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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hear wave velocity of the ground was measured using Flat TDR, and the precision 

analysis of the measured value and the verification of field applicability were performed. The shear 

wave velocity measurement value was derived in the field using the piezo-stack combined in the Flat 

TDR. analyz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average value of the change in shear wave speed at 

the time of grout material injection was 10.15 m/s at the beginning of age, and the average value of the 

change in shear wave speed after the 7th to 14th days was 65.99 m/s, showing a tendency to increase 

with age. Also, it was found that dry density and shear wave speed increased as the water content 

increased on the dry side, and that the dry density and shear wave rate decreased as the water content 

increased on the wet side as the water content increased. The shear modulus value derived from the 

field test was confirmed to be a minimum of 17.36 MPa and a maximum of 28.13 MPa, confirming a 

measurement value similar to the reference value.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measured value 

of the shear modulus using Flat TDR is reliable data, and it can be determined that the compaction 

management of the site can be effectively manag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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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Flat TDR을 이용하여 지반의 전단파속도를 측정하였고 측정값의 정밀도 분석 및 현장적

용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Flat TDR 내 결합되어 있는 Piezo-stack을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전단

파속도 측정값을 도출하였고, 도출한 값의 검증을 위해서 들밀도시험, 동적콘관입시험(DCPT), 문헌조

사 등을 적용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그라우트재 주입시 재령 초기 전단파속도 변화의 평균값

은 10.15 m/s이며, 7~14일차 이후의 전단파속도 변화의 평균값은 65.99 m/s로 재령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를 기준으로 건조 측에서는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건조밀도와 전단파속도가 증가하

고, 습윤 측에서는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건조밀도와 전단파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시

험 결과 도출된 전단탄성계수 값이 최소 17.36 MPa에서 최대 28.13 MPa로 확인되어 참고문헌 값과 유사

한 측정값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Flat TDR을 이용한 전단탄성계수의 측정값이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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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고, 추후 현장 지반의 다짐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TDR, Flat TDR, 다짐시험, 함수비, 건조단위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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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은 흙 속의 공기를 제거하여 흙의 강도 특성을 증가시켜 지반 위에 설치되는 기초의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고속도

로, 제방 및 댐 그 밖의 많은 흙 구조물 공사의 필수 공정이다. 또한 다짐은 구조물의 불필요한 침하량을 감소시키고 성토 

사면의 안정성도 증대시킨다. 표준시방서의 다짐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내 현장에서의 다짐관리는 모래치환법과 

평판재하시험을 이용한다. 이러한 시험방법은 시험시간이 길며 시험자에 따른 오차를 정량화하기 어렵고 현장여건의 한

계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기존의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빠르고 경제적인 비파괴 시험법 및 

지반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 관입시험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간영역반사법(Time Domain Reflectometry, 이하 TDR)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Topp et al.(1980)은 토양의 유전율은 토양 내에 포함된 물의 양에 의해서 강하기 의존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원위치 지반에 금속 봉을 통해 TDR 신호를 전송하여 흙의 체적 함수비를 측정하는 기법을 연구하였고, 미국 Purdue 

대학의 Drnevich 교수 연구진에 의해서 현장 지반의 함수비와 건조단위중량을 측정하는 ASTM D6780-05(2005)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후로 Yu and Yu(2006)는 다층토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체적함수비, 중량함수비 및 건

조단위중 량의 식을 적용시켜 연구하였고, Jung et al.(2013)은 기존의 Yu and Drnevich(2004)의 중량함수비 및 건조단위

중량 제안식이 세립분이 많이 함유된 흙이나 높은 함수비의 흙에서는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하여 새로운 중량함

수비 및 건조단위중량의 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Thring et al.(2014)은 측정된 겉보기 유전율 값으로 도출한 체적함수비와 건조단위중량으로부터 중량 함수비를 

추정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Song et al.(2015)은 화강 풍화토 및 주문진 표준사를 대상으로 

검증실험을 진행하였으며, Jung et al.(2013)이 제안한 보정방정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함수비 예측을 위한 새로운 

보정방정식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Purdue TDR 시스템은 봉형 프로브를 사용하며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봉형 프로브는 지반에 관

