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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F (Artificial Ground Freezing) method is a temporary ground improvement method which can apply to all types 

of soil with the purpose of high stiffness and low hydraulic conductivity. However, the groundwater flow and the 

heterogeneity of the ground increase the uncertainty of the ice-column formation which hinders the reliability of this 

method. The effects of groundwater flow and layered heterogeneity on ice-wall integrity by AGF method were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for a coupled thermo-hydro phenomena in the freezing ground. Groundwater flow 

changes circular ice-column into elliptical shapes and increases the time required for the formation of ice walls. The 

previous theoretical formula overestimated the completion time of the ice wall and the critical groundwater velocity 

by neglecting the thermal interaction between adjacent ice-columns. Numerical results presented the corrected formula 

and verified the proposed equation for the dimensionless ice-wall completion time. In the layered heterogeneous ground, 

the thickness of the layer with higher hydraulic conductivity and its relative magnitude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the ice-wall completion time and critical velocity.

 

요   지

인공동결공법은 일시적으로 지반의 강성을 높이고 투수계수를 낮추는 지반개량공법으로 지반에 적용가능하다. 하

지만, 지하수 흐름과 지반의 불균질성은 동결구근 형성을 불확실하게 하여 공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 동결지반 

대한 열-수리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공동결공법에서 지하수 흐름속도와 지반의 층상 비균질이 얼음

벽 형성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하수의 흐름은 원형의 동결구근을 원형에서 타원형을 변형시키며 얼음벽의 

완성 소요시간을 증가시킨다. 기존의 이론식은 인접 동결구근의 열적 상호작용을 무시하여, 얼음벽의 완결시간과 

한계유속을 과대 평가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식을 제시하였으며 무차원 얼음벽 완결시간에 대한 제안

식을 검증하였다. 층상의 비균질 지반에서 투수계수가 큰 지층의 두께와 상대적인 투수계수비는 얼음벽 완결시간과 

한계 유속에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Artificial Ground Freezing method, Ice-wall integrity,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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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Temperature field around the tunnels from AGF with groundwater flow (Pimentel et al., 2012), (b) Effect of more permeable 

layer around the frozen body under groundwater flow (Sres, 2009)

1. 서 론

인공동결(artificial ground freezing, AGF)공법은 지난 

수십년간 지반의 일시적인 개량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공법은 비싼 공사비와 긴 소요시간 때문에 주

로 지하수위 아래 위치한 소규모의 지반구조물의 개량

에 사용되고 있다. AGF 공법은 지중에 매설된 강관(동

결관, freeze-pipe)에 브라인(Brine)이나 액체질소(LN2)와 

같은 냉매를 순환시켜 주위지반의 열을 빼앗는 공법이

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동결관 주변지반의 간극수가 동

결하고, 동결관을 중심으로 동결구근(ice column)이 형

성된다. 동결강관을 일정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매설하여, 

동결구군의 결합에 의한 연속적인 얼음벽을 형성하게 

된다(Lee, 2016). 비동결토에 비하여 동결토는 높은 강

성과 낮은 투수계수를 가지므로, 안정적인 지반구조물

의 시공이 가능하게 된다(Sres, 2009). 그라우팅(grouting)

이나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는 달리 AGF 공법은 

지질학적 조건이나 지하수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하

지 않고, 지반을 일시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지하수의 흐

름을 차단할 수 있다(Pimentel, 2012).

AGF 공법은 토목공학에서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지질 및 환경조건을 고려해야 하

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공법이다. 특히, 지하수의 흐

름은 지반의 비균질성과 강우 등의 영향과 더불어 얼음

벽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 후쿠시마(Fukushima) 원전 

복구공사에서도 지하수 관리가 얼음벽 형성의 주요한 

성패 요인이 되었다. 높은 지하수의 흐름속도는 동결관

과 지하수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동결관으로 추출된 열

이 지하수로 재공급되어 동결구군의 성장을 더디게 한

다(Fig. 1(a)). 동결구근은 지하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원형의 방사선 방향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지하수의 흐

름은 동결구군의 형상을 변형하여 지하수 흐름방향으

로 길어진 타원형으로 변형시킨다. 동결 차단벽에 직각

방향으로 흐르는 지하수는 인접한 동결구근의 연결에 

의한 얼음벽의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브라

인을 냉매로 하는 AGF공사에서 지하수의 흐름속도가 

1~2m/day이상이 되면, 얼음벽이 완결되지 못하고 동결

되지 않은 부분을 통하여 지하수가 자유롭게 흐를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ssberger, 1996; Andersland and 

Ladanyi, 2004).

