
mF g z··o–( )⋅

r
2
π⋅

---------------------------= =

σo t( )net
mF g z··o–( ) mp ms+( ) z··⋅–⋅

r
2
π⋅

-----------------------------------------------------------=

Fig. 3. Mechanical model of acting falling mass of LWD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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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평판재하시험(LWDT)에서 채택하는 탄성계수 결정식

균질하고 등방인 반무한 탄성체에 대한 정적평판재하시 침하량 s에 대한 이론적인 전단탄성계수(G)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P=재하중(kN), A=수정계수, G=전단탄성계수, r=재하판 반지름(m), s=침하량(mm), v=시험대상 지반의 포아송비이

다. 이때, 탄성계수 E와 전단탄성계수 G사이에는 식 (8)의 관계가 성립함으로 최종적으로 탄성계수는 식 (9)의 관계를 갖는다.

(8)

(9)

하중(P)에 의해 원형 재하판에 가하여지는 접지압(p)을 고려하면 탄성계수와 접지압, 재하판 크기 및 침하량의 상관관계

는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10)

수정계수 A의 경우 지반강성 크기에 따라 변하는 재하판 접지압 분포 파라미터로서, 각 재하판 하부 지반의 강성과 재

하판의 상대강성비 차이에 따라 Table 3과 같이 서로 다르게 결정된다[8].

일반적으로 LWDT에서는 식 (10)의 수정계수 A가 4인 경우에 해당되는 식 (14)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동탄성계수(Evd)를

결정한다.

 (14)

Table 3. Pressure distribution under loading plate and theoretical calculation equations for elastic modulus of soil.

Division Schematic A value Young’s modulus(E)

Inverse parabolic distribution on 

cohesive soils
4 (11)

Uniform distribution on soils having 

mixed characteristics
π (12)

Parabolic distribution on 

non-cohesive soils
3π/4 (13)

s
P 1 v–( )

AGr
------------------=

E 2G 1 v+( )=

E
2P 1 v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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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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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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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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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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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3πr
------------------------=

E
1 v

2
–

2
------------⎝ ⎠
⎛ ⎞ prπ

s
--------⋅=

Table 2. Specifications and properties used in analysis of LWDT loading mechanism.

Equipment parameters Symbol Size Unit

Drop weight mF 10 Kg

Drop height ho 70 cm

Mass of loading plate mp 15 kg

Mass of guiding rod ms 5 kg

Stiffness of spring K 33,711,252 N/m

Damping coefficient C 1,299,147 N(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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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적재하시의 탄성계수 계산식을 동평판재하시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LWDT가 동적 충격메카니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적재하시의 속도 및 관성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

부분의 상용 동평판재하시험기의 경우 내재된 프로그램에서 지반의 포아송비(v)를 0.212로 획일적으로 가정, 동일한 값을 탄

성계수 산출식에 사용함으로써 흙 종류, 포화도 및 다짐도(강성)에 따라 강성 및 포아송비(v)가 변화하는 실 지반조건을 반

영하지 못한다. 셋째, 낙하추에 의한 충격재하시 재하판에 발생하는 평균 충격압(pmax-avg)을 일률적으로 100kPa로 가정(식

16)함으로서 흙 종류 및 다짐상태(다짐강성)에 따라 변화하는 충격압(p)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알려

진 식 (15)는 식 (14)에 포아송비(v) 0.212를 단순 적용한 결과이며, 식 (16)은 식 (15)의 재하판 반지름(r)을 0.15m, 재하판

평균충격압(p)을 100kPa로 가정하였을 경우 획득되는 식으로서 통상 대부분의 LWDT에서 사용하는 최종 동탄성계수(Evd)

계산공식이 된다. 따라서, 지반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포아송비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과 지반강성과 재하판

강성비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현장시험시 산출된 탄성계수의 신뢰도 추정을 어렵게 한다.

LWDT는 내장된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침하량(∆s)을 식 (16)에 산입하여 동탄성계수(Evd)를 결정한다.

(15)

(16)

재하판에 대한 낙하추의 충격시 경과시간 t에 대한 재하판 충격압력 σo(t)와 침하량 z(t), 속도 의 변화 및 충격압력

과 침하량(z(t)) 사이의 변화를 도시하면 Fig. 4와 같다[9].