입을 시켜야 하며 프로브를 망치로 타격하는 소정의 작업이 필요하고 단단한 지반에는 관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주

변 지반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ong et al.(2016)은 지반 표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Flat 프로브를 개발하여 기존의 봉

형 프로브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개발한 Flat 프로브의 측정값을 검증하기 위해 네 가지 시료를 사용하여 함수비와 다짐

도를 변화시켜가며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건조단위중량의 오차범위 약 2%, 함수비의 오차범위 약 0.5%의 오차

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Song et al.(2015)은 개발한 Flat 프로브에 탄성파 측정 장치인 Piezoelectric stack을 

결합하여 함수비와 건조단위중량의 측정과 동시에 지반의 강성을 측정하였다. 탄성파 측정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시료에 그라우팅용 마이크로 시멘트를 혼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전단파속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Byun et al.(2012)이 벤더엘리먼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탄성파 속도를 측정하

여 불포화토의 간극비 산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탄성파 속도를 이용한 간극비 값과 부피 변화를 통한 간극비 값을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불포화 지반의 물성치 조사 시 탄성파 속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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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et al.(2018)은 크로스홀 형태의 동적 콘 관입기(Crosshole-Type Dynamic Come Penetrometer, 이하 CDCP)를 

열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노반의 강성 평가 기법으로 적용하여 지반 심도에 따른 강성특성을 평가하였다. CDCP에서 측정

된 심도에 따른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들밀도시험으로부터 획득한 노반의 밀도를 통해 최대전단탄성계수를 평가하였고, 

유효한 강성특성을 확인하였고, 노반의 강성평가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19)은 매질의 전단 속도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는 표면파탐사법을 능동표면 탐사법과 수동표면탐

사법으로 나누었으며, 그 중 능동표면탐사 기법의 이론과 기술 보고를 통해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능동표면탐사법

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i and Lee(2020)는 콘크리트의 정역학적 특성과 전단파속도의 상관관계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물-결합재 비율을 

일정하게 변화시키고, 재령일에 따른 공진동 실험을 통해 콘크리트의 동적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압축강도-전단파속, 정

탄성계수-전단파속도도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근사식을 제안하였다.

Park and Oh(2020)는 표면파 시험을 통해 국내 필댐 사력부와 심부에서 측정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들에 대해 랜덤 전

단파 속도 주상도 생성 기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 주상도 600개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통계처리를 통하여 전단파 속

도 변동계수를 필댐 사력부와 심부의 깊이별로 결정하였다.

이렇듯 전단파 측정에 대한 연구는 지진계측을 위한 연구와 지반의 표면 뿐만 아니라 지반 심부의 전단파속도를 측정하

여 주상도를 생성하여 설계에 필요한 계수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전단파 측정

을 통해 지반의 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수비 및 건도밀도를 구할 수 있는 TDR을 결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

인 현장 지반 다짐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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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R 시스템은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흙 속에서 이동하고, 그 전도 특성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흙 속에 관입된 프로브의 전자기파의 반향 시간을 측정하고 반향 특성을 이용하여 흙의 유전상수 및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흙의 유전상수 및 전기전도도를 이용하여 함수비 및 밀도를 평가한다.

��������������

Fig. 1a는 Purdue TDR 시스템을 보여주며, 흙의 유전상수() 및 전기전도도()는 Fig. 1b와 같은 TDR 신호 전파

에서 얻을 수 있다. Fig. 1a에서 흙 속에 관입된 프로브의 길이를 ()라 하고, Fig. 1b에서 첫 번째 반사 지점과 두 번째 반

사 지점 사이의 거리를 겉보기 길이()라고 하여 흙의 유전상수()는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또한 전기전도도()는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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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스텝 펄스의 두 배 크기의 전압이며, 는 장주기전압레벨이다. 그리고 는 프로브의 구조에 관련된 상수

이며,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Giese and Tiemann, 1975; Yu and Drnevich, 2004). 여기서 는 TDR 신호 생성기

의 내부저항(50 )이다.

 


ln
 


 (3)

Siddiqui et al.(1995)은 기존의 함수비 보정식들이 체적함수비로 표현되고, 밀도효과를 포함하고 있어 복잡하고 현장

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중량함수비로 이루어진 식 (4)를 제안하였고, 이는 다양한 흙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결

과를 보여주었다(Sallam et al., 2004).





