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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배수가 발생하는 지반의 수평압밀계수 결정을 위한 자가굴착식 프레셔메터

유지시험의 최적화 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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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a Horizontal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under Partial Drained

Soi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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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SYNOPSIS) : This paper describes a systematic way of identifying the horizontal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for clayey soil under undrained condition and silty soil under partial drained

condition by applying an optimization technique to the early part of dissipation data measured from

the self-boring pressuremeter strain holding test. An analytical solution developed by Randolph &

Wroth (1979) was implemented in normalized form to express the build-up and dissipation of

excess pore pressures around a pressuremeter as a function of the rigidity index. Horizontal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was determined by minim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oretical and

measured excess pore pressure curves using optimization technique.

It was found that the proposed optimization technique can evaluate in-situ horizontal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rationally, which is similar with that obtained from the piezocone dissipation test.

Furthermore, proposed method can evaluate appropriate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for soil under

partially drained condition.

주요어(Key words) : analytical solution,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self-boring pressuremeter,

strain holding test, optimization

서 론1.

자가굴착식 프레셔메터 시험 이하 은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self-boring pressuremeter test, SBPT)

지중에 관입한 프레셔메터 멤브레인을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변형률 속도로 가압하여 팽창시키고 이때의

압력과 공동반경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특정 프레셔메터에는 멤브레인 중간에 간극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간극,

수압 셀이 설치되어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현장지반의 수평압밀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장지반의 수평압밀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원위치 관입시험으로는 프레셔메터 이외에도 피에조콘 시험 딜라,

토메터시험 등이 있으나 자가굴착식 프레셔메터는 이들의 방법에 비해 최소한의 교란과 함께 명확한 경계조건

을 가져 이론적인 해석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인성 등( , 2002).

로부터 수평압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변형률 유지시험 과 응력 유지시험SBPT (strain holding test)

의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프레셔메터의 멤브레인을 특정 변형률(stress holding test) .

까지 재하한 후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을 관측하여 수평압밀계수를

추정하며 후자의 경우는 초기 멤브레인 팽창이후에 일정 변형률에 도달하였을 때 응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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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을 관측하는 시험법이다.

등 은 의 해석적 해를 이용하여 완전 비배수 조건하의 프레셔메Clarke (1979) Randolph & Wroth (1979)

터 유지시험 결과로부터 수평압밀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ch =
T50 r

2

o

t50
(1)

여기서, ro는 프레셔메터 유지시험 시작 시 멤브레인의 공동반경, t50은 초기에 발생된 과잉간극수압의

가 소산될 때까지 소요시간50% , T50은 이론적으로 소산이 유발되는 무차원 시간으로 등50% Clarke (1979)

은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최대 과잉간극수압 ∆u
max

과 점성토지반의 비배수전단강도 s
u
의 비로부

터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림 을 제안하였다1 .

그림 소산도에 도달하는 이론적인 시간계수 등1. 50% (Clarke , 1979)

본 논문에서는 의 해석적 해와 최적화기법을 통합하여 간극수압의 소산경향Randolph & Wroth (1979)

을 고려할 수 있는 소산시험 해석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등 장인성 등 이 지반의 완Clarke (1979), (2002)

전 비배수 조건을 가정하고 특정 소산도 에서 수평압밀계수를 산정하도록 제한한 방법들과 최적화기법50%

을 이용하여 결정된 수평압밀계수를 비교하고 원위치 피에조콘 소산시험 및 일차원 압밀시험결과와도 비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완전 비배수 조건 뿐 아니라 부분배수가 발생하는 지반에서 수행된 프레셔메터 유지시.

험 결과 해석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할 경우 배수조건 변화를 고려할 수 없는 기존 이론의 단점을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현장 수평압밀계수 산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초기 과잉간극수압 분포에 대한 해석적 해와 최적화 기법2.

는 그림 와 같이 실린더형 관입체의 관입으로 주변지반에 발생하는 과잉간극Randolph & Wroth (1979) 2

수압(ue 과 반경방향 변형) (outward radial movement, ξ 을 예측하는 해석적인 해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무) .