3. 동평판재하시험(LWDT)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3.1 동평판재하시험(LWDT)의 유한요소해석 조건 및 모델링 방법

동평판재하시험(LWDT)의 지반조건 차이에 따른 이론공식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용의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프로그램을 이용, 궤도하부 흙노반에 대한 충격재하 메카니즘을 모델링하고 분석하였다. 이때 궤도 하부 흙노반

단면은 Fig. 5(a)와 같이 충격압(p)의 영향범위를 고려, 깊이 10m, 폭 10m의 축대칭으로 모델링하였다. 대상 흙노반의 다

짐강성차이에 따른 동평판재하시험의 거동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흙노반 탄성계수를 현 상부노반 다짐도 최소관리기준인

80MPa로 정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2층구조로 가정된 흙노반의 층구조(흙노반 다짐두께) 및 하부지반의 탄성계

수 변화에 따른 동평판재하시험 결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흙노반 탄성계수(Eo)를 80MPa

로 고정한 후 반무한(half space)의 하부지반 탄성계수(Eu)를 10~640MPa로 점차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실시하였다(Fig 5(a)).

즉, 흙노반과 하부지반의 강성비를 1/8(soft-stiff)에서 8/1(stiff-soft)까지 변화시키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흙노반의 두께

(d)변화를 주면서 흙노반과 하부지반 강성비(Eo/Eu)의 상관성을 집중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짐두께변화가 동평판재하시

험 유효깊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대상 지반의 강성차이에 따른 동평판재하시험의 거동차이 분석을 위하여 균질하게 가정한 지반의 탄성계수를 50 ~

200,000MPa로 변화시킬 때 LWDT 충격재하시의 거동차이를 분석하였다(Fig 5(b)). 이때에도 동일하게 깊이 10m, 폭 10m

의 2차원 축대칭 지반으로 모델링하였다. 재하판에 가하여지는 충격압(p)은 Fig. 6과 같이 0.02초동안 반정현파(half-sine wave)

형태로 최고치(peak amplitude)에서 100kPa이 재하 되도록 모델링하였다. 모든 수치해석시 해석결과로부터 재하판 평균침

Evd 1.5 r
p∆
s∆

------⋅ ⋅=

Evd

22.5

s∆
----------=

z· t( )( )

Fig. 4. Load and deflection relation to LWDT load plat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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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s)을 구하고 이를 Table 3 내에 설명된 지반강성별 해당 관련식으로부터 지반강성에 따른 동탄성계수(Evd)를 추출하였다.

균질한 단층구조에 대한 해석시(Fig. 5(b)), Table 4와 같이 지반의 층구조 상태에 따라 밀도,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의 변

화를 주면서 동평판재하시험 충격해석을 하였으며 해석 대상지반에 대한 강성을 역으로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3.2 유한요소해석 결과

Fig. 7은 현장 다짐도 차이를 모사하기 위하여 흙노반의 탄성계수를 50, 80, 120MPa로 각각 가정한 균질지반에 대한 동

적평판재하시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재하판 중앙 직하부의 응력 및 변위를 하중재하 경과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이다. Fig. 7(a)는 0.02초 동안의 충격압(p)에 대한 재하판 중앙 직하부에서의 수직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흙노반의 탄성계

수가 작을수록 발생변위는 증가하면서 약간의 시간지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탄성계수가 작을수록 충

격재하 직후 반발에 의한 인장변위가 미소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탄성계수가 클수록 재하판 하부 변위발생의 시

간지체 경향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7(b)의 재하판 압력의 경우, 낙하추 충격시 하중재하시간(0.02sec) 직후에도

재하판 압력이 인장과 압축을 0.01초 정도 반복하며 감쇠되는 경향을 보였다. 해석 대상으로 삼은 동평판재하시험의 경우

Table 4. Input propertie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Division ρ(ton/m3) ν E(MPa)

Plate and

soil layers

Plate 7.85 0.26 200,000

Soft soil 2.0 0.3 50, 80, 120

Soft rock 2.4 0.25 1000, 3000, 5000

Hard rock 2.6 0.23 10000, 50000, 100000

Fig. 6. Half-sine wave loading.

