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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ability of Caisson for Up Heaving Soi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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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xpan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in recent years

have stimulated large-scale port construction around offshore coasts. Most of these

large-scale port constructions are often applied on soft ground. Many studies

attempted to find a method to ensure stability of large structure by settling,

through improvements, the risks related to low strength and high compression.

The Deep Cement Mixing Method (DCM) is a construction technique that

enhance the soft grounds to obtain bearing capacity over the required strength by

inserting the mixture of cement and water into soft ground at low pressure, stirring

them using rotation of special stirrer and solidifying the ground using setting

reaction.

The use of heaving soil after completing DCM has increased in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ccordingly, to test the internal and external stability of

caisson by the solidification of heaving soil occurring around base rubble stone

after completing marine DCM and to investigate the circular arc sli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s of the DCM specimen and DCM heaving soil

were measured to be 4.80-13.6 and 6.08-6.64, respectively. The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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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and circular arc sliding stability of the caisson base were found to be

excellent Based on the Finite Analysis, the larger the ratio of the heaving soil, the

larger the settlement of the caisso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DCM heaving soil

is a good candidate for replacement of rubble ston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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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해안의 연약지반을 중심으로 대규모

항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항만공사는 일반적으로 연약지반에 시공하

며 연약지반 개량을 통하여 연약지반 특성인 고압축성과 낮은 강도 등의 문제를 해결

하여 대형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반개량 대책으로는 오래전부터 선재하공법, 연직배수공법, 치환공법 등이 적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해양항만 구조물의 기초로서 모래다짐말뚝공법이 대부분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보전상 개량지역의 확대, 항만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른 개량심도

의 증대, 육상에서 골재채취에 따른 규제, 준설에 의한 해수의 오염 등의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원지반 상태를 유지하는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증가하

고 있다. 그 중 심층혼합처리공법(Deep Cement Mixing Method, 이하 DCM 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DCM 공법은 연약지반에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안정처리재를 저압으로 주입하면

서 교반기의 회전으로 혼합 및 교반한다. 시멘트의 경화반응을 통하여 원지반을 고결

화 하면서 말뚝을 조성하여 연약층이 소요 강도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하여 안정시키는

공법이며, 최대 34.0m까지 시공이 가능하다. 혼화재의 종류에 따라 유기질토, 사질토,

점성토 등 모든 연약지반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진동이나 소음 등의 공해와 주변지

반의 교란이 적어 단시간 내에 큰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공법이다. 이러

한 장점으로 DCM 공법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항만 구조물로서는 호안

및 안벽기초, 방파제 등에 사용하고 육상의 경우 각종 연약지반 기초공법 및 흙막이

벽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상 DCM 공법의 경우 시공 시 부상토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상토 처리에 관한 방

법 등이 최근에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의 경우에는 발생

한 부상토는 준설한 후 육상 및 해상의 매립토로 이용하거나, 육상으로 운반하여 폐기

물 처리 또는 외해투기를 통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적 측면에서 부상토를 기초사석으로 사용하는 현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 DCM 공법 시공 후 부상토를 유용하는 현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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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해상 DCM 적용 후 기초사석층 포설위치에 발생한 부상토의 고결화에 따른

케이슨의 내적・외적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편심에 따른 원호활동 및 케이

슨 기초의 원호활동을 검토하여 유사 현장 발생시 해상 DCM 공법으로 발생한 부상토

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치해석을 통하여 DCM 부상토가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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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향

DCM 공법에 대한 해외 연구 동향은 지반개량재의 혼합과 실내실험을 통한 개량 지

반의 혼합을 통한 개량체의 역학적 및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흙-시멘트 말뚝을 적용시 현장의 지반거동을 분석하는 연구

가 수행되었다. DCM 공법은 주로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서 20세기 중후반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개념을 정리하였다.

미국의 Intrusion Prepark에서 단일 오거 혼합말뚝(Mixed In Place, MIP)공법의 형태

로 1954년에 소개되었으며, 고결화공법 중 DCM은 일본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후

DCM 공법과 유사한 여러 공법들이 개발되었다.

일본의 토목연구소(Public Works Research Institute, PWRI)는 1970년대 건조된 시

멘트 분말을 사용하여 혼합처리공법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Tenox는 1979년

흙-시멘트 기둥 공법(Soil Cement Column, SCC)을 개발하였다. 1984년부터 1991년까

지 여러 종류의 혼합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유럽은 스칸디나비아지역에서 DCM 공법과 유사한 공법이 개발되었다. 최초 적용 사

례는 1975년도에 스톡홀름 인근에 얕은 기초 지반보강, 제방기초지반 안정화, 터파기시

굴착면 지지에 관한 적용을 들 수 있다.

시멘트 석회 기둥은 1980년대 중반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사용되었다. 핀란드에서

는 1991년도에 YIT라는 시공 회사가 오거를 이용하여 연약점토지반에서 심도 5m까지

개량할 수 있는 블록식 공법을 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심층흙혼합공법이 1987년도에 발표되었으며, 1988년 얕은 심도의 흙혼합

방법이 공개되었다. 미국 환경부는 1989년 오염지반의 현장을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로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텍사스에서 VERT Wall(Vertical Cut-off Wall)

인 심층혼합처리공법이 시험시공되었다.

국외에서는 DCM 개량체, 시공방법 및 관리, 설계기준, 환경, 원지반 조건, 고화제 등에

대하여 연구(Baker, 1985; Barksdale and Bachus, 1983; Bergado 등, 1996; Rathmayer,

1996; Okumura 등, 1974; Greenwood, 1970; Terashi and Tanaka, 1981)가 이루어졌다.

또한, 해저지반과 해안구조물은 파랑에 의한 반복하중을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육상

구조물의 거동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Mei and Foda, 1981; Hsu and J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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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Okusa, 1985; Kianto and Mase, 1999; Yuhi and Ishida, 2002; Sekiguchi et al.,

1995; Sassa et al., 2001; Sassa and Sekiguchi, 2001; Sassa and Sekiguchi, 1999;

Miyamoto, et al., 2004). 이런 연구는 파동에 의한 해저지반의 느슨한 모래지반의 액상

화와 관련된 연구로 과잉간극수압(Madsen, 1978; Yamamoto et al., 1978)과 잔류과잉

간극수압(Seed and Rahman, 1978; Sumer and Fredsøe, 2002)과 관련되어있다.

Camberfort (1968)과 Perera 등(2004)은 DCM 개량체의 강도를 깊이에 따라, 흙의 조

건에 따라 세립토 0.2∼2.0, 조립토 0.5∼5.0MPa를 제안하였으며, 10m의 깊이 이

하에서 1.6MPa, 20m의 깊이 이하에서 7.0의 강도를 나타냈다.

국내의 경우 1985년 SEC(Special Earth Concrete) 공법이 도입되었다. 시멘트를 지반

개량재로 이용하여 구조물기초 및 흙막이 벽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항만구조물로는 안

벽기초 및 방파제 호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대신하여 신개발 개

량제를 사용하며, 국내의 경우 생산품으로는 Soilcrete(Chun, 2001)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함수비 조건 및 지반조건에 대하여 안정재 혼합에 따른 개량체의 강도특

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김정주, 2014; 최준삼, 2014; 박춘식 등 2014; 도덕현 등

1995; 전병익, 1984; 천병식, 1994). 또한, 유찬 등(2003)과 양태선 등(2000)은 DCM 실

내시험을 통한 물리 및 역학적 특성 및 강도시험을 분석하여 개량체의 강도발현 특성,

내구성과 강도-변형률 관계식 등의 성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장 시공조건을 고려한 내적, 외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김영상 등(2005), 이광열

등(2007), 박옥주 등(2005)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김영석 등(2011)과 현호규 등(2010)은

DCM 공법의 조건에 따라 개량체의 배치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DCM 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 DCM 공법에 대한 지반개량 효과, 설계 및 시

공 기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황운식, 2017; 김성욱, 2013; 박춘성, 2017; 고형우 등

2016).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해보면 DCM 공법의 시공방법 및 관리, 설계기준, 환경성,

배치형태, 현장배합의 물리·역학적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DCM

공법의 시공 시 대부분 처리 곤란을 겪는 부상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DCM 부상토를 최근 경제적 측면으로 기초사석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부상토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이 명확하지 않아 부상토를 유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 DCM 공법 적용시 발생하는 부상토를 유용하여 기초사석 대체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부상토가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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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DCM 공법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적용현황 분석과 이론적 원리 및

DCM 부상토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실내실험을 통해 부상토의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였

다. 또한, 현장지반을 대상으로 DCM 부상토를 기초사석 대체용으로 유용한 케이슨 기

초의 내・외적 안정성 검토하여 설계 당시의 안정성을 비교·분석하였고, 수치해석을 통

하여 부상토가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

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연구되어 온 DCM 공법의 개발과정과 개량체의 물리적·역

학적 특성 및 시공관리, 방법을 조사하였다.

2장에서는 DCM 공법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고찰을 통해 연약지반에 시공되는 공

법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시공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고, 부상토에 대한 특성

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지반개량 형상과 DCM 지반의 설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DCM 부상토의 개념 및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지반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실내실험으로 원지반과 DCM 개량체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정

수를 결정하였다.

4장에서는 설계 당시의 케이슨 기초와 DCM 부상토를 기초사석으로 유용한 케이슨

기초의 내·외적 안정성, 지지력, 원호활동(편심, 케이슨 기초)에 대한 검토를 비교·분석

하여 부상토가 케이슨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부상토 조건 및 DCM 치환율에 따른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론식 결과와 비교하여 케이슨 기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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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2.1 DCM 공법의 개요

2.1.1 공법의 특징

DCM 공법은 시멘트 및 석회를 주재료로 하는 물에 희석한 상태 혹은 분말 형태의

화학적 안정제를 공급하고 연약지반과 강제적으로 혼합하는 공법이다. 포졸란 반응 등

화학적 고결작용을 이용하여 지반에 임의 형상의 말뚝을 형성하는 연약지반 개량공법

이다.

지반공학적인 부분에서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요건을 맞추기 위해 압축성이 있고, 불

안정하고, 연약한 원지반을 안전하고 경제성 있게 역학적 및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

는 지반개량공법이다. 개량된 지반은 원지반보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으며, 투수계수

가 낮고, 압축성이 작다.

현장 원지반과 시멘트 성질의 혼합물이 혼합하는 방법으로 슬러지 상태로 회전봉에

현장 원지반과 섞는 습식혼합방법과 건조분말 등을 지반에 주입하여 섞는 건조혼합방

법이 있다. 시멘트 수화작용은 강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며, 이탄과 함수비가 높은 유기

질토가 분포되어 있을 때는 건식 방법이 유리하다. 그 외 통상적으로는 습식방법을 주

로 적용한다.

장비 기둥에 대한 직경은 일반적으로 0.5∼1.0m이며, 안정처리 심도는 장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m까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설계심도까지 천공하여 혼

화재를 분출하여 흙과 교반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적용된다. 혼화재의 양은 시공하는

동안 제반 시공조건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일정량을 유지하고, 원지반의 자연함수비가

50∼200%일 때 시멘트량을 통상적으로 100∼500가량을 주입한다.

주로 해안지역은 세립모래질, 실트, 그리고 연약 점토인 흙으로 구성되어 있어 습식

방법이 적합하다. 혼화재는 슬러리 상태로 통상적으로 노즐을 통해 오거 끝부분에 부

착되어 주입된다. 교반장치는 수평방향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비트를 갖추고 있으며,

수직 봉을 따라 균질한 혼합을 위하여 수직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설계 시방규정에 맞게 슬러리의 구성성분과 양은 조절할 수 있다. 심층혼합기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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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나, 일반적으로 0.6∼1.5m를 기준으로 설계된다.

통상적으로 여러 개의 축으로 형성된 오거가 탑재된 회전봉에 교반날개와 절삭 날을

갖는다. 개량된 지반은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그리드나 겹쳐진 기둥 형상들로 시

공된다. 개량지반의 기둥은 일반적으로 심도 25m 정도로 시공되나, 장비의 개조 여부

에 따라 40m까지도 시공가능하다.

DCM 공법은 해상조건에서의 심층개량공법으로 주로 사용되며, SCW 공법(Soil

Cement Wall)은 육상에서 심층개량공법으로 사용된다. 시공형상은 육상과 해상 등 시

공방법의 특성과 성능, 적용목적, 시공위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겹쳐서 열을 형성하는 그리드, 기둥을 형성하는 단일 요소, 블록 등의 형상으로

구분된다. 개량지반의 대표적인 형상은 블록식, 말뚝식, 벽식이 있으며, 각 구조별 특징

은 표 2.1과 같다.

표 2.1 DCM 공법 구조별 형식의 특징(박춘성, 2017)

구 분 블록식 벽 식 말뚝식

개 념 도

방 법
- 장주를 블록 형상으

로 시공

- 장주를 법선 직각방

향으로 시공

- 장주를 바둑판 형상

으로 시공

특 성

- 개량체 폐합형 일체

구조로 구조적 안정

성 우수

- 장주벽과 장주벽 일

체화 가능

- 장주와 단주는 일체

구조지만 수평력이

큰 경우 다소 불리

- 장주벽과 장주벽 일

체화 불가

- 수평력에 취약한 구

조로 특히 지진시 전

단파괴 취약

- 말뚝배열로 장주 일

체화 불가

적 용 성

- 편심하중이 큰 대심

도 연약지반개량에

적용성 우수

- 편심하중이 작은 연

약지반 개량에 적용

성 우수

- 편심하중이 큰 연약

지반개량에 적용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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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법의 원리

시멘트 또는 석회를 흙이랑 혼합하면 화학작용으로 흙의 강도가 증가된다. 이들은

탄산화, 칼슘의 염기 치환작용, 시멘트의 함수비 저하작용 등으로 포졸란 반응에 의해

강도가 증가된다. DCM 공법의 통상적인 지반개량 원리는 물과 안정재의 반응에 의하

여 수산화칼슘 수화물이 생성되고 지반에 존재하는 점토광물과 수화생성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화합물로 연약지반을 개량한다.

DCM 공법에 따른 지반개량은 통상적으로 조기에 큰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량의 정도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실내배

합을 통하여 소요 강도를 검토한 후 적절한 W/C 혼합비를 정함으로써 개량 강도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첨가제를 추가로 사용하면 강도 발현을 앞당길 수 있

다. 또한, 측방이동량과 침하량 등의 저감효과가 크고 저진동·저소음으로 시공이 가능

하며, 인접구조물에 대한 지장이 적고 혼화재의 확산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영향이 적다.

