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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of soft clay soil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west coast of Korea, which has a high silt content and is difficult to predict 

settlement due to various stress histories. Method: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three cases. 

The settlement amount of the subsidence plate was measured in each case,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y analyzing Terzaghi's one-dimensional consolidation settlement amount, both the 

hyperbolic method and the Asaoka method. Result: The predicted value by Terzaghi was analyzed to be 

the largest in all cases, and it was predicted to be 111% to 187% larger than the subsidence plate settlement 

value. That is, the subsidence plate settlement value, which is the amount of settlement of the actual 

ground, showed a settlement of 53.4~89.9% compared to the predicted value of Terzaghi.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the expected settlement of the Terzaghi method in the clay soft ground of the central 

west coast of Korea is more than the actual settlement. Conclusion: It was analyzed that the Asaoka 

method and the hyperbolic method presented relatively similar results, and in practice, predicting the 

settlement amount smaller than the actual settlement amount may cause a risk, so the hyperbola analysis 

method predicted 6~14% larger than the actual settlement amount can be used as a safety side.

Keywords: Soft Ground, Consolidation Settlement, Hyperbolic Analysis Method, Asaoka Method, 

Terzaghi One-dimensional Analysis Method

요 약

연구목적: 실트질 함유가 높으며 다양한 응력이력 때문에 침하량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의 서

해안 중부지역의 연약점토지반의 침하량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3개의 

경우에 대한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침하판 침하량을 계측하였으며 Terzaghi의 

일차원 압밀침하량, 쌍곡선법(hyperbolic method)과 Asaoka법을 모두 분석하여 실무에 유용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Terzaghi에 의한 예측값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침하판 

침하값에 비하여 111%~187%로 크게 예측하였다. 즉, 실제 지반의 침하량인 침하판 침하값이 Terzaghi

의 예측값에 비하여 53.4~89.9% 의 침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점토질 연약지반

에서 Terzaghi방법에 의한 예상침하량은 실제 침하량보다 과다하게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Asaoka방법과 쌍곡선 방법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무에서는 실제

침하량 보다 작게 침하량을 예측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침하량보다 6~14% 크게 예측

한 쌍곡선 분석법이 안전측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연약지반, 압밀침하, 쌍곡선분석법, Asaoka분석법, Terzaghi일차원분석법

KOSDI
ISSN : 1976-2208 (Print)

ISSN : 2671-5287 (On-line)

www.sodi.or.kr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7, No. 4, pp. 786-793, December 2021 

https://doi.org/10.15683/kosdi.2021.12.31.786

Original Article

서해안 중부지역 연약지반의 침하특성 분석을 위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ettlement Characteristics of Soft 

Ground in the Central West Coast Region

김준석*

Joon-Seo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nmental engineering, Chungwoon University, Incheo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oon-Seok Kim, jskim@chungwoon.ac.kr



KOSDI 787

Joon-Seok Kim |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ettlement Characteristics of Soft Ground in the Central West Coast Region

서 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은 점토성 연약지반이 발달된 지역으로서 항만, 공항, 철도, 공단 등 각종 토지이용에 있어서 지반의 

압밀침하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점토지반의 압밀침하특성은 입자의 구성과 응력이력 등 다

양한 특성 등으로 인하여 지역적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즉, 비슷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차이에 따라 압밀침하량

의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연약점토지반은 일반적으로 실트질 함유가 높은 특징이 

있으며 다양한 응력이력 때문에 침하량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Yoon(2016)은 ITS시스템과 같이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에 의한 도로 및 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도로의 침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Chang(2019) 등은 연약지반 침하로 인한 

고속도로의 차량 속도 저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하였다.

연약점토지반의 압밀이론은 Terzaghi(1943)에 의한 일차원 압밀이론이 발표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Terzaghi

의 일차원 압밀이론은 과잉간극수압의 발생과 소멸에 따라 간극수가 배출되고 이에 따라 점토입자가 재배치되면서 압축되

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일차원 압밀방정식을 유도하였다. Terzaghi의 압밀이론은 비교적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실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많은 경험적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다. Barron(1948)은 일차원 선형압밀이론을 단순화시킨 방사

형 배수문제를 도입하여 지반의 거동상태를 평균압밀도를 구하는 식을 제안하였으나 교란효과(smear effect)와 배수저항

(well resistance)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Hansbo(1981)는 Smear effect와 Well resistance를 모두 고려한 식을 제

안하였으나 연직방향의 배수가 고려되지 않고 방사방향의 배수만이 고려 되는 문제가 있다. Onoue(1988)는 압밀침하의 

특성이 교란된 흙의 투수성 감소에 크게 영향 받는 등가간격비(Equivalent spacing ratio )를 이용한 근사식을 제안하였으

나 현장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적용에 한계가 있다. Hoshino(1962)는 실측 침하량을 분석하여 쌍곡선법과 유사한 침하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쌍곡선 분석법은 Tan(1991) 등에 의하여 실무적 이용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평가되었다. 