지하수의 흐름은 얼음벽의 완성에 의한 열적 평형상

태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지체시킨다. 따라서, 빠른 

지하수 유속에 의한 동결설비 설치가격과 동결 가동시

간의 급격한 증가는 AGF공법이 타 안정화 공법에 비하

여 비경제적인 요인이 된다(Marwan, 2016). 동결구근의 

성장에 대한 기존의 이론식들은 단순화된 지반 물성치

와 경계 조건에서 대하여 산정되었다(Stander, 1967; Victor, 

1969; Sanger and Sayles, 1979). 이론식들은 단일 동결

관에 대하여 유도되어 인접한 동결구근간의 열적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한다(Pimentel et al., 2012). 즉, 동결

구근의 성장과 한계유속에 대한 기존의 이론식들은 지

하수 흐름에 의한 지반의 동결-융해에 의한 동적 상변

화와 동결구근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여, 인공

동결공법의 적용에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한다(Lack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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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지하수 흐름 뿐만 아니라, 지반의 불균질성도 동결구

근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층내에 내제된 얇

은 자갈이나 모래층은 국부적으로 높은 지하수 흐름 속

도를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인접한 동결구근간의 결합을 

어렵게 한다(Fig. 1(b)). 지반의 불균질성이 얼음벽의 완

결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수치해석

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Hiller, 2007). 

AGF공법에서 지하수 흐름과 지반의 불균질성의 부정

적인 영향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열-수리 해석이 

필수적이다. 지하수 흐름에 의한 동결관 주위의 온도장

의 변화와 지반동결에 의한 투수계수 감소는 AGF 공법

의 상호의존적인 열-수리 현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Vitel et al., 2016). Hashemi and Slipcevish 

(1973)는 동결관 주변의 온도-간극수압에 대하여 유한

차분법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리고 지하수가 

AGF공법의 완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Hu and Liu, 2016; Pimentel et al., 

2012; Sres, 2009; Vitel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동결지반 대한 열-수리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하수 흐름과 지반의 불규질 조

건에서 동결에 의한 얼음벽 형성과정을 모사하고자 한

다. 얼음벽 형성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이론식에 대한 비교분석과 얼음벽의 완성도에 대하여 

논하자자 한다.

2. 동결지반의 상호 연관된 열-수리학적 수치해석

2.1 동결 지반에 대한 열-수리 지배방정식

동결지반은 흙, 물, 공기에 의한 3상으로 포화 혹은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며, 3상에 대한 국부적인 온도평

형조건을 가정하였다. 동결지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은 흙/얼음으로 구성된 골격에 의해 전달되는 응력 
~

σ , 

유체압 P1, 그리고 온도 T를 주변수로 선정하여 지배방

정식을 기술하였다(Shin and Park, 2016).

흙입자에 대한 질량보존의 법칙은 고체상태로만 존

재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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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ρ 는 흙입자의 단위 질량이며, φ는 흙의 간

극률(porosity), 그리고 
~

u& 는 흙입자의 속도이다.

물는 고체상태(얼음)와 액체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질량보존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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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

i
ρ 와 

w

l
ρ 는 고체 및 액체 단위 체적당 물의 

질량을 나타내며, Si, S1는 공극에서 얼음과 액체의 포화

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

q
는 액체 상태의 단위면적당 유

량이며 Darcy의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여, 3상

의 지반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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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s
E 는 흙입자 (고체)의 단위질량당 내부에너

지이며, 지반의 열전도 (heat conduction)에 의한 에너지 

전달은 Fourier의 법칙 (
Ti

~c~

∇λ−=
)을 이용하여 산정

하였다.

제시된 상호 의존적 지배방정식들에 Galerkin 수식화

를 적용하고, 방정식들에 시간적분과 Newton의 반복과정

을 도입하였다. 시간 적분된 수식화에 공간 보간 함수를 

도입하여 주변수들(유체압 P1, 온도 T)에 대한 행렬 형태

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열-수리 구성모델

들과 연계하여, 다공질 재료에서 다상 흐름의 연관된 현

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Geo-COUS(Geo-COUpled 

Simulator) 유한요소 프로그램과 결합하였다.

