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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SPT, FV, and CPT tests were performed at five very soft grounds in southern coast of Korea to 
characterize the Su of very soft ground. In addition, a new modified SPT that is applicable to very soft ground was developed. Tests 
results showed that in very soft ground (N<2), the Su was lower than 12.5 kPa using the empirical N-Su correlation, and lower than 
50 kPa and 65 kPa using vane shear test and CPT, respectively. It was shown that the results of in-situ tests were higher than those 
estimated from the N-Su correlation, and it was also demonstrated that the range of estimated Su was quite wide. New correlations 
that relate the modified SPT Nm with Su from FV and CPT were developed, which are Su=1.76Nm-10.47 and Su=1.82Nm-9.7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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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초연약지반의 비배수전단강도 특성파악을 위해 남해안 일대 초연약지반 5개 현장에서 표준관입시험, 
베인전단시험, 콘관입시험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초연약지반상에서 적용 가능한 개량표준관입시험기를 개발한 내용을 다루었다. 
연구결과 초연약지반(N값 2미만)의 비배수전단강도는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선행연구자들이 제안한 식으로 비배수전단강도를 

환산했을 경우 12.5kPa 이하, 현장시험에서의 베인전단강도 분석결과 50kPa 이하, 콘관입시험결과 65kPa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원위치시험의 결과가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비배수전단강도로 환산한 값보다 높게 나타났고 초연약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폭넓은 전단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량표준관입시험기에 의한 Nm값

과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와의 상관관계는 Su=1.76Nm-10.47, 콘관입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와의 상관관계는 

Su=1.82Nm-9.71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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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

의 일환으로 준설매립 및 공유수면 매립 등이 증가하고 있

고 더불어 초연약지반에 토목구조물을 시공하는 사례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약지반의 명확한 전단강

도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연약지반을 보다 경제적으로 조

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약지반개량공법이 개발되

었다.

연약지반은 강도가 약하고 압축되기 쉬운 흙을 말한다. 

여기서 연약성의 평가는 연약지반상에 축조되는 구조물의 

규모나 하중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의미이다. 일반

적으로 연약지반은 점토나 실트와 같은 미세한 입자의 흙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수가 높고 제체 및 구조물의 안정

과 침하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반을 말한다(한국지반공학회, 

2005).

연약지반의 판정은 설치된 건조물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N값이 0∼4인 것을 말한다. 특히 

Terzaghi & Peck(1948)은 N값이 2미만의 경우 매우 연약한 

점토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흔히 초연약점토, 초연약지반이

라고 일컫는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반공학 분야에서 설계 및 

해석 시 필요한 대부분의 지반정수를 N값에 절대적으로 의

존하는 실정이다. 초연약지반의 경우 점토층의 퇴적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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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장시험 위치도

그림 2. 입도시험 결과

따른 강도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표준관입시험에 의

해 얻어지는 N값의 변화가 미미하므로 기술자가 지반강도

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다. 또한, 사질토 지반의 경우 

지반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자료가 풍

부하고 연구성과가 좋아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하기에 용

이하나, 점성토의 경우 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 시

험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료도 많은 오차를 함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초연약지반의 비배수전단강

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5개 현장에서 표준관입시험, 

베인전단시험, 콘관입시험 등의 원위치시험을 실시하여 비

배수전단강도의 범위를 파악하였고, 초연약지반에서 적용 

가능한 개량표준관입시험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량표준관입시험의 Nm값

과 비배수전단강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2. 초연약지반 전단강도 특성 규명을 위한 

현장시험

2.1 현장시험 개요

현장시험의 목적은 국내 대표적인 초연약지반이라 할 수 

있는 남해안의 5개 현장에서 국내 초연약지반의 강도를 조

사․분석하고 국내 초연약지반의 비배수전단강도 범위를 파

악하기 위함이다.

현장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는데, 첫

째 현장시험은 표준관입시험, 베인전단시험, 콘관입시험에 

대하여 5개 현장에서 실시하여 상호 분석하였다. 둘째 실내

시험은 현장시험후 초연약지반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해 공

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함수비시험, 단위중량시험, 액･소
성시험, 입도･비중시험, 삼축투수시험 등 기본적인 토질시

험을 수행하여 각 현장의 초연약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하였고, 삼축압축시험을 통해 전단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2.2 현장시험부지의 공학적 특성

국내 초연약지반의 비배수전단강도 특성을 규명하고자 

실시한 현장시험은 총 5개소에서 진행하였다. 현장시험 위

치는 전남 순천(A현장), 전남 광양(B현장), 전남 목포(C현

장), 경남 마산(D현장), 경남 진해(E현장) 등 남해안 일대 초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현장을 고루 선정하였다(그림 1 참조). 