Asaoka(1978)는 Mikasa(1965)에 의해 편미분방정식으로 유도된 압밀방정식을 이용하여 침하량을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

을 제시하였다. 실무적 이용을 위하여 Chang(1991)은 현장시험을 이용한 예측기법을 제안하였으며, Dave et al.(1994)은 

구체적으로 피에조콘을 이용한 예측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이론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Terzaghi의 일차원 압밀침하 예측방법과 현장침하계측자

료를 분석하여 예측하는 쌍곡선법(hyperbolic method)과 Asaoka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분석방법

도 지역적 지반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대한 많은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해안 중부해안지역인 평택의 해안지역에서 연약지반구역을 설정하여 현장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성토를 실

시하여 압밀침하를 측정하는 현장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부지역 서해안 점토의 공학적 특성을 분

석하고 압밀침하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설계 및 시공에 실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실험의 개요와 시료의 종류

본 논문의 실험은 우리나라 서해안 중부지역인 평택의 해안지역이며 항만 설치를 위한 지반개량을 위하여 사전 연구로 실

시되었으며 일차로 실험현장의 지반조사 실시와 점토의 공학적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실험의 진행은 총 3구역으로 구

분하여 진행하였으며 Case01(1구역)은 성토고 3.3m, Case02(2구역)은 성토고 5.4m, Case03(3구역)은 성토고 7.0m로 계획

하였다. 각 구역은 사면안정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성토하였다. 즉, 1구역은 1단계로 2m를 성토한 후에 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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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가 안정된 후에 2단계로 1.3m를 성토하였으며, 2구역은 1단계로 3m를 성토한 후에 압밀침하가 안정된 후에 2단계로 

2.4m를 성토하였으며, 3구역은 1단계로 2m를 성토한 후에 압밀침하가 안정된 후에 2단계로 5.0m를 성토하였다. 각각의 구

역에서는 지표침하판을 이용하여 침하량을 측정하였다. 

침하판 설치와 점토의 공학적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침하량 자료는 침하판 계측방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침하판 설치는 Fig.1과 같이 강철판을 연약지

반 상부의 지표에 올려 놓고 강철판 위에 측정용 연직봉을 부착하여 외부에서 측량기에 의하여 연직봉의 하강상태를 측정하

는 것으로서 측정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계측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지반의 지층분포는 

Table 1과 같이 점성토 지반 아래로는 풍화토 또는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약지반 침하의 배수조건은 일면배수조

건으로 확인되었다. 점토층은 점토와 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상은 암회색으로 공학적 특성과 입도분포는 각각 Table 2와 

Fig. 2에 표시하였다.

    

Fig. 1. Ground settlement plate installation concept and installation

Table 1. Strata distribution

Division
Layer thickness (m)

Fill height (m)
Clay soil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Case01 5.1 0.2 - 3.3

Case02 6.8 - 0.7 5.4

Case03 10.8 1.7 - 7.0

Table 2. Engineering characteristics

Division Case01 Case02 Case03

Classification of soil (USCS) CL CL CL

Water content (%) 47.4 55.9 52.6

Specific gravity 2.71 2.71 2.69

Porocity 1.351 1.578 1.449

Wet unit weight () 1,699 1,639 1,676

Pre-consolidation load () 30,500 31,500 63,000

Compression index 0.46 0.66 0.48



KOSDI 789

Joon-Seok Kim |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ettlement Characteristics of Soft Ground in the Central West Coast Region

Fig. 2. Particle diameter curve of soil

실험결과 분석

침하특성분석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이용한 이론적 예측방법인 Terzaghi의 일차원 압밀침하량 예측결과와 현장

계측값의 분석을 통한 예측방법인 쌍곡선법과 Asaoka법의 예측을 비교 분석하였다. Case01의 하중재하 이력은 1단계 2.0m 

성토 후, 2단계 1.3m를 성토하여 총 3.3m를 성토하였다. 재하기간은 1단계 6.5개월, 2단계 5개월을 재하하여 침하가 수렴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침하량예측은 쌍곡선법과 Asaoka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분석결과는 Fig. 3,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3. Prediction of settlement amount by hyperbolic method (Case01)

Fig. 4. Prediction of settlement amount by Asaoka method (Cas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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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02의 하중재하 이력은 1단계 3.0m 성토 후, 2단계 2.4m를 성토하여 총 5.4m를 성토하였다. 재하기간은 1단계 5.5개

월, 2단계 5개월을 재하하여 침하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침하량예측은 쌍곡선법과 Asaoka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각

의 분석결과는 Fig. 5,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 Prediction of settlement amount by hyperbolic method (Case02)

Fig. 6. Prediction of settlement amount by Asaoka method (Case02)