    (4)

여기서, 는 흙의 건조밀도, 는 물의 밀도, 그리고 와 는 흙의 특성상수 값, 는 중량함수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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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Yu and Drnevich(2004)는 기존의 전기전도도에 관한 식이 단위중량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체적함수비로 표현 되

어 있어 지반공학적으로 응용하는데 부족하고, 흙의총 전기전도도의 지배 요인은 간극 유체의 전기전도도 이기 때문에 간

극유체의 양이 흙의 총 전기전도도를 지배한다고 보고 식 (5)를 제안하였다.





    (5)

여기서, 와 는 흙의 특성상수 값이며, 식 (4)와 식 (5)를 이용하여 흙의 특성상숫값을 산정하고, 측정된 유전상수와 총 전

기전도도를 이용하여 식 (6), (7)과 같이 현장지반의 건조단위중량과 함수비를 계산할 수 있다(Yu and Drnevi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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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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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의 전파속도는 탄성파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 지점간의 도달시간 및 거리로 측정할 수 있으며, 다음 식 (8)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8)

여기서, 는 측정 지점 사이의 거리(m), 은 도달시간으로서 단위는 msec를 사용하며, 10-3 sec를 의미한다. 전단파의 

전파속도를 산정하기 위한 도달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초동추정방법(First arrival picking method), 극대점 이용방법

(Peak to peak method), 상호상관법(Cross correlation method) 등이 있다. 초동추정방법은 입력전압이 시작되는 지점과 

출력 전압이 시작되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시간으로 해석하여 Fig. 2a과 같이 도달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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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점 이용방법은 입력신호의 극대값과 출력전압의 첫 극대값 사이의 거리를 시간으로 해석하여 Fig. 2b와 같이 도달

시간을 산정한다.

상호상관법은 식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신호의 시간 이동에 따른 상관성, 유사성을 뜻한다.


   lim



→∞


 




   (9)

여기서, 는 전송시간()과 도달시간()의 차이이며, Fig. 2c와 같이 도달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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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TDR 프로브를 통해 전파된 펄스가 지반에 접촉된 프로브를 따라 다시 반사되어 오는 것을 계측하기 위해 

Fig. 3a와 같이 CAMPBELL SCIENTIFIC, INC.(USA)에서 제작한 TDR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TDR 측정 시스템

을 살펴보면 Fig. 3b와 같이 TDR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12 V 배터리, 탄성계수 예측을 위한 PC 오실로스코프, 

TDR 프로브에 신호를 보내 반사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TDR100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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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Flat 프로브의 크기는 30.5 × 30.5 cm의 폴리머 재질의 판에 폭 2.5 cm의 구리 띠가 부착되어있다. 

Knight et al.(1997), Ferré et al.(1998)이 제안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프로브의 크기를 결정하였고,

구리 띠 사이의 간격은 5 cm로 총 세 개가 부착되어 있다. 기존 봉형 프로브와 달리 지반 표면에 접촉시켜 측정하는데 이

때 매질 차이에 의한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리머 재질이 사용되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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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함수비와 건조밀도 측정값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수행되었던 8개소에 대한 시료에 대해 본 

연구의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비교 ‧ 분석한 시료는 주문진 표준사, 원주, 섬진강, 옥과, 

일산, 강진, 울주 이하 8개 현장에 대한 시료를 적용하였다.

또한, 전단파속도 측정값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의 실험데이터와 추가적으로 비교 ‧ 분석한 선행연구 시료는 원

주, 섬진강, 옥과, 일산 시료이다.