DCM 공법으로 개량된 지반은 원지반보다 강도 및 강성이 높으므로 개량지반을 지

중 구조물로 간주하여 중력 벽체로 외부 안정성 검토와 개량지반 내부의 응력이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정검토를 복합적으로 검토한다.

DCM 공법은 기계 종류에 따라 굴착하는 힘이 커서 상대적으로 해저 심층 및 단단

한 층에 관입시키기가 매우 적절하다. 슬러리 투입에 따른 중앙 집중 제어시스템은 개

량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회전속도를 조절한다. 이 밖에도 통상적인 공법에 비교하면

막대한 양의 자갈과 모래가 필요 없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어 경제성에 장

점이 있다. 또한, 개량 층에 따른 두께가 약 3m 이상이면 사석을 이용한 치환공법보다

저렴하고, 분사공법, 다짐 및 압밀 주입공법과 비교하면 일축압축강도가 큰 개량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인 공법이다. 최근 자동관리시스템 및 GPS를 도입하여

시공관리가 더 용이해졌다.

통상적으로 개량토의 강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첫째 지반의 유효응력, 포졸란 반응성, 염화물함량, 사분함유량, 함수비 등 지반의 화

학적, 물리적 성질, 둘째 사용수, 시멘트 종류 등 혼합제의 종류와 양, 셋째 양생, 습도,

온도 등 양생환경, 넷째 안정제 첨가량, W/C비 등 재료의 배합, 다섯째 혼합시간, 교

반날개의 형상, 회전수 등 혼합방법과 처리 후 경과시간에 따라 개량체의 강도가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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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 공법의 통상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단기간에 높은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으며, 공사 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된다. 지반

의 조건에 따라 안정제 첨가량을 결정하는 것이 소요 강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소요 강도 이상의 개량토가 얻어진다.

재하에 따른 개량 지반의 침하와 변형은 매우 작으며, 해상과 육상에 관계없이 시공

가능하고, 연약지반이면 점성토, 사질토, 기타 토질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대심도

및 대수심에서 시공이 가능하며, 원위치 시공이 가능하여 원위치에서 고화처리를 하므

로 연약지반의 제거가 적다. 그리고 저진동, 저소음의 친환경 공법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질 오염이 적다. 마지막으로 시공 장비는 시공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자동계측기기가 구비되어 중앙통제실에서 제어가 가능하므로 양호한 시공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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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CM 공법의 발전현황 및 개량지반 형상

2.2.1 공법의 발전현황

전용 장비 수급이 어려워 1980년대까지 타 공법에 비해 많이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러나 DCM 공법이 널리 사용되면서 공기 단축을 위한 다축 오거가 개발되고, 시공효

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반장치 및 모터 등이 개발되면서 장비의 호환성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1987년 처음으로 느슨한 지반의 액상화 대책공법으로 DCM 공

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미국의 보스톤 도심지에서 고속도로의 기초 안정화 공법으로

500,000이상의 시공실적을 갖추게 되어 공법의 경제성과 적용성 등에서 경쟁력이

검증되어 최근에는 적용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현재 미국에는 DCM

공법 관련 기관들이 존재하며, 국제적인 교류 및 파트너십을 통하여 DCM 공법 발전

과 보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67년 석회를 이용한 스웨덴식 석회말뚝공법이 개발되었다. 스웨덴 지반공학회가

경량의 휠 탑재용 혼합장치를 개발하여, Broms and Boman(1975)이 국제지반공학회에

서 해당 공법을 발표한 후 현재는 유럽전역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확산되어 있다. 유

럽에서는 주로 제방 및 교각 기초에서 침하를 줄이거나 굴착사면과 성토의 안정성 증

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시멘트와 석회를 교반기로 혼합하는 방식의 장비가 주

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초창기 DCM 공법의 연구는 항만기술연구소에서 이루어졌는데, 해상 점성토

의 안정화 개념으로 1968년 서적이 발행되었고, 1970년 공법의 개발이 실현되었다. 초

기의 시공관리는 지반공학회의 학술발표회 보고서에서 시공관리절차에 관한 연구 결과

로 확립되었고, 국제지반공학회 제5회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개발 초기에는

심층석회혼합 공법이라는 분체형식의 소석회와 과립상태의 석회가 고화재로 사용되었

는데, 개량지반의 고품질과 균질성 확보를 위해 분체에서 시멘트 모르타르인 슬러리로

대체하였다.

일본 건설성 토목연구소는 항만기술연구소의 자문단을 참석시켜 1970년 말 부터

1980년 초까지 DCM공법과 유사한 공법들을 연구하였다. 분체상태의 석회나 시멘트

고화재를 분사하여 원지반과 교반, 혼합하는 육상용 건조분사 공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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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양한 설계기준의 제정과 장비발전으로 사용실적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육상과 해상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유기질토나 느슨한 연약지반에 적합한 것

으로 알려진 건조분사 공법은 분체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육상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

근에 토목연구센터(2004)에서 출간된 DCM 공법의 매뉴얼은 분체계인 건조분사혼합과

슬러리계인 DCM 공법이 통합되었고, 해상 DCM 공법의 매뉴얼은 별도로 출간되었다.

국내에서 DCM 공법은 일본에서 1985년 도입되어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에 구조물

기초와 자립식 흙막이용으로 최초 적용된 후, 여러 현장에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SEC

공법으로 현재에는 육상의 경우 기초용과 흙막이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시공심도는 장

비의 용량에 의존하므로 소규모 장비를 사용한 도입초기에는 20∼25m까지 시공하였으

나, 시공 장비의 대형화로 1990년대 중반에는 30∼32m 심도까지 시공하였다. 최근에는

35∼40m 심도까지 시공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흙막이의 경우 직경 550mm의 3축, 기

초용의 경우 직경 1,000mm의 2축을 사용하였고, 2004년 후반기부터 직경 1,000mm의

4축이 도입되었다.

해상 DCM 공법은 경상남도 창원시 삼미특수강 건설공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시는 육상용 장비를 탑재한 2축 1연식의 조합으로 시공하였다. 2004년 중반기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해상 기초용 DCM 공법은 4축 1연으로 심도 48m까지 시공이 가능한

해상조합선이 도입되었다. 고파랑, 대심도에 영향을 받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DCM 공

법의 전용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다가 2005년 실용화됨으로써

4축 3연 전용선이 개발되었고, 현재는 4축 2연, 4축 3연의 해상 DCM 공법 전용선이

다수 도입되었다.

항만구조물 기초로 해상 DCM 공법의 적용은 타 공법에 비해 대심도에서 가능하며,

단기간에 개량효과를 얻을 수 있고, 품질확보가 확실하여 적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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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법의 개량지반 형태

벽식 형태의 개량지반은 구조물 하부 지반에 장벽이라 불리는 개량토 벽을 직각방향

으로 형성하여 개량거리가 짧은 단벽에 법선 방향으로 개량하는 방식이다.

블록식 형태의 개량지반은 소정의 심도, 개량범위까지 말뚝을 계속적으로 중첩하여

일체화하며, 지반을 블록으로 전면 개량하여 고결시키는 방식이다.

말뚝 개량지반은 평면적으로 단형 말뚝 형상으로 배치되어 군말뚝 형태로 개량한다.

또한, 접원식 방법은 개량 말뚝을 줄곧 접하도록 하는 개량 양식을 말한다.

심도에 따른 개량범위는 2가지로 착저형과 부상형 방식이 있다. 착저형은 개량지반

을 양질지반에 안착시키는 방식으로 중간층 아래에 홍적 점토층이 존재할 때에도 장벽

형태의 착저형으로 시공한다. 부상형은 개량지반을 양질지반에 안착시키지 않고 연약

지반에 띄워두는 단벽 형태의 방식이다.

그림 2.1은 심층혼합 공법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안벽구조 및 방파제의 경우 연약지

반 하부에 지지층까지 심층 개량한 후 상부에 케이슨 기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성

한다.

그림 2.1 착저형 DCM 공법의 형식(박춘성, 2017)

(a) 블록식 (b) 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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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CM 부상토

2.3.1 DCM 부상토의 정의

DCM 부상토란 DCM 공사시에 시멘트 슬러리와 원지반 토사가 혼합된 일부가 지반

상부로 상승하여 지표 부근에 일정한 두께로 구성되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가지는 시멘트 혼합 부상물이다.

DCM 부상토는 현장마다 시공조건이나 지반조건에 따라 그 발생량이 다르지만, 기

존연구 사례 등에 의해 부상토의 품질평가나 융기량을 추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2.3.2 DCM 부상토의 부상량 및 강도

국내에서는 DCM 시공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 후의 원지반 부상토량을 정확하게 측

정이나 연구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개량 대상 지반상부의 무개량 길이, 주변의 지중

구조물의 유무, 시공순서, 개량율, 개량층 두께, 토질특성 등의 조건에 따라 부상토량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2.2는 요코하마의 해상공사에서의 DCM 부상토의 부상 높이를 측정 결과이다.

통상적으로 개량구역 바로 위의 부상층 두께를 확인하며, 개량구역 위의 부상율은 약

0.7 정도 된다고 발표하였다(연안기술센터, 2000).

DCM 부상층 두께는 개량층 두께와 m당 주입 시멘트슬러리양과 개량구역 바로 위

의 부상율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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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CM 부상토 융기량 측정 사례(1)(연안기술센터, 2000)

그림 2.3은 동경지사 정화장에서 수행한 DCM 부상토 융기량 측정 사례로서 시공

심도는 약 27m 시공하였으며, 부상토의 융기량을 측정한 내용이다. 여기서 DCM 공법

을 적용한 후 DCM 부상토량 측정결과, 최대 약 1.7m까지 융기하였다.

그림 2.3 DCM 부상토 융기량 측정 사례(2)(연안기술센터, 2000)

부상토의 강도 측정사례는 그림 2.4와 같이 연안기술센터(2000)에서 언급한 것으로

부상토 상부지반에서는 40∼50 아래의 강도가 5∼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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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CM 부상토와 강도측정 사례(연안기술센터, 2000)

2.3.3 DCM 부상토의 처리방법

해상공사에서 DCM 공사시 발생하는 DCM 부상토는 시공방법, 시멘트 주입량, 원지

반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시멘트페이스트 주입량의 70%(일본 CDM

연구회, 1996)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DCM 공사에 발생한 부

상토는 일반 해저 준설토와 다르다. 준설 시기에 따른 부상토의 환경적인 영향, 부상토

의 발현 문제, 부상토의 부상으로 인한 준설토의 심도 등을 검토하여 준설해야 한다.

DCM 부상토 처리는 준설 방법과 준설 후 처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준설 방

법에는 흡입식과 기계식 준설로 분류할 수 있다.

기계식 준설은 굴착 장비를 이용한 굴착 방법이며, 흡입 준설은 DCM 시공 직후 즉

시 흡입 장비를 이용한 방법이다. 준설 후 처리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부상토

를 외해로 투기를 하거나,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구조물 뒷채움재

의 매립토나, 기초사석의 일부로 사용한다.

준설 방법의 선택에는 주변 환경, 해양 선박의 영향, 부상토의 양, 준설 심도, 부상토

의 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이 중에서 부상토에 대한 강도특성은 작업 능

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준설 직후 처리에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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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지반에 주입된 시

멘트 성분 및 특성 등에 따라 부상토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거

나 부상토를 유용하게 된다.

연안기술센터(2000)에서는 부상토를 표 2.2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취급 및 처리할 수

있다. 천단까지 준설 후 개량하여 DCM 부상토는 흡입처리 내지 굴착준설을 할 수 있

고, 개량 후 표층부와 같이 제거할 수 있다. 표층부까지 개량한 상태에서는 사석 등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부상토 처리는 준설을 실시한 후 육상으

로 운반하여 폐기 또는 외해투기를 통해 위탁처리를 하거나, 해상 및 육상의 매립토로

이용할 수 있다.

표 2.2는 외해투기 방법 외에 해상의 매립토로 사용하는 방법 등 최근 관심이 높아

지고 있어 DCM 부상토를 기초사석 일부로 사용하는 방법등 다양한 특징 및 장단점을

나타내었다.

표 2.2 DCM 부상토 처리방법(강주필, 2017) 

구분 해상의 매립토로 사용 기초사석 일부로 사용 외해투기

특징

- DCM 부상토 굴착
및 흡입으로 준설 후
자연건조 시켜 구조물
의 뒷채움재로 사용

- DCM 시공시 발생된
부상토를 강도 발현하
여 상부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는 기초 일부
로 사용함

- DCM 부상토를 크램
셸 등으로 준설하여
운반선에 적재한 후
예인선을 통해 외해
로 이동하여 폐기

장점

- 매립 토사량을 줄임
- 준설토 야적장이 준설
현장과 인접하여
부상토 처리비 감소

- 공정이 단조로움
- 준설로 인해 주변 해
역의 오염이 적음

- 기초사석의 물량을
줄일 수 있음

- 별도의 처리 없이 외
해에 투기하여 공정
의 단조로움

단점

- 매립토로 적합성을
위한 시험이 필요함

- 부상토의 역학적, 물리
적 특성시험 필요

- 준설시 개량체에 영향
- 상부구조물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

- DCM 부상토의 환경
평가가 필요

- 외해투기 지역은 DCM
부산물로 주위가 혼탁
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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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CM 공법의 설계

2.4.1 DCM 공법으로 개량된 지반의 공학적 특성

심층혼합 개량지반의 특성에서 물리적 특성은 개량 전과 비교하면 함수비가 약간 감

소하며, 투수성은 감소하여 불투수성으로 판단한다. 역학적 특성은 개량 전과 비교하면

일축압축강도가 크게 증가하며, 파괴변형율이 감소한다. DCM 공학적 개량지반의 특성

은 표 2.3과 같다.

