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288 -

시멘트를 첨가한 강화노상토의 탄성계수 
평가법

이관호*, 장태영*, 김성겸*, 김정구*

*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e-mail : kholee@kongju.ac.kr

A study of Elastic Modulus Tests for

Reinforced Subgrade Soil with Cement

Kwan-Ho Lee
*
, Tae-Young Jang

*
, Seong-Kyum Kim

*
, Jeong-Ku Kim

*

*
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법은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빔 및 마샬 배합설계법에서 수퍼페이

브 배합설계법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수퍼페이브의 배합설계과정에서 중요한 사항 중

의 하나는 선회다짐기를 사용하는 다짐방법이다. 아스팔트 포장은 노상 위에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순으로 구성되는데 노상은 포장 아래 약 1.0 m의 흙부분으로 포장과 일체로 구성되며 포장체에 작용

하는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층이다. 따라서, 수퍼페이브 배합설계법에서 사용하는 선회다짐기를

포장과 일체로 구성되는 노상의 다짐시험에도 적용한다면 각각의 포장층에 같은 원리의 다짐방법을

적용한다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노상토에 시멘트와 플라이애시를 첨가한 강화노상토를 선회다짐기를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고, 각 시편에 대한 탄성계수를 1축압축시험, 공진주시험, LFWD를 이용해 각각 측정

하여 각 결과물들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1. 서론

국내 도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노선연장 및 노선 수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

이 있어왔다. 그러나 산업발전 속도에 따른 도로의 시

급한 건설에 몰입한 결과 도로의 품질규격을 정량화

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가시화되었다.

지속적인 도로 건설기술의 발전에 의한 포장설계

및 유지관리의 합리화일환으로 역학적 특성인 지반

및 포장재료의 강성 개념에 기초한 역학적인 포장설

계 기법이 도입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토공의 시공

관리에 있어 경험적인 방법에 기초한 평판재하시험

및 들밀도 시험을 사용하고 있어 그 결과, 역학적 포

장 해적, 포장단면 설계, 토공, 포장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효율성

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리기법이 필요

한 현실이다. 현재 도로의 설계와 유지관리는 탄성계

수와 같은 흙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반

면 시공시에는 현장에서의 단위중량을 측정하여 이를

실내다짐시험으로부터 구한 최대건조단위중량과 비

교하는 방법으로 시공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시공관리 그리고 유지관리 간의 개념적 차이는 전체

건설공정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기술자의 경

험적 판단에 크게 의지하는 불합리한 면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멘트, 플라이 애시의 혼

합으로 인한 노상토의 안정성 향상 여부와 시공시 현

장다짐관리에 있어서 단위중량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

법대신 탄성계수와 같은 역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새

로운 관리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자 한다.

2. 재료 물성 및 시편제작

2.1 재료의 물성
시험에 이용된 흙은 천안(제4 지방산업단지 진입

도로 확장공사)지역과 평택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 5공구)지역의 도로건설현장에서 사용된

노상토를 채취 하였다. 흙의 분류를 한국 공업규격

(KS F 2324)의 통일분류법을 이용하였다. 액성한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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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한계는 한국 공업규격(KS F 2303 & 2304)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고, 그 결과값은 표2에 나타내었다.

시멘트는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종 보통 포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 하였고, Fly ash는 보령화력발

전소에서 발생한 제품으로 정제된 플라이애시 1종을

사용 하였다. 플라이 애시의 품질 규격은 표1에 나타

내었다.

[표 1] Fly ash 품질 규격
종류

항목
Fly ash 1종

이산화 규소 (%) 45.0 이상

수분 (%) 1.0 이하

감열감량 (%) 3.0 이하

밀도(g/cm3) 1.95 이상

분말도
45μm체 체잔분(망체방법, %) 10 이하

비표면적(브레인방법, cm2/g) 4,500 이상

플로값비(%) 10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시험구분 분석항목 천안 평택

액소성
시험

액성한계 16% 28%

소성한계 - 23%

소성지수 N.P 5%

입도분석

 0.208 0.21

 0.476 0.39

 1.07 0.66

균등계수,  5.14 3.14

곡률계수,  1.02 1.10

통일 분류 판정 SP SM

다짐 시험
OMC(%) 11.4 13.5

rdmax(t/m
3) 1.975 1.869

[표 2] 노상토의 기본물성 시험결과

2.2 시편제작
소일시멘트는 재료들의 배합비율에 따라 강도가

좌우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종류가 서로 다른 2가지

종류의 최적합수비(OMC)상태의 흙에 대하여 중량비

에 따라 시멘트량을 변화시키거나 플라이애시의량을

변화시켜 공시체를 제작하였고, 실험의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해 각각 3개의 시편을 제작, 실험하여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재료의 다짐은 선회다짐기를 사용하

였고, 다짐조건은 표3과 같다. 시편은 지름 10 cm, 높

이 17∼18 cm 크기의 원통형으로 제작되었고, 재료의

혼합량은 표4에 나타내었고, 제작 과정은 그림1에 나

타내었다. 선회다짐지로 다짐한 각 시편을 약 12˚∼17

˚에서 7, 14, 28일 양생하였다.

