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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research isto determinecharacteristicsofundrained shearstrength of

remoldedmarineclayatIncheonandBusan,representingtypicalmarineclaysin

Korea.

Laboratory vane tests with remolded marine clays sampled from coasts at

IncheonandBusanwereperformedtoinvestigatetheundrainedshearstrengthof

them.Testresultswerecomparedwiththepredictedvaluesofundrainedshear

strengthproposedbymanyresearchers.Itwasfoundthatmeasuredresultsabout

undrainedshearstrengthwithwatercontentwasingoodagreementswithvalues

proposedbyTerzaghiempirical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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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1)

국토의 면 이 좁고 산지가 많은 국내에서 지형

특성상 인구증가와 고속성장에 따른 토지수용의

증가와 국토의 효율 인 이용측면에서 해안매립공

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설․매립

공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산업단지 조성공사나 공항부지,

항만부지 조성공사 등에서 규모로 실시하거나

완료된 상태이다.

국내에서도 1970년 정부의 공업화 정책으로

규모 산업기지 조성이 검토되면서 포항,울산,

* 강원 학교 토목공학과,교수

** 강원 학교 토목공학과,석사과정

***세경 학 토목과, 임강사,교신 자

온산,창원,마산,거제 등 동남해안 공업지역 부

분이 매립공사에 의해 조성되었으며,인천신항,부

산신항,아산공단 등에서 설매립공사가 진행 에

있다.

이 게 해안을 매립하여 지반을 조성하는 매립

공사는 해안매립에 필요한 매립토의 물량이 방

하여,국내의 경우 산업기지 조성 기에는 주로

쇄석이나 산토가 이용되었지만,최근에는 주변의

토취장 개발 가능지역이 한정되어 부족한 토량을

매립 장 부근의 퇴 된 해성 토를 설투기하여

체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해성 토를 사용하

여 조성된 지반은 극도로 연약하여 거의 지지력을

갖지 못하는 고함수비의 슬러리 상태로 형성되며,

압축성이 크고 압 진행이 장기화되는 불안정한

지층으로 조성된다.이러한 연약 설토가 소요의

지지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추정은 설토량

의 산정과도 연 되어 매립지반 설계에서 가장

요한 사항 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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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고결층 아래의 지반은 고함수비 상태를 유

지하며 충분한 강도와 지지력을 발 하기까지 장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약지반처리공법이 요구

되나 공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을 한 장비의

투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설매립지반과 같은

연약지반에서는 후속공정을 한 장비 진입이 불

가능하다.따라서 시공상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

려할 때 소정의 단강도 지지력 확보를 한

구체 인 시간추정이 실 으로 매우 요한 설

계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이러한 연약지반의 강도특성

을 악하고자,먼 비배수 단강도에 한 국 ·

내외 각종 문도서,학회지 논문 등을 참고로

하여 이론 인 고찰을 수행한 후 인천 부산 지

역의 설토를 상으로 실내 베인시험을 수행함

으로써 그 성과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리고 재

까지 입증된 제안식과 실내 실험결과와의 상

계를 악하여 우리나라 서해안 설토의 비배수

단강도를 산정하는데 있어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제안식을 선정하여,향후 서해안 지역 개발

계획에 토질공학 기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2.이론 고찰

2.1 설매립지반의 강도특성

흙의 단강도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직 단시

험,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등을 통해서

착력과 내부마찰각을 얻는다.그러나 연약 성

토의 단강도는 착력과 내부마찰각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오히려 단강도를 이용하

여 취 하는 것이 합리 이다.

설 토는 시간 종속 비뉴튼 유체 거동을

하므로 그 단강도는 변형속도에 의해 지배된다.

체 으로 변형속도가 커짐에 따라 단강도는

커지게 되고 이 계는 각종 유동학 모델에 의

해 설명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설 토의 강도

를 측정하는 것이다.

종래의 단강도 시험법으로는 강도측정이 불가

능하다. 재 베인시험기와 회 도계를 이용한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 시험법에는 몇

가지 문제 을 갖고 있다.베인 시험기는 베인의

날개를 직경으로 하는 원통으로 단면으로 가정

하여 해석하는데, 연약 상태에서는 원통형의

단면이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면의 추정

도 단히 힘들다.

