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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It is difficult to prepare a specimen for directly testing a tensile strength of soils. Therefore, 
a tensile strength of soils has been measured indirectly. In this study, a mold and sample preparation tool for 
directly testing a tensile strength of soils has been developed and a tensile strength of weakly cemented sand 
was measured by using such device. A compressive strength of the cemented sand was also measured and its 
value was 30 times greater than its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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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흙의 인장강도는 흙의 종류와 포화도에 따라 그 크기가 수십에서 수백 kPa에 이르기 때문에 다양한 

지반구조물의 안정성과 성능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도로포장이나 흙 의 경우 재료의 인장강

도와 련된 균열 괴의 요성이 많은 심을 불러왔는데, Leonards and Narain(1963)은 흙 에서의 

균열거동 문제를 언 하 으며 George(1970)는 안정화된 흙-시멘트 혼합체의 균열 확장  균열로 인한 

피해에 해 언 하 다. Suklje(1969)은 피압수로 인한 굴착면 면의 성토층에서 인장균열의 험성

과 성토 면의 한계동수경사가 단강도 뿐만 아니라 인장강도에 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 하

다. Spenser(1968)와 Suklje(1969)은 사면상부에서 나타나는 인장주응력상태를 갖는 크리 나 한계상태

의 성토사면의 경우 인장강도는 사면안정해석과 깊은 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Fang and 

Fernandez(1981)도 도로, 사면, 흙   제방에서의 인장균열 문제의 요성을 언 하 다.  Kim and 

Sture(2004)도 불포화 흙의 정확한 거동해석에 있어 인장강도의 요성을 지 하 다.  한 Allen(2001)

은 지반환경구조물의 표 인 사례인 매립지 차단시스템에서 균열발생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오염원

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언 하 다.  이것은 이들 매립지를 건설할 때 매립지 체 구조물의 안정에 

한 검토는 흙의 단강도 특성을 기 로 해서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차단재로 사용된 세립토의 균열에 

한 검토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흙의 요한 특성 의 하나인 인장강도를 공학 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

이 요구된다 . 하지만 기존의 인장시험 방법은 공시체 제작의 어려움으로 간 인장시험 방법에 의한 강

도를 평가하는 것이 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 인장시험용 공시체 제작을 한 몰드와 인장시

험을 한 척(chuck)을 직  설계 제작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한 시멘트 혼합토는 흙

이나 모래에 시멘트를 섞은 것으로 흙 입자간의 고결작용으로 건조 시 흙의 체 변화를 감소시키거나 

강도를 증가시켜 기 지반  연약지반의 보강, 옹벽 뒤채움재, 도로  철도의 성토노반, 기층재료 등

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몇몇 연구자에 의해 시멘트 혼합토의 인장강도 특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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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Hudson and Kennedy(1969)는 시멘트 함량, 양생방법에 따라 간 인장강도는 압축강도의 14～16%

의 범 라고 하 으며 직 인장강도는 간 인장강도보다 15% 크게 나타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혼합토를 사용하여 직 인장강도시험과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 으며, 압축강

도와 인장강도의 비를 평가하 다.  그리고 시멘트비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와 인장강도의 차이를 분석하

다.

2. 흙의 압축 및 인장시험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백마강 모래에 고결제로 속경시멘트를 사용한 시멘트 혼합토를 사용하여 일축압축시

험과 직 인장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 다.  백마강 모래는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강 구간에서 

설한 모래로 그림 1과 같이 약간 모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림 2는 0.85mm체를 통과한 백마강 모래

의 입도분포곡선이며 입도특성은 표 1과 같다.  백마강모래의 다짐곡선은 그림 3과 같으며 최 건조

도와 최 함수비는 1.58g/cm
3
과 13%이다.  고결제는 3시간에 7일 강도 발 이 가능하고 도로 교량 긴

보수에 사용되는 비 이 3.14인 국내 S사의 속경시멘트를 사용하 으며,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3시간 

후 25 MPa, 1일 후 30 MPa, 3일 후 35 MPa, 7일 후 40 MPa이다. 