실내시험은 기본적인 토질시험으로 구성하였으며, 시료

채취는 GL(-)0.3m에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물리적 

시험에는 단위중량시험, 함수비시험, 비중시험, 입도시험,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등 총 6가지 시험을 한국표준

규격 시험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역학적 시험에는 삼축

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전단강도를 분석하였다.

2.3 현장시험결과 분석

2.3.1 A현장

A현장은 GL(-)7.5m까지 N값이 2미만인 초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이고 상층부는 통일분류법(USCS)의해 

200번체 통과율, 액성한계, 소성지수로 분류한 결과 MH로 

분류되었다. 그림 3에 A현장에서 베인전단시험과 콘관입시

험을 실시하여 관입깊이에 따른 비배수전단강도를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표준관입시험 결과 1타 타입시 관입깊이는 

각각 31cm, 28cm로 조사되었다. 이때 동일 위치에서 베인

전단시험에 의한 관입깊이별 비배수전단강도를 10cm 간격

으로 조사해 본 결과 CASE 1에서는 24∼36kPa의 범위를 

보이며, CASE 2에서는 27∼38kPa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는 38kPa 이하

로 분석되었다. 콘관입저항치를 관입깊이별 비배수전단강

도로 환산해 분석해 본 결과 CASE 1에서는 17∼37kPa의 

범위를 보이며, CASE 2에서는 22∼40kPa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현장의 N값 2미만의 초연약지반에서 

콘관입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는 40kPa 이하로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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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현장 위치도

(b) 베인전단시험

(c) 콘관입시험

그림 3. A현장 위치도 및 분석 결과

(a) B현장 위치도

(b) 베인전단시험

(c) 콘관입시험

그림 4. B현장 위치도 및 분석 결과

표 1. 현장시험 부지의 공학적 특성

구    분 A현장 B현장 C현장 D현장 E현장

단위중량 1.63g/cm3 1.54g/cm3 1.57g/cm3 1.52g/cm3 1.68g/cm3

함수비 35.07% 37.54% 35.02% 20.04% 36.02%

비중 2.63 2.70 2.73 2.69 2.65

액성한계 52.05% 55.44% 47.05% 시험 불가 43.75%

소성한계 36.50% 31.58% 25.48% 시험 불가 27.14%

통일분류 MH CH CL SP OL

비배수전단강도(UU test) 12.65kPa 27.42kPa 32.47kPa 34.38kPa 44.27kPa

었다. 베인전단시험과 콘관입시험 결과를 상호 비교시 베인

전단시험의 결과가 콘관입시험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전단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인전단시험

과 콘관입시험 모두 표층으로 갈수록 비배수전단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3.2 B현장

B현장은 수년간 준설토를 매립한 현장으로서 전반적으

로 N값이 2미만인 초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이

고, 상층부는 통일분류법(USCS)의해 200번체 통과율, 액성

한계, 소성지수로 분류한 결과 CH로 분류되었다. 그림 4에 

B현장에서 베인전단시험 및 콘관입시험을 실시하여 관입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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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현장 위치도

(b) 베인전단시험

(c) 콘관입시험

그림 5. C현장 위치도 및 분석 결과

이에 따른 비배수전단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표준관

입시험 1타 타입시 관입깊이는 각각 29cm, 43cm, 60cm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위치에서 베인전단시험을 10cm 간격으

로 수행하여 본 결과 CASE 3에서는 19∼49kPa, CASE 4에

서는 15∼47kPa, CASE 5에서는 10∼23kPa의 범위를 보이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배수

전단강도의 범위는 49kPa 이하로 나타났다. 표층을 일부 걷

어내고 실험을 수행하였음에도 표층과 50cm 깊이에서의 비

배수전단강도의 차이는 다른 현장들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콘관입저항치를 관입깊이별 비배수전