한영역을 대상으로 수행되던 기존의 해석과 달리 과잉간극수압의 소산과정 중 과잉간극수압이 도달할 때 까

지는 그 이상에 과잉간극수압이 존재하지 않는 특정 반경 을 도입하였고 그 크기를 소성영역 의(r*) (R) 5~10

배로 제안하였다 소성영역 내에 로그분포로 유발되는 초기 과잉간극수압의 분포 식 에 대하여 시간에 따. (2)

른 과잉간극수압 소산의 해석적 해는 식 과 같이 베셀함수 로 표현되며 식 에 가정된(3) (Bessel function) (4)

바와 같이 특정반경 이상에는 과잉간극수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경방향 변형r* . ξ에 대한 해는 Randolph

에 설명되어 있다& Wroth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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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린더형 관입체의 팽창에 의해 주변 지반에 발생된 초기 간극수압2. (Randolph & Wroth, 1979)

uei = 2su ln ( )R/r , t =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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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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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of first and second kind); onn rλ=α ; *r = 5~10 R; R/ro= usG ; ro 프레셔메터 반경= ; su 비배=

수전단강도

식 에 포함된 시간 를 식 와 같이 정의되는 정규화 된 무차원 시간 로 대체하고 시간계수 에서의(3) t (5) T T=0

초기 과잉간극수압(uei 으로 과잉간극수압) (ue 을 정규화 함으로써 이론시간계수와 정규화 된 과잉간극수압)

T-UT 관계가 간단히 유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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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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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C no λ = )r(Y)r(J nonno λµ+λ , n=1,2,3, ⋅⋅⋅ , 50.

이때 식 에 포함된 변수, (6) nλ 와 nµ 는 특정반경 에서의 경계조건으로부터 결정되며 특정반경 의 크r=r* , r*

기는 강성지수에 따른 소성영역의 배이므로 정규화 된 이론소산곡선 식 은 지반의 강성지수5 ~ 10 (6)

IR(=G/su)에 의존된다 대표적인 강성지수들에 대한 이론 해는 그림 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박용원 등. 3

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서남해안 점성토지반의 대표적 강성지수인 을 바탕으로 한 이론곡선을(2003) 30

수평압밀계수의 산정에 적용하였다.

소성영역 탄성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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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성지수3. IR에 따른 이론적인 과잉간극수압 소산곡선

그림 의 실선으로 표현된3 IR 인 경우의 이론 소산곡선과 현장에서 관측된 실제 소산곡선의 차이를 최=30

소화하는 기법으로 수평압밀계수를 역해석하는 문제는 다음 식 과 같이 정의되는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7)

문제로 표현될 수 있다.

∑
=

−=
tN

1n

2nn
T )UU()(f x

(7)

여기서, )(f x 목적함수: , x = ch 설계변수: , NT 과잉간극수압 비를 비교하는 총 시간단계의 수: , U
n

정규화:

된 관측 과잉간극수압, U
n

T 정규화 된 이론 과잉간극수압: .

식 과 같이 정식화 된 수평압밀계수의 최적화 문제는 비구속 최적화 문제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7)

진 기법을 이용하여 목적함수BFGS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f(x 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최)

소화 될 때까지 설계변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며 최적의 수평압밀계수를 찾는 것으로 해결된다.

적용사례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장인성 등 에 보고된 국내 양산 및 김제지역에서 수행된(2002)

자가굴착식 프레셔메터 소산시험 결과 해석을 수행하였다 김제현장의 경우 지표로부터 깊이까지는. , 13m

약한 과압밀상태 이며 비배수전단강도가 로 비교적 균질하다 양산현장의 경우 지(OCR=2~4) 80~120 kPa . ,

표로부터 까지는 실트질 점토와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하부에는 비배수전단강도가 정도10m 100kPa

인 정규압밀점토 로 이루어져 있다 각 현장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장인성 등 을 참고하라(OCR=1.5) . (2002) .

그림 는 각 현장에서 수행된 자가굴착식 프레셔메터 소산시험 결과이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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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김제 및 양산현장의 프레셔메터 소산시험 결과 장인성 등4. ( , 2002)

표 에는 최적화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수평압밀계수와 함께 기존의 연구 등 장인성 등 방1 - Clarke , -

법에 의한 수평압밀계수가 비교되어 있다 또한 장인성 에 의해 수행된 및 피에조콘 소산시. (2001) Rowecell

험에 의한 수평압밀계수와 표준압밀시험결과에 의한 연직방향 압밀계수가 함께 비교되어 있다.