표 1. 백마강모래의 입도특성

Maximum 
void ratio

emax

Minimum 

void ratio

emin

Gs

Effective 

grain size

D10 (mm)

Mean 

grain size

D50 (mm)

Uniformity 
coefficient

Cu

1.255 0.973 2.61 0.28 0.45 1.79

그림 1. 백마강모래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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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백마강모래의 입도분포곡선

그림 3. 백마강모래의 다짐곡선

2.2 공시체의 제작

2.2.1 시멘트 혼합토 공시체의 제작 및 양생

  시멘트 비는 건조된 모래의 무게에 한 시멘트의 무게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100

W
W

s

c
c ×=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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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Wc는 시멘트의 무게, Ws는 건조된 모래의 무게이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시멘트비는 8%, 12%, 

16% 이다.  모래에 소량의 시멘트를 혼합할 경우 최 건조 도는 증가하더라도 최 함수비는 크게 변하

지 않는다는 정우섭(2006)의 연구결과로부터 백마강모래의 최 함수비 13%를 시멘트 혼합토의 최 함

수비로 가정하 다.  

  시멘트 혼합토는 건조된 모래 900g/400g(직 인장/압축)에 정해진 양의 시멘트를 잘 혼합한 다음 최

함수비로 다시 잘 비빈다.  잘 비빈 시멘트 혼합토를 각 시멘트 비에 맞는 혼합토의 단 량과 몰드

의 체 을 계산하여 몰드에 넣을 시료의 무게를 정하 다.  직 인장용공시체의 제작은 그림 4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공시체를 제작하 다.  그림 4(a)에서 가운데 부분이 인장을 받는 부분이며 직경 5cm, 

높이 10cm 로 제작되었고 직경이 증가하는 상․하단부분은 직 인장시험을 할 때 시험기에서 공시체를 

잡고 상하로 인장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다.  결합한 몰드의 상․하단에 그림 4(b)와 같은 칼라를 결합한 

후 공시체 성형기(그림 5)에 치시킨다. 공시체 성형기인 그림 5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단부에 공

시체 상부의 직경과 같은 원형 을 에 장착하 고 는 높이 조 을 해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며 

높이 조 을 마치면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 고 하단 부는 공시체 하부의 직경과 같은 원형 을 

실린더 상부에 장착되어 있어 압축이 시작되면 상․하 두 개의 원형 이 공시체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몰드와 공시체 성형기의 장착이 이루어진 후 하단에 있는 실린더를 작동하여 원형 을 칼라의 간부

분까지 상승시켜 다. 그리고 몰드의 체 과 시료의 단 량을 고려하여 계산된 무게만큼의 시료를 

투입한 후 상부의 을 칼라와 단단히 고정시켜  후 상부의 원형 을 잭을 상승시켜  것과 같이 

칼라의 간부분에 치하도록 하강시키고 고정하여 다.  그리고 100kg의 하 을 30분 동안 유지하면

서 압축이 되도록 한다.  그림 5 (a)와 (b)는 공시체 성형기에 몰드를 설치한 모습이다.  일축압축  간

인장용 공시체의 제작 장비는 그림 4(a)의 몰드에 그림 4(c)의 받침 를 상․하부에 어 성형기에 장

치한 후에 제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다.  공시체의 제작 과정은 직 인장공시체의 제작 과정과 

유사하다. 먼  몰드 하단부에 받침 를 이용하여 직 인장공시체에서 볼 수 있는 고정부를 메운 후 몰

드에 계산한 무게의 시료를 투입한 후 상부에도 같은 받침 를 이용하여 덮은 후에 100kg의 하 으로 

30분 동안 압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다.  이 게 완성된 공시체의 크기는 직 인장공시체의 고

정단부를 제외한 부분  간 인장공시체와 압축공시체의 크기가 같은 직경 5cm, 높이 10cm이며 그 모

습은 그림 6(b)와 같다.  압축으로 완성된 인장  일축압축공시체는 몰드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 그 로 

기 에서 24시간 양생을 한 후에, 내부 온도 50°로 유지 시켜놓은 항온건조기에서 추가로 24시간 양

생을 하여 총 48시간 양생을 하 다.  모든 공시체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건조 도는 시멘트

비가 증가할수록 비 이 큰 시멘트양이 증가하여 건조 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표 2, 3과 

같이 건조 도는 인장공시체의 경우 8%에서 1.45g/cm3, 12%에서 1.46g/cm3를 보 고 일축압축공시체의 

경우 8%에서 1.57g/cm
3
, 12%에서 1.62g/cm

3
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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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몰드 (b) 칼라 

(c) 일축압축공시체 제작에 사용된 받침 (d) 받침 와와 몰드의 결합모습

그림 4. 공시체 제작에 사용한 몰드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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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면 모습 (b) 측면모습

그림 5. 공시체 성형기

(a) 직 인장공시체 (b) 일축압축공시체

그림 6. 완성된 시멘트 혼합토의 공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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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시리즈(인장강도시험)의 시험조건  결과

Test
Cement

ratio(%)



()



(%)

Peak

strength

(kPa)

A-1 8 1.45 1.34 50

A-2 12 1.46 1.51 65

표 3. B시리즈(일축압축강도시험)의 시험조건  결과

Test
Cement

ratio(%)



()



(%)

Peak

strength

(kPa)

B-1 8 1.57 0.68 1622

B-2 12 1.62 0.57 3081

3.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2와 3에 정리한 A, B시리즈에 해당하는 각각의 공시체를 일축압축시험기를 이용하여 1%/min의 

속도로 인장  압축시험을 실시하 다.