단강도로 환산해 분석해 본 결과 CASE 3에서는 15∼
42kPa, CASE 4에서는 12∼42kPa, CASE 5 에서는 7∼
20kPa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배수 전단강

도의 범위는 42kPa 이하로 분석되었다. 베인전단시험과 콘관

입시험 결과를 상호 비교시 베인전단시험의 결과가 콘관입시

험결과에 비해 낮은 전단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3.3 C현장

C현장은 GL(-)3m까지는 세립의 모래섞인 실트질 점토

(CL)로 이루어져 있고, GL(-)7m까지는 미량의 세립의 모래

섞인 고소성 점토(CH)가 분포하며, 해머 자중에 의한 자중

관입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GL(-)11m 깊이까지 N값이 

2미만인 초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롯드와 해머 자중

에 의해서 슈가 관입될 경우 관입깊이 60cm 이상 관입되면 

시험을 중단하고 50cm 지점에서 비배수전단강도를 측정하

였다. 그림 5에 C현장에서 베인전단시험과 콘관입시험을 

실시하여 관입깊이에 따른 비배수전단강도를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표준관입시험 1타 타입시 관입깊이는 각각 25cm, 

60cm, 19cm로 조사되었다. 이때의 베인전단시험 결과 CASE 

6에서는 26∼49kPa, CASE 7에서는 8∼15kPa, CASE 8에

서는 27∼45kPa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

관입시험기의 슈가 관입되어 영향을 미친 깊이 60cm 구간

의 비배수전단강도는 전영역에 해당되므로 CASE 6, CASE 

7, CASE 8의 총범위인 8kPa∼49kPa이므로 C현장의 N값 2

미만의 초연약지반에서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

도가 49kPa 이하로 분석되었다. 콘관입저항치를 관입깊이별 

비배수전단강도로 환산해 분석해 본 결과 CASE 6에서는 14

∼65kPa, CASE 7에서는 5∼11kPa, CASE 8 에서는 25∼
40kPa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콘관입

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는 5kPa∼65kPa로 분석되었다. 

2.3.4 D현장

D현장의 지층구성은 실트질 점토층, 모래 자갈층, 풍화

대층, 연암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고, 실트질 점토층 GL(-)13.0

∼14.6m이며, 연암 상부표고는 DL(-)26.5∼41.8m에서 확인

되었다. N값은 점토층에서 0/30∼21/30, 모래 자갈층에서 

19/30∼50/9, 풍화암에서 50/4로 조사되었으며, 연암의 TCR/RQD

는 15∼90/0∼38로 조사되었다. 지반은 초연약지반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상부에 느슨한 사질토가 분포되어 있어, 전

반적으로 점성토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현장과는 지반구성

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장이다. 사질토로 이루어진 상부

층은 통일분류법(USCS)에 의한 200번체 통과율, 균등계수, 

곡률계수로 분류한 결과 SP로 분류되었다. 표준관입시험 1

타 타입시 관입깊이는 각각 31cm, 27cm, 30cm으로 조사되

었다. 베인전단시험시 CASE 9에서는 37∼40kPa, CASE 10

에서는 31∼50kPa, CASE 11에서는 21∼28kPa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비배수전단강도는 50kPa 

이하로 분석되었다. 콘관입시험 결과 CASE 9에서는 15～
20.5kPa, CASE 10에서는 19～25kPa, CASE 11 에서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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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현장 위치도

(b) 베인전단시험

(c) 콘관입시험

그림 6. D현장 위치도 및 분석 결과

(a) E현장 위치도

(b) 베인전단시험

(c) 콘관입시험

그림 7. E현장 위치도 및 분석 결과

18kPa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콘관입

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는 14kPa～25kPa로 분석되었

다. 이는 타 현장은 점성토로 이루어져 있고 본 현장은 사질

토가 협재된 지반이므로 베인전단시험의 결과와 콘관입시

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가 약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준설매립으로 구성된 B현장, E현장의 비배수