2.2 동결토의 수리학적 특성

동수 경사(hydraulic gradient)에 의한 지반내의 물흐

름은 일반적으로 Darcy’s law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

결지반에 대한 실험결과는 동일한 전수두에서 낮은 온

도 방향으로 유체의 흐름이 발생하였다(Hoekstra,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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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properties for numerical analysis

Sand Weathered granite soil

Initial void ratio 0.315 0.583

Hydraulic conductivity, k 1.0×10
-4

 m/s 1.0×10
-5

 m/s (=0.864 m/day)

Segregation potential, SP0 0.01×10
-10

 m
2
/K･s 5.0×10

-10
 m

2
/K･s

Unfrozen water content, α, Sres -0.946, 0.168 -0.629, 0.0087

SWCC, a[kPa], b, c 2.5, 7.0, 0.55 6.0, 5.0, 0.50

Mageau and Morgenstern, 1980). 이러한 온도경사에 의한 

유체의 흐름을 고려하는 방법은 물/유체 사이의 interfacial 

tension에 의한 cryogenic suction을 추정하여 이용하거

나(Thomas et al., 2009; Hansson et al., 2004; Liu and 

Yu, 2011), segregation potential을 이용(Tan et al., 2011)

하여 고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Shi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실내실험을 통하여 유체 유량을 직접 산

정할 수 있는 segregation potential을 이용한 방법을 사

용하였다. 따라서 동결토에 대한 Darcy’s law는 여유 유

동수(abundance of liquid water)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TSPSgP
k

q
~

0l

~

ll
~

l

l

~

∇φ−⎟
⎠
⎞

⎜
⎝
⎛ γ−∇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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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P0는 온도경사에 의한 부동수의 유속을 나타내

는 segregation potential(Konrad and Morgenstern, 1981)이다.

동결지반의 온도변화에 따른 부동수의 체적 함수비 관

계식을 동결특성함수(freezing characteristic function)라

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결특성함수는 실내 실험에 의한 

경험식(Andersland & Ladanyi, 2004)을 이용하고 있으

며, 기존의 제안식이 -1.0°C<T<0.0°C 사이에서 과대한 

포화도를 예측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Thomas et al., 

2009, Eq. (5a)). 공기포화도와 물포화도에 대한 불포화

토 함수비 특성곡선(SWCC)은 Eq. (5b)를 이용하였다

(Fredlund and Xi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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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0 = 0°C는 물의 동결온도이고, α는 간극의 크

기와 유체의 화학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Thomas et 

al., 2009)이다. 그리고  a[kPa], b와 c는 Fredlund and Xing 

모델의 재료 상수이다.

3. 균질지반에서 얼음벽의 형성

AGF공법에서 지하수 흐름은 동결구근의 성장을 늦추

고, 지하수 흐름속도에 따라서 얼음벽 형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Andersland and Ladanyi(2004)는 유속이 1~2m/day 

이상일 때 인접한 동결구근의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Jessberger and Jagow-Klaff(2001)는 냉매로 

brine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m/day, 냉매를 액체질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4~6m/day가 얼음벽 형성을 위한 한

계 유속으로 간주하였다. Schuster(1972)는 액체 질소 시

스템에서 약 50m/day에서 지하수 흐름을 멈추었다고 보

고했다. 이와 같이 얼음벽 형성을 위한 지하수의 한계 

유속은 기존 연구들에게서 큰 편차가 있는 경험값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공동결공법에서 지하수의 흐름 속도는 동결관의 

배치에 중요한 요소이다. 균질지반과 비균질지반에 대

하여 동결관 설계에 대한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고, 기

존의 단순화된 가정에 근거한 이론식으로부터 개선된 

설계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중 초기와 온도과 brine 

냉매에 의한 동결관의 온도는 각각 Tsoil = 15°C와 Tpipe

= -30°C로 가정하였다. 동결관의 설치간격 S, 동결관의 

직경 dpipe그리고 지하수 흐름속도 u를 변수로 하여 매개

변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화강풍화토(GWS)에 해

당하는 지반의 열-수리 물성치를 사용하였다(Table 1). 