표 2.3 DCM 공학적 특성

2.4.2 DCM 공법 설계시 내・외적 안정검토

(1) 개량체 단면

해양구조물의 기초용으로 사용하던 해상 DCM 개량체 단면은 1,000×2축이 적용되

었으나, 2004년 이후 품질과 경제성이 높은 1,000×4축의 적용이 증가되고 있다. 표

2.4는 DCM 개량체 단면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구 분 공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함수비
간극수가 개량체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소비되므로 개량 전보다 약간 감소

단위중량 개량 전보다 약간 증가

투수계수
개량 전보다 크게 감소하며

개량토는 불투수성으로 간주

역학적

특성

일축압축강도
개량 전보다 강도는 크게 증가하며 파괴 변형률은 감소

  ∼

전단강도   ∼

압밀정수
개량토의 압밀침하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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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DCM 개량체 단면(유영준, 2008)

(2) 설계기준강도

일축압축강도는 식 (2.1)과 같다. 설계기준강도는 DCM 공법 설계시 허용응력을 설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강도로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량체의 일축압축강도로 한

다.

   (2.1)

여기서,  : 설계기준강도()

 : 현장강도계수

 : 배합강도 보정계수

 : 현장 일축압축강도()

일축압축강도는 현장강도를 고려한 현장강도계수 및 배합강도 보정계수와 현장 일축

압축강도  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이때 현장강도계수는 육상공사의 경우 1/2, 해상

구 분 1,000×4축 1,000×2축

개 량

단 면

특 징

- 2축에 비해 대형장비임

- 2축에 비해 시공 속도가 빠름

- 최근에 적용이 증가하고 있음

- 4축에 비해 기동성이 좋음(육상)

- 4축에 비해 1본당 시공이 빠름

- 시공실적이 많음
개 량

면 적
A=3,024 A=1,547

경제성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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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경우 2/3을 적용한다.

허용압축응력은 식 (2.2)와 같이 설계에 사용하는 전단면이 유효하다고 보고 구한

응력으로서 실제 유효폭에서 허용응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유효단면적을 사용한다.

개량체의 강도와 중첩면의 강도의 비를 β로 표시한다. 기존 말뚝의 접합시키기까지의

안정제의 토출법, 처리기의 교반능력, 시간간격 등에 따라 다르지만   ∼  정도

로 설정된다.

   (2.2)

여기서,  : 유효단면계수

 : 중첩부의 신뢰도 계수

 : 안전율

식 (2.3)과 같이 허용전단응력은 허용압축응력으로부터 구한다.

   (2.3)

여기서,  : 허용전단응력()

 : 허용압축응력()

허용인장응력은 일반적으로 설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검토해야 할

경우에 허용인장응력은 식 (2.4)와 같다.

  (단  ≤ ) (2.4)

여기서,  : 허용인장응력(2이하의 값을 적용)

설계기준강도는 실내배합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식 (2.5)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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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여기서, k : 목표 설계강도()

목표 설계강도는 육상공사인 경우  =100∼400, 접원 말뚝 해상공사의 경우

500∼1,500, 말뚝식, 벽식, 블록식 해상공사의 경우 1,500∼2,000를 적용한다. 또

한, 이러한 값은 고함수비 지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량지반 설계시 개량체는 균일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실제 시공에서

는 개량말뚝을 중첩하여 형성하기 때문에 오버랩 시공방법이나 사용하는 시공기계에

따라서 불균일한 개량토가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계수 α, β는 저감계수로서 안정처

리토가 균일한 강도를 가지는 지반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음은 계수 설정

할 때의 고려할 사항이다.

1) 재료의 안전율 Fs

허용압축응력 는 일축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반복재하, 크리프 등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안전율 Fs는 재료의 신뢰성, 설계 계산방법, 하중의 종류, 구조물의 중

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을 설정해야 한다.

단, 말뚝 재료의 안전율 Fs는 각 계산방법(예를 들어 편심, 원호활동 검토 등) 중에

포함되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단면유효계수 

복수의 교반기를 가지는 시공장비로 개량하는 경우, 그림 2.5와 같이 개량체 단면은

복수의 원주로 나타난다. 또한, 벽식이나 블록식에서는 안정처리토를 중첩하여 개량체

를 만들면 일부 미처리부가 남게 된다. 단면유효계수 α는 해당되는 미처리부분에 대하

여 영향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연안기술센터, 2000).



- 21 -

(a) 교반기의 유효폭 (b) 교반기의 접합면

그림 2.5 교반기의 유효폭 및 접합면(한국지반공학회, 2018)

계수 를 취하는 방법은 외력 방향 또는 종류(전단, 인장, 압축)에 따라 다르다. 예

를 들어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 또는 접합부분에 직각으로 움직이는 응력을 고

려할 경우 가장 협소한 접합부분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안

전측이 된다. 한편, 연직방향에 발생하는 직각 응력을 고려할 경우에는 원주의 전면적

을 유효하게 봐도 된다. 여기서 전자의 고찰방법을 유효폭에 의한 계수  , 후자의 고

찰방법을 유효면적에 의한 계수 로 한다.

① 유효폭에 의한 단면유효계수 

유효폭에 의한 은 작은 값으로 결정한다.

a) 시공장비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그림 2.5에서 시공장비의 축간격을 Dx, Dy로 하고 원주가 겹친 길이를 lx, ly로 하

며, 은 식 (2.6)과 같이 이들 비율 중 작은 값을 결정한다.

  min


 


 (2.6)

b) 오버랩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그림 2.5에서 R을 교반기의 직경, D를 축간격, d를 오버랩폭으로 하여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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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2.7)과 같다.

  
    (2.7)

② 유효면적에 의한 계수 

유효면적에 의한 는 식 (2.8)와 같다.

  


(2.8)

여기서, A1 : 그림 2.5에서 굵은 선으로 둘러싼 면적

A2 : 그림 2.5에서 사선으로 표시한 면적

③ 오버랩부의 신뢰도계수 

개량체의 강도와 오버랩부의 강도의 비를 로 표시한다. 기존 말뚝체를 접합시키

기까지의 안정재의 토출법, 처리기의 교반능력, 시간간격에 따라 다르지만 =0.8∼0.9

정도로 설정한다. 또한,  목표값을 사용하여 설계를 할 경우에는  ∙  = 0.8 정

도로 허용압축응력을 산정한다. 오버랩부의 소요폭에 대해서는  ∙  = 0.8 정도를

만족해야 한다.

④ 접원랩식의 경우 저감계수  ∙ 

소규모 공사이거나 대상 항만의 수심이 얕은 공사의 경우 2축 타입의 소형 작업선

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그림 2.6과 같이 개량체 1방향만 오버랩시키는

접원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형식은 접원에 전단응력이 전달될 수 있어 블록

식과 유사한 모양의 구조체로 볼 수도 있다. 접원랩식의 저감계수로서  목표값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  = 0.8로 적용한다.



- 23 -

그림 2.6 접원랩식 개량지반 배치 개념도(한국지반공학회, 2018)

(3) 외적안정검토

개량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일반적으로 착저형이며, 지지층이 잘 다져진 모래지반 또

는 암반인 경우의 설계는 지역별 진도를 사용한다. 또한, 개량지반이 부유형일 경우에

는 지진응답해석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개량지반에 적용할 수 있는 지진 시 토압을

산정하기 위한 진도는 지역별 설계 진도에 지반종별 계수와 중요도 계수를 곱하여 사

용한다. 통상적으로 배면 매립시공의 경우 외부 안정계산과 같은 값을 사용한다.

배면 매립의 재하속도가 빠른 경우 주동토압은 배면을 채우기 전 정지토압과 성토에

의한 과잉간극수압을 사용한다. 반면, 재하속도가 상당히 늦은 경우, 압밀에 의한 배면

토압변화를 고려한다. 개량지반의 후방 연직면에서 사질토 및 점성토에서 작용하는 전

단을 고려해 저면의 반력분포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벽과 벽 사이에 미개량토가 발생할 경우 미개량토는 부착력에 의해 장벽과 일체형태

로 거동하는 것으로 고려한다. 벽식은 블록식에 비해서 개량체의 형상이 복잡하므로

국부적인 응력집중으로 현행 설계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응

력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DCM 공법으로 지반개량된 해안구조물의 설계는 시멘트-흙시스템을 지중구조물로

고려하여 전체 구조체의 지지력, 전도, 활동에 대한 외적안정성을 검토한다. 외력으로

는 본체공에 작용하는 지진시의 관성 혹은 토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재하중, 수평력,

본체공의 자중 등에 의해 개량체에 작용하는 연직력, 호안에서 육지측, 방파제에서는

항외측 개량체의 주동측에 작용하는 토압합력, 바다쪽 혹은 항내측에서 개량체의 수동

측에 작용하는 토압합, 개량체에 작용하는 지진 시 관성력, 개량체의 유효중량, 개량체

의 수동측 측면에 작용하는 연직전단력, 개량체의 주동측 측면에 작용하는 연직전단력,

개량체 저면에 작용하는 지반반력, 개량체 저면에 작용하는 전단저항력, 단부의 지반반

력강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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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식의 경우 미개량 부분을 포함하므로 검토항목에 따라서는 외력을 개량토와 미개

량토로 분리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벽간의 미개량토의 지진 시 관성력과 유효중

량을 고려해야 한다.

개량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그림 2.7과 같으며, 나타낸 기호는 다음과 같다.

는 본체의 상재하중, 자중 등에 의해 개량체에 작용하는 연직력()이며, 는

본체에 작용하는 지진 시 관성에 발생하는 수평력 혹은 토압()이다. 는 개량

체의 주동측 측면에 작용하는 연직전단력()이며, 는 개량체의 주동측(방파제에

서는 항외측, 호안에서 육지측)에 작용하는 토압 합력()이다. 또한, 는 개량체

의 수동측 측면에 작용하는 연직전단력()이며, 는 개량체의 수동측(항내측 혹

은 바다쪽)에 작용하는 토압 합력()이다. 은 개량체에 작용하는 지진시 관성

력()을 나타내며, 은 개량체의 유효중량(), 는 개량체 저면에 작용하는

지반반력(), 은 개량체 저면에 작용하는 전단저항력(),  , 는 단부의 지

반반력강도()를 나타낸다(한국지반공학회, 2018).

그림 2.7 DCM 외적안정검토(한국지반공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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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은 벽식의 경우만 고려한다.

는 긴 벽간의 미개량토의 지진시 관성력()이며, 는 긴 벽간의 미개량토의

유효중량()이다. 또한, x, y는 각각의 외력 작용점과 그림 2.7에 나타낸 개량체의

좌측하단(O로 표시)과의 거리를 나타낸다.

1) 활동 검토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식 (2.9)와 같다.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상시에는 1.2 이상, 지

진시에는 1.0 이상이다.

   

 
(2.9)

2) 전도 검토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식 (2.10)과 같다.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상시에는 1.2 이상,

지진시에는 1.1 이상이다.

    

   
(2.10)

3) 지지력 검토

개량체 저면에 작용하는 과 로부터 현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한다. 벽식 개량의 경

우에 지지력 검토는 단부의  , 가 식 (2.11)로 구한 허용지지력 보다 낮은 것을 확

인하는 것이다. 하층의 기초지반이 사질토일 경우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구하는 방법은

식 (2.11)과 같다.

    ( ≥인 경우)

    ( ≤  인 경우) (2.11)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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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지력 계수

 : 기초지반 모래층의 유효 토피압()

 : 기초지반 모래층의 유효 단위체적중량()

 : 안전율은 평상시 2.5 이상, 지진시 1.5이상

 : 긴 벽의 법선방향 길이(m)

 : 단 벽의 법선방향 길이(m)

 : 개량폭(m)

4) 외부안정검토의 기준

케이슨 기초의 외부 안정검토 기준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개량체의 외적 안정성 검토기준(한국지반공학회, 2018)

구  분

활  동 전  도 지 지 력

 


 


  



안전율

평상시 1.20 1.20 1.00

지진시 1.00 1.10 1.00

(4) 내적안정검토

케이슨 기초의 내적안정검토는 그림 2.8과 같이 개량지반을 지중구조물로 가정하여

내부 응력검토를 하는 것으로 개량지반에 발생하는 내부응력은 허용전단응력 및 허

용압축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작용하는 외력은 배면 매립토의 시공속도 등에 의해

변화하므로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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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지반의 단지압 검토를 할 경우 지반반력은 외적안정 검토 시 적용한 반력을

사용하며, 단ㆍ장벽 전단응력 검토 시 개량지반에 발생하는 최대전단응력은 상부 구

조물 하부 지반의 연직면에 발생하는 최대전단응력의 관계로 검토한다. 단, 상부 구

조물과 개량체 사이에 기초가 있는 경우에는 상부 구조물과 개량지반의 상부에서 하

중 분산각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2.8 DCM 내적안정검토

1) 개량지반의 단지압

개량지반의 단지압은 식 (2.12)와 같다. 허용압축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지지

력 검토에서 산정한 지반반력  를 사용한다.

   ≤      ≤  (2.12)

여기서,  : 개량체의 허용압축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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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 후면의 단지압()

  : 전면, 후면의 측방구속압()

2) 장벽전단 검토

장벽전단 검토는 식 (2.13)와 같으며, 그림 2.9는 장벽전단 검토 단면이다.

전단응력은 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13)

여기서,  : 전단응력()

 : 개량지반전면에서 위치까지 작용하는 지반반력의 합력()

 : 개량지반전면부터 위치까지 개량체 유효중량()

 : 개량체 전단위치까지의 단면적()

그림 2.9 장벽전단 검토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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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벽전단 검토

단벽전단 검토는 식 (2.14)과 같으며, 그림 2.10은 단벽전단 검토 단면이다.

전단응력은 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14)

여기서,  : 단벽의 전단응력()

 : 마운드내에서의 분산후의 단지압()

 : 마운드 두께(m)

 : 마운드의 단위체적중량()

 : 개량체의 단위체적중량()

그림 2.10 단벽전단 검토 단면

4) 내부안정검토의 기준

케이슨 기초의 내부 안정검토 기준을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내부안정검토시 외력

에 의해 발생되는 개량체의 응력은 안정처리토의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전단응력을 초

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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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개량체의 내적 안정성 검토기준(한국지반공학회, 2018)

구  분

단 지 압 장주 전단력 단주 전단력

 max


  


  



안전율
평상시

지진시
1.00 1.00 1.00

(5) 압출 검토

압출 검토는 그림 2.11에서처럼 장벽의 미개량토가 압출되는 것을 검토한다. 최소

안전율을 얻기까지 Di를 변화시키면서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압출 파괴에 대한 검토

방법은 상당히 안전측의 값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소요 안전율은 평상시 1.2 이

상, 지진시 1.0 이상으로 한다.