따라서 시험결과의 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

를 필요로 하고 실험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

다.회 도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탁액 혹은 슬

러리 상태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에서 가장

합리 인 시험법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토의

유동특성의 가정과 변형속도 제어방법에 따라 강

도가 크게 달라지는 에 유의해야 하고 장치가

정교하므로 자동 제어 기록 장치가 없으면 정

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따라서 고가의 부수장치

가 필요하므로 실용 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 토와 같은 슬러리 상태에 있어서 강도는

변형속도가 “0”일 때의 강도이다.따라서 당한

유동학 모델을 이용하여 “0”변형율의 단강도

를 추정하게 되는데 용모델과 실험 시 변형속도

의 범 에 따라 상당히 다른 단강도 값을 나타

내게 된다.따라서 이 방법의 용에 있어서는 특

별한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1. 단응력과 단변형률 계

표 1.제안자에 따른 비배수 단강도

  안  자 비배수 단강도 안식

Znidarcic et al.

(1994)
log 



Mikasa

(1998)
  ×   

Modified Mikasa

(1998)
  ×   

Skempton and 

Bishop

(1954)

 ×× 
′

Skempton(1948) 
 sin

′

 sin
′

× 
′

Mesri

(1975)
  

′

Schofield

(1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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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비배수 단강도

비배수 단강도는 흙의 단과정에서 배수를

허용하지 않는 상태로 흙을 단 괴 시킬 때 흙

이 가지는 최 단강도를 일컫는다.즉,흙이

단응력을 받아서 한 단변형을 일으키거나

활동면을 따라 명확한 단활동을 일으킨 경우에

흙이 단 괴되었다고 일컬으며,이때 활동면상의

단응력의 최 값을 단강도라 한다.그런데

성토는 입자가 미세하여 비표면 (Specific

Surface)이 크고 한 토 물의 특성에서 입자표

면에 흡착층 착력을 갖는다.그리고 역학 으

로 성토의 특성 하나는 투수성이 낮다는 것

이며,그 때문에 포화 토는 보통의 공사기간

하 의 변화에 따라 함수비의 변화가 거의 발생

하지 않고 괴에 있어서도 비배수 단 괴가 되

는 경우가 많다.이를 종합해 볼 때,일반 으로

성토의 단강도는 비배수 단강도를 의미한다.

2.3틱소트로피 특성

흙이 교란되어 강도가 감소되면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일단 감소되었던 강도는 천천히 증가한다.

그러나 교란 의 원상태까지 회복하지는 못한다.

이와같은 강도증가의 원인은 불교란 상태의 면모

구조에서 교란으로 말미암아 이산구조화 되었던

토가 다시 면모화 하려는 틱소트로피

(Thixotropy) 상에 의한다.Narharaj(1990)에 의

하면 연약한 민 토에서의 압 거동은 그림 2에

서와 같이 불교란 시료에서는 항복응력(Yield

Stress),)이후의 거동(zone-2)과 응력증가에

따른 간극비 감소가 둔화된 후 일정한 증가를 보

이는 이응력(TransitionStress,)이후의 거동

(zone-3)을 나타내며,재성형 시료상태에서는 불교

란 시료와 다른 압축특성을 보이며,시료 채취 방

법 상태에 따라 압축특성은 차이가 있다.

그림 2. 민 토에서의 압 거동 특성

그림 2에서와 같이 지반의 교란 정도 하

변화에 따라 압축특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란정도에 따라 낮은 하 단계에서 침하량이 다

르게 평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반의 교란정도

(교란의 크기 범 )와 이에 따른 틱소트로피 특

성에 의해 지반개량특성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

다.한편 박 목(1994)에 의하면 민한 성토

시료에 하여 실시한 실내실험결과,염분농도가

다른 각 지역의 시료토일 경우 높은 강도회복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것은 염분농도가

큰 지반일수록 교란된 지반에서 틱소트로피 상의

증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2.4베인시험

베인시험은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십자형 날개

가 달린 베인을 흙 속에 입시키면서 항체(날

개)에 의하여 원통형의 단면이 형성되는데 필요

한 힘,즉 단 항력( 착력)을 측정하여 연약한

성토의 비배수 단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다.