3.1 동결벽의 완결소요 시간

흥미로운 열 전달 문제 중 하나는 동결구근의 연결에 

의한 얼음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동결관 주변의 온도 

분포을 예측하는 것이다. 인공동결공법의 설계를 위하

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식은 Stander(1967), Victor 

(1969), 그리고 Sanger and Sayles(1979)에 의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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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Ice column growth under no groundwater flow (u=0m/s) in the GWS (granite weathered soil). (a) Temperature distribution during 

freezing using brine (Tpipe = -30°C, freeze-pipe spacing S=1m), (b) Ice saturation around freeze-pipes

되었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동결구근의 성장 계산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론식은 모두 단일 

동결관에 대하여 유도되었으며, 포화된 균질지반에서 

동결관 주의의 회전대칭 조건을 사용하였다. 지반의 동

결과 미동결의 경계면에서 물의 동결에 의한 잠재열을 

고려하고 Fourier의 전도식을 사용하였다. Stander(1967)

와 Sanger and Sayles(1979)는 지하수 흐름이 없는 경우

에 대한 이론식을 제시하였으며, Victor(1969)는 지하수 

흐름을 고려할수 있도록 하였다.

Sanger and Sayles(1979)는 지하수 흐름이 없는 조건

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동결반경 R을 산정하기 위한 이

론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동결구근의 반경 R

이 동결관의 이격거리 S의 2배가 되는 동결벽의 완결소

요 시간을 계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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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1과 c2는 동결토와 비동결토의 체적 열용량

이며, lf는 동결토의 열전도계수이다. 그리고 비례상수 

m은 3으로 제안하였다. Lf은 물의 단위질량당 잠재 융

해열(specific latent heat of fusion, 3.34×10
5
J/kg)이다.

본 연구에서 지하수 흐름이 없는 화강풍화토 지반에 

직경 dpipe=10cm인 동견관을 설치하여, 0°C 등온선이 인

접 동결관에 접하는 동결벽의 완결시간에 대한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Fig. 2(a)는 시간 경과에 따른 동결관 

주위의 온도 변화와 인접 동결관사이의 상호작용에 의

한 얼음벽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2(b)

는 지반내의 얼음 포화도 분포의 변화를 통하여 얼음벽

의 형성, 성장 그리고 수렴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

수 흐름이 없는 경우, 초기 동결구근은 원형의 형태로 

성장하지만, 시간 경과 후(4day) 인접 동결구근과의 상

호작용에 의하여 타원형의 구근형태를 갖게 된다. 인접 

동결구근과 결합한 후, 완전한 일체형의 얼음벽을 형성

하면서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얼음벽의 두께는 수렴하

여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게 된다.

Sanger and Sayles(1979)의 제안식은 수치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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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Ice column growth under groundwater velocity u=0.17m/s (top→bottom). (a) Temperature distribution over time during freezing 

using brine (Tpipe = -30°C, freeze-pipe spacing S=1m), (b) Ice saturation around freeze-pipes

Fig. 3. Ice wall closure time tclose,u=0 with adjacent pipes arranged 

in a row in the absence of groundwater flow (u=0m/s) (blue 

circle = numerical study; red-dot line = Eq. (6) (Sanger and 

Sayles, 1979); black-solid line: modified S&S equation 

(Eq. (7))

에 비하여 동결벽의 완결시간을 과대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3, red-dot line). 이론식이 단일 동결

관에 대하여 유도되어 인접 동결관간의 열적 상호작용

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Pimentel et al., 2012).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Stander(1967)와 Victor(1969)

는 지반의 초기 온도 Tsoil을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Eq. (7)과 같이 얼음벽 완결시간에 

대한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제시하였다(Fig. 3, black-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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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하수 흐름이 없는 조건에서 동결벽 형성을 

위한 보정계수 Ft는 0.4이다.

 

3.2 얼음벽의 완결을 위한 한계 지하수 유속

Sanger와 Sayles(1979)는 지하수의 흐름에 대한 Darcy

의 법칙과 열평형상태에서의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얼음벽이 형성되지 않는 한계유속(critical groundwater 

velocity)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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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Ice column growth under groundwater velocity u=0.35m/s (top→bottom). (a) Temperature distribution over time during freezing 

using brine (Tpipe = -30°C, freeze-pipe spacing S=1m), (b) Ice saturation around freeze-pipes

여기서 dpipe[m]는 동결관의 직경, λf[W/m･°C]는 동결

토의 열전도도, 그리고 S[m]는 동결관의 설치간격이다. 