그림 2.11 DCM 압출 검토

 
′      

    
′ 

(2.15)

여기서,  :   사이의 미처리토의 평균비배수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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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벽하단에서 검토단면까지의 심도(m)

 : 잔류수위(m),  : 설계진도,  : 단벽의 법선방향 길이(m)


′  

′ : 미처리토의   사이에 작용하는 주동 및 수동토압합력()

(6) 원호활동 검토

원호활동에 대한 검토 시 외ㆍ내적 안정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개량지반의 외ㆍ내

측을 통과하는 원호활동을 검토한다. 개량지반의 전단 평가는 개량율과 원지반 강도

에 따라 다르며,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호활동 안전율은 평시 1.2 이상,

지진시 1.0 이상으로 한다(해양수산부, 2017).

그림 2.12는 원호활동 검토내용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12 원호활동 검토

개량 지반의 평균전단강도 산정식은 식 (2.16)과 같다.

        (2.16)

여기서,  : 개량지반의 평균전단강도()



- 32 -

 : 개량율

 : 원지반 전단강도()

 : 개량체의 전단강도()

또한, 원호활동 안전율 산정식은 식 (2.17)과 같다.

 

     (2.17)

여기서,  : 성토재의 전단강도()

 : 개량지반의 평균전단강도()

 : 원지반의 전단강도()

 : 원호 반경(m)

   : 원호 길이(m)

 : 활동 모멘트(∙)

2.4.3 침하량 검토

이론식에 따른 침하량 검토는 기초사석에 따른 침하량, DCM 개량지반에 따른 침하

량, 원지반 침하량 검토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기초사석에 따른 침하량은 식 (2.18)과 같다.

  × log

 ∆
× (2.18)

여기서,  : 사석층의 침하계수

 : 기초사석층 중앙부의 유효응력()

 : 기초사석층 두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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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 개량지반에 따른 침하량은 식 (2.19)와 같으며, 원지반 침하량은 식 (2.20)과

같다.

  


(2.19)

여기서,  : 개량체 단위면적()

 : 상재하중( )

 : 개량체 탄성계수()

 : 개량체 길이(m)

  ×


× × log 

 ∆
 (2.20)

여기서,  : 유효상재압()

∆ : 하중증가량()

 : 압밀층의 두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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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DCM 부상토 현장 적용사례

3.1 개요

OO시에 위치한 해양경비 부두를 이전하면서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부

잔교 시설 이전 및 계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하부 연약지반에 DCM 공법으로

원지반을 개량하고 사석으로 기초를 쌓아 케이슨 기초를 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DCM 개량 후 DCM 부상토가 상승한 후 부상토를 제거하지 못하고 케이슨 기초의 사

석층 포설 위치에 부상토가 일부 포함되었다. 따라서 케이슨 기초의 내적·외적 안정성

및 원호활동에 대하여 설계자료와 부상토에 따른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을 비교하여 부

상토가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1.1 조사구간

서해안에서 적용된 현장은 그림 3.1과 같이 중・대형 계류시설 및 소형선 계류시설

의 신설 및 이설을 하고자 하였다.

그림 3.1 조사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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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토질특성

1) 조사위치도

부상토가 발생된 구간은 그림 3.2와 같고, 원지반에 대한 주상도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과 같이 연약한 퇴적층은 NH-6에서 14.9m, NH-7에서 12m로 나타났으며, 해

당 구간에 대하여 DCM 공법을 적용하였다.

부 상 토

발생구간

그림 3.2 지반조사 위치도

DCM 공법 치환 깊이

그림 3.3 부상토 발생구간에 대한 지반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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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층구성

조사구간 내 지층의 현황, 구성상태 및 대상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8개소에 대해 시추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략적인 지층구성은 최상부로부터 퇴적층(점

토, 모래, 자갈), 풍화대층(풍화암), 기반암층(연암)순으로 확인되며 세부적인 지층의

구성상태 및 지층개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퇴적층

① 점토층

전 조사공에서 저소성점토에서 고소성점토로 구성되며 11.1∼15.8m의 층후이며, 색

조는 담회색, 암회색, 담황색이고 함수상태는 습윤상태이다. 시추시 병행한 표준관입

시험 결과 N값은 0/30∼16/30회로 매우 연약∼매우 단단한 연경도로 조사되었다.

② 모래층

NH-1, 4, 7 조사공에서 실트섞인 모래 및 실트질 모래로 구성되며 0.6∼2.1m의 층

후를 보인다. 색조는 암회색, 황갈색이며 함수상태는 습윤상태이다. 시추시 병행한 표

준관입시험 결과 N값은 7/30∼13/30회로 느슨∼보통 조밀한 상대밀도로 조사되었다.

③ 자갈층

모래섞인 자갈로 전 조사공에서 확인되며 1.7∼3.7m의 층후를 보인다. 색조는 황갈

색이고 함수상태는 습윤상태이다. 시추시 병행한 표준관입시험 결과 N값은 18/30∼

50/18회로 보통 조밀∼매우 조밀한 상대밀도로 조사되었다.

나) 풍화암층

기반암의 풍화암으로 굴진시 암편 및 실트, 암편 및 모래, 암편 및 실트질 모래질

로 분해되며, NB-4, 6 조사공을 제외한 전 조사공에서 0.4∼2.7m의 층후로 확인된다.

색조는 황갈색, 함수상태는 습윤상태이며, 시추시 병행한 표준관입시험 결과 N값은

50/7∼50/4회로 조사되었다.

다) 연암층

전 조사공에서 1.0∼1.7m 확인 후 시추종료 하였고, 기반암은 유문암질응회암으로

구성된다. 풍화상태는 보통 풍화∼약간 풍화 상태이며, 일부 조사공에서 균열 및 절



- 37 -

리가 발달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균일한 기반암의 채취를 위하여

다이아몬드 비트를 장착한 코아바렐을 이용하여 코아링을 실시하여 암편∼장주상 코

어를 회수하였으며 TCR=83∼98%, RQD=21∼89%로 조사되었다.

부상토 발생구간의 지층의 요약, 구성상태는 표 3.1과 표 3.2와 같다.

표 3.1 부상토 발생구간의 지층 요약

구 분
퇴적층(m) 풍화대층(m)

기반암
(m) 계

S.P.T
(회)

점 토 모 래 자 갈 풍화토 풍화암 연 암

NH-6 14.9 - 3.0 - - 1.1 19.0 11

NH-7 12.0 2.1 1.7 - 0.9 1.3 18.0 11

표 3.2 부상토 발생구간의 지층 구성상태 및 표준관입시험 결과

구 분 지 층
심 도
(GL, -m)

심 도
(DL, -m)

구 성 상 태
N값

[TCR/RQD]
%

NH-6

퇴적층
0.0∼14.9 7.6∼22.5

∙저소성 점토
∙GL(-)11.0∼11.8m:자연시료채취

0/30∼11/30

14.9∼17.9 22.5∼25.5
∙모래섞인 자갈
∙자갈크기:=2∼6cm

28/30∼50/28

연 암 17.9∼19.0 25.5∼26.6
∙유문암질응회암
∙암편∼장주상 코어회수
∙보통풍화

[96/65]

NH-7

퇴적층

0.0∼12.0 9.3∼21.3
∙저소성 점토
∙GL(-)4.0∼4.8m:자연시료채취

0/30∼5/30

12.0∼14.1 21.3∼23.4 ∙실트질 모래 7/30∼8/30

14.1∼15.8 23.4∼25.1
∙모래섞인 자갈
∙자갈크기:=2∼8cm

45/30

풍화암 15.8∼16.7 25.1∼26.0
∙기반암의 풍화암
∙굴진시 암편 및 모래로 분해

50/6

연 암 16.7∼18.0 26.0∼27.3
∙유문암질응회암
∙암편∼장주상 코어회수
∙보통풍화

[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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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의 물리적 특성

DCM이 적용된 원지반에 대한 자연시료, 표준관입시험시료에 대하여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중, 함수비, 입도분석, 액․소성한계시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물성시험

결과는 표 3.3과 표 3.4와 같다.

표 3.3 표준관입시료 물성시험 결과

구 분 심도 (m)
함수비
Wn
(%)

비중
Gs

Atterberg Grain Size Distribution (%)
통일
분류
(U.S.C.S)

액성
한계
WL

(%)

소성
지수
IP

#4 #10 #40 #200 2μ

NH-1 9.0∼9.8 41.90 2.689 50.8 33.2 100.0 100.0 100.0 99.4 36.6 CH

NH-2 7.0∼7.8 42.99 2.680 64.9 46.7 100.0 100.0 96.5 67.7 28.0 CH

NH-3 5.0∼5.8 37.41 2.689 44.7 27.6 100.0 100.0 100.0 99.5 32.3 CL

NH-4 7.0∼7.8 39.80 2.698 47.6 30.2 100.0 100.0 99.9 99.9 31.4 CL

NH-5 5.0∼5.8 38.78 2.689 52.3 34.1 100.0 100.0 99.9 99.5 32.6 CH

NH-6 11.0∼11.8 32.33 2.677 40.0 22.2 100.0 100.0 100.0 99.9 41.7 CL

NH-7 4.0∼4.8 40.90 2.687 44.0 26.1 100.0 100.0 99.9 95.6 29.2 CL

NH-8 3.0∼3.8 38.74 2.691 45.9 27.8 100.0 100.0 99.9 96.7 28.9 CL

표 3.4 자연시료 물성시험 결과

구 분 심도 (m)
함수비
Wn
(%)

비중
Gs

Atterberg Grain Size Distribution (%)
통일
분류
(U.S.C.S)

액성
한계
WL
(%)

소성
지수
IP

#4 #10 #40 #200 2μ

NH-1 9.0∼9.8 41.90 2.689 50.8 33.2 100.0 100.0 100.0 99.4 36.6 CH

NH-2 7.0∼7.8 42.99 2.680 64.9 46.7 100.0 100.0 96.5 67.7 28.0 CH

NH-3 5.0∼5.8 37.41 2.689 44.7 27.6 100.0 100.0 100.0 99.5 32.3 CL

NH-4 7.0∼7.8 39.80 2.698 47.6 30.2 100.0 100.0 99.9 99.9 31.4 CL

NH-5 5.0∼5.8 38.78 2.689 52.3 34.1 100.0 100.0 99.9 99.5 32.6 CH

NH-6 11.0∼11.8 32.33 2.677 40.0 22.2 100.0 100.0 100.0 99.9 41.7 CL

NH-7 4.0∼4.8 40.90 2.687 44.0 26.1 100.0 100.0 99.9 95.6 29.2 CL

NH-8 3.0∼3.8 38.74 2.691 45.9 27.8 100.0 100.0 99.9 96.7 28.9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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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시험 결과, 그림 3.4와 같이 점성토의 자연함수비 범위는 20.50∼85.66%, 평균

37.94%로 분석되었으며, 자연함수비 분포는 심도에 따라 함수비가 감소하였다.

그림 3.4 자연함수비 범위

토립자의 비중은 흙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의 비중에 의해 결정되며, 구성광물인 석

영의 비중 2.65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점성토의 경우에는 유기물의 함유량상태에 따

라 토립자의 비중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조사지역 점성토의 심도에 따른 비중은 그림 3.5와 같이 점성토의 비중 범위는

2.660∼2.698, 평균 2.679로 분석되었으며, 심도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림 3.5 점성토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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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비는 흙 입자 부피에 대한 공극 부피의 비로서 개략적인 흙의 종류 판별, 압밀

침하량 및 단위중량 계산 등에 적용되며 개략적인 지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사질토의 경우 간극비는 흙입자의 크기가 균등하거나 작을 때 크고 입도분포가

양호할 때 작아지며, 점성토는 퇴적이력 및 구성 점토광물의 종류에 따른 확산 이중층

의 두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점성토의 심도에 따른 초기간극비의 분포는 그림 3.6과

같이 초기간극비 범위는 0.866∼1.196, 평균 1.070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초기 간극비 분포

단위중량은 지반의 다짐상태 추정, 침하, 지지력, 토압, 사면안정 등의 계산에 중요한

지반상수로 사용된다. 본 조사지역 점성토의 실내시험결과, 습윤단위중량을 심도에 따

라 그림 3.7과 같이 습윤단위중량 범위는 17.12∼18.62 , 평균 17.73로 나타

났다.

그림 3.7 단위중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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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토의 Consistency는 외력에 대한 변형 및 유동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다. 액성, 소성, 수축한계로 표현되는 Atterberg 한계시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값

은 교란시료로부터 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시료 역학적 성질과 상관관계에 있

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내시험 결과 점성토의 액성한계 범위는 그림 3.8(a)와 같이

31.7∼85.9%, 평균 48.7%이며, 그림 3.8(b)와 같이 소성지수 범위는 14.7∼62.3%, 평균

30.5%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9와 같이 소성도표를 이용하여 점성토를 분류한 것으로 고소성점토

(CH) 및 저소성점토(CL)로 분석되었다.

(a) 액성한계 (b) 소성한계 

그림 3.8 Atterberg 한계

 그림 3.9 Casgrande의 소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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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질의 역학적 특성

지층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한 자연시료를 대상으로 원지반 고유의

강도정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축압축시험 및 삼축압축시험과 표준압밀시험을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토질의 역학시험 결과

구분
심도
(m)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압밀시험
통일
분류
(U.S.C.S)

qu
(kPa)

Cu
(qu/2)
(kPa)

St
Cu
(kPa)

Φcu
(°)

Cc
Pc

(kN/m2)
Po

(kN/m2)
OCR

NH-1 9.0∼9.8 73.6 36.8 11.1 27.3 - 0.509 117.7 73.6 1.60 CH

NH-2 7.0∼7.8 25.3 12.7 6`.5 12.6 - 0.508 49.0 53.9 0.91 CH

NH-3 5.0∼5.8 57.9 29.0 8.5 16.9 - 0.391 86.3 44.1 1.96 CL

NH-4 7.0∼7.8 62.8 31.4 9.3 22.6 - 0.385 98.1 58.8 1.67 CL

NH-5 5.0∼5.8 37.8 18.9 7.1 23.7 - 0.393 72.6 42.2 1.72 CH

NH-6 11.0∼11.8 83.5 41.8 3.6 44.2 - 0.244 225.6 100.0 2.25 CL

NH-7 4.0∼4.8 53.1 26.6 11.7 21.5 - 0.436 81.4 34.3 2.37 CL

NH-8 3.0∼3.8 48.2 24.1 10.1 21.9 - 0.474 78.5 26.5 2.96 CL

흙의 역학적 특성은 구조물을 계획하거나 안정성을 검토하는데 가장 지배적인 요소

이다. 특히, 전단특성은 흙의 배수상태 즉 배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하로 인한 과

잉간극수압의 소산정도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시추조사를 통해 채

취한 점성토의 불교란 시료의 비배수전단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축압축강도시험 및

삼축압축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연약지반의 강도특성을 나타낸 시험결과이다.