전단강도 분포와는 다르게 관입깊이가 깊어질수록 강도가 

크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3.5 E현장

E현장은 준설투기장 현장으로서 현장시험을 수행한 

CASE 12～CASE 16은 준설매립 점토층으로서 상부 약 1

0～20cm 정도는 고결된 상태이고, 그 하부는 고함수비의 

점성토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분류 결과 OL로 분류되며, 표

준관입시험결과 N값이 0/30으로 롯드자중으로 관입되는 매

우 연약한 점토로 구분되었다. 표준관입시험 1타 타입시 관

입깊이는 각각 60cm, 60cm, 26cm, 16cm, 60cm로 조사되었

다. 베인전단시험 결과 CASE 12에서는 15～41kPa, CASE 

13에서는 20～35kPa, CASE 14에서는 15～28kPa, CASE 

15에서는 32～49kPa, CASE 16에서는 22～45kPa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

배수전단강도의 범위는 15kPa～49kPa로 분석되었다. 콘관

입시험 결과 CASE 12에서는 5～39kPa, CASE 13에서는 

8～37kPa, CASE 14에서는 16～41kPa, CASE 15에서는 12～
59kPa, CASE 16에서는 6～49kPa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배수전단강도의 범위는 6kPa～59kPa로 분

석되었다. 표 2에 5개현장 베인전단시험, 콘관입시험에 의

한 비배수전단강도 결과 및 SPT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2.4 시험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 표준관입시험은 현장시험 대상지역이 초연

약지반을 전제조건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므로 모든 현장

시험결과가 N값 2미만에 해당된다. 앞서 서론에서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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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개현장 베인전단시험, 콘관입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 결과 및 SPT 결과

구분
비배수전단강도(kPa)

SPT 구분
비배수전단강도(kPa)

SPT
FV CPT FV CPT

A
현장

Case 1 24∼36 17∼37 N<2
D

현장

Case 9 37∼40 15∼20.5 N<2

Case 2 27∼38 22∼40 N<2 Case 10 31∼50 19∼25 N<2

B
현장

Case 3 19∼49 15∼42 N<2 Case 11 21∼28 14∼18 N<2

Case 4 15∼47 12∼42 N<2

E
현장

Case 12 15∼41 5∼39 N<2

Case 5 10∼23 7∼20 N<2 Case 13 20∼35 8∼37 N<2

C
현장

Case 6 26∼49 14∼65 N<2 Case 14 5∼28 16∼41 N<2

Case 7 8∼15 5∼11 N<2 Case 15 32∼49 12∼59 N<2

Case 8 27∼45 25∼40 N<2 Case 16 22∼45 6∼49 N<2

표 3. N값과 점토층의 일축압축강도 와의 관계(한국지반공학회, 2003)

제안자 일축압축강도  비고

Trezaghi & Peck(1948)   

 -

Peck   

 -

Dunham   

 -

Sowers   

∼

 소성정도에 영향을 받음

삼전기원   

∼

 예민비가 높은 점토 제외

복망보
   
   

실트질 점토(N<10)
점토(N<10)

그림 8. 표준관입시험에서 N=1일 경우 비배수전단강도 그림 9. 5개현장 현장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 및 문헌자료 

한 바와 같이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는 이처럼 N값 2미만의 

단순한 결과만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N값 2미만을 과거 선행연구자들에 의

해 연구된 일축압축강도와 비배수전단강도로 표현할 경우 

좀 더 세분화 시킬 수 있다. 점토층에서 N값과 일축압축강

도의 관계는 표 3과 같이 연구자 별로 다양하게 제안되었는

데, 점토층에서는 표준관입시험의 신뢰성이 낮아 N값의 적

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배수전단강도

(Su)를 확보하기 위해 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환산된 초연약지반 N값 2미만에 해당

되는 비배수전단강도는 6.25～12.5kPa의 범위에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8에 선행연구자들의 N값에 대한 비배

수전단강도를 나타내었고 금번 남해 5개 현장의 베인전단

시험, 콘관입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 그리고 부산신항 

및 광양항의 예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N=1의 경우 표 3에서 선행연구

자(한국지반공학회, 2003)의 최대치로 비배수전단강도로 

환산하여 분석한 최대값(12.5kPa, 그림 8)과 현장베인전단

시험을 실시해서 얻은 최대비배수전단강도(50kPa)를 단순 

비교해 볼 경우(그림 9)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초연약지반을 나누는 기준인 N값 2미만인 

영역과 연약지반을 분류하는 N값 2이상의 경계영역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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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약층두께 (b) 비배수전단강도 (c) 압축지수

그림 10. 연약지반의 공학적 특성 비교(한국지반공학회, 2005) 