그리고 Tpipe[°C]는 동결관의 온도, Tsoil[°C]는 지반의 온

도, 그리고 T0[°C]는 물의 동결온도이다. Hashemi and 

Sliepcevich(1973)는 Eq. (8)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유한차분법에 의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나 해석

결과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결관의 배치간격 S과 동결관의 직경 

dpipe 변화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속도가 얼음벽의 완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Fig. 4~6

는 동결관의 배치간격 S=1.0m, 동결관 직경 dpipe=10cm

인 경우, 지하수 흐름속도 u=0.17, 0.35, 0.37m/day에 따

른 동결관 주위의 온도변화, 얼음포화도 변화 그리고 이

에 따른 얼음벽의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수 유속

은 동결공법을 적용하기 전의 지하수의 흐름속도이며, 

수두 경사에 해당하는 수압차이를 상하 경계조건에 작

용하였다.

Fig. 4(지하수 유속 u=0.17m/day)에서 동결초기 원형

에 가까운 동결구근을 형성하지만, 동결구근이 성장하

면서 지하수 흐름에 의하여 동결구근이 하부방향으로 

밀리면서 성장하게 된다. 인접한 동결구근의 결합에 의

하여 형성된 얼음벽은 지하수 흐름 하부방향으로 성장

이 수렴하게 된다.

Fig. 5(u=0.35m/day)는 지하수 흐름속도가 한계 유속

에 근접한 경우에 대한 수치해석결과이다. 성장하는 동

결구근은 지하수의 흐름의 영향으로 흐름 아랫방향으

로 긴 타원형의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인접 동

결구근은 지하수 흐름 하부에서 결합되어 지하수의 흐

름을 차단하게 된다. 이후 완결된 얼음벽은 상부는 지하

수의 흐름에 의하여 물결모양을 모양을 형성하고, 하부

는 지하수 흐름이 느린 경우보다 얇은 얼음벽을 형성하

게 된다.

Fig. 6(u=0.37m/day)은 지하수 흐름속도가 한계 유속 

이상인 경우(u>uc)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초기 원형의 동결구근은 시간 경과후 지하수의 흐름

에 의하여 하부로만 성장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

만, 인접 동결구근 간의 열적 교환이 지하수 흐름에 의

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얼음벽을 형성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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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Ice column growth under groundwater velocity u=0.37m/s (top→bottom). (a) Temperature distribution over time during freezing 

using brine (Tpipe = -30°C, freeze-pipe spacing S=1m), (b) Ice saturation around freeze-pipes

(a) (b)

Fig. 7. (a) Effect of groundwater velocity (u) and freeze-pipe spacing (S) rate on ice wall formation time (dpipe=10cm). (b) Relationship 

between groundwater flow (u) and freeze-pipe diameter (dpipe) for ice wall formation time (S=1.0m)

된다. 

Fig. 7(a)는 동결관 설치간격 S에 따른 지하수 흐름 

속도 u와 얼음벽 형성시간 tclose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낮은 지하수의 흐름속도에서는 얼음벽 형성을 위하

여 필요한 시간이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지하수의 한계

유속에 도달할수록 얼음벽 형성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

하게 된다. 그리고 동결관의 설치간격이 클수록, 얼음벽

을 형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수 있

다. Fig. 7(b)는 동결관 직경 dpipe에 따른 지하수 흐름속

도 u와 얼음벽 형성시간 tclose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동결관 직경이 커질수록 동결관으로부터 주위지반으로

의 효과적인 열전달이 가능하여, 직경 증가는 얼음벽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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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critical groundwater velocity for ice wall 

integrity: blue circle = numerical study; red-dot line = 

Sanger and Sayles (1979); black-solid line = modified 

S&S equation (Eq. 9) (dpipe=10cm)

Fig. 9. Comparison of ice-wall closure time between Eq. (10) 

and numerical results

성 소요기간 tclose을 줄이고 한계유속 uc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수 있다.

다양한 동결관 배치간격에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얼

음벽을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 지하수 흐름속도 uc를 산

정하였다. 지하수 한계 유속 uc은 Sanger and Sayles(1979)

의 제안식과 Sres(2009)의 수정식(2dpipe→dpipe)이 있다. 