3.1 인장강도 특성 

  

  직 인장강도시험은 일축압축시험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척을 연결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척의 모

습은 그림 6(a), (b)와 같으며, 이것을 일축압축시험기에 설치한 모습은 그림 6(c)와 같다.  척(chuck)이

란 선반의 주축(主軸) 끝에 장치하여 공작물을 잡아주어 유지하는 부속장치를 지칭하는 단어로 본 실험

에서 제작한 것도 공시체를 잡아주어 상하로 인장을 해주는 장치이므로 척이라 명칭을 정하 다.  척을 

처음 제작하 을 때 공시체의 크기와 일축압축시험기의 연결부만 고려하여 제작을 하 다.  그러나 공

시체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한 척은 공시체를 결합하면 공시체가 척에 완 히 장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공시체가 장착이 되더라도 반 부분의 덮개를 결합할 때 공시체에 손상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일축압축시험기의 하단 상승부의 정 앙의 축과 상단의 고정부의 정 앙 축을 일직선으로 연결

하 을 때 일치하지 않아 공시체를 척에 결합하고 덮개의 결합을 하여 나사를 조일 때 공시체가 괴

되어 실험 진행이 불가능 하 다.  그리하여 척을 일부 수정하 는데 그 내용으로  척의 내부직경을 

체 으로 2mm 넓  주었고 직경 5cm 부분을 사면으로 깎아 주었고 일축압축시험기의 하단부에 장착하

는 척 나사부분이 축이 되어 척 본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6과 같은 척을 일축압축시험기의 상․하부에 부착을 하여 높이조 을 한 후에 공시체를 올려놓은 

후 체결을 하여 시험기를 가동하여 인장시험이 이루어 졌다. 

 A시리즈는 시멘트비 8%와 12%의 시멘트혼합토의 인장강도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 7은 A시리즈의 응

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거의 모든 공시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장강도는 빠르게 증가하다

가 응력이 0이 되면서 괴되는 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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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척(Chuck) 상부 (b) 척(Chuck) 하부 

(c) 척에 공시체를 체결한 모습

그림 6. 직 인장시험에 사용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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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1 (b) A-2

그림 7. A시리즈의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8. 실험 후의 인장 공시체

3.2 일축압축강도 특성

  B시리즈는 시멘트비 8%와 12%에서 시멘트혼합토의 일축압축강도 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 9는 B시

리즈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에서와 같이 일축압축강도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응

력이 최 값에 도달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멘트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축

압축강도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은 일축압축시험 후의 공시체 모습을 보여 다. 

공시체는 실험시작부터 응력이 최 값이 도달할 때까지 균열  괴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응력이 

최 값에 도달한 이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며 그림 10과 같이 괴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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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1 (b) B-2

그림 9. B시리즈의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10. 실험 후의 일축압축공시체

3.3 인장강도와 일축압축강도 비교 

  인장강도를 보여주는 A시리즈와 일축압축강도를 보여주는 B시리즈를 보면 일축압축강도와 인장강도

는 시멘트비 8%에서 약 32배, 12%에서 46배의 차이를 보 다.  그리고 시멘트비 증가에 따른 경향을 

보면 일축압축강도는 약 1.8배를 보인 것에 반해 인장강도는 약 1.3배의 증가를 보 다. 그림 11은 각 

시멘트비에 따른 인장강도와 일축압축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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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장시험  일축압축시험의 응력-시멘트비 그래

 

4. 결 론                        

  

  일반 으로 인장시험용 공시체 제작의 어려움으로 흙의 인장강도를 직 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간

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직 인장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몰드와 시료성형방법을 개

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시멘트비가 8%, 12%인 시멘트 혼합토의 인장강도를 직 인 방법으로 측

정하 다.  뿐만 아니라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와 직 인장강도의 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시멘트 혼합토의 압축강도는 인장강도보다 약 3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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