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현장시험의 결과가 다소 크다고 판

단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초연약지반과 연약지반을 나누

는 경계영역의 비배수전단강도는 약 50kPa 이내에 분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콘관입시험의 결과를 같은 맥락에서 분석해 볼 경우 최대비

배수전단강도는 65kPa로 분석되어 베인전단시험 결과에 비

해 크게 나왔지만 이 결과는 느슨한 사질토의 지반에서 실

험한 결과이며, 점성토로 구성된 초연약지반에서 실시한 콘

관입시험의 실질적인 최대비배수전단강도는 59kPa로 분석

되어 비슷한 양상으로서 베인전단시험결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지반공학회(2005)에서는 부산신항의 경우를 예를 들

어 부산점토는 양산단층 상부에 위치한 낙동강으로부터 유

입된 점토의 퇴적에 의해서 생성되었고, 비배수전단강도는 

10∼60kPa의 범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연약

점토층의 두께가 20m 정도이고 비배수전단강도는 1∼81kPa 

범위라고 명시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이와 같이 문헌자료

와 현장시험자료를 비교해 볼 경우 선행연구자들에 의한 표

준관입시험의 비배수전단강도의 범위가 12.5kPa 이하로 조

사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시험의 베인전단강도

의 비배수전단강도는 약 50kPa 이하로 분석되는 바, 현장시

험의 결과가 약 3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연약지반(N값 2미만)의 비배수전단강도는 약 

81kPa 이하의 범위를 보이며 선행연구자들이 연구한 표준

관입시험의 결과 보다 상당히 큰 비배수전단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량표준관입시험기

3.1 개발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물 기초, 굴착, 연약지반, 사면 등 

지반공학 분야 설계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반정수를 N값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인 데, N값 2미만인 초연약지반

의 경우, 점토층의 퇴적순서에 따른 강도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얻어지는 N값의 변화가 미

미하므로 이로써는 기술자가 지반강도에 대하여 정확히 이

해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현장시험에 의한 지반강도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장비가 연약지반상에 진입하여

야 할 경우 이들 장비의 진입자체가 어려워 지반강도를 파

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연약지반의 N값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초연약지반에 대한 N값을 세분류할 수 있으

며, 장비중량이 가볍고 구조가 간편하면서 저렴한 개량표준

관입시험기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3.2 개발 방법

3.2.1 동적거동에 의한 방법

Kovacs 등(1982)은 착공 장비에 전달된 에너지의 측정을 

위한 계측 시스템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전달된 에너지는 

착공 시스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그 요인들로는 자아

틀에 로프를 감는 횟수, 낙하고, 드릴 rig의 종류, 해머 종류, 

작업자의 특성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 중 해머의 종

류가 에너지 전달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Yokel(1989)은 에너지 전이 기구에 근거하여 표준관입시

험기 샘플러의 관입에 요구되는 에너지 및 드릴 롯드의 반

사된 응력파로 인한 에너지에 대한 이론해를 유도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머는 강체로 모델링 하였으며, 지반은 탄소

성 모델 및 강소성 모델로 나타내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표준관입시험기 샘플러가 고정단을 가진 롯드와 같은 거동

을 한다는 가정하에 해석해를 유도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접근법은 표준관입시험기 샘플러의 거

동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고정단을 가진 일정 단면의 롯드에 전달되는 압축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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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품명칭

① 롯드 & 롯드커플러

② 삼각대

③ 샘플러 해드

④ 개량해머( 2.12kg + 8.5kg )
⑤ 표준해머( 63.5kg )
⑥ 삽입슈

⑦ 측정자

⑧ 지시침

그림 11. 제작된 개량표준관입시험기 세부 부품 

파는 고정단에서 반사되며 이때의 응력은 도달된 응력파 응

력의 두 배가 된다. 그러므로 샘플러에 도달한 하중이 샘플

러가 지반을 관입하는 데 요구되는 하중의 반보다 작거나 

같을 때 표준관입시험기의 드릴롯드는 고정단을 가진 롯드

와 같이 거동할 것이다. 샘플러의 관입이 멈춘 순간에 샘플

러에 가해진 하중과 도달한 응력파에 의해 샘플러에 전달된 

하중과의 관계는 다음의 식 (1)과 같다. 여기서 Fs는 지반에 

의해 샘플러에 가해진 하중, Frd는 도달한 응력파에 의해 샘

플러에 전달된 하중이다.

