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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 시험을 이용한 모래지반의 과잉간극수압 소산거동 분석

Evaluation of Dissipation Behavior of Excess Pore Pressure

in Sand Deposit using Centrifu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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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외에서 액상화 거동  액상화 이후의 과잉간극수압 소산 상과 련하여 1- g 진동  실험을 수행하여 

심도있게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원심력 모형실험으로는 수행된 사례가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심력 모

형실험을 수행하여 지반 구속압이 액상화 지반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액상화 지반의 과잉간극수압 소

산거동  이와 련된 침하거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지반의 액상화 거동을 구 하기 하여 진동시간과 유체의 

투수성에 한 상사법칙을 엄격히 용하여 원심력 실험을 수행하 고, 지반내 과잉간극수압, 지반 가속도, 그리고 

지표 침하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2. 액상화 지반의 과잉간극수압 소산연구

   액상화 지반의 과잉간극수압 소산과 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왔으나 1- g 진동  실험을 수행하여 원

지반의 높은 구속압이 액상화 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지 못하거나(Kokusho, 1999; Tsurumi 등, 2000; 하익수 

등, 2003), 원심력 모형실험에서도 소산과정과 깊이별 과잉간극수압 분포를 정 하게 분석하지 못하 다(Lamb 

1981; Scott, 1986).

   Florin과 Ivanov(1961)는 1- g 하에서 충격하 시험과 진동시험을 수행하여 액상화 지반의 과잉간극수압 소산과 

침하를 모델링할 수 있는 침강이론(theory of sinking sand grains)을 제안하 다. 진동이 끝나면 하부 역에서부터 

흙입자들이 침강하면서 서로 을 하게 되고 과잉간극수압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액상화가 유지되는 상부 역과 

침강에 의해 견고화된 하부 역의 경계면을 견고층 면(solidification front)이라고 하며 견고층 면은 과잉간극수압

의 소산이 진행됨에 따라 하부에서부터 지표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Florin과 Ivanov는 액상화 이후의 과잉간극수압 

소산속도 a를 식 (1)과 같이 정의하 다. 이 식의 입력값은 액상화된 지반의 간극비 e1, 견고화된 지반의 간극비 e2, 

물 단 량 γw, 수 단 량 γ′, 액상화 지반의 투수계수 k 이다. 

a=
(γ') 2(1+e 1)k

γ w(e 1-e 2) (1)

   하익수 등(2003)은 1- g 진동  실험을 수행한 후 식 (1)을 이용하여 액상화 이후의 동  투수계수를 추정하

는데, 동  투수계수는 흙의 입도분포에 따라 정  투수계수의 1.4～5 배 증가하며 주문진 표 사의 경우 이 비율

이 5배 정도라고 제시하 다. 

3. 원심력 모형실험 계획

   표 1은 본 실험에 용된 상사법칙을 보여 다. 원심가속도는 40 g이며 모형지반의 두께는 25 cm이므로, 

본 실험에서 모사하는 원지반의 두께는 10 m가 된다. 입력가속도는 sin 형이며 진폭, 진동수, 그리고 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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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원형스 일로 각각 0.2 g, 1 Hz, 그리고 10 이다. 본 실험에서는 물보다 40배 성이 큰 성유체를 

사용하여 동  시간상사비와 소산 시간상사비를 일치시켰다.

표  2. 실험에 용된 상사 법칙(원심가속도 = 40 g)

상사비(원형/모형) 모형 원형

지반두께 40 25 cm 10 m

진동시간 40 0.25 10 

입력가속도 진폭 1/40 8 g 0.2 g
입력가속도 진동수 1/40 40 Hz 1 Hz

   원심력 모형실험에 이용된 토조의 내부크기는 길이 40.6 cm×폭 21.6 cm×높이 34.3 cm이며 두께 12.7 

mm의 알루미늄 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한, 진동  흙과 토조간의 충돌에 지를 흡수하기 하여 진동

방향 토조벽면에 1 cm 두께의 코르크 을 부착하 다. 그림 1은 계측기 배치를 보여 다. 본 실험에서 이용

한 계측기는 LVDT, 가속도계, 그리고 간극수압계이다. 가속도계는 총 6개를 사용하 는데 2개는 진동 의 

수평, 수직가속도를 측정하 고 4개는 지반 내(깊이 : 5 cm 10 cm, 15 cm, 20 cm)에 설치하여 깊이별 가속

도를 측정하 다. 간극수압계는 지반내 5개(깊이 : 5 cm, 10 cm, 15 cm, 20 cm, 24 cm)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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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 조내 계측기 배치도

   실험에 이용한 모래는 주문진 표 사로서 평균 유효입경은 0.57 mm, 균등계수는 1.48 그리고 최  건조

도(γmax)와 최소 건조 도(γmin)는 각각 16.6 kN/m
3과 13.3 kN/m3이다. 모형지반의 포화단 량과 상

도는 각각 19.2 kN/m
3 
와 49 %로 나타났다. 