실험을 수행한 대상 시료들은 사질토이고, 각 시료의 입도분포 결과를 통해 통일분류법에 따라 입도분포가 불량한 모래

(Poorly Graded Sand, 이하 SP), 입도분포가 양호한 모래(Well Graded Sand, 이하 SW), 실트질 모래(Silty Sand, 이하 

SM)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Fig. 5는 현장대상지반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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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흙의 비중 시험(KS F 2308), 입도분포 시험(KS F 2312)을 수행

하였으며, 채취 시료는 다짐 시험(KS F 2312)을 수행하여 를 산정하였다. Fig. 6은 각 시료의 입도분포시험의 결과

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물성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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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g) USCS 

P < #200

(%)

OMC

(%)



(g/cm3)

Hampyeong SM 2.62 24.0 14.4 1.791

Damyang SM 2.66 13.5 12.4 1.841

Boseong SM 2.57 30.4 14.8 1.794

Naju 1 SW 2.65 10.8 14.5 1.780

Naju 2 SW 2.75 11.7 19.0 1.679

Haenam SM 2.76 14.7 19.2 1.681

*.������

실내전단파 측정

본 Flat TDR에 Flat 프로브에 결합된 전단파 측정 장치인 Piezo-stack 측정값에 대한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해 함수비 및 

재령일에 따라 전단파속도를 측정하고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함수비 변화에 따른 전단파속도 측정은 기존 선행연구 4개소와 현장에서 새롭게 측정한 6개소를 포함한 총 10개소의 

시료를 대상으로 비교 ‧ 분석하였다. 실험방법은 앞 절에서 수행한 TDR 시스템을 이용한 실내검증실험과 동일하게 진행

하였고, 각 구간별 함수비에서 전단파 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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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일에 따른 전단파 측정은 SP시료, SM시료에 LW그라우트재를 혼합하였고, Flat TDR에서 사용하였던 몰드와 동

일한 몰드를 각각의 혼합 비율에 따라 여섯개를 제작하였다. 혼합 비율은 시료 무게에 대한 중량비로 각각 10%, 20%, 

30%로 하였으며, 공기 중에서 양생을 진행하였고 양생을 진행하는 동안 재령일(3일, 7일, 14일, 28일)에 전단파 속도를 

측정하였다.

Table 2는 LW그라우트재를 혼합하여 제작한 공시체 중량비에 실험 배합비를 나타낸 것이고 Fig. 7은 실내전단파 측정

을 위해 공시체를 조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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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weights

(g)

Weights ratio

(%)

LW grout materials

A liquid B liquid

Water glass (mL) Water (mL) Cement (g) Bentonite (g) Water (mL)

16,733

10 509 218 291 29 625 

20 1,018 437 582 58 1,251

30 1,528 655 873 87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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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밀도 시험

본 연구에서는 Flat TDR을 이용한 대상 현장 함수비와 건조밀도 측정값의 확인을 위해 현장 들밀도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8은 들밀도 시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8a와 같이 KS F 2311에 따라 6개 현장에 대하여 들밀도시험을 수행하였

고, Fig. 8b에서 들밀도시험 중 채취한 시료는 실험실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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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콘관입시험

동적콘관입시험(DCPT)은 개략적인 토층 성상을 파악하고 지중의 동적응력 파악 및 원위치 전단강도의 측정용으로 사

용된다. 국내 기준인 KS F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미국 재료시험협회인 ASTM D 6951과 일본의 JGS 1433기준을 참조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개발한 간이 동적 콘 관입시험기를 이용하여 JGS 1433-1955 기준에 따라 질량 5 kg의 해머를 

50 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 콘을 10 cm 관입시키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 값을 측정하는 절차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지반의 다짐도 및 강성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전단파속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9는 동적콘관입시험의 전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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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TDR 실험

Flat TDR의 현장 함수비, 건조밀도, 전단파속도 측정값의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TDR 측정을 수행하

였다. 현장 Flat TDR 또한 6개 현장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Fig. 10과 같이 현장에서 Flat TDR 장비를 이용하여 현

장 함수비, 현장 건조밀도, 현장 전단파속도 등 각 지반의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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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비에 따른 전단파속도 분석결과

실험시료는 6개 현장시료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에 연구되었던 4개 현장시료의 결과값을 추가로 비교 ‧ 분

석하였다. 입력주파수는 0.01 kHz로 고정하고, 그에 따른 출력신호를 확인하여 도달시간을 산정하였다. 도달시간은 초동

추정방법을 이용하였고, 전단파 발생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는 5 cm로 하여 전단파속도를 산정하였다. 