                                         (1) 

만일 해머가 강체라면 샘플러에 도달된 하중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다음 식 (2)와 같다. 여기서 Mh는 해머의 질량, 

vo는 해머의 충돌 속도, a는 해머의 접촉 면적, c는 응력파의 

전파 속도, 는 강재의 밀도, t는 샘플러에 응력파의 앞부분

이 도달된 이후의 시간이다.

   


                    (2)

강-소성 모델을 사용할 경우 각 관입 주기시의 전진량은 

식 (3)과 같다. 여기서 Mh는 해머의 질량, S는 전진량, vo는 

해머의 충돌 속도, a는 해머의 접촉 면적, c는 응력파의 전

파 속도, 는 강재의 밀도, t는 샘플러에 응력파의 앞부분이 

도달된 이후의 시간, n는 타격 횟수, Fs는 지반에 의해 샘플

러에 가해진 하중이다.

 

 


       

(3)

타격 당 샘플러의 전체 전진량(s)은 모든 S(n)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식 (1)과 (2)를 식 (3)에 대입하고 위의 값들을 

대입한 결과 8.25kg으로 산정 되었고, 그림 11과 같이 8.5kg

의 무게로 제작하였다.

3.2.2 에너지보존법칙에 의한 방법

N값이 0과 1 사이일 경우, 개량표준관입시험기의 해머의 

무게를 계산함에 있어 열역학 제 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

칙을 사용하였다. 열역학 제 1법칙의 그 본질적 내용은 우

주의 총에너지 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열이 에

너지변화의 한 형태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물체를 어

떤 정해진 상태에서 다른 정해진 상태로 옮기기 위해 외계

에서 물체에 주어야 하는 열량과 일의 합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일정하다.’ 즉, 상태 a에서 b로의 변화에 필요한 

전체에너지는 최초의 상태 a, 최후의 상태 b만으로 정해지

며 그 과정과는 관계가 없다.

에너지보존법칙을 바탕으로 ASTM 기준에 따라 63.5kg

의 해머로, 76cm 타격높이에서 30cm 관입 시까지의 타격횟

수를 고려하여 76cm의 높이에서의 위치에너지는 다음 식 

(4)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여기서 m는 해머의 무게, g는 

중력가속도, h는 높이이다

                                     (4)

식 (4)에 의하여 표준관입시험기의 위치에너지를 산정한 

결과 473.43J이 발생된다. 표준관입시험에서 해머 타격시 

발생한 에너지는 473.43J이지만 Skempton(1986)과 Tokimatsu 

등(1988)은 에너지의 손실이 마찰과 충돌, 롯드길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연구, 발표한 바 있다. Skempton

(1986)은 표준관입시험시 타격효율은 마찰효율과 충돌효율

의 곱으로 정의하였고, Tokimatsu 등(1988)은 전달효율은 

0.75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표 4와 5는 마찰효율, 충돌효율 

및 타격효율과 전달효율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효

율들에 대하여 나열하였다.

해머 타격시 발생한 총에너지 효율은 마찰효율, 충돌효

율을 고려한 타격효율과 전달효율을 고려하여 0.83으로 산

정하였고 총위치에너지 473.43J에 총에너지효율 0.83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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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마찰효율, 충돌효율 및 타격효율(Skempton, 1986)

구분

낙하방법 해머시스템
타격효율(e1×e2)

형식  마찰효율(e1) K.H.중량(kg) 충돌효율(e2)

미국  - 1.00 0 0.83 0.83

일본  - 1.00 2 0.78 0.78

일본 2회 감기 소 0.83 2 0.78 0.65

영국 1회 감기 소 0.85 3 0.71 0.60

영국  - 1.00 19 0.60 0.60

미국 2회 감기 대 0.70 2.5 0.79 0.55

미국 2회 감기 대 0.70 약 12 0.64 0.45

표 5. 롯드 길이에 따른 전달효율 e3 (Tokimatsu 등, 1988)

롯드길이(m)
롯드 전달효율 e3

Seed 등 (1985) Skempton(1986)

< 3 0.75 -

3∼4 1.0 0.75

4∼6 1.0 0.85

6∼10 1.0 0.95

> 10 1.0 1.0

용하여 392.95J을 확보 할 수 있다. 해머의 무게, 타격시 높

이,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총에너지 392.95J은 1회 타격 

시 해당되는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량표준관입시험의 수

정된 해머의 무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하여 30회 타격하는 에너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식 (4)에 의거하여 해머 30회 타격 시 필요한 해머의 무

게를 2.12kg로 산정할 수 있다.