다짐속도 다짐각 다짐압력 다짐횟수

30회/min 1.25˚ 600KPa 300회

[표 3] 선회다짐기의 노상토 다짐조건

흙 종류 시멘트 배합분류 Fly ash 배합분류

SM

(OMC=

15 %)

0 % SM 0 % -

4 % SM_C4% 4 % SM_F4%

8 % SM_C8% 8 % SM_F8%

12 % SM_C12% 12 % SM_F12%

SP

(OMC=

9 %)

0 % SP 0 % -

4 % SP_C4% 4 % SP_F4%

8 % SP_C8% 8 % SP_F8%

12 % SP_C12% 12 % SP_F12%

[표 4] 공시체 제작 배합표

재료의 계량 재료의 혼합 시편 양생 밀 완성

[그림 1] 시편의 제작과정

3. 역학적 특성시험

3.1 CBR 실험
흡수팽창시험 결과 입자가 작은 SM시편이 SP시편

보다 팽창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가 첨가되

면서 팽창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이 애

시가 첨가된 시편은 SP, SM 모두 팽창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4% C8% C12% F4% F8% F12%

SP 0.04 0.04 0.03 0.02 0.10 0.20 0.20

SM 0.74 0.15 0.20 0.16 1.04 0.88 0.85

[표 5] 각 공시체의 흡수 팽창비 (%)

표 6와 같이 SM시편은 10%이하로 노상토의 지지

력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

멘트 첨가 후 10배이상의 지지력 증가를 보였고 공시

체 제작 후 수침시키는 과정에서 수중양생과 같은 효

과로 인해 급격한 지지력 상승효과가 발생하였다.

관입량

(mm)
2.5 5.0 7.5 10.0

SP 40.92 44.20 40.71 35.59

SP_C4% 138.10 195.88 - -

SP_C8% 178.57 248.62 - -

SP_C12% 261.76 303.87 - -

SP_F4% 39.43 44.70 40.91 34.95

SP_F8% 34.97 41.69 39.55 36.55

SP_F12% 37.20 41.19 38.39 34.31

SM 4.39 5.32 5.62 5.71

SM_C4% 43.15 53.24 55.95 56.11

SM_C8% 94.79 105.88 104.07 99.36

SM_C12% 66.67 86.39 100.81 106.44

SM_F4% 3.94 4.07 4.15 4.30

SM_F8% 3.05 2.96 2.95 2.95

SM_F12% 3.05 3.21 3.37 3.49

[표 6] 각 공시체의 CBR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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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축압축시험
표7는 SP , SM 흙에 대한 시멘트, 플라이애시 함

유량이 각각 4 %, 8 %, 12 % 상태의 양생일수에 따

른 일축압축강도(qu)를 나타내고 있다. 시멘트 함량이

증가할수록 6∼8배의 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시멘트의 첨가량에 따라 강도 증진폭이 큰것에 반해

플라이 애시의 경우 28일 양생기간 안에 강도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도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일축압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탄성계수(E50)산정

하여 일축압축강도(qu)와 비교해보면, 강도가 증가함

에 따라 탄성계수도 대체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SM시편의 경우 강도는 증가했지만, 14일 이

후로는 탄성계수의 증가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생기간

배합종류
28일 14일 7일

양생기간

배합종류
28일 14일 7일

SP 0.803 0.546 0.485 SM 0.693 0.495 0.284

SP_C4% 3.625 1.755 1.525 SM_C4% 2.289 1.917 0.990

SP_C8% 5.681 3.056 2.471 SM_C8% 3.161 2.537 1.834

SP_C12% 6.938 4.120 3.011 SM_C12% 4.255 3.021 2.647

SP_F4% 0.891 0.493 0.399 SM_F4% 0.891 0.391 0.177

SP_F8% 0.726 0.357 0.475 SM_F8% 0.719 0.491 0.386

SP_F12% 0.717 0.351 0.574 SM_F12% 0.589 0.503 0.381

[표 7] 일축 압축강도(qu) 시험 결과 (Mpa)