비배수 단강도(su)는 성토의 컨시스턴시를

기술하기 해 가장 리 이용하는 토질정수이지

만 성토의 비배수 단강도(su)는 재료가 가지

는 고유의 성질이 아니며 지반의 특성과 실험시의

하 재하방향, 괴면의 방향과 경계조건,변형속

도 등 다른 변수들의 향을 받는다.이와 같은 이

유로 장베인실험에 의한 비배수 단강도는 실

내시험을 통해서 구한 비배수 단강도에 비해 다

소 큰 값을 나타내며 실제 장사례를 통한 역해

석 결과 설계에 사용하기에는 큰 값을 보이는 경

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소성지수와 압축지수와의 계

Skempton등은 국 4종류의 재성형된 토에

서 액성한계의 비배수강도와 소성한계의 비배수강

도의 비가 약 100이 된다는 것을 실험결과로 증명

하 으며 한계상태의 이론에 의하면 압 곡선은

(,ln ′)평면내에서 직선이 되고,1차원압 의

경우 ′ 


 ′이므로 ′ 

 ′
이다.

정규압 상태에서는 치는 일정하다고 보면

와 에서 






이 되므로,선은 (,log′)면에서 직선이 된다.

구배는   log′의 구배 를 이용해서 

로 표시되며 한계상태선이 같은 평면내에 있어서

는 선과 평행이고 ,Atterberg한계시험에서

는 LL,PL을 구하는데 시료를 항상 재성형시키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가 한계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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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베인시험방법

3.1시험개요

실내 베인시험은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십자형

날개가 달린 베인을 흙 속에 입 시키면서 항

체(날개)에 의하여 원통형의 단면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힘,즉 단 항력( 착력)을 측정하여 연

약한 성토의 비배수 단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료와 베인 Rod사이에 유발되는 마찰

항에 한 향으로 없애기 해 이 형태의

Rod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 1에 나타낸 실내 베인시험

기를 사용하 다.

사진 1.실내 베인시험 경

이 실험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장에서 채취한 샘 을 시료의 성형단계 없

이 간편하게 단강도를 얻을 수 있다.

2)연약하고 민한 토에 해 교란을 최소화

시키면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3)베인날을 두 번 정도 빠른 회 을 통해 흙을

재성형시키므로 베인을 다시 삽입하여 민

비(St)를 측정할 수 있다.

3.2실내 베인시험

재성형한 시료의 비배수 단강도 특성을 분석

하기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실내 베인실험을 실

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베인 크기 5×10cm,회 속도

min,베인날의 두께 1.5mm로 하여 실험을 수

행하 다.

(1)시료를 균질하게 교반하여,직경 15cm,높

이 15cm의 모형 용기에 높이 10cm까지 시

료를 균질하게 넣는다.

(2)시료를 담은 용기를 해수에 넣어 일정시간

수침시킨다.

(3)압 추를 올려 시료를 압 시킨다(사진

2).

(4)성형된 시료를 7일 경과 후부터 단 실험

을 실시한다(사진 3).

(5) 단 실험 후 단부의 함수비를 측정하여

베인 실험 결과와 함수비와의 계를 분석

한다.

사진 2.시료수침

사진 3.베인 단시험

4.시험결과

4.1흙의 물리 특성

4.1.1비 실험

비 실험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측정된 인

천시료의 비 값은 2.69～2.71의 범 를 나타내며

평균값은 2.70,부산시료의 비 값은 2.72～2.76의

범 를 나타내며 평균값은 2.743을 나태내고 있다.