Fig. 11은 실험을 통하여 얻은 전단파 신호 그래프 개형이며, Tables 3, 4는 실내 실험에서 도출된 각 시료별 도달시간 

및 전단파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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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ec) 3% 6% 9% 12% 15% 18%

This

study

Hampyeong 0.6719 0.6379 0.563 0.5227 0.4998 0.5493

Damyang 0.5693 0.5199 0.4468 0.4121 0.4468 0.5149

Boseong 0.5157 0.4479 0.3659 0.3577 0.4190 -

Naju 1 0.5257 0.4804 0.4168 0.4092 0.4713 -

Naju 2 0.6344 0.5374 0.483 0.4503 0.3890 0.4349

Haenam 0.5596 0.4768 0.4501 0.4276 0.4223 0.4496

Previous

studies

Wonju 0.4054 0.2782 0.2646 0.3046 0.3326 -

Seomjingang 0.2798 0.2220 0.2410 0.2746 0.2866 -

Gyeongju 0.4076 0.333 0.2668 0.2785 0.3193 -

Ilsan 0.5176 0.3204 0.2796 0.3689 0.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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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3% 6% 9% 12% 15% 18%

This

study

Hampyeong 74.42 78.38 88.81 95.66 100.04 91.02

Damyang 87.83 96.17 111.91 121.33 111.91 97.11

Boseong 96.96 111.63 136.65 139.78 119.33 -

Naju 1 95.11 104.08 119.96 122.19 106.09 -

Naju 2 78.81 93.04 103.52 111.04 128.53 114.97

Haenam 89.35 104.87 111.09 116.93 118.40 111.21

Previous

studies

Wonju 123.33 179.73 188.96 164.15 150.33 -

Seomjingang 178.70 225.23 207.47 182.08 174.46 -

Gyeongju 122.67 150.15 187.41 179.53 156.59 -

Ilsan 96.60 156.05 178.83 135.54 100.52 -

재령일에 따른 전단파속도 분석결과

사질토 시료(SP,SM)에 LW그라우트재를 혼합하여 양생시키고, 재령일에 따라 전단파를 측정함으로써 전단파속도 변

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주파수 0.01 kHz로 전단파를 입력하였고, 그에 따른 출력 신호를 확인하여 도달시간을 산정하였다. 도달시간은 초동추

정방법을 이용하였고, 전단파 발생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는 5 cm로 하여 전단파속도를 산정하였다.

도출된 도달시간과 식 (8)을 이용하여 전단파속도를 산출하였고, 결과분석을 통해 재령일이 증가할수록 두 시료 모두 

전단파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령 초기의 3~7일 사이의 전단파속도 변화의 평균값은 10.16 

m/s이고, 7~14일차 이후의 전단파속도 변화의 평균값은 66.00 m/s로, 7~14일 차 이후의 전단파속도의 변화가 더 크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라우트재를 이용하여 양생한 시료의 전단파 속도가 재령일에 따라 빠르게 측정되는 결과를 보인 연구 결과(Park, 

2015)와, 저수지 제체에 그라우팅 주입 후 전단파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연구 결과(Kim et al., 2021)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또한, 전단파 속도와 압축강도의 관계는 지수함수 특성으로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Ahn et al., 2008). LW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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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혼합한 공시체의 일축압축강도가 초기 재령보다 장기 재령으로 갈수록 편차가 크게 측정되는 선행 연구 결과(Choi 

et al., 2016)를 통하여, 7일 차 이후 전단파속도가 빠르게 측정되는 것이 타당한 결과로 여겨짐과 동시에 Flat TDR의 전단

파속도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Table 5는 재령일에 따라 측정한 전단파를 통해 도출한 시료별 도달시간과 전단파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2는재령

일에 따른 시료별 전단파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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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ay 3 Day 7 Day 14 Day 28



(msec)

SM90 : LW10 0.8094 0.6672 0.4112 0.2941

SM80 : LW20 0.6187 0.6264 0.3377 0.2698

SM70 : LW30 0.5643 0.585 0.3159 0.2560

SP90 : LW10 0.7004 0.5719 0.3268 0.2832

SP80 : LW20 0.6051 0.5310 0.2996 0.2723

SP70 : LW30 0.5447 0.4766 0.2859 0.2669

 

(m/s)

