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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nternal erosion due to poor compaction of the material was the main cause of collapse of the embankment in
Korea. The assessment of the compaction state of the dam body was a very important check in the safety diagnosis of the
embankment.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and plate loading test which is the most typical
compaction evaluation technique was analyz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in evaluating the
compaction state of the dam body. The standard penetration tests were carried out six times to define soil properties and depth of
the test site. The spatial distributions were obtained by the Kriging method after 15 times of plate loading tests and 47 times of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s.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plate loading test and the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spatial distribution at the constant penetration depth was calculated. The load distribution in the plate
loading test and the blow counts at penetration depths of 5 cm, 10 cm and 15 cm in the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showed a
weak positive correlation.
Keywords : Correlation analysis,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Plate loading test
요 지 : 제체 재료의 다짐 불량에 의한 내부 침식은 국내 제방의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방의 안전진단에 있어서 제체의 다짐 상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체의 다짐상태 평가 시 동적 콘 관입시험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표적인 다짐평가 기법인 평판재하시험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시험 부지의 지반 특성 및 토층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관입시험을 6회 수행하였다. 평판재하시험 15회, 동적 콘 관입시험 47회 수행 후 크리깅(Kriging) 기법으로 공간분포를 얻었다.
평판재하시험의 공간분포와 일정 관입깊이에서의 동적 콘 관입시험 공간분포 간의 피어슨 상관 계수를 계산하였다. 평판재하시험의
지지력과 관입 깊이 5cm, 10cm, 15cm에서의 동적 콘 관입시험의 타격횟수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상관관계분석, 동적 콘 관입 시험, 평판재하시험

1. 서

론

식이 제방 붕괴의 주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
내 제방들은 시공 당시 제체의 다짐 기준에 대한 기록이 남

최근 국내의 많은 저수지 및 댐은 노후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붕괴 원

아있지 않으며 다짐 상태 평가에 대한 자료 또한 미비하여
안전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인들 가운데 내부 침식은 매우 주요한 댐의 붕괴 원인이다

국내에서 다짐도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Biswas & Chatterjee, 1971; Foster et al., 2000; Brown &

기법인 평판재하시험의 경우, 반력 확보를 위한 중차량의

Gosden, 2004; Kim et al., 20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

반입이 필요하고 시험 절차가 번거로워 제체의 다짐 상태를

고(2004)에 따르면 국내 제방 붕괴의 주요 지반공학적 원인

수시로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법이 아니다. 반면 동적 콘 관

들은 인접부 결함, 파이핑 현상, 제체 재료의 다짐 불량 및

입시험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시험 방법이 간편하기 때문에

재료 불안정 순으로 나타났다.

댐마루와 같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수행하기 용이

이처럼 제체 재료의 다짐 불량으로 인해 야기된 내부 침

한 시험 방법이다.

†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younghoon@khu.ac.kr)
1)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2) K-water Convergence institute

국내에서 동적 콘 관입시험은 주로 도로 하부구조의 강성
측정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반정수 추정을 위한 자료 축적
이 미흡한 실정이며(Oh et al., 2009), 동적 콘 관입시험과

다. 지표로부터 심도 약 7m까지는 대략 매립층이며 심도 약
10m 근처에서 풍화암층이 나타난다.
Fig. 4는 현장 상부지반층의 단면을 보여준다. 표층 심도

표준관입시험, 캘리포니아 지지력비 시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동적 콘 관입시험과
평판재하시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댐의 제체 상태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동
적 콘 관입시험을 적용하기 위해 다짐도 및 지지력의 평가
를 위해 사용되는 평판재하시험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평판재하시험은 총 15개소, 동적 콘 관입
시험은 총 47개소에서 수행했다. 두 종류의 실험으로 얻어
진 자료를 동일한 영역 내에 공간분포를 각각 얻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분포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하
여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2. 현장시험
Fig. 2. The locations of standard penetration tests