① 일축압축시험 결과

일축압축시험은 그 시험방법이 간단하나 시험의 특성상 비압밀비배수상태(UU)의 삼

축압축시험보다 작게 평가된다. 특히, 실트가 다량 함유된 점성토에서는 그 영향이 더

욱 크며 조립분을 다량 함유할 경우 그 영향은 지대하다. 강도정수 산정 시 각 시추공

별 강도정수를 적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지반의 강도정수를 선정하여 설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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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0은 점성토의 일축압축강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일축압축강도 범위는 23.5

∼83.5, 평균 55.3로 나타났다.

그림 3.10 일축압축시험 결과

② 삼축압축시험

본 시험은 대상지반 시료의 전단강도 값을 구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공시체를 성형

후 수평방향으로는 구속압력, 수직방향으로 축차응력을 가하여 압축하고 응력변형에

따른 극한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시험은 삼축셀을 이용하여 지중응력을 고려할 수

있어 시험도중 공시체 내부의 응력 및 변형율의 분포가 일정한 모양을 하며, 배수조건

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직접전단시험보다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 일반적으

로 실내시험 수행시 교란시료의 경우 압밀 비배수나 압밀 배수 시험결과는 실제보다

작게 나타난다. 점성토 지반위에 축조된 구조물의 설계 및 안정해석은 비배수 조건으

로 해석하며 점성토의 비배수강도는 시료가 교란될수록 작게 평가된다.

실내전단시험에 의한 점성토의 비배수전단강도는 범위는 그림 3.11과 같이 12.6∼

44.2로 심도에 따른 비배수전단강도 상관식은 Su=3.1D+6.19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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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삼축압축시험 결과

③ 강도증가율

점성토 지반에 선행재하 또는 단계성토 등의 하중에 의해 압밀이 진행되면 처음에는

상재하중을 간극사이의 간극수가 부담하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흙입자가 부

담하게 되어 결국 전단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시료의 전단강도의 강도증가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Hansbo와 Skempton 등이 제안한 경험적인 방법과 일축압축 및 삼축

압축 등 실내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강도증가율은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 강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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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압밀특성

점성토 지반에서의 압밀특성은 지반의 침하뿐만이 아니라 흙의 강도정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퇴적 점성토의 압밀특성 및 압밀상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선행압밀하중(Pc)과 과압밀비(OCR)

흙은 응력ㆍ변형거동에 있어서 완전한 탄성체가 아니고 시간에 의존하므로 과거에

작용했던 하중에 대해 일종의 기억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거에 경험한 최대하중을

선행압밀하중(Pc)이라 한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하중을 유효상재하중(Po)이라고 한다.

선행압밀하중이 현재 흙이 받는 유효상재하중과 같으면 정규압밀점토, 유효상재하중보

다 작으면 압밀 진행중 또는 미압밀점토, 유효상재하중보다 크면 과압밀점토라고 한다.

Po에 대한 Pc의 비를 과압밀비(OCR)라고 한다.

점성토의 선행압밀하중 범위는 그림 3.13(a)와 같이 49.0∼225.6로 나타났다.

심도가 깊어질수록 선행압밀하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점성토의 과압밀비 범위

는 그림 3.13(b)와 같이 0.91∼2.96으로 나타났다.

(a) 선행압밀하중 분포 (b) 과압밀 분포

그림 3.13 선행압밀하중 및 과압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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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지수(Cc)

압밀시험에서 얻어지는   log 곡선의 압밀 항복 응력 이상의 영역에 나타나는 직

선부분의 기울기로써, 이 기울기를 통하여 압밀침하량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값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압축지수는 실내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값보다 현장에서 도출된

값이 크며 실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료가 다소 교란될 수밖에 없으며, 실험실에서는

수직방향으로만 압축되지만 실제로 현장지반에서는 수평방향으로의 거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점성토의 압축지수 범위는 그림 3.14와 같이 0.244∼0.509, 평균 0.418로 나타났다.

그림 3.14 압축지수

∙ 압밀계수(Cv)

압밀계수는 점성토지반의 압밀침하 속도를 추정하는데 쓰이는 값으로 압밀침하 속도

는 투수계수와 체적압축계수의 비로 나타낸다. 압밀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선

행압밀하중을 넘어선 정규압밀영역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평균압밀압력이 적은 범위에서 압밀계수(Cv)는 현저하게 작은 값을 나타내며, 압밀 항

복응력을 초과하면 급격히 저하하고 정규압밀압력에서는 거의 일정하다.

점성토를 대상으로 표준압밀시험을 통해 평가된 압밀하중에 대한 압밀계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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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와 같이 Cv=3.71×10-3∼1.05×10-2sec , 평균 Cv=7.12×10-3sec로 나타

났다.

그림 3.15 압밀계수

∙ 체적압축계수(mv)

점성토의 체적압축계수 범위는 9.33×10-5∼6.65×10-4 , 평균 4.33×10-4 로

검토되고, 체적압축계수(mv)와 평균압밀압력(P)과의 관계는 그림 3.16과 같다.

그림 3.16 체적압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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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계수(k)

점성토의 투수계수 범위는 그림 3.17과 같이 3.42x10-8∼6.65x10-7sec , 평균

3.09x10- 7sec로 나타났다.

그림 3.17 투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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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DCM 부상토의 역학적 특성

DCM 공법 적용 후 발생되는 부상토는 일반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으

로 부상토를 유용하고자 하는 현장과 DCM 공법 적용 후 시간이 지나 일정 이상의 압

축강도를 가져 제거하기가 어려운 현장 등과 같이 DCM 부상토를 유용하고자 하지만

부상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유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연안기술센터(2000)에서 DCM 부상토 상부에서 40∼50 아래의 강도가 약 5∼20

 정도로 확인하였으며, 강주필(2017)은 해상 DCM 시공법에 따른 부상토 발생

량 및 부상토의 일축압축강도를 DCM 부상토, DCM 중간층, DCM 착저층으로 구분하

여 압축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상토 재활용을 통한 표층고화 DCM 공법으로 부상

토(슬라임)를 매립시키거나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연약지반의 표층

부를 좀 더 견고하게 고화처리를 함으로써 연약지반과 표층을 견고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DCM 공법의 부상토에 대한 처리방안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부상토

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대체로 DCM 공법에서 발생되는

부상토(시멘트슬러리)를 재활용함으로서 폐기물을 줄이고 현장 요구 강도를 만족할만

한 대체자원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국내 몇몇 현장에서도 DCM 부상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울산 북항 방파호안 현장은 평균 개량심도 22m로 개량심도가 짧고 지반이 점토층으

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DCM 부상토에 원지반 치환과 같은 시멘트량과 충분한 교반횟

수를 적용하여 원지반과 유사한 강도를 만족하는 설계를 반영한 바 있다.

시공 완료 후 부상토의 높이는 설계값인 2.9m 보다 높은 평균 3.0m로 측정되었다.

확인보링으로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DCM 부상토에서도 원지반 개량체와 같은

시멘트 양과 교반횟수를 만족할 경우 약 81∼90%의 원지반과 유사한 강도를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부산신항 2-4컨테이너 부두 현장에서는 깊은 구간의 경우 심도가 60m 대심도에 해

당되는 현장이며, 시공완료 후 부상토의 높이는 설계값인 4.0m 보다 높은 평균 5.5m로

측정되었다.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현장의 경우 부상토 구간에 추가적인 모래 포설작업은 수행

하지 않았고 원지반 개량체와 동일한 시멘트량을 주입하지 않았으며, 원지반 개량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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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는 시멘트량을 주입함에도 설계보다 높거나 약 80% 정도의 압축강도를 확인

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DCM 부상토는 모래 포설, 충분

한 시멘트량과 교반횟수를 만족할 경우 원지반 개량체와 유사한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 DCM 부상토 개량체의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8년 2월 케이슨

기초 내부에 그림 3.18과 같이 지반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3.18 DCM 개량체 및 DCM 부상토 채취 위치

부상토가 발생된 DB-4, 8번에 대하여 DCM 공시체의 상부층, 하부층, 착저층 일축

압축강도 측정결과, 그림 3.19와 같이 약 4.80∼13.6로 측정되었으며, DCM 부상토

의 일축압축강도 측정 결과 약 6.08∼6.64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현장과 같이 원지반 개량체와 동일한 시멘

트량을 주입하지 않았으나, DCM 공시체의 상부층과 DCM 부상토와 비교시 DCM 공

시체 강도보다 높거나 약 80%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DCM 부상토 전체 발생량과 발생범위는 현장 실측자료의 부족 등으로 정확한 예측

은 어려우나, 국내 시공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총 주입 슬러리양의 약 70∼80% 정도의

부상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발생형상은 매우 불규칙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DCM 시공량이 많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공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

면 DCM 부상토 발생량은 슬러리 주입량의 70%로 산정할 수 있다. 케이슨 1,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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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4, 8 방향으로 DCM 부상토가 발생하였다. DCM 부상토가 약 45cm 상승한 구간

에 대해서 일축압축강도시험 결과로 설계정수를 결정할 수 있으나, 강도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일축압축시험의 강도 이하인 안전측으로 점착력 값을 사용하였으며,

DCM 부상토 고결화에 따른 케이슨의 내적․외적 안정성 검토와 지지력, 원호활동에

대한 안정검토를 하였다.

그림 3.19 현장의 DCM 압축강도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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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CM 설계

3.2.1 DCM 개량율 검토

(1) 배합강도 검토

본 연구의 조사구간에 적용된 DCM 공법의 단위시멘트량은 설계시 일반적으로 실내

배합시험을 통해 결정하고, 시공 전 시험시공을 시행하여 이를 검증토록 한다. 그러나

실내배합시험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는 기존 설계 및 시공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한다.

조사구간 분석결과는 배합강도 발현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로시멘트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W/C)는 0.7/1.0을 적용하였으며, 시멘트량은 실내배합강도(3,000)를 토

대로 단위시멘트량은 블록부에 2,500 , 블록하부에 2,300가 적용되었다.

(2) DCM 적용 강도정수

설계기준강도는 목표 배합강도의 2/3배로 2,000로 선정하였으며, 허용압축응력은

상시 533.3, 지진시 800로 허용전단강도는 상시 266.7, 지진시 400로 적

용되었다.

표 3.6은 DCM 적용 강도정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6 DCM 적용 강도정수

구 분 실내배합강도
()

설계기준강도
()

허용압축응력
()

허용전단강도
()

허용인장강도
()

상 시
3,000 2,000

533.3 266.7 80

지진시 800 400 120

(3) 개량율 검토

DCM 개량체 단면적은 말뚝직경 =1.2m를 4축으로 시공하여 개량면적으로 산정하

였으며, 구조물 기초부는 블록식 구조로 상부단벽의 치환율은 99.3%, 하부장벽의 치환

율은 39.24%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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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원지반 설계정수

안정성 검토에 사용되는 원지반 점성토의 설계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에 의해

얻어진 수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설계정수는 토질이나 시험방법에 따라 다르

게 얻어지는 경우가 있다. 계산결과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

여 결정해야 하며 토질과 암반으로 구분하여 설계정수를 결정한다.

원지반 점성토의 대표적인 설계정수 값은 표 3.7과 같다.

표 3.7 원지반 점성토의 토질정수

구 분 기 호 단 위 점성토층

자연함수비  % 57.0

비 중 Gs - 2.70

액성한계 LL % 58.2

소성지수 PI - 35.2

포화단위중량 γsat kN/m3 16.5

초기간극비 e0 - 1.638

비배수 전단강도  kN/m2 2.2×Depth+3.0

강도증가율 s u/p o' - 0.25

압축지수  - 0.63

압밀계수  cm2/s 2.6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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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타 설계조건

(1) 케이슨의 상재하중

지지력 검토(편심, 경사하중에 대한 지지력)의 상시 및 지진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상부 케이슨의 수직하중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력에 의한 작용하중(수평력에

함선작용력 포함)을 토대로 케이슨 1, 2의 DCM 및 케이슨의 안정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조사구간 케이슨 1, 2의 경우 기초사석은 여성을 고려하여 포설하였다. 그러

나 케이슨 거치 후 계측결과 침하가 예상보다 작게 발생되어 계획고(DL(+)8.00m)를

맞추기 위해 상치콘크리트 타설시 케이슨 1은 약 15cm 줄여 타설하였고, 케이슨 2는

약 30cm 줄여 타설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하중감소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케이슨 2의 경우 우현 케이슨 기초 하단에서 좌현으로 약 16.7cm 케이슨이 기

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기울기 각도는 약 0.81°로 케이슨 하중계산 시 안전측으로 계산

하기 위해서 각도를 고려한 자중과 수직, 수평하중 및 모멘트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케이슨 1, 2의 편심거리와 환산하중 적용값은 표 3.8과 같다.

표 3.8 편심거리와 환산하중 적용 값

구 분 환산하중의 분포폭(m) 환산하중(kN/m2)

케이슨 1 7.50 142.98

케이슨 2 6.60 157.15

(2) 케이슨에 미치는 수평하중

이상시 선박에서 작용하는 외력과 파압의 합력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설계자료를 참

고하였으며 표 3.9와 같다.

표 3.9 선박에 의해 작용하는 하중

구분
선박에 의해 작용하는

하중(kN/m)
파압의 합력
(kN/m)

적용 수평하중
(kN/m)

케이슨 1
이상시

184.66 12.98 197.64

케이슨 2 184.66 12.98 1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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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시설의 내진설계표준서(해양수산부, 1999) 및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

설(2014, 해양수산부)에 준하여 설계 인자를 적용하였다.

수평지진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은 표 3.10 ∼ 표 3.15와 같다.