SM90 : LW10 61.77   74.94 121.60 170.01

SM80 : LW20 80.81   79.82 148.06 185.32

SM70 : LW30 88.61   85.47 158.28 195.31

SP90 : LW10 71.39   87.43 153.00 176.55

SP80 : LW20 82.63   94.16 166.89 183.62

SP70 : LW30 91.79 104.91 174.89 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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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TDR의 측정값(함수비, 건조밀도, 전단파속도)에 대한 정밀도를 비교 ‧ 확인하기 위하여 들밀도 시험을 수행하였

다. 들밀도시험으로 현장의 함수비 및 건조밀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다짐도(Relative Compaction, )를 

도출하였다. 각 현장다짐도는 최소 94.3%에서 최대 98.0%까지 확인되었고, 이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짐도(95%)에 가

까운 상태로서 조밀한 상태의 지반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적콘관입시험을 수행한 결과, 각 현장에서 콘을 10 cm 관입시키는데 필요한 타격횟수 값은 최소 5.3~최대 

11.3까지 확인하였고, 값이 클수록 값이 커지는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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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은 현장대상지반의 들밀도시험와 동적콘관입시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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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 max  (g/cm3)  (%)  

This

study

Hampyeong 16.27 1.791 94.3   5.3

Damyang   9.37 1.841 96.0 11.3

Boseong   6.82 1.794 95.7   8.8

Naju 1 10.71 1.780 96.2 12.0

Naju 2 15.76 1.679 94.6   6.3

Haenam   9.50 1.681 94.5   5.7

Previous

studies

Wonju 13.40 1.669 98.7 -

Seomjingang 10.89 1.592 97.3 -

Gyeongju 15.75 1.571 98.0 -

Ilsan 11.60 2.062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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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속도 측정을 위해 초동추정방법을 통한 전단파 도달시간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전단파속도를 산출하였다. 전

단파를 발생시키는 Piezo-stack과 수신기 사이를 5 cm로 하여 전단파속도를 분석한 결과, 10개 현장에서의 전단파 도달

시간이 0.22~0.53 msec 범위 내로 확인이 되었고, 전단파속도는 94.04~225.94 m/s로 확인되었다.

전단파속도는 식 (8)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도달시간이 빠를수록 전단파속도는 크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은 Flat TDR을 이용한 전단파의 도달시간 및 전단파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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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sec)  (m/s)

This

study

Hampyeong 0.5317   94.04

Damyang 0.4199 119.08

Boseong 0.4486 111.46

Naju 1 0.4104 121.83

Naju 2 0.4717 106.00

Haenam 0.4856 102.97

Previous

studies

Wonju 0.2617 191.06

Seomjingang 0.2213 222.92

Gyeongju 0.2569 187.34

Ilsan 0.2588 193.20

��� !����01:��;��<�=>

함수비에 따른 전단파속도와 건조밀도 비교

본 연구에서 각 시료별로 도출한 함수비에 따른 전단파속도 그래프와 다짐곡선을 분석한 결과, 각 시료의 에서 

건조밀도 및 전단파 속도가 최대값을 갖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를 기준으로 건조 측에서는 측정값이 증가하고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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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에서는 측정값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지반의 강성도와 전단파속도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실내에서 측정한 전단파속도와 현장에서 측정한 전단파속도를 비교 ‧ 분석하기 위해 함수비에 따른 전단파속도 그래프

와 현장에서 측정한 전단파 속도를 그래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내에서 도출한 전단파속도는 97.21~218.44 m/s로 나

타났고, 현장에서 측정한 전단파속도는 94.04~222.92 m/s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값들의 사이의 관계식은   

로 도출되었고, 차이는 약 0.7%로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Flat TDR의 전단파속도 측정값의 높은 신

뢰도를 나타낸다.

