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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이란?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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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Engineering is the discipline of acquiring 
and applying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to the design, analysis, and/or 
construction of works for practical purposes.

The creative application of scientific 
principles to design or develop structures, 
machines, apparatus, or manufacturing 
processes, or works utilizing them singly or 
in combination; or to construct or operate 
the same with full cognizance of their 
design; or to forecast their behavior under 
specific operating conditions; all as respects 
an intended function, economics of 
operation and safety to life an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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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고베지진

1964년 니이가타지진

토목구조물과 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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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학이란?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이란 흙(Soil)을 대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이론(Software)과
실제(Hardware)를 체계화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구조물(건물, 다리, 도로, 철도, 댐 등)이라 하더라도 허공에
떠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디엔가 의지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흙이 구조물을 축조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분야에서 다루어 졌다면 토질공학(Soil Engineering) 또는
기초공학(Foundation Engineering)이 될 수 있고, 단순히 경작을
위한 토양의 의미로 연구대상이 되었다면 토양학(Pedology)이 될 수
있으며, 지구의 생성기원과 연계된 것이라면 지질학(Geology)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흙으로 생성되기 이전의 상태인 암석과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암반역학(Rock Mechanics)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흙은 주변여건에 따른 연구대상의 주체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학적 표현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편익(Benefit)을 위해 만들어지는 구조물들의 지지대상인 흙과 암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라면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지반공학이라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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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학이란?(계속)
토목, 건축, 농업토목, 광산 등의 공사는 지반과의 관련이 매우 깊어
예로부터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많은 문제와 접해왔다. 또한, 이 같은
분야에서 구조물은 흙 또는 암반을 위주로한 기초지반 위에 축조되어
있고 고속도로(철도)나 비행장의 활주로 노반 및 휠댐 등과 같은
구조물들은 흙 자체를 축조재료로 쓰고 있으며, 더욱 수로의 굴착, 
항로의 준설, 지하철 터널 등은 직접지반상에 시공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구조물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지지하는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자중이나 하중에 의한 외력(External Force), 성토나 굴착 등에 의한
평형상태의 파괴(Failure), 지진이나 공해진동, 지하수 등에 의해
응력상태의 변화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지반 변형(Deformation)이
발생하고 역학적 성질이 달라지곤 한다. 이러한 응력상태의 변화로 인한
지반변형이 지반이 가진 저항력(Resistance)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지반자체의 파괴 및 구조물의 파괴 등의 큰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지반의 응력 및 변형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문제에의
응용 등은 건설공사의 안정성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 한 것이 지반공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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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학이란?(계속)
즉 지반공학이라 함은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의 한 분야로서
주로 흙 또는 암반에 관한 공학적 문제를 역학적(Mechanical) 또는
수리학적인 법칙(Hydraulics Law)을 적용하여 이론적 해명을 하는
응용역학(Applied Mechanics)의 한 분야이다. 다시 말해 흙과 암반의
이론적인 해석과 지질공학의 이론 등을 포함하는 토질역학, 암반역학, 
지질공학, 수리학 등을 기초로 하며 그 응용 분야로서 기초공학, 
토질구조물, 지하공간, 지반환경, 지반 진동학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학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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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학의 역사

지반공학이라는 용어

‘토질공학’ 또는 ‘토질 및 기초공학’이라는 용어를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지반공학’을 공식적으로

사용

도약기

1925년 Terzaghi의 토질역학 저술 이후, 1936년
제1회 국제토질공학회의 개최 이후에 토질역학(공학)이
학문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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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학에서 하는 일

흙은 타 분야에서 취급하는 균질한 부재와는 달리 자연의 재료로서
토립자, 물, 공기 등의 삼상( 三相)에 의해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고
외적응력, 시간경과, 온도변화 등에 의해 성질이 달라지며 복잡한
특성을 갖게 되는 바, 지반의 공학적 문제에 토질역학 만을 단순히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강재인 경우 탄성계수, 
파괴강도 등 비교적 간단한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설계정수를 얻게 되면
설계가 가능하나, 흙의 경우 그 성질을 나타내는 계수가 매우 많아
이들 사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토질시험을 병행하여 설계에 필요한
토질정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흙의 생성, 시료의 채취방법
및 흙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게 되며, 
아울러 흙 재료에 대한 균형, 강성 또는 소성변형을 조사하고 공학상의
문제인 기초 지반의 지지력(Bearing Capacity), 옹벽이나 가시설에서의
토압(Earth Pressure), 축제 및 사면의 안정(Slope Stability) 등을
검토함은 물론, 지하수위 침투 및 배수의 적부 등 흙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을 지반공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반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반공학의 기초인 토질역학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토질역학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토질역학 이론이나 원칙에 기술적 판단을 가하여 공학적 문제를
해명하고, 공사의 실제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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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학과 관련된 문제 예

지반공학의 항목 지반과 관련된 성질 지반 공학적 문제 

1. 흙의 일반적 성질 물리, 화학적 성질 흙의 분류, 토층․지반구분 

2. 흙 속의 수리 투수성 침투, 배수, 모관성, 지하수 유출, 동상문제  

3. 흙의 압축․압밀 
지반의 응력과 변형 

압축, 압밀특성 
응력,변형특성 

지반, 성토, 구조물 등의 침하․경사․변형에 

관한 문제(지반의 부등침하, 측방유동, 융기) 

4. 흙의 전단강도, 토압, 
사면안정, 지반의 지지력 

강도특성 
성토구조물, 사면활동, 기초 및 토압(옹벽, 

토류벽, 매설관 등) 등에 대한 안정문제 

5. 흙의 다짐 다짐특성 
다져진 흙의 성질, 토질안정문제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필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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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반진동 동적특성 액상화, 내진, 방진 문제 

7. 지하공간 
(암석 및 암반) 

암석 및 암반의 강도특성, 

불연속면의 특성 
지하굴착, 토압 및 암반사면  
(터널, 지하철, 지하공간 등)의 문제 

8. 기    초 지지력, 침하 
직접 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 및 

케이슨기초 등의 지지력부족에 대한 침하 

9. 지반환경 토질,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환경오염문제  
(폐기물매립, 준설, 지반개량 등) 

10. 연약지반  
(지반주입, 보강) 

차수, 보강 연약지반처리문제 

11. 계측관리 응력, 변형, 간극수압 시공․유지관리, 역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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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학의 세부분야

지반조사 분야

기초 분야

사면안정 분야

연약지반처리 분야

정보화시공(계측관리) 분야

준설매립 분야

환경매립 분야

지반굴착 분야

지반진동(내진설계) 분야

터널 및 암반역학 분야

토목섬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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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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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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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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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eocentrifuge.com web 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