Case03의 하중재하 이력은 1단계 2.0m 성토 후, 2단계 5.0m를 성토하여 총 7.0m를 성토하였다. 재하기간은 1단계 6.5개

월, 2단계 4.5개월을 재하하여 침하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침하량예측은 쌍곡선법과 Asaoka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각의 분석결과는 Fig. 7,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7. Prediction of settlement amount by hyperbolic method (Cas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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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diction of settlement amount by Asaoka method (Case03)

3개의 현장 실험에서 각각에 대한 침하량 예측값과 실측값에 대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침하판의 침하 값은 연약지반 

위에 설치된 침하판이 침하하는 것을 계측한 침하량으로서 현제의 기술수준에서는 실제 침하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반이 실제로 침하한 침하 값인 침하판 침하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예측값을 비교하여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에서 

Terzaghi에 의한 예측값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침하판 침하값에 비하여 111%~187%의 결과로 분

석되었다. Asaoka분석결과는 침하판 침하값에 비하여 95%~103%의 결과로 분석되어 비교적 예측이 잘된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Case03과 같이 침하판 침하량보다 작게 예측한 경우가 발생하여 Asaoka의 예측결과가 실제 침하량보다 작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쌍곡선 분석법은 침하판 침하값에 비하여 106%~114%의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세 경우 모두 

Asaoka분석결과 보다 크게 예측하였다. 쌍곡선 분석법은 Fig. 9와 같이 Asaoka분석결과 보다 크게 분석되었으나 불확실성

이 큰 현장상황을 감안하면 4~13% 의 차이는 상당히 근접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Asaoka방법과 

쌍곡선 방법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단, 실무에서는 실제침하량 보다 작은 침하량 예측이 위

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침하량보다 6~14% 크게 예측한 쌍곡선 분석법이 안전측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Terzaghi의 예측값과의 비교를 위하여 Terzaghi의 예측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침하량을 비교하

여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5에서 실제 지반의 침하량인 침하판 침하량이 Terzaghi의 예측값에 비하여 53.4~89.9% 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서해안 점토질 연약지반이 지반의 불균질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Terzaghi방법에 의한 예상침하량이 과다하게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Amounts of settlement for each case

Division Case01 Case02 Case03

Soft layer thickness (m) 5.1 6.8 10.8

Fill height (m) 3.3 5.4 7.0

Predicted value of settlement by ASAOKA method (m) 0.411 0.649 1.034

Predicted value of settlement by hyperbolic method (m) 0.456 0.673 1.177

Predicted value of settlement by Terzaghi method (m) 0.749 0.852 1.216

Measured value of subsidence plate settlement (m) 0.400 0.635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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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amount of settlement for the surface settlement plate

Division Case01 Case02 Case03

Predicted value of settlement by ASAOKA method (%) 103 102 95

Predicted value of settlement by hyperbolic method (%) 114 106 108

Predicted value of settlement by Terzaghi method (%) 187 134 111

Measured value of subsidence plate settlement (%) 100 100 100

(a) Comparison by bar graph (b) Comparison by continuous graph

Fig. 9. Comparison of settlement amount for each case

Table 5. Comparison of the amount of sedimentation for Terzaghi method

Division Case01 Case02 Case03

Predicted value of settlement by ASAOKA method (%) 54.8 76.2 85.0

Predicted value of settlement by hyperbolic method (%) 60.9 79.0 96.8

Predicted value of settlement by Terzaghi method (%) 100 100 100

Measured value of subsidence plate settlement (%) 53.4 74.5 89.9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트질 함유가 높으며 다양한 응력이력 때문에 침하량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중부지역

의 연약점토지반의 침하량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개의 경우에 대한 현장 실험을 진행하였다. 3개의 경우는 각각 연약 점

성토의 두께가 5.1m, 6.8m, 10.8m 이며 성토고는 각각 3.3m, 5.4m, 7.0m 로서 서해안 중부지역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침하판 침하량을 계측하였으며 Terzaghi의 일차원 압밀침하량, 쌍곡선법(Hyperbolic 

method)과 Asaoka법을 모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Terzaghi에 의한 예측값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침하판 침하값에 비하여 111%~187%의 크게 

예측하였다. 즉, 실제 지반의 침하량인 침하판 침하값이 Terzaghi의 예측값에 비하여 53.4~89.9% 의 침하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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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점토질 연약지반에서 Terzaghi방법에 의한 예상침하량은 실제 침하량보다 과다하게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Asaoka분석결과는 침하판 침하값에 비하여 95%~103%의 결과로 분석되어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침하판 침하량보다 작게 예측한 경우가 발생하여 Asaoka의 예측결과가 실제 침하량보다 작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3) 쌍곡선 분석법은 침하판 침하값에 비하여 106%~114%의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경우에서 Asaoka분석결과 보다 

크게 예측하였다.

4) Asaoka방법과 쌍곡선 방법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무에서는 실제침하량 보다 작게 

침하량을 예측할 경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침하량보다 6~14% 크게 예측한 쌍곡선 분석법이 안전측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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