표 3.10 내진등급 및 성능목표

내진등급 설계거동한계 재현주기 내 용 적 용

1등급 붕괴방지
수준
(C.L.E)

1,000년 구조물에 제한적인 구조적 피해는 발생하나
긴급보수를 통해 단시간에 항만구조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2등급 500년 ◉

표 3.11 지진구역 계수

지진구역 I II

구역계수, Z(g값) 0.11 0.07

적 용 ◉

표 3.12 지진재해도

구 분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지 진
재해도

∙50년내에 발생확률 10%에 해당하는 가속도계수(%g)
적 용 0.0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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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설계운동 지반수준

구 분 평균재현주기 구역계수 위험도계수 설계지반 운동수준 적 용

지진구역
붕괴방지수준
(CLE)

500년 0.11 1.00 0.11g×1.00=0.11g

지진재해도
붕괴방지수준
(CLE)

500년 - - 0.09g ◉

표 3.14 지반 종류별 지진계수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지진계수(Ca) 지진계수(Cv) 적용

SA 경암지반 0.09 0.09

SB 보통암지반 0.09 0.11

SC 매우조밀한 토사 또는 연암지반 0.11 0.18

SD 단단한 토사지반 0.11 0.23

SE 연약한 토사지반 0.13 0.37 ◉

표 3.15 지표면 최대 가속도

구 분
설계지반운동수준
(암반노두 가속도)

지반계수 지표면 최대가속도 비 고

지진재해도 기준 0.09g 1.44 0.13g

주) 지반계수 = (SE의 Ca)/(SB의 Ca)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6)에 의하면 수평지진계수는 다음 식 (3.1)

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max (3.1)

여기서,  : 수평지진계수

max : 지표면 최대가속도

따라서 지표면 최대가속도가 0.13g이므로 0.065 값을 적용하여 지진시에 해당하는 수

평지진계수를 수치해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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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조건

항만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은 구조물의 형상, 해저지형, 수심 및 파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파력 산정식 또는 수리모형실험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파력 산정시

파랑의 불규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해양수산부, 2017).

설계 조위는 평균해수면 243.0cm를 기준으로 그림 3.20과 같다.

그림 3.20 설계 조위

설계 조류속도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0.3m/s로 결정하였으며, 설계 풍속은 상시의 경

우 풍랑경보 발표기준을 적용하여 21.0m/s, 이상시의 경우 지역별 설계풍속을 적용하

여 45.0m/s로 결정하였다(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15).

설계 파랑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설계 파랑

구 분 H1/3(m) Hmax(m) 주기(sec) 비 고

상 시
0.37 0.67 2.34 수치해석

- 0.70 2.34 이용한계파고

이상시 1.15 2.07 4.14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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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지지층 현황

DCM 기초 하단의 지지층 선정을 위하여 Bishop의 편심·경사하중에 대한 지지력 검

토, 원호활동에 의한 안정성 검토, 지지층 하부의 침하에 대한 안정검토를 실시하여 안

정이 확보되는 지지층 심도를 선정하였다.

구조물이 설치되는 구간의 지층 분포 특성을 보면 퇴적층(점토, 모래, 자갈), 풍화암,

연암층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층 분석결과, 구조물이 설치되는 구간의 연약층(점토,

모래)은 층후 DL.(-)22.2m ∼ (-)23.4m 정도로 분포하며, 연약층 하부에 N=30 이상의

자갈층이 분포한다.

그림 3.21은 중대형선 계류시설 평면도 및 종단면도이다.

당초 계획은 그림 3.21(b)과 같았으나, DCM 개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DCM

부상토가 굳어져 쇄암봉 등으로 파쇄를 하였으나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DCM 부상토

위에 사석을 채워 케이슨 기초를 안치하였다.

(a) 중대형선 계류시설 평면도

(b) 중대형선 계류시설 종단면도

그림 3.21 설계 당시 중대형선 계류시설 평면도 및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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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8. DL(+)8.

(c) 케이슨 1 (b) 케이슨 2

그림 3.21 설계 당시 중대형선 계류시설 평면도 및 종단면도(계속)

따라서 케이슨 기초 하부 사석부근에 DCM 부상토를 고려하여 케이슨 기초의 내외

적 안정성 및 원호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검토를 수행한 검토 단면의 종단

면도 및 상세단면도는 그림 3.22와 같다.

(a) 중대형선 계류시설 종단면도

그림 3.22 DCM 부상토에 따른 케이슨 기초 검토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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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

4.1 안정성 검토조건

4.1.1 벽면에 파봉이 있을 때

직립벽의 전면파압은 정수면의 높이에서 최대치 p1, 정수면상 의 높이에서 0, 저면

에서 p2가 되는 직선 분포로서 직립벽 저면으로부터 마루까지의 파압을 고려하여야 한

다. 직립벽에 작용하는 최대파력 및 양압력은 Goda 식을 표준으로 하며, 그림 4.1과 같

다.

(a) 파봉 작용시 (b) 파곡 작용시

그림 4.1 Goda 식에 의한 파압분포도

제체의 입사각 보정은 그림 4.1과 같이 제체의 법선방향으로 15° 이동 시킨 후의 각

도를 의미하며, 파의 주파향과 직립벽과 이루는 각도가 15° 미만일 경우에는 보정하지

않는다.

한편, 직립벽의 전면 파압은 식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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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h




  min

  



 




    


cosh




(4.1)

여기서,  : 정수면상 파압강도가 영이 되는 높이(m)

 : 정수면에서의 파압강도()

 : 해저면에서의 파압강도()

 : 직립벽 저면에서의 파압강도()

 : 물의 밀도()

 : 중력가속도()

  : 파압의 보정계수(표준 1.0)

 : 직립벽 전면의 수심(m)

 : 직립벽 전면에서 외해로 유의파고의 5배 만큼 떨어진 지점의 수심(m)

 : 직립벽 저면의 수심(m)

 : 사석부 또는 피복공 마루중 작은 수심(m)

 : 설계계산에 쓰이는 파고(m)

 : 수심 h에서의 설계계산에 쓰이는 파장(m)

min  : a 또는 b 중 작은 값

 : 구조물 법선과 주방향의 15° 범위에서 가장 위험한 선분의 사잇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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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립벽 저면에 작용하는 양압력은 외해측 끝부분에 식 (4,2)와 같이  (), 내

해 측 끝부분에서 영인 삼각형 분포 형태로 구할 수 있다.

  


 cos (4.2)

여기서, 은 양압력의 보정계수이며 일반적으로 1.0이다. 이 경우 부력은 정수중의

배수체적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설계계산에 쓰이는 파장 L 및 파고  는 최고파의 파고 및 파장으로 한다. 최고파

의 파장은 유의파 주기에 대응하는 파장으로 하고, 파고는 다음의 최고파고 max를 사

용한다.

1) 최고파고가 쇄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max   (4.3)

여기서, 은 직립벽 전면수심에서 진행파의 유의파고(m)

2) 최고파고가 쇄파의 영향을 받는 경우

  불규칙파 쇄파변형을 고려한 max (4.4)

단, 이때의 최고파고는 직립벽 전면에서 5 만큼 외해측에 떨어진 지점에서의 수

심 에 대한 값을 사용한다.

파봉시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 검토조건은 그림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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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파봉시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 검토조건(해양수산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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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벽면에 파곡이 있을 때

벽면에 파곡이 있을 때 직립벽 전면에서 부의 파압은 식 (4.5)와 같다. 정수면에서 0,

정수면하 0.5에서  이하 저면까지 같은 직선분포의 파압이 외해 측을 향해서 작용

하게 된다.

   (4.5)

여기서,  : 균일파압 부분에 있어서 파압강도()

 : 설계계산에 쓰이는 최고 파고(m)

특히, 대수심 방파제에서는 파곡의 부 압력의 크기가 파봉이 있을 때의 정압력의 크

기보다 크므로 벽체가 바다쪽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다. 파곡시 케이슨 기초의 안

정성 검토조건은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파곡시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 검토조건(해양수산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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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적 안정성검토 비교

(1)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식 (2.11)을 적용하여 표 4.1과 그림 4.4와 같이 상시 3.86∼

4.18, 지진시 2.07∼2.11로 나타났으며, 부상토 고려시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상시 3.85

∼4.16, 지진시 2.05∼2.09로 나타났다. 모두 허용안전율 1.2 또는 1.0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분석 결과, 활동에 대한 검토 안전율은 DCM 설계시와 DCM 부상토 고려시 유

사하게 검토되었으며, 기준 안전율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DCM 부상토 고려시 파봉, 파

곡, 지진시 모두 DCM 설계시 기준 안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시공조건 및 현장조건

등의 차이는 있으나, DCM 부상토의 품질관리를 통해 DCM 부상토를 기초사석 대체용

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케이슨 기초의 활동 검토 결과

DCM 설계시 ΣHR
(kN)

ΣHA
(kN)

검 토
안전율

기 준
안전율

케이슨
(1)

파봉시 2,786 720 3.87 1.2

파곡시 2,799 725 3.86 1.2

지진시 2,949 1421 2.07 1.0

케이슨
(2)

파봉시 2,646 630 4.19 1.2

파곡시 2,659 635 4.18 1.2

지진시 2,791 1320 2.11 1.0

부상토 고려시
ΣHR
(kN)

ΣHA
(kN)

검 토
안전율

기 준
안전율

케이슨
(1)

파봉시 2,580.1 668.6 3.86 1.2

파곡시 2,592.9 673.5 3.85 1.2

지진시 2,742.3 1,335.6 2.05 1.0

케이슨
(2)

파봉시 2,526.1 605.8 4.17 1.2

파곡시 2,539.0 610.3 4.16 1.2

지진시 2,670.9 1,277.9 2.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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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케이슨 기초의 활동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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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식 (2.12)을 적용하여 표 4.2와 그림 4.5와 같이 DCM 설계시

상시 19.77∼23.36, 지진시 14.69∼16.52로 나타났으며, 부상토 고려시 전도에 대한 안전

율은 상시 19.61∼22.83, 지진시 14.41∼15.57로 나타났다. 모두 허용안전율 1.2 또는 1.1

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비교분석 결과, 전도에 대한 검토 안전율은 활동에 대한 검토 안전율과 같이 DCM

부상토 고려시의 기준 안전율이 DCM 설계시 기준 안전율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사석

의 경우 물성치는 내부마찰각으로 40°, 단위중량 18.0이며, DCM 부상토의 경우

점착력으로 120.0, 단위중량 17.46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물성치 변

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DCM 부상토의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사석과

유사한 강도를 나타내어 DCM 부상토를 기초사석 대체용으로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케이슨 기초의 전도 검토 결과

DCM 설계시
ΣMR

(kN·m/m)
ΣMA

(kN·m/m)
검 토
안전율

기 준
안전율

케이슨
(1)

파봉시 71,963 3,618 19.89 1.2

파곡시 72,165 3,649 19.77 1.2

지진시 73,161 4,982 14.68 1.1

케이슨
(2)

파봉시 70,191 3,004 23.36 1.2

파곡시 70,384 3,032 23.21 1.2

지진시 71,270 4,314 16.52 1.1

부상토 고려시 ΣMR
(kN·m/m)

ΣMA
(kN·m/m)

검 토
안전율

기 준
안전율

케이슨
(1)

파봉시 66,620.6 3,376.1 19.73 1.2

파곡시 66,822.8 3,408.0 19.61 1.2

지진시 67,819.2 4,705.9 14.41 1.1

케이슨
(2)

파봉시 66.880.8 2,929.5 22.83 1.2

파곡시 67,073.8 2,958.7 22.67 1.2

지진시 67,959.1 4,364.7 15.5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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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케이슨 기초의 전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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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지지력에 대한 검토 결과 식 (2.13)을 적용하여 표 4.3과 그림 4.6과 같이 DCM 설계

시 최대 접지압 분포는 상시 297∼305, 지진시 300∼306 범위로 나타났으며, 부

상토 고려시 최대 접지압 분포는 상시 280∼286, 지진시 282∼288 범위로 나타

났다. 모두 허용지지력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슨 기초의 외적안정성 검토 결과는 활동, 전도, 지지력 모두 DCM 부상토 고려시

에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장여건 및 시공조건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DCM 부

상토의 강도가 DCM 상부 개량체의 강도대비 80% 이상의 강도를 갖게 되면 부상토를

기초사석 대체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케이슨 기초의 지지력 검토 결과

DCM 설계시 Pmax(kPa) Pa(kPa)

케이슨
(1)

파봉시 304 950

파곡시 305 950

지진시 306 1,159

케이슨
(2)

파봉시 297 914

파곡시 298 914

지진시 300 1,116

부상토 고려시 Pmax(kPa) Pa(kPa)

케이슨
(1)

파봉시 280 913

파곡시 281 914

지진시 282 1,116

케이슨
(2)

파봉시 286 880

파곡시 286 880

지진시 288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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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케이슨 기초의 지지력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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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내적 안정성검토 비교

(1) 단지압(압축응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내적 안정검토 결과 중 단지압 검토 결과는 식 (2.14)를 적용하여 표 4.4와 그림 4.7

에 나타내었다.

DCM 설계시 단지압은 상시 244∼249, 지진시 247∼250로 나타났으며, 부상

토 고려시 단지압은 상시 228∼237, 지진시 229∼239로 나타났다. 모두 허용응

력 이내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분석 결과, 단지압은 파봉시, 파곡시, 지진시의 경우 모두 DCM 부상토 고려시

DCM 설계시보다 단지압이 낮게 나타났다.

표 4.4 케이슨 기초의 단지압 검토 결과

DCM 설계시 P1(kPa) 허용응력(kPa)

케이슨
(1)

파봉시 248 533

파곡시 249 533

지진시 250 800

케이슨
(2)

파봉시 244 533

파곡시 245 533

지진시 247 800

부상토 고려시 P1(kPa) 허용응력(kPa)

케이슨
(1)

파봉시 228 533

파곡시 229 533

지진시 229 800

케이슨
(2)

파봉시 236 533

파곡시 237 533

지진시 239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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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케이슨 기초의 단지압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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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단응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전단응력 검토 결과는 장벽과 단벽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식 (2.15)와 식 (2.16)을

적용하여 표 4.5와 그림 4.8에 나타내었다.