Sres(2009)는 TH 현상에 대한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한계유속 수정계수 Fu=0.78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한계유속 수정계수가 필요한 것은 기존의 이론식에서는 

동결구근의 성장에 의한 국부적인 지하수 흐름속도 증가

와 지하수의 흐름에 의한 열의 이송(thermal advection)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Pimentel et al., 2012). 본 연

구에서 한계흐름속도에 대한 수정계수는 최소자승법으

로부터 Fu=0.72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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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흐름속도는 지반의 투수계수에 비례하므로, 

현장 조건에서의 정확한 투수계수의 평가는 매우 중요

하다. 또한 지반의 동결에 의하여 얼음포화도가 증가하

면서 투수계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얼음포화도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3.3 지하수 흐름속도에 따른 얼음벽의 완결시간

Sres(2009)는 지하수 흐름이 없는 조건에서 얼음벽 완

결시간 tclose,t=0(Eq. (7))과 한계 지하수 흐름 속도 uc(Eq. 

(9))을 이용하여, 지하수 흐름 조건에서 얼음벽 완결시

간 tclose에 대한 무차원 관계식을 제안하였다(Pimentel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동결관 배치 간격

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들을 이용하여 제안식의 적정성

을 평가하였다. 

c0u,close

close

u

u
1

t

t
−=

=
 (10)

Fig. 9는 동결관의 설치간격 S에 따른 지하수 흐름속

도 u와 얼음벽의 완결시간 tclose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수치해석 결과와 Sres(2009)이 제안한 무차원 제안

식(Eq. (10))이 매우 일치함을 알수 있다.

 

4. 비균질지반에서 동결과정

지반은 동결구근의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질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반의 내재적인 복잡성 때문에 

비균질 지반의 동결특성에 대한 이론해는 없다. 다만, 

수치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지반의 인공동결과정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Hiller, 2007). 동결구근의 성장을 

저하시킬수 있는 위험요소인 지반의 불균질성은 국부

적인 높은 투수특성을 갖는 조립질의 모래나 자갈층을 

포함하는 지반조건이다(Fig. 10). 본 절에서는 상대적으

로 투수계수가 낮은 지반에 투수계수가 높은 모래나 자

갈층을 포함하는 지반에 시공되는 인공동결공법의 얼

음벽 완결성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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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on-uniform ice column in the heterogeneous soil with 

groundwater flow (Andersland and Ladanyi, 2004)

Fig. 11. Evolution of Ice column growth (blue, boundary of T=0°C)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red plane) with no groundwater flow (i=0)

4.1 비균질 지반에서 동결구근의 성장

화강풍화토(WGS)-모래(Sand,두께=1m)-화강풍화토

(WGS)의 샌드위치 형태의 지반에 대하여 3차원 인공동

결공법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동결관의 배치 간격은 

S=1.0m이고, 직경 dpipe=10cm이며 동결관에 냉매로 brine 

(Tpipe=-30ºC)을 사용하였다. 지하수의 속도는 동수경사

가 0.0~0.075 범위의 흐름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Fig. 11

은 지하수의 흐름이 없는 경우(동수경사 i=0.0) 시간경

과에 따른 0ºC 온도구근의 성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의 모래층에서 동결구근의 성장속도가 미세하게 

느리지만, 원통형에 가까운 구근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

다. 그리고 5day 이후에는 인접한 동결구근의 상호결합

에 의하여 얼음벽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다. 지하

수 흐름이 없는 경우, 물의 얼음으로 상변화에 의하여 

미세한 음의 간극수압이 발생한후 원래의 값으로 복원

됨을 알수 있다.

Fig. 12는 지하수의 흐름이 있는 경우(동수경사 i=0.045) 

시간경과에 따른 0ºC 온도구근의 성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적용한 동수경사 i=0.045는 모래지반에서의 한계 

속도(uc=0.35m/day, ic=0.041)보다 큰 값으로, 모래로 

형성된 지반에서는 동결구근의 결합에 의한 얼음벽을 

형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모래지반이 상대적으로 작은 

투수계수를 갖는 화강풍화토 지반에 삽입되어 있는 경

우에는 Fig. 12(d)와 같이 동결구근의 결합에 의한 얼음

벽이 형성된다. 하지만, 모래지반의 동결구근의 성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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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volution of Ice column growth (blue, boundary of T=0°C)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red plane) under groundwater hydraulic 

gradient i=0.045 (thickness of yellow line represents relative groundwater velocity)