양생기간

배합종류
28일 14일 7일

양생기간

배합종류
28일 14일 7일

SP 47.0 29.4 7.1 SM 28.8 25.0 8.8

SP_C4% 187.5 87.0 83.7 SM_C4% 89.3 89.3 30.8

SP_C8% 304.3 184.2 139.5 SM_C8% 97.2 95.9 60.6

SP_C12% 363.6 350.0 221.5 SM_C12% 200.0 175.0 122.0

SP_F4% 55.6 36.4 29.0 SM_F4% 55.6 15.5 3.2

SP_F8% 47.4 32.8 36.4 SM_F8% 47.4 15.8 9.7

SP_F12% 51.4 29.9 45.5 SM_F12% 48.3 21.4 10.5

[표 8] 일축 압축시험에 의한 탄성계수(E50) (Mpa)

3.3 자유단 공진주시험(IR-Test)
자유단 공진주 시험은 직경10mm 쇠구슬를 시편

의 중심부에 타격하여 응력파를 발생시키고 발생되

는 탄성파를 동적신호분석기을 이용하여 Voltage 신

호를 획득하고, Matlab프로그램을 이용해 탄성계수

를 산정하는 시험이다.

IR-Test를 통한 탄성계수 측정시 양생기간동안 표

면에 균열이 생긴 시편은 압축파가 전달되지 않아 측

정오차가 증가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 결과값을

보면 일축 압축 시험에 의한 탄성계수(E50)와 유사한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멘트 첨

가 후 약 4∼6배의 탄성계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플라이 애시는 혼합전 시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생기간

배합종류
28일 14일 7일

양생기간

배합종류
28일 14일 7일

SP 1474 1261 649 SM 746 392 213

SP_C4% 3642 2059 1431 SM_C4% 879 709 649

SP_C8% 5556 3847 2326 SM_C8% 1856 1497 1101

SP_C12% 6866 6201 3166 SM_C12% 3171 2271 1843

SP_F4% 1653 1102 299 SM_F4% 856 439 101

SP_F8% 1456 733 450 SM_F8% 1048 376 53

SP_F12% 1238 599 953 SM_F12% 692 117 34

[표 9] IR-Test에 의한 탄성계수 (Mpa)

(a) IR-Test 개요도 (c) 공진주파수

[그림 2] 비구속 압축파의 자유단 공진주 시험

3.4 LFWD(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실험
LFWD를 이용하여 변형 및 탄성계수 측정를 위하

여 모형토조를 제작하였다 모형토조 제작은 그림3과

같으며 그에 따른 결과값은 표10과 같다. 앞서 시험

에서도 그렇듯 시멘트 함유량이 12%의 시료가 가장

큰 탄성계수 값을 보인 것에 반해 LFWD시험에서는

8%보다 다소 적게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실험상 모형벽면에 다짐불균형으로 생긴 오차

로 생각된다.

양생기간

배합종류

28일 14일 7일

D
(μm)

E
(MPa)

D
(μm)

E
(MPa)

D
(μm)

E
(MPa)

SP 1047 23 1110 22 1783 15

SP_C4% 211 119 196 127 236 124

SP_C8% 154 165 210 123 213 131

SP_C12% 261 97 324 76 376 81

SP_F4% 1159 21 1363 17 1908 12

SP_F8% 988 24 1229 19 1804 14

SP_F12% 816 29 1039 23 1333 20

SM 954 26 941 26 1265 19

SM_C4% 140 184 204 124 238 100

SM_C8% 143 176 187 137 174 143

SM_C12% 213 118 384 65 382 66

SM_F4% 840 29 1103 22 1224 19

SM_F8% 866 28 959 25 1094 22

SM_F12% 905 27 1034 24 1214 20

[표 10] LFWD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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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푸집 제작 (b) 재료 배합

(c) 재료의 다짐 (d) 다짐후 완성모습

[그림 3] 모형토조 제작 순서

3.5 탄성계수 상관관계 분석
각 시편에 대한 일축압축시험, IR-Test에 의한 탄

성계수를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플로팅 하였다.

SP는 상관관계 R2이 96%, SM은82%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그림4,5를 이용하여 비파괴시험인 IR-Rest

의 결과값으로 탄성계수(E50)와 일축압축강도를 유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LFWD시험의 결과는 다소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로서 다른시험들의 탄성계수와의 상관관

계는 찾기 어려웠다.

[그림 4] SP 시편의 일축압축시험-IR-Test 결과값의 상관도

[그림 5] SM 시편의 일축압축시험-IR-Test 결과값의 상관도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플라이 애시를 첨가하여 강

화된 노상토의 탄성계수 측정방법에 따른 결과값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시편의 제작은 현장다짐에서

얻어지는 골재입자의 배열과 유사하게 다짐을 수행할

수 있는 선회다짐기를 사용하였고, 각 혼합물의 함유

량별 지지력, 압축강도 시험을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

성을 파악하고, LFWD를 이용하여 다짐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적 제한된 실험으

로 이였으나 실제 실험을 실시하였을 때의 실험 오차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오차들을 줄이고 강

화노상토를 원활하고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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