DCM 설계시 장벽의 전단응력은 상시 33∼39, 지진시 25∼27로 나타났으며,

부상토 고려시 장벽의 전단응력은 상시 29∼39, 지진시 22∼26로 나타났다. 또

한, DCM 설계시 단벽의 전단응력은 상시 113∼116, 지진시 85∼87로 나타났으

며, 부상토 고려시 단벽의 전단응력은 상시 110∼113, 지진시 76∼85로 모두 허

용응력 기준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케이슨 기초의 내적 안정성 검토 결과는 단지압, 장벽, 단벽에 대한 전단응력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내적

안정성에서도 안전하게 분석되어 DCM 부상토는 현장의 품질관리를 통해 충분히 사석

대체용으로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국한된 지역에서의 검토 결

과로 추후 추가적인 DCM 부상토 유용사례를 분석하여 많은 Database를 구축함으로써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DCM 개량체의 전단응력 검토 결과

DCM 설계시 장벽(kPa) 단벽(kPa) 허용응력(kPa)

케이슨
(1)

파봉시 33 113 267

파곡시 39 114 300

지진시 25 87 400

케이슨
(2)

파봉시 33 114 267

파곡시 39 116 300

지진시 27 85 400

부상토 고려시 장벽(kPa) 단벽(kPa) 허용응력(kPa)

케이슨
(1)

파봉시 29 112 267

파곡시 35 113 300

지진시 22 86 400

케이슨
(2)

파봉시 33 110 267

파곡시 39 113 300

지진시 26 76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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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벽 전단응력 검토 결과

(b) 단벽 전단응력 검토 결과

그림 4.8 케이슨 기초의 전단응력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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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원호활동 안정성검토 비교

(1) 편심, 경사하중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결과

DCM 설계시 편심, 경사하중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 상시 5.453, 지진시 4.619로

모두 기준안전율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DCM 부상토 고려시 케이슨 1, 2 모두 DCM 부상토 45cm 상승으로 인한 편심, 경사

하중에 대한 원호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Bishop에 의한 방법으로 검토하였

다. 케이슨 2의 경우 계측결과, 우현 케이슨 기초 하단 기준에서 좌현으로 약 16.7cm

케이슨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며, 이를 해석하기 위해 현장조건과 유사한 단면으로 검

토하였다.

편심, 경사하중에 대한 원호활동의 안정성 검토결과, 상시 2.850∼3.605, 지진시 2.021∼

2.196으로 케이슨 1, 2 모두 상시 및 지진시 검토 안전율이 설계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부상토를 기초사석 대체용으로 사용할 경우 편심, 경

사하중의 안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DCM 부상토의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표 4.6은 편심, 경사하중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이다.

표 4.6 편심, 경사하중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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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시 지진시

DCM
설계시

Fs = 5.453 > 1.2 … 안정 Fs = 4.619 > 1.0 …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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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편심, 경사하중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계속)

구 분 상시 지진시

부
상
토

고
려
시

케
이
슨
1

Fs = 3.605 > 1.2 … 안정 Fs = 2.132 > 1.0 … 안정

케
이
슨
2

Fs = 2.850 > 1.2 … 안정 Fs = 2.021 > 1.0 …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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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슨 기초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

DCM 설계시 케이슨 기초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 상시 2.363, 지진시 1.849로 모

두 기준안전율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DCM 부상토 고려시 케이슨 1, 2 경우 부상토가 45cm 상승에 따른 원호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케이슨 2의 경우는 계측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조건과 유사한 단면

으로 검토하였다.

케이슨 기초에 대한 원호활동의 안정성 검토 결과, 상시 1.893∼2.137, 지진시 1.406∼

1.606으로 케이슨 1, 2 모두 상시 및 지진시 검토 안전율이 설계기준 안전율을 만족하

여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DCM 부상토

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기초사석 대체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은 케이슨 기초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이다.

표 4.7 케이슨 기초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

구 분 상시 지진시

DCM
설계시

Fs = 2.363 > 1.2 … 안정 Fs = 1.849 > 1.0 …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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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케이슨 기초에 대한 원호활동 검토 결과(계속)

구 분 상시 지진시

부
상
토

고
려
시

케
이
슨
1

Fs = 2.137 > 1.2 … 안정 Fs = 1.606 > 1.0 … 안정

케
이
슨
2

Fs = 1.893 > 1.2 … 안정 Fs = 1.406 > 1.0 …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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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각 조건에 따른 작용하중 모식도

(1) 케이슨 기초 1의 작용하중 모식도

파봉시 작용하중과 외력 모식도는 표 4.8과 그림 4.9와 같다.

표 4.8 케이슨 기초 1의 파봉시 작용하중

구 분 (파봉시) 단 위 작용하중
유효중량합력 ΣW(kN/m) 3,162.0
유효중량합력(미개량토) ΣW11(kN/m) 1,230.0
주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AH(kN/m) 655.7
수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PH(kN/m) 829.1
부착력의 합력 (PAV-PPV)(kN/m) -
양압력의 합력 Pv(kN/m) (-)3.2
파압의 합력 PWW(kN/m) 13.0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제외) ΣW·X(kN·m/m) 45,532.4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ΣW11·X(kN·m/m) 17,712.1
주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AH·YA(kN·m/m) 3,011.3
수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PH·YP(kN·m/m) 3,976.2
주동부착력에 의한 모멘트 PAV·XAV(kN·m/m) 1,260.3
양압력에 의한 모멘트 Pv·Xv(kN·m/m) (-)50.5
파압에 의한 모멘트 PWW·YWW(kN·m/m) 314.4

그림 4.9 케이슨 기초 1의 파봉시 외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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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곡시 작용하중과 외력 모식도는 표 4.9와 그림 4.10과 같다.

표 4.9 케이슨 기초 1의 파곡시 작용하중

구 분 (파곡시) 단 위 작용하중
유효중량합력 ΣW(kN/m) 3,162.0
유효중량합력(미개량토) ΣW11(kN/m) 1,230.0
주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AH(kN/m) 655.7
수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PH(kN/m) 829.1
부착력의 합력 (PAV-PPV)(kN/m) -
양압력의 합력 Pv(kN/m) 10.6
파압의 합력 PWW(kN/m) 17.9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제외) ΣW·X(kN·m/m) 45,532.4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ΣW11·X(kN·m/m) 17,712.1
주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AH·YA(kN·m/m) 3,011.3
수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PH·YP(kN·m/m) 3,976.2
주동부착력에 의한 모멘트 PAV·XAV(kN·m/m) 1,727.9
양압력에 의한 모멘트 Pv·Xv(kN·m/m) 170.2
파압에 의한 모멘트 PWW·YWW(kN·m/m) 396.8

그림 4.10 케이슨 기초 1의 파곡시 외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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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시 작용하중과 외력 모식도는 표 4.10과 그림 4.11과 같다.

표 4.10 케이슨 기초 1의 지진시 작용하중

구 분 (지진시) 단 위 작용하중
유효중량합력 ΣW(kN/m) 3,162.0
유효중량합력(미개량토) ΣW11(kN/m) 1,230.0
주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AH(kN/m) 629.4
수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PH(kN/m) 655.7
부착력의 합력 (PAV-PPV)(kN/m) 829.1
양압력의 합력 Pv(kN/m) -
파압의 합력 PWW(kN/m) -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제외) ΣW·X(kN·m/m) 50.6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ΣW11·X(kN·m/m) 45,532.4
주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AH·YA(kN·m/m) 17,712.1
수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PH·YP(kN·m/m) 6,914.2
주동부착력에 의한 모멘트 PAV·XAV(kN·m/m) 3,011.3
양압력에 의한 모멘트 Pv·Xv(kN·m/m) 3,976.2
파압에 의한 모멘트 PWW·YWW(kN·m/m) 1,563.4

그림 4.11 케이슨 기초 1의 지진시 외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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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슨 기초 2의 작용하중 모식도

파봉시 작용하중과 외력 모식도는 표 4.11과 그림 4.12와 같다.

표 4.11 케이슨 기초 2의 파봉시 작용하중

구 분 (파봉시) 단 위 작용하중
유효중량합력 ΣW(kN/m) 3,219.6
유효중량합력(미개량토) ΣW11(kN/m) 1,230.0
주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AH(kN/m) 572.7
수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PH(kN/m) 728.6
부착력의 합력 (PAV-PPV)(kN/m) -
양압력의 합력 Pv(kN/m) (-) 3.2
파압의 합력 PWW(kN/m) 13.0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제외) ΣW·X(kN·m/m) 46,362.2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ΣW11·X(kN·m/m) 17,712.1
주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AH·YA(kN·m/m) 2,458.6
수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PH·YP(kN·m/m) 3,275.7
주동부착력에 의한 모멘트 PAV·XAV(kN·m/m) 1,133.6
양압력에 의한 모멘트 Pv·Xv(kN·m/m) (-) 49.1
파압에 의한 모멘트 PWW·YWW(kN·m/m) 298.9

그림 4.12 케이슨 기초 2의 파봉시 외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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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곡시 작용하중과 외력 모식도는 표 4.12와 그림 4.13과 같다.

표 4.12 케이슨 기초 2의 파곡시 작용하중

구 분 (파곡시) 단 위 작용하중
유효중량합력 ΣW(kN/m) 3,219.6
유효중량합력(미개량토) ΣW11(kN/m) 1,230.0
주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AH(kN/m) 572.7
수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PH(kN/m) 728.6
부착력의 합력 (PAV-PPV)(kN/m) -
양압력의 합력 Pv(kN/m) 10.6
파압의 합력 PWW(kN/m) 17.9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제외) ΣW·X(kN·m/m) 46,362.2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ΣW11·X(kN·m/m) 17,712.1
주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AH·YA(kN·m/m) 2,458.6
수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PH·YP(kN·m/m) 3,275.7
주동부착력에 의한 모멘트 PAV·XAV(kN·m/m) 1,580.2
양압력에 의한 모멘트 Pv·Xv(kN·m/m) 165.5
파압에 의한 모멘트 PWW·YWW(kN·m/m) 375.5

그림 4.13 케이슨 기초 2의 파곡시 외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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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시 작용하중과 외력 모식도는 표 4.13과 그림 4.14와 같다.

표 4.13 케이슨 기초 2의 지진시 작용하중

구 분 (지진시) 단 위 작용하중
유효중량합력 ΣW(kN/m) 3,219.6
유효중량합력(미개량토) ΣW11(kN/m) 1,230.0
주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AH(kN/m) 636.7
수동토압 수평성분의 합력 PPH(kN/m) 572.7
부착력의 합력 (PAV-PPV)(kN/m) 728.6
양압력의 합력 Pv(kN/m) -
파압의 합력 PWW(kN/m) -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제외) ΣW·X(kN·m/m) 50.6
유효중량에 의한 모멘트(미개량토) ΣW11·X(kN·m/m) 46,362.2
주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AH·YA(kN·m/m) 17,712.1
수동토압 수평성분에 의한 모멘트 PPH·YP(kN·m/m) 6,898.8
주동부착력에 의한 모멘트 PAV·XAV(kN·m/m) 2,458.6
양압력에 의한 모멘트 Pv·Xv(kN·m/m) 3,275.7
파압에 의한 모멘트 PWW·YWW(kN·m/m) 1,426.3

그림 4.14 케이슨 기초 2의 지진시 외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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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케이슨 기초 침하량에 관한 수치해석

5.1 개요

5.1.1 수치해석 순서

지반의 유한 요소해석 모델은 절점과 요소 그리고 경계조건으로 구성된다. 절점은

지반모델의 주요위치를 지정하는데 사용되고, 요소는 형상과 재료특성을 수치해석 데

이터로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경계조건은 해석 대상의 지반모델과 인접지반과

의 연결 상태가 고려된다.

지반의 수치해석(지반해석)이란 지반 및 지반에 축조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해서 이론상의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수치해석 수행과정 단계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수치해석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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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은 해석을 위해서는 대상지반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미치는 환

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는 지반해석 수행 시 대상지반 자체의

재료특성과 지형의 영향 및 지하수 등과 같은 외부환경적 요인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수치해석 수행 시 결과의 정확도는 수치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유한

요소의 종류와 모델링기법 및 재료특성의 선택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반의 강성 및 강도 특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이를 실제 지반 구조물에 가능

한 한 근접하도록 유한요소 모델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지반 구조물은 일반

적으로 여러 가지 지반정수를 가진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지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강성과 강도 특성을 모델링에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경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해석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치해

석 모델을 단순화시키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

5.1.2 SoilWorks V.5.1.0

본 연구에서는 상용수치해석 프로그램인 SoilWorks V.5.1.0을 사용하였다.

SoilWorks는 시공단계를 고려한 응력해석, 연약지반 성토 및 압밀해석, 굴착 및 가시

설해석, 지진 및 발파 진동해석 등 지반분야에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모델링,

강력한 해석기능, 빠른 해석속도, 우수한 그래픽 표현 및 실용적인 결과 정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마이다스아이티, 2015).

SoilWorks가 여러 가지 해석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반과 관련된 모든 시공과정

에 대한 수치해석은 대부분 시공단계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시공단계해석을 통해 조

기 준설매립지반 조건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표면건조층의 형성

과정을 포함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준설매립지반의 경우 현장 상황이 가변적

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에서는 이를 단순화시켜 시공단계해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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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석조건

5.2.1 지반의 물성치 산출

SoilWorks는 이방성(Transversely Isotropic) 모델, 일반 탄성(Elastic) 모델은 물론이

고, 재료의 비선형해석을 위한 다양한 재료모델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현재

까지 흙 재료에 대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ohr-Coulomb model을 적용하였다.

현장 지층에 대한 물성치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지반조건의 설계정수를 결

정하였다. 현장의 지층구조는 퇴적층(실트질 모래, 자갈), 풍화암층, 연암층으로 비교적

단순한 지층구조로 분포하고 있으며, 상부 원지반이 매우 연약하여 약 15m 정도를

DCM 공법으로 치환하였다.

설계조건에 따라 상부 약 3m 구간은 99.3%, 나머지 하부 구간은 39.24% 치환율을

적용한 설계정수를 결정하였으며, DCM 부상토 구간은 일축압축실험 결과 상부 DCM

공시체의 약 80% 강도를 나타내었으므로 80.0% 치환율을 적용하여 표 5.1과 같이 설

계정수를 결정하였다.