Fig. 13. Comparison of ice-wall closure time between single homogenous systems (“Sand”, “WGS”) and WGS-Sand-WGS layered system 

(“Layer”)

로 상하의 화강풍화토 지반에서는 성장이 느려지는 것

을 알수 있다. 완결된 얼음벽은 지하수 흐름 상류에서 

그리고 인접 동결관의 중앙에서 최소 두께가 됨을 알수 

있다. 동결과정에서 지하수의 흐름속도는 동결구근의 

성장으로 지하수 흐름폭이 좁아져서 동결관 중앙에서 

최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4.2 비균질 지반에서의 한계 지하수 유속

Fig. 13은 지하수의 흐름속도에 따른 층상의 비균질

지반(“Layer”, WGS-Sand-WGS)에서 얼음벽의 완결에 

필요한 소요일수를 나타내고 있다(“Sand” & “WGS”= 

균질지반 대한 얼음벽 완결시간도). 층상으로 구성된 비

균질 지층에서 동결구근의 결합에 필요한 소요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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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계수가 큰 모래층(Sand)의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투수계수가 큰 지층이 두꺼울수록, 동일한 지하수 

동수경사에서 얼음벽을 완결하기 위한 동결소요일수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투수계수가 큰 지층의 두께가 얇

을수록 얼음벽 형성을 위한 동결소요일수는 감소하지

만, 모래층의 두께에 비례하여 동결시간이 이동하지는 

않는다(“Layer” in Fig. 13). 특히, 낮은 동수경사에서는 

균질한 “Sand”에 가까운 많은 동결시간을 요구한다.

비균질 층상지반에서 지하수 유속이 빨라지면 산정

된 얼음벽 완결시점이 불안정한 것을 알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얼음벽의 완결시점을 동결관사이 중간지

점의 온도가 0°C에 도달한 시점으로 판정하기 때문이

다. 즉, 지반의 온도 0°C 부근에서 잠재열의 흡열-발열 

과정과 빠른 지하수 흐름에 열전달의 상호작용으로 수

치적인 불안정을 유발하게 된다.

복잡한 지반조건에 대하여 AGF 공법 적용에 대한 이

론식 제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얼음벽을 형성하기 위

한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수리 현상에 대한 연

계한 정교한 수치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인공동결공법은 일시적으로 높은 강성과 낮은 투수

계수를 갖는 지반으로 개량하는 공법이다. 하지만, 지반

내 지하수 흐름과 지반의 불균질성은 동결구근의 성장

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공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동결지반 대한 열-수리 유한요

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GF공법 공사시 지하수 

흐름속도와 층상의 비균질 지반이 얼음벽 형성을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동결지반의 상호 연관된 열-수리학적 지배방정식들과 

동결토의 수리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 AGF공법에 의한 동결구근은 지하수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형으로 성장하지만, 지하수 흐름은 동

결구근을 흐름 하부에서 타원형으로 성장하게 한다.

- 낮은 지하수의 흐름속도에서 얼음벽 형성시간은 완만

하게 증가하지만, 한계유속에 도달할수록 얼음벽 형

성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기존의 이론식은 단일 동결관에 대하여 인접 동결관

간의 열적 상호작용을 무시하여, 수치해석 결과에 비

하여 얼음벽의 완결시간 tclose과 한계유속 uc를 과대 평

가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얼음벽 완결시간

과 한계유속에 대한 수정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

하수 흐름이 없는 조건의 얼음벽 완결시간 tclose,t=0과 

한계 유속 uc을 이용하여 무차원 얼음벽 완결시간에 

대한 제안식을 검증하였다.

- 비균질 층상 지반에서 투수계수가 큰 지층의 두께와 

상대적인 투수계수비는 얼음벽 완결시간과 한계 유속

에 중요한 인자이다.

다양한 지반 조건과 경계조건에 대하여 인공동결공

법 설계를 위한 이론식의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수치해석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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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Institutes für Bodenmechanik und Felsmechanik der TH Fridericiana 

in Karlsruhe, Vol.42 (in German).

25. Vitel, M., Rouabhi, A., Tijani, M., and Guerin, F. (2016), “Modeling 

Heat and Mass Transfer during Ground Freezing Subjected to High 

Seepage Velocities”, Computers and Geotechnics, 73, pp.1-15.

Received : October 8
th
, 2018

Revised : November 10
th
, 2018

Accepted : November 12
th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