표 각 방법 및 실험법에 의한 압밀계수1. ( sec/cm10 23−× 의 비교)

표준압밀시험 결과는 연직방향압밀계수* sec/cm10c 23
v

−× 임

장인성 등 은 김제현장의 경우 로우셀 에 의한 수평압밀계수가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이(2002) (Rowecell)

를 실험시료의 교란효과 현장지반의 균열 현장 점성토에 존재하는 실트의 영향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프, , .

레셔메터 유지시험에 의한 수평압밀계수 비교대상으로는 피에조콘 소산시험으로 얻어진 수평압밀계수가 가

장 현장 수평압밀계수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수평압밀계수는 김제 를 제외하. 3.6m

고는 등 장인성 등 의 제안에 의한 이론해에 의한 방법에 비해 피에조콘 소산시험 결Clarke (1979), (2002)

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양산현장의 경우 장인성 등 은 지반의 투수성이 커서 자료들의 분. , (2002)

산이 크고 자신들의 해석결과에 일관된 경향성을 찾을 수 없다고 기술한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최적화기법을 이용한 수평압밀계수 결정법은 매우 일관성 있게 두 현장에서 피에조콘 결과와 유사한 수

평압밀계수를 추정하여 매우 신뢰성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제 깊이에서 결정된 수평압밀계수의 경우 김영상 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이 다3.6m , (2004)

른 방법들에 비해 매우 큰 값을 주는 이유로 원지반의 부분배수를 지적하였다 프레셔메터의 프로브. (probe)

의 팽창으로 인한 초기 과잉간극수압 유발 시 부분적으로 배수가 발생할 경우 의 해석적Randolph & Wroth

이론해를 바탕으로 한 등 의 제안과 비록 유한요소법을 바탕으로 했으나 지반의 투수계수Clarke (1979)

k ≤ 10
− 10 m/sec인 경우 완전 비배수조건과 일치하는 장인성 등 의 제안에서는 이론적으로 가정된(2002)

간극수압의 분포와 실제 부분배수로 인해 최초에 발생된 간극수압의 분포가 현저히 달라 특정 소산도에서

현장 깊이(m)
프레셔메터 변형률 유지시험

피에조콘 로우셀 표준압밀실험
등Clarke 장인성 등 본 연구

김제

3.6 3.2 12.5 81.8 15.13 2.7 3.9

6 0.9 3.8 24.3 20.94 2.6 2

7.5 3.7 7.6 6.4 4.03 3.7 -

양산

12 14.6 38.8 49.2 55.5 30.7 8.6

13 2.3 6.8 24.1 28.9 9.5 4.7

14 1.1 3.6 10.9 14.7 16.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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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수평압밀계수가 실제와 소산경향 을 반영하지 못한 채 매우 다르게 추정될 수 있(dissipation trend)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된 최적화기법에서는 초기 간극수압의 분포는 완전 비배수 조건을 가정한.

의 해석적 해를 사용할지라도 기존의 방법과 같이 특정 소산도에서 비교를 통해 수평압Randolph & Wroth

밀계수를 산정하지 않고 일정 소산도 범위 에서 관측 소산곡선의 경향과 이론 소산곡선이 가장 일치(0~50%)

하도록 소산경향 을 반영하므로 초기 간극수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특정 소산도에서 수(dissipation trend)

평압밀계수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자가굴착식 프레셔메터에서 수행된 변형률 유지시험을 보다 신뢰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최

적화 기법을 적용한 수평압밀계수 추정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최적화기법을 적용한 수평압밀계수 결정법은 배수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1)

현장에서 관측된 변형률 유지시험 결과로부터 피에조콘 소산시험으로 결정된 수평압밀계수와 유사한 수평

압밀계수를 일관성 있게 추정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프레셔메터 변형률 유지시험 시 부분배수가 유발될 경우 완전배수 조건을 가정하고 있는 기존의 이2) ,

론해를 이용하여 특정 소산도에서만 일치하는 압밀계수를 추정하면 실제와 동떨어진 초기 과잉간극수압 분

포를 갖는 지반조건으로 인해 잘못된 압밀계수를 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적화기법을 이용한 압밀계수 추

정법은 일정 소산도 범위에서 간극수압의 소산경향 을 가장 잘 표현하는 압밀계수를 추정(dissipation trend)

하므로 초기 과잉간극수압 분포 차이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수평압밀계수 추정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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