표 5.1 현장 지반조건의 지층구성 및 설계정수

구 분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

사석 18.0 0.0 40.0

피복석 18.0 0.0 40.0

속채움(모래) 18.0 0.0 30.0

원지반(점토) 17.6 23.0 0.0

실트질(모래) 18.0 0.0 30.0

자갈층 20.0 0.0 35.0

풍화암 22.0 3.0 35.0

연암 25.0 150.0 35.0

콘크리트(케이슨) 23.0 150.0 30.0

DCM(부상토) 17.46 120.0 0.0

DCM(상부) 17.46 150.0 0.0

DCM(하부) 17.98 116.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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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해석조건

본 연구에서는 케이슨 기초가 하부에 위치한 부상토의 영향에 따른 침하량을 검토하

고자 하였으며, 해석조건은 사석층의 성상을 사석층 100%, 사석층:부상토 75:25%,

50:50%, 25:75%, 부상토 100%,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으로 비교하여 수치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케이슨 기초 1, 2의 설계시 현장 지반조건을 고려하였으며, DCM 개량 상단에 발생

된 DCM 부상토는 요소특성변경으로 부상토가 발생한 경계를 설정하였고, DCM 부상

토를 기초 사석층으로 유용하여 6가지 조건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케이슨 기초의 해석단면은 그림 5.2와 같다.

(a) 케이슨 기초 1

그림 5.2 케이슨 기초의 해석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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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케이슨 기초 2

그림 5.2 케이슨 기초의 해석단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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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해석 모델링

해석 모델링 조건은 시공단계별 시공을 묘사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원지반 모델링

후 수위조건과 자중 조건을 입력하여 변위를 초기화하였다. 변위를 초기화한 이유는

공사진행 전 장기적으로 원지반 상태에서는 변형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초기화

를 하였다. 2단계에서는 요소특성변경으로 DCM 하부, 상부를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조

건을 주었으며, 3단계에서는 사석층과 피복석을 시공한다. 4단계에서는 케이슨 설치와

케이슨에 모래를 속채움하며, 마지막 5단계는 공용시 조건으로 수평하중을 고려하여

그림 5.3과 같이 부분적으로 시공단계별 모델링을 하였다.

또한, 전체 침하량은 그림 5.4와 같이 각 절점 중에서 최대변위를 분석한 결과이며,

사석층, DCM 개량토, 원지반에 대한 침하량 결과는 각 층에 해당하는 절점들의 평균

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즉, 사석층은 사석층+DCM 부상토, DCM 개량토는 DCM 상부

+DCM 하부, 원지반은 실트질 모래+자갈층+풍화암+연암층의 절점 평균값으로 계산하

였고, 경계를 표시하여 그림 5.4에 나타냈다.

(a) 1단계 : 초기단계 (b) 2, 3단계 : DCM 공법 및 부상토 고려

(c) 4단계 : 케이슨 설치 및 속채움 (d) 5단계 : 수평하중(공용시)

그림 5.3 부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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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슨 기초 1

(b) 케이슨 기초 2

그림 5.4 케이슨 기초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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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케이슨 기초의 실측값 및 이론식, 수치해석 침하량 결과

(1)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 및 이론식, 수치해석의 전체 침하량 결과 비교

현장 지반조건과 DCM 부상토에 따른 케이슨 기초의 침하량을 수치해석으로 검토하

였다. 표 5.2는 케이슨 기초의 전체 침하량 결과이며, 그림 5.5와 그림 5.6는 수직변위

에 대한 크기를 범례에 표시하여 침하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케이슨 기초 1의 전체 침하량 검토결과, 케이슨 기초하부의 성상 조건을 사석층

100%일 경우 가장 작은 침하량 9.73cm로 해석되었으며, DCM 부상토 100%일 경우

13.76cm의 가장 큰 침하량으로 해석되었다. 사석층 대체용으로 DCM 부상토를 사용할

경우 약 1.41배 정도 전체 침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케이슨 기초의 허용침하량(한국지반

공학회, 2018)은 15∼30cm로 허용침하량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석층

100% 대비 DCM 부상토를 25%씩 증가시킬 때마다 침하량은 약 1.11∼1.22배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케이슨 기초 2의 전체 침하량 검토결과, 케이슨 기초 1과 같이 모든 수치해석 검토

결과, 허용침하량 15∼30cm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석층 100% 대비

DCM 부상토를 100%로 적용하는 경우 전체 침하량이 약 1.4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DCM 부상토를 25%씩 증가시킬 때마다 약 1.11∼1.34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석의 강도 대비 DCM 부상토의 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케이슨 기초 1, 2 모두 수직변위의 최대 변위는 케이슨 하부 사석층+부상토 층에서

발생함이 그림 5.5와 그림 5.6과 같이 나타났으며, DCM 하부 중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수치해석과 이론식 검토결과, 케이슨 기초 1, 2 모두 이론식

검토결과와 유사한 침하량을 나타내었으며, 사석층 100% 대비 현장 지반조건의 경우

약 1.09∼1.10배 전체 침하량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DCM 부상토가 케이슨 기초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석층 100% 대비 DCM 부상토량 증가에 따라 케이슨 기초 침하량의 증가는 크지

않았으며, 전체 침하량 검토결과 허용침하량 이내로 나타났으며, DCM 부상토의 품질

관리 방안에 따라 기초사석 대체용으로 사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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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케이슨 기초의 실측값 및 이론식, 수치해석의 전체 침하량 결과

구 분 침하량(cm)

케이슨 기초 1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 10.67

이론식값 10.85

수
치
해
석

사석층 100% 9.73

사석층:부상토(75:25%) 10.87

사석층:부상토(50:50%) 10.91

사석층:부상토(25:75%) 11.87

DCM 부상토 100% 13.76

케이슨 기초 2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 10.88

이론식값 10.94

수
치
해
석

사석층 100% 9.98

사석층:부상토(75:25%) 11.10

사석층:부상토(50:50%) 12.22

사석층:부상토(25:75%) 13.40

DCM 부상토 10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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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석층 100% = 9.73cm

(b) 사석층:부상토(75:25%) = 10.87cm

(c) 사석층:부상토(50:50%) = 10.91cm

그림 5.5 케이슨 기초 1의 전체 침하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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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석층:부상토(25:75%) = 11.87cm

(e) DCM 부상토 100% = 13.76cm

(f) 현장 지반조건 = 10.67cm

그림 5.5 케이슨 기초 1의 전체 침하량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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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석층 100% = 9.98cm

(b) 사석층:부상토(75:25%) = 11.10cm

(c) 사석층:부상토(50:50%) = 12.22cm

그림 5.6 케이슨 기초 2의 전체 침하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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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석층:부상토(25:75%) = 13.40cm

(e) DCM 부상토 100% = 14.56cm

(f) 현장 지반조건 = 10.88cm

그림 5.6 케이슨 기초 2의 전체 침하량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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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 및 이론식, 수치해석의 부분 침하량 결과 비교

케이슨 기초 1의 이론식에 따른 침하량 산정결과, 사석층 대체용으로 DCM 부상토를

고려할 때 침하량은 기초사석층 5.99cm, DCM 개량층 4.36cm, 원지반 0.50cm로 총 침

하량은 10.85cm로 검토되었다. 케이슨 기초 2의 이론식에 따른 침하량 산정결과, 사석

층 대체용으로 DCM 부상토를 고려할 때 침하량은 기초사석층 6.42cm, DCM 개량층

4.04cm, 원지반 0.48cm로 총 침하량은 10.94cm로 검토되었다.

표 5.3과 같이 수치해석 결과와 이론식에 따른 침하량을 비교·분석한 수치해석결과

는 사석층+부상토, DCM 개량체, 원지반에 해당되는 절점의 평균값을 나타낸 값으로

이론식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부상토가 25%씩 증가할수록 사석층+부

상토의 침하량이 약 1.08∼1.29배 증가하면서 전체 침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

으며, DCM 개량체 및 원지반의 변형은 DCM 부상토 증가와 관계없이 일정함을 나타

냈다. 따라서 DCM 부상토는 사석층의 침하량에 영향을 주지만, 케이슨 기초 전체 침

하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5.3 케이슨 기초의 실측값 및 이론식, 수치해석의 부분 침하량 결과

구 분
침하량(cm)

사석층+부상토 DCM개량체 원지반

케
이
슨
기
초
1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 6.25 2.47 0.03

이론식값 5.99 4.36 0.50

수치
해석

사석층 100% 5.96 2.48 0.03

사석층:부상토(75:25%) 6.44 2.46 0.03

사석층:부상토(50:50%) 6.54 2.48 0.03

사석층:부상토(25:75%) 6.65 2.48 0.03

DCM 부상토 100% 7.36 2.45 0.03

케
이
슨
기
초
2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 6.82 2.31 0.02

이론식값 6.42 4.04 0.48

수치
해석

사석층 100% 6.55 2.33 0.02

사석층:부상토(75:25%) 7.22 2.30 0.02

사석층:부상토(50:50%) 8.15 2.28 0.02

사석층:부상토(25:75%) 8.50 2.27 0.02

DCM 부상토 100% 9.30 2.28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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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 및 수치해석의 공용시 변위량 결과 비교

현장 지반조건과 DCM 부상토에 따른 케이슨 기초의 수평 및 수직 변위량을 수치해

석, 이론식으로 검토하였다. 표 5.4는 케이슨 기초의 공용시 전체 침하량 결과이다. 공

용시 조건에서 선박이 케이슨에 접근할 때 발생되는 외력은 수평외력과 파압에 따른

수평외력의 합력이며, 수평외력은 총 197.64을 적용하였다.

케이슨 기초 1의 공용시 수평 변위량 검토결과, 사석층 100%일 경우 가장 작은 침

하량 4.11cm로 해석되었으며, 가장 큰 침하량은 DCM 부상토를 100%로 적용할 때

5.98cm의 침하량으로 해석되었다. 사석층 대체용으로 DCM 부상토를 사용할 경우 약

1.45배 정도 수평 변위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케이슨 기초 2의 공용시 수평 변위량 검

토결과, 사석층 100%일 경우 가장 작은 침하량 3.96cm로 해석되었으며, 가장 큰 침하

량은 DCM 부상토를 100%로 적용할 때 6.56cm의 침하량으로 해석되었다. 사석층 대

체용으로 DCM 부상토를 사용할 경우 약 1.65배 정도 수평 변위량이 증가하였으나, 케

이슨 기초의 수평 허용침하량(한국지반공학회, 2018)은 10cm로 설계기준 허용침하량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슨 기초의 수평외력에 의한 전체 침하량은 시공완료단계 대비 약 1.11배 증가되

어 수평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직변위량의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수평외력에 의해

케이슨 기초 2의 부상토를 100% 적용할 경우 수직변위량은 14.50cm로 나타나 허용침

하량 15cm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수평외력이 작용하는 조건에서도 사석층 100% 대비 DCM 부상토 증가에 따라 케이

슨 기초 침하량의 증가량은 크지 않았으며, 전체 침하량 검토결과 허용침하량 이내로

나타나 DCM 부상토의 품질관리 방안에 따라 기초사석 대체용으로 사용가능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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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공용시 케이슨 기초의 실측값 및 수치해석의 수평 및 수직 변위량 결과

구 분
변위량(cm)

수평 수직

케
이
슨
기
초
1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 5.05 11.65

수치
해석

사석층 100% 4.11 10.38

사석층:부상토(75:25%) 4.40 11.40

사석층:부상토(50:50%) 5.14 11.76

사석층:부상토(25:75%) 5.34 12.80

DCM 부상토 100% 5.98 14.82

케
이
슨
기
초
2

현장 지반조건에 따른 실측값 4.48 11.58

수치
해석

사석층 100% 3.96 9.98

사석층:부상토(75:25%) 4.62 11.64

사석층:부상토(50:50%) 5.17 12.83

사석층:부상토(25:75%) 5.80 14.03

DCM 부상토 100% 6.5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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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 DCM 적용 후 부상토를 유용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

DCM 적용 후 기초 사석부분에 발생한 부상토의 고결화에 따른 케이슨의 내적・외적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호활동 및 수치해석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하였으

며, 수치해석을 통하여 부상토가 케이슨 기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DCM 공시체의 일축압축강도 측정결과 약 4.80∼8.30를 확인하였으며, DCM

부상토의 일축압축강도 측정결과, 약 6.08∼6.64로 확인하였다. DCM 공시체

의 상부층 개량체와 DCM 개량체 부상토의 일축압축강도 비교시 DCM 개량체

부상토는 DCM 공시체의 상부층 개량체에 비해 약 80%의 강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DCM 상부층 강도에 따라 DCM 부상토의 강도가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케이슨 기초의 내·외적 안정성검토 결과, 활동, 전도의 안전율은 파봉시, 파곡시,

지진시 모두 DCM 설계시 대비 DCM 부상토 고려시 안전율이 약 92.1∼99.7%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접지압, 단지압, 장벽부 및 단벽부의 전단응력은 DCM 설계

시보다 DCM 부상토 고려시 허용응력이 약 87.9∼99.1%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

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허용응력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어 DCM 부

상토가 케이슨 기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DCM 부상토 케이슨 1, 2 모두 DCM 부상토가 45cm의 일부 지점 상승을 고려한

편심 및 경사하중에 따른 안전율 검토결과, DCM 설계시보다 DCM 부상토 고려시

안전율이 약 43.75∼66.11%로 나타났다. 원호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DCM 설계시

보다 DCM 부상토 고려시 안전율이 약 76.04∼90.44%로 나타났다. 사석층 대체용

으로 부상토를 적용할 때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났으나, 편심 및 경사

하중, 원호활동에 대한 상시 및 지진시 안전율 모두 설계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DCM 부상토의 충분한 품질관리가 유지된다면

기초사석 대체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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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침하량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사석층 100% 대비 DCM 부상토를 25%씩 증

가시킬 때 침하량은 약 1.11∼1.34배 증가하였으며, DCM 부상토를 100%로 적용

한 경우 침하량은 약 1.41∼1.45배 증가하였다. 이는 사석의 강도 대비 DCM 부상

토의 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5. 수평외력에 따른 공용시 수평 및 수직 변위량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수평변위는

사석층 100% 대비 DCM 부상토를 100%로 증가시켜 적용한 경우 변위량은 약

1.45∼1.65배 증가하였으며, 수직변위는 시공완료단계 대비 약 1.11배 수직 변위량

이 증가하였다. 수평외력이 작용하는 공용시 조건에서도 사석층 100% 대비 DCM

부상토 증가에 따라 케이슨 기초 침하량의 증가량은 크지 않았으며, 전체 침하량

검토결과 허용침하량 이내로 나타나 DCM 부상토는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시멘트 재교반과 같이 추가개량 등 다양한 품질관리 방안에 따라 기초사석 대체

재료로 유용하여 구조물 하부기초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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