4. 실험결과

4.1 과잉간극수압 반응

   그림 2는 간극수압계에서 측정된 과잉간극수압 시간이력(그림 2(a))와 소산과정에서의 깊이별 분포도(그림 2(b))

를 보여 다. 그림에서 각 깊이별로 견고화 시 을 표시해 본 결과(그림 2(a)) 견고층 면의 이동속도는 깊이에 따

라 비선형 으로 변화하며 견고층 면은 약 60 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화 발생과정을 보면 

체깊이에서 과잉간극수압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여 지표에서부터 과잉간극수압이 지반 유효응력에 도달하므로 

액상화 역은 하부방향으로 이된다. 그림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동이 끝난 이후 과잉간극수압 소산은 하부

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며, 흙 자 과 압축성 등에 의해 견고층 내부에 추가 인 과잉간극수압이 존재하다가 압

상에 의해 차 소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액상화 후의 과잉간극수압 소산과정은 침강 상과 압 상의 복합

 작용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견고층 면에서의 과잉간극수압 크기를 진동이 끝난 후의 경과시간에 하

여 나타낸 것으로 들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과잉간극수압 소산속도를 의미한다. 소산속도는 과잉간극수압이 큰 

하부에서 빠르며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차 감소하여 약 4 m 깊이 이하에서는 일정한 값에 수렴하 다. 소산속

도 a의 체깊이에 한 평균값은 2.65 kN/m
2
․sec 지만 지표면 근처에서 수렴된 값은 1.58 kN/m

2
․sec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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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잉간극수압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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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산속도의 산정

4.2 침하 반응

   그림 4는 지표면의 침하 시간이력을 나타낸 것으로서 최종 으로 약 19 cm의 침하량이 발생하 다. 총 

침하량은 ① 진동 의 침하, ② 침강에 의한 침하 그리고 ③ 견고층의 압 에 의한 침하 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체 침하에서 각 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진동 의 침하가 약 48%, 침강에 의한 침하가 약 

26%, 그리고 압 에 의한 침하가 약 26%로서 침강이 완료된 이후에도 압 상에 의해 큰 침하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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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표 면 침하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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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동  투수계수의 추정

   동  투수계수 kd는 식 (1)을 변형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하 다. 소산속도 a값은 그림 3에서 얻어진 값

을 용하 으며 지표면 근처의 수렴된 값(=1.58 kN/m
2
․sec)을 입력한 경우 kd = 0.263 cm/sec이며, 평균값(=2.65 

kN/m
2
․sec)을 용한 경우 kd = 0.441 cm/sec로 나타났다. 이 식에서, e1은 액상화된 지반의 간극비(지반의 기

간극비= 0.79)이며, e2는 견고화된 지반의 간극비(약 60  후 침강 종료시  간극비=0.765)이다.  

k d=
γ w(e 1-e 2)a

(γ')
2
(1+e 1)

   주문진 표 사의 상 도에 따른 정  투수계수의 변화에서(하익수 등, 2003), 기 상 도 49 %에 해당하는 

정  투수계수 ks=0.049 cm/sec이다. 그러므로, 입자 침강시의 동  투수계수는 지표면 근처 수렴된 소산속도 값을 

용한 경우 정  투수계수의 약 5배로서, 하익수 등(2003)이 수행한 40 cm두께의 액상화 지반에 한 1- g 진동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액상화 지층 체의 소산속도 평균값을 용한 경우 동  투수계수값은 정  투수계

수의 약 9배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속도는 얕은 곳보다 깊은 곳에서 더 크며, 식 (1)

로부터 계산되는 동  투수계수값은 소산속도에 비례하므로 체깊이에 한 동  투수계수의 평균값은 층의 두께

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1) 입자가 침강하여 지반이 견고화되면서 일어나는 과잉간극수압 소산의 속도는 깊이가 깊은 곳에서 크고 지표면

에 가까워질수록 비선형 으로 감소하여 지표근처에서는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여 다. 

2) 액상화 발생 이후의 과잉간극수압 소산은 입자간의 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침강 상과 침강으로 견고화된 

지층내의 과잉간극수압이 소산되는 압 상 등 복합 인 이유로 발생한다. 

3) 액상화 지반의 총 침하는 진동에 의한 침하와 액상화후 침강에 의한 침하, 그리고 압 에 의한 침하 등 3가지로 

나  수 있으며 체 침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의 경우 각각 48 %, 26 %, 26 %로서 

침강이 완료된 이후에도 압 상에 의해 상당한 침하가 발생하 다.

4) 본 실험조건에서 입자침강시의 동  투수계수는 정  투수계수보다 약 9배 컸으며, 동  투수계수값은 액상화 

지층 두께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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