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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순환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불포화토 지반에 온도상승이 미

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일정한 열을 지속 으로 가하여 지반의 온도를 지속 으로 상승 시키는 실험을 

통해 불포화 화강풍화토의 각 층의 시간에 따른 열 달  체 함수율(V.W.C: Vloume Water Content)의 변

화를 측정  분석하 다. 일정한 온도로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각층의 온도와 체 함수율(V.W.C.)을 측정하

여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분석하 다. 한 온도를 상승시키며 지반의 축방향 Loading-Unloading을 가해 지

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Recompression Siffness가 차 증가하는 경향을 모형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핵심용어 : 화강풍화토, 체 함수율(V.W.C.), Recompression Stiffness

  

1. 서  론

   보강토 옹벽의 구조물은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 호우  오랜 기간 강우로 인해 보강토 내부에 빗물이 

침투하게 되고 그로인해 하   옹벽에 미치는 토압이 차 상승하여 옹벽 붕괴의 험을 래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배수공법이 보강토 옹벽 내부에 용 되어 지고 있고 열을 이용한 지반내 물을 유도하여 배수

하는 방법은 실험을 통해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다(Melissa, Coccia and McCartney, 2014).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강풍화토를 상으로 지반내 열선을 설치하여 열에 의한 지반내 

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온도상승이 응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2. 실험 방법

   불포화토 지반의 열에 의한 각 층의 온도변화와 체 함수율(V.W.C.)를 측정하고 온도상승에 따른 각각에 

온도에서의 응력·변  곡선을 그리기 해 Coccia et al.(2015)의 실험 방법을 따라 모형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에 사용한 화강풍화토의 함수율()은 13%로 설정하 으며 앙부에는 실리콘 재질의 외경 5mm, 내경 

3mm를 가지는 튜 를 사용하여 항온수조에 연결하여 열선을 설치하 다. 하부, 앙부 그리고 상부층에 각

각의 5TE 센서를 설치하여 앙의 열선에 의한 각 층의 온도변화  체 함수율(V.W.C.)을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그림 1, 2에서와 같이 열선에 의한 지층의 열 달  체 함수율(V.W.C.)의 변화는 비교  칭 으로 나

타났다. 특히 열선이 설치된 앙부분에서의 체 함수율(V.W.C)은 4%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 지만 상부층

과 하부층의 체 함수율(V.W.C)은 온도상승이 지속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반내 함수량이 차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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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4와 같이 온도를 증가시킨 후 Loading-Unloading 반복 작용을 수행한 결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Recompression Stiffness 값이 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되어지며 이는 온도증가가 지반내 강도 증가에 향

을 미친다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1. 시간-지층의 높이에 따른 온도변화 그림 2. 시간-지층의 높이에 따른 V.W.C. 변화

그림 3. 온도변화에 따른 하 -변  곡선 그림 4. 온도에 따른 Recompression 강도변화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강풍화토의 온도 증가에 따른 열-수리-역학  상호작용을 비교하기 하여 온도변화  

하  작용을 통해 변화를 분석 하 다. 열은 수리  지반의 역학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나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해 결론을 보완할 정이다.

   1. 지반내 온도상승으로 인해 지반의 체 함수율(V.W.C.)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지반내 온도를 단계별 상승시키며 Loading-Unloading 용 시 온도 상승에 따라 Recompression 

stiffness값이 증가하여 온도 상승이 지반의 강도 증가에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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