2.1 현장조건
현장시험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서 수행되었다. Fig. 1은 현장시험 부지를 보
여준다. 현장시험은 동서방향 약 9.5m, 남북방향 12.5m 영
역 내에 이루어졌으며 대상 영역에 대해 총 6회의 표준관입
시험을 수행하여 지반특성 및 토층의 심도를 파악하였다.
시험 대상 영역을 0.5m의 일정한 간격으로 남북-동서 방향
으로 측량한 후 각 지점을 Fig. 2와 같이 좌표화하여 시험
위치를 표기하였다.
Fig. 2는 대상 영역에서 표준관입시험의 수행 위치를 보
여준다. Fig. 3은 표준관입시험 결과와 지층상태를 보여준

Fig. 3. Standard penetration test results and boring log

Fig. 1. Bird’s-eye view of test field

Fig. 4. The cross section of tes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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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cm 범위 내에 직경 약 10cm 이상의 잡석이 산재해

들의 실험 조건은 Table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평판 하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다짐층 조건을 가진다.
재하판(plate)은 직경 40cm와 두께 25mm의 강재 원판,
직경 70cm와 두께 25mm의 강재 원판, 150cm×150cm 면적

2.2 평판재하시험
한국산업표준(KS F 2444)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연직
하중을 가한 후 하중강도와 침하량을 측정하여 평판재하시

과 두께 30mm의 강재 사각판 등 총 3종류를 준비하였고,
시험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험(Plate Load Test, PLT)을 실시하였다. Fig. 5는 총 15회의
평판재하시험이 실시된 위치를 보여준다. 각 평판재하시험

Fig. 6. Plate loading test (in Yongin)

2.3 동적 콘 관입시험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14) 등이 개발한 개량식 동적
콘 관입시험기를 사용하여 동적 콘 관입시험(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DCPT)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기는 현장 조
건 및 용도에 따라 독일식(ASTM D6951) 혹은 일본식 동적
콘 관입시험기(JGS 1433)의 제원에 맞게 조립하여 시험을
Fig. 5. The locations of plate loading tests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지반은 Fig. 3에 보이듯이 심도 5m 이내

Table 1. The conditions of plate loading tests
The
location
of plate
loading
test
E5
E16

Plate size

∅40 cm

상부층의 N값이 10 이하인 매립토로 이루어진 지반이다. 일

Material of Thickness of The number of
compaction
compacted
compacted
beneath the layer beneath layers beneath
plate
the plate
the plate
Sand

70 cm

5

Crushed
stone

40 cm

4

본식 간이 동적 콘 관입시험기는 독일식 동적 콘 관입시험

M3
M16-1
M16-2
T6
Z5
O8

∅70 cm

No compaction beneath the plate

Q7
M8
H11

Crushed
stone

B11

Sand

N11
K8
S8

40 cm

4

No compaction beneath the plate
1.5 m×1.5 m

Crushed
stone

40 cm

4

No compaction beneath the plate

Fig. 7. Details of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equipment (redrawn
from Kim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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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해 해머의 무게가 가벼워 연약지반 및 표층을 대상

중-침하량 곡선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재하판 하부에 다

으로 보다 자세히 조사할 수 있다(Kim et al., 2014). 따라서

짐층이 없는 조건에 비해 다짐층이 있는 조건의 지지력이

본 연구에서는 개량식 동적 콘 관입시험기를 일본식 간이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재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동적 콘 관입시험기의 제원에 맞춰 조립한 후 시험을 수행

매립지반의 특성상 결과의 편차가 상당하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량식 동적 콘 관입시험기의
제원은 Fig. 7과 같다.

각 시험 조건에서 얻은 하중-침하량 자료를 Morgan-MercerFlodin 성장 방정식(MMF growth equation)을 이용하여 추

동적 콘 관입시험에서는 관입깊이 5 cm에 소요되는 타격

세곡선을 산정하였다. 최종침하량이 12.24mm로 가장 적게

횟수(Nd)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에서 심도 2m

나타난 좌표 O8에서의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보간식을 이

까지 동적 콘 관입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8은 동적 콘 관입

용하여 동일 침하량 대비 재하 하중 값을 얻었다. 이후 크리

시험의 수행한 총 47곳의 위치를 보여준다.