Fig. 5. Schematic of finite element modeling: (a) two layered soil, (b) homogeneous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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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 추를 70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재하판에 가하여지는 충격압(p)이 100kPa로 모델링 하였지만, 재하판 직하부에 발

생하는 최대 충격압은 본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에 못 미치는 약 92kPa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동평판재하시험기의 구동 메커니즘 및 이론공식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하판 및 흙노반을 선형탄

성으로 해석을 수행했지만 추후 낙하추(falling weight) 및 재하판(plate)의 스프링계수(k)와 감쇠계수(D) 등을 고려하여 정

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Fig. 8은 2층구조 노반에 대한 재하판 충격재하시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매개변수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상부 흙노

반의 두께(d)를 0~0.9m까지 0.3m씩 증가시키되 탄성계수(Eo)를 80MPa로 고정한 후 하부지반의 탄성계수(Eu)를 10~640MPa

로 변화시키며 2층구조 노반의 탄성계수 상대강성 차이에 따른 낙하추 충격재하에 의한 거동차이를 분석하였다. 해석 결

과 중 재하판 중앙부의 직하부에서 계산된 수직변위(∆s)를 식 (14)에 대입하여 동탄성계수(Evd)를 획득하였다. Fig. 8의 해

석결과를 살펴보면, 동평판재하시험기를 이용한 강성평가 유효깊이는 2층구조 노반의 탄성계수 상대강성비에 따라 다소 차

이를 보이지만, 약 0.9m 이상의 흙노반 두께가 되면 두 층의 상대강성비에 상관없이 동탄성계수(Evd)값 결정에 미치는 영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위층인 흙노반 두께가 0.9m 이하이면서 하부지반이 연약지반과 같이 탄성계수가

작을 경우 강성비(Eo/Eu)가 커져, Fig. 8에 보듯이 작은 값의 동탄성계수(Evd)를 산출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흙노반 층두께

가 0.9m이하이고 하부지반의 탄성계수가 암반과 같이 클 경우에는 강성비(Eo/Eu)가 작아져 동탄성계수(Evd)가 크게 산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a)는 균질지반에 대한 0.02초 동안의 충격재하시(재하압 100kPa) 재하판 직하부에서 산출된 수직변위 분포를 노반

의 강성별로 정리한 것이다. 대상지반의 탄성계수가 증가 할수록 수직변위는 감소하였으며, 상부 재하판과 동일한 탄성계

수를 가진 단단한 지반(Hard rock)은 변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Fig 9(b)는 동일 재하, 동일 지반조건에서 재하판 직하

부에서 계산된 수직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LWDT는 재하판에 가하여지는 충격압(p)을 100kPa로 가정하지만, 수치해

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상지반의 탄성계수 및 재하판의 위치에 따라 재하판 직하부에서 재하압력은 약 66~109kPa의 분

포형태로 나타났다. Table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대상지반의 강성이 약한(Soft soil) 경우 역포물선 형(Inverse parabolic)의

Fig. 7.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for LWDT.

Fig. 8. Representation of the deformation modulus for different subsoil stratifications as a function of the lay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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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압분포가 도출되었으며, 대상지반의 강성이 증가하여 매우 강성이 큰 경암(Hard rock)이 될 경우에는 접지압 분포가 역

포물선 형(inverse parabolic)에서 포물선 형(parabolic)으로 점차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상지반의 동탄성계수(Evd)

추출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이론공식(Table 3)이 지반조건에 따라 서로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Table 5는 낙하추에 의해 충격재하 되는 대상지반의 탄성계수(E)를 달리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 측정된 수직응력 및

수직변위를 식 (10)에 대입하여 A계수를 획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지반의 탄성계수가 증가할 수록 A계수 값이 작아지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동적평판재하시험기의 재하판 탄성계수 대비 하부지반의 탄성계수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

하면 탄성이론공식(식 10)에 적용되는 A계수를 달리하여 동탄성계수(Evd) 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WDT의 경우 대부분 탑재된 프로그램에서 포아송비(v)가 동일한 고정값(0.212)이 적용되기 때문에 흙 종류, 포화도 및

다짐도(다짐강성)에 따라 포아송비(v)가 바뀌는 실제 지반조건과는 차이가 있으며, 동적 충격시 평균 충격압을 100kPa로 가

정하기 때문에 지반강성에 따라 변화하는 충격압(p) 및 접지압의 분포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흙노반 상태를 고려한 신뢰성 있는 동탄성계수(Evd) 산정이 어렵도록 한다. 향후 유한요소해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다

양한 현장시험 결과와 실내역학시험에 의한 다짐재료별 강성의 변화를 반영하여 궤도 하부 흙노반 및 하부지반의 다짐도

에 따른 다짐강성을 정확히 판단, 적용할 수 있는 이론 공식 및 수정계수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궤도 노반 현

장시공시의 다짐도 상태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평판재하시험기(LWDT)의 구성과 구동 메커니즘의 유효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시험시 획득되는 동

탄성계수(Evd)의 추출을 위하여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탄성이론공식의 적합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

에 의해, 시험기의 구동메카니즘과 LWDT의 궤도노반 다짐관리목적 사용시 적용하여야 하는 이론공식의 유효성을 분석하

였다. 이로부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Fig. 9. Vertical displacement and pressure distribution obtained from finite element analysis of LWDT on homogeneous ground with

change of soil stiffness: (a) vertical displacement, (b) contact stress (p)

Table 5. Values obtained from finite element analyses of LWDT on homogeneous ground with change of soil stiffness.