Table 8과 같이 함수비에 따른 실내 전단파속도 측정값 및 현장 전단파속도 측정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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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  (lab., m/s)  (in situ., m/s)

This

study

Hampyeong 16.27   97.21   94.04

Damyang   9.37 116.35 119.08

Boseong   6.82 106.93 111.46

Naju 1 10.71 117.07 121.83

Naju 2 15.76 109.97 106.00

Haenam   9.50 105.40 102.97

Previous

studies

Wonju 13.40 183.82 191.06

Seomjingang 10.89 217.44 222.92

Gyeongju 15.75 180.06 187.34

Ilsan 11.60 178.71 193.20

Fig. 13은 실내 실험에서 측정한 함수비에 따른 건조밀도의 경향성과 현장 지반에서 측정한 전단파속도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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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단파속도 및 현장 다짐도 비교

각각의 시험결과를 통한 현장다짐도에 대한 경향을 확인하고자 현장다짐도가 가장 낮은 함평 시료부터 다짐도가 가장 

높은 나주1 시료의 순으로 나열하였다. 다짐도 및 동적콘관입시험에서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Flat TDR에서의 전단파

속도 측정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적콘관입시험 값과 현장에서 측정한 전단파 속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다짐도 증가 경향에 대해 관계식을 

도출하여 Flat TDR의 전단파속도 측정과 관련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다짐도가 가장 낮은 함평 현장의 경우  = 5.3일 때   = 94.04 m/s이고, 다짐도가 가장 높은 나주1 현장의 

경우  = 12.0일 때   = 121.83 m/s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14b와 같이 값과 전단파속도 값의 관계식은   

ln  로 도출되었으며, 두 값의 경향성 차이는 약 7%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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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선 그라우트재 혼합 공시체의 재령일에 따른 전단파속도 관계에서처럼 지반의 강성도 및 다짐도가 증가할수록 

Flat TDR의 전단파속도가 증가함을 나타내며, Flat TDR의 전단파속도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Fig. 14a는 현장 다짐도와 값, 전단파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이고, Table 9는 전단파속도, 값, 다짐도 비교를 위해 

도출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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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s)  (%)  

Hampyeong   94.04 94.3   5.3

Damyang 119.08 96.0 11.3

Boseong 111.46 95.7   8.8

Naju 1 121.83 96.2 12.0

Naju 2 106.00 94.6   6.3

Haenam 102.97 94.5   5.7

���

본 연구에서는 Flar TDR을 이용하여 지반의 전단파속도를 측정하였고 측정값의 정밀도 분석 및 현장적용성에 대한 검

증을 수행하였다. Flat TDR 내 결합되어 있는 Piezo-stack을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전단파속도 측정값을 도출하였고, 도출

한 값의 검증을 위해서 들밀도시험, 동적콘관입시험(DCPT), 문헌조사 등을 적용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

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Flat TDR의 전단파속도 측정 검증을 위하여, SP, SM시료의 중량비에 따라 LW그라우트재를 혼합하여 공시체를 

만들어 그라우트재 함유량에 따른 전단파속도를 측정하였다. 재령 초기 전단파속도 변화의 평균값은 10.15 m/s이

며, 7~14일차 이후의 전단파속도 변화의 평균값은 65.99 m/s로 재령일 증가에 따라 전단파속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령일에 따른 공시체 강도가 증가하여 전단파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Flat TDR을 이용해 함수비에 따른 전단파속도를 측정하여 도출한 그래프와 함수비에 따른 건조밀도 그래프를 비

교 ‧ 분석한 결과,  를 기준으로 건조 측에서는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건조밀도와 전단파속도가 증가하고, 습

윤 측에서는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건조밀도와 전단파속도가 감소하였다. 

(3) 실내시험과 현장시험을 통한 전단파속도의 비교 ‧ 분석 결과, 실내에서 도출한 전단파속도는 97.21~218.44 m/s로 

나타났고, 현장에서 측정한 전단파속도는 94.04~222.92 m/s로 두 값들의 오차는 약 0.7%로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

내었다. 이는 지반의 강도 및 다짐도가 증가할수록 Flat TDR의 전단파속도가 증가함을 나타내며, Flat TDR의 현

장측정 결과, 전단파속도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4) 현장에서 측정한 전단파속도를 통하여 전단탄성계수를 도출하였고 이를 문헌자료와 비교 ‧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도출된 전단탄성계수 값이 최소 17.36 MPa에서 최대 28.13 MPa로 확인되어 참고문헌 값과 유사한 측정

값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Flat TDR을 이용하여 측정한 전단탄성계수의 신뢰성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장 지

반의 다짐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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