깅 기법을 이용하여 Fig. 2의 대상영역에서 이 값들의 공간
분포를 Fig. 11과 같이 얻었다. 시험부지의 북서쪽과 북동쪽
영역의 하중이 남서쪽 영역에 비해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Fig. 10. The pressure-settlement curves obtained from PLT tests

Fig. 8. The testing spots for DCPT

Fig. 9.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DCPT)

3. 시험결과 및 분석

Fig. 11. The distribution of specific pressure obtained from the
PLT

3.1 평판재하시험 결과

3.2 동적 콘 관입시험 결과

Fig. 10은 Table 1의 조건에서 실시한 평판재하시험의 하

Fig. 12는 동일 위치(좌표 E20)에서 수행한 동적 콘 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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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pth of 5 cm
Fig. 12. Comparison between DCPT and SPT data

시험의 결과와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DCPT로
얻은  는 Eq. (1)과 Okada et al.(1992)이 제안한 Eq. (2)를
이용하여 표준관입시험의 N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

  

(1)

    

(2)

여기서  는 동적 콘 관입시험 지수,  는 관입량(mm),

 는  의 관입량을 얻기 위한 타격횟수이다. 비록 표준
관입시험이 심도 1m부터 1m 간격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비
교를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적 콘

(b) Depth of 10 cm

관입시험 결과와 표준관입시험 결과가 서로 유사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13은 심도 5, 10, 15cm에서 DCPT로 얻은  의 공간
분포를 보여준다. 모든 시험 위치에서 5cm 간격으로 심도
2m까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므로 Fig. 13과 같은 공간분포를
총 40개를 얻을 수 있었다. Fig. 13의 분포에서 대략적으로
시험부지의 북서쪽과 남서쪽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가
나타났다.

3.3 상관관계분석
Fig. 11과 13에서 제시한 평판재하시험과 동적 콘 관입시
험 결과의 공간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험결과의 상관관
계분석을 수행했다. 즉 동일 대상영역에서 평판재하시험로
얻은 침하량 12.24mm에 해당하는 재하 하중값과 특정 심도

(c) Depth of 15 cm

에서 동적 콘 관입시험으로 얻은  값 간의 피어슨 상관

Fig. 13. The distributions of Nd obtained from DCP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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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동적 콘 관입시험은 총 47회 수행한
후 평판재하시험과 동일하게 크리깅하여 공간분포를 얻었
으며, 시험부지의 북서쪽과 남서쪽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타격횟수가 나타났다. 평판재하시험의 공간분포와 일정 관
입깊이에서의 동적 콘 관입시험 공간분포 사이에서 피어슨
상관 계수를 계산하였으며, 평판재하시험의 하중 분포와 동
적 콘 관입시험의 관입 깊이 5cm, 10cm, 15cm에서의 타격
횟수 분포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late loading
and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음의 Eq. (3)으로 정의된다.

       
  
          (3)


여기서  와  는 모집단 X와 Y의 표준편차,  와 
는 모집단 X와 Y의 평균이다.
DCPT는 심도 2m에 도달할 때까지 총 40개의 자료가 있
으므로 Fig. 14의 결과와 같이 심도에 따라 40개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얻을 수 있다. Fig. 1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심도 5cm, 10cm, 15cm의 결과에서 양(positive)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가지며 이후의 심도에서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진
다. 물리적으로 판단할 때 음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상관관계
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표층에서 15cm 심도까지
의 영역에서 평판재하시험으로 얻은 지지력의 크기와 동적
콘 관입시험으로 얻은  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Fig. 14에서 양의 값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는 약 0.1~0.3
의 범위이며, Evans(1996)에 따르면 이 범위는 약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체의 다짐상태 평가 시 동적 콘 관입시
험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표적인 다짐평가 기법
인 평판재하시험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반 특성
및 토층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6회의 표준관입시험을 수
행하였으며 심도 5m 이내 상부지반층의 N치가 10 이하인
매립지반으로 나타났다. 평판재하시험은 총 15회 수행한 후
크리깅하여 공간분포를 얻었으며, 시험부지의 북서쪽과 북
동쪽 영역의 동일 침하량 대비 하중이 남서쪽 영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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