표 2.비 시험결과

구분 인천A 인천B 부산A 부산B 부산C

Gs 2.71 2.69 2.76 2.75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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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Water

Content(%)

Void

Ratio
Su(kPa)

인천

A지역

62.134 0.84 0.87

72.758 1.28 0.62

80.698 1.61 0.42

인천

B지역

61.06 2.80 0.25

70.19 3.51 0.21

81.04 4.35 0.13

부산

A지역

62.04 0.42 1.81

71.55 0.70 1.36

82.64 1.03 0.87

부산

B지역

62.04 0.36 2.07

72.17 0.55 1.32

81.44 0.80 1.14

부산

C지역

63.87 0.26 1.96

72.46 0.49 1.66

81.25 0.73 1.07

4.1.2액·소성한계실험

액·소성한계에 한 실험결과는 표 3에 나타내

었다.인천시료의 액성한계는 24.84～42.04%의 범

에 분포하고 있으며,그 평균값은 33.44%이다.

소성한계는 11.92～17.44%의 범 에 분포하고 있

으며,그 평균값은 14.68%이다.따라서 소성지수

PI는 18.49로 분석되었다.부산시료의 액성한계는

47.66～54.43%의 범 에 분포하고 있으며,그 평균

값은 51.39%이다.소성한계는 ～17.44%의 범 에

분포하고 있으며,그 평균값은 15.50%이다.따라서

소성지수 PI는 35.88로 분석되었다.컨시스턴시 시

험결과로부터 그림 3과 같은 소성도표를 구하 다.

표 3.액·소성한계 실험결과

구분 인천A 인천B 부산A 부산B 부산C

LL

(%)
42.04 24.84 47.66 52.07 54.43

PL

(%)
17.44 11.92 13.54 15.53 17.44

PI 24.06 12.92 34.12 36.54 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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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소성도표

4.2실내 베인시험

표 4는 재성형 시료에 하여 함수비를 변화시

켜 측정한 비배수 단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함수

비 간극비가 감소할수록 비배수 단강도가 증

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4.재성형 시료의 단실험 결과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함수비의 변화에 따라

비배수 단강도가 수 함수 으로 변화됨을 확

인하 다.기존의 이론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환경

인 인 이유 등으로 인해 교란되어 있는 상

부지반을 제외하면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일반

으로 단강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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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1496e-0.508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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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인천지역

액성지수 -비배수 단강도 계도

y = 2.8356e-1.170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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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부산지역

액성지수 -비배수 단강도 계도

회 상시료에 한 액성지수(정수)-비배수

단강도()의 계식을 아래 식에 나타내었

으며,그림 5,6에 회실험결과와 계식을 함께

도시하 다.

 
 (인천지역)

 
 (부산지역)

여기서, :비배수 단강도(),w :함수

비(정수)이다.

실험결과를 분석하기 하여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공식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다음의 그림 7은 실내 베인실험에서 측정한 실

험결과와 기존의 제안식의 측값을 비교한 것이

다.

실내 베인실험에서 측정한 실험결과와 기존의

제안식의 측값을 비교한 결과,그림 7에 보이는

것처럼 Terzaghi등(1948)의 제안식과 유사한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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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실험결과와 제안식의

비배수 단강도 비교

5.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내 베인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실험값과 기존 제안식의 측값을 비교 분석하

다.이를 토 로 인천 부산 해성 토의 비배수

단강도 산정 시 한 제안식을 제안하고자 한

다.

1.인천 해성 토의 기본물성 실험결과 비 은

2.70,액성한계는 33.44%,소성한계는 14.68%이었

다.따라서 소성지수는 18.49을 나타낸다.

2.부산 해성 토의 기본물성 실험결과 비 은

2.743,액성한계는 51.39%,소성한계는 15.50%이었

다.따라서 소성지수는 35.88을 나타낸다.

3.함수비 변화에 따라 시료의 비배수 단강도

가 수 함수 으로 변화됨을 확인하 고,동일한

함수비일 경우 부산지역이 인천지역 보다 약 2～3

배 크게 측정되었다.

4.실내 베인시험에 의한 비배수 단강도분포

를 비교 ·분석한 결과,Terzaghi등(1948) 계식

이 측정치와 비교 일치하 다.따라서,인천



부산 해성 토의 비배수 단강도를 산정하는데

의 제안식의 형태가 당하다고 단된다.

5.액성지수 비배수 단강도의 계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계식을 구하 다.

 
 (인천지역)

 
 (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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