E(MPa) Max p(kPa) Max S(mm) P(kN) v r(m) A value

Soft soil

50 108.0 1.1268 7.6

0.3

0.15

1.64

80 103.6 0.7549 7.3 1.47

120 100.3 0.5318 7.1 1.35

Soft rock

1,000 91.3 0.0803 6.5

0.25

1.00

3,000 91.6 0.0301 6.4 0.89

5,000 91.9 0.0186 6.4 0.87

Hard rock

10,000 92.3 0.0101 6.5

0.23

0.81

50,000 94.1 0.0018 6.6 0.94

100,000 95.4 0.0009 6.7 0.91

200,000 97.0 0.0004 6.8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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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WDT의 구동원리 및 낙하추의 자중(mf)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하중(p)을 수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재하공식과

탄성론을 사용하여 반무한 탄성체 상 LWDT에 의한 동탄성계수(Evd) 획득공식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동탄성계수 추

출식은 지반강성에 따라 변하는 포아송비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과 지반강성과 재하판의 강성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현장시험시 산출된 탄성계수의 신뢰도 추정을 어렵게 한다.

(2) 해석 대상으로 삼은 동평판재하시험의 경우 10kg 추를 70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재하판에 가하여지는 충격압(p)

이 100kPa 되도록 모델링 하였지만, 재하판 직하부에 발생하는 최대 충격압은 본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에

못 미치는 약 92kPa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상부 흙노반의 두께(d)를 0~0.9m까지 0.3m씩 증가시키되 탄성계수(Eo)를 80MPa로 고정한 후 하부지반의 탄성계수(Eu)

를 10~640MPa로 변화시키며 2층구조 노반의 탄성계수 상대강성 차이에 따른 낙하추 충격재하에 의한 거동차이와 동탄성

계수(Evd) 차이를 분석하였다. 약 0.9m 이상의 흙노반 두께가 되면 두 층의 상대강성비에 상관없이 동탄성계수(Evd)값 결정

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상위층인 흙노반 두께가 0.9m 이하이면서 하부지반이 연약지반과 같

이 탄성계수가 작을 경우 강성비(Eo/Eu)가 커져, 작은 값의 동탄성계수(Evd)를 산출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흙

노반 층두께가 0.9m이하이고 하부지반의 탄성계수가 암반과 같이 클 경우에는 강성비(Eo/Eu)가 작아져 동탄성계수(Evd)가 크

게 산출될 수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적정 동탄성계수 획득을 위한 최소 상층노반 두께는 최소 0.9m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동평판재하시험기의 영향깊이는 선형탄성 이론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유한요소해석은 감

쇠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평판재하시험기의 영향깊이(0.9~1.3m) 중 최소영향깊이에 해당하는

0.9m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4) 흙노반이 균질한 지반인 경우, 재하압 100kPa, 0.02초 충격재하시 재하판 직하부에서 산출된 수직변위 분포를 노반의

강성별로 분석하였다. 지반의 탄성계수 크기에 따라 재하판 직하부에서 재하압력은 약 66~109kPa의 분포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상지반의 강성이 약한 경우 역포물선형의 접지압분포가 도출되었으며, 대상지반의 강성이 증가하여 매우 강성

이 큰 경암이 될 경우에는 접지압 분포가 역포물선 형에서 포물선 형으로 점차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상지반의

동탄성계수(Evd) 추출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이론공식이 지반조건에 따라 달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한요소해석시, 계

산된 수직응력 및 수직변위를 상관관계 식에 대입하여 동탄성계수 수정계수(A계수)를 획득하였다. A계수 값은 지반의 탄

성계수가 증가할 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LWDT의 재하판 탄성계수 대비 하부지반의 탄성계수가 일

정 수준까지 증가하면 탄성이론공식에 적용되는 A계수를 달리하여 동탄성계수(Evd) 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

내 사용되는 흙재료에 대한 포괄적인 시험을 통해 최적 수정계수(A)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동탄성계수(Evd)의 결정을 위해 포아송비(v)를 0.212로 단순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며 하부구조의 층배열과 강성비 차

이를 고려하여 동탄성계수 결정식을 선택,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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