3.2.3 경험적인 방법

개량해머에 의한 방법으로 해머무게 산정시 동적거동에 

의한 방법과 에너지보존법칙에 의한 방법으로 해머무게를 

산정한 결과 각각 2.12kg과 8.5kg으로 나타나 동적거동에 

의한 방법에 비해 에너지보존법칙에 의한 방법이 4배 정도 

더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현장 실험

을 통해 해머의 무게가 어느정도 필요할지를 확인해 보고자 

현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해머무게인 2.12kg과 8.5kg를 비롯해서 4.5kg, 

5.5kg, 6.5kg, 7.5kg의 해머를 사전에 준비하여 초연약지반

에 개량표준관입시험의 적정 해머무게를 산정하기 위해 실

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 산정된 2.12kg의 무게에 대해 30

회를 타격한 결과 A현장에서는 15cm, B현장에서는 17cm, 

20cm, C현장에서는 5cm, 10cm, 사질토지반인 D현장에서

는 5cm, 8cm, 10cm 관입하였으며 점성토 지반인 E현장에

서는 0.5cm, 2.5cm, 5cm 각각 관입하였다. 또한 표준관입시

험의 동적거동에 의거해 산정하였던 8.5kg에 대해서 30회

를 타격한 결과 A현장에서는 34cm, B현장에서는 35cm, 

42cm, C현장에서는 약 22cm, 32cm, 45cm 관입하였고 사질

토 지반인 D현장에서는 35cm, 35cm, 38cm를 관입하였으며 

점성토 지반인 E현장에서는 15cm, 28cm, 60cm가 관입하였

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거해 산정

한 추의 무게 2.12kg보다 동적거동에 의거해 산정한 8.25kg

이 30회 타격시 30cm에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림 12를 분석해보면 30회 타격시 30cm 관입하는데 필요한 

해머무게가 7.5∼8.25kg의 범위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개량표준관입시험기 적용성 평가

개량표준관입시험기의 해머무게를 동적거동에 의한 방

법(해머무게 8.25kg)과 에너지보존법칙에 의한 방법(해머무

게 2.12kg), 경험적인 방법(해머무게 7.5∼8.25kg) 등에 의

해 8.25kg으로 결정하여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였다. 5개 현

장에서 개량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고 동일 위치에서 베인

전단시험 및 콘관입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시험에 대해 비

배수전단강도를 구한 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적용성

을 평가하였다. Nm값과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

도와의 결정계수는 84%로 분석되었고, 관계식은 식 (5)와 

같다. 여기서, Su는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

(kPa), Nm은 개량표준관입시험의 N값 이다.

-베인전단시험의 경우

Su=1.82Nm-9.7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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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현장 (b) B현장 (c) C현장

(d) D현장 (e) E현장 (f) A∼E현장 통합

그림 12. 해머무게 변화에 따른 관입심도

(a)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와 Nm의 관계 (b) 콘관입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와 Nm의 관계 

그림 13. 비배수전단강도와 Nm의 상관성 분석

Nm값과 콘관입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와의 결정계

수는 0.84(84%)로 분석되어, 결정계수가 베인전단시험의 

결과보다 다소 떨어졌고, 관계식은 식(6)과 같다. Su는 콘관

입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kPa), Nm은 개량표준관입시

험의 N값이다.

-콘관입시험의 경우

Su=1.76Nm-10.47                                 (6)  

결정계수에 의한 개량표준관입시험의 적용성 평가시 0.75 

(75%) 이상으로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초연약지반의 비배수전단강도 특성

파악을 위해 남해안 일대 초연약지반 5개 현장을 대상으로 

표준관입시험, 베인전단시험, 콘관입시험을 실시하여 분석

하였고, 초연약지반상에서 적용 가능한 개량표준관입시험

기를 개발 및 그 적용성을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표준관입시험은 초연약지반을 N값 2미만의 단순

한 결과만을 얻을 수 밖에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고, N

값 2미만을 과거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일축압축

강도와 비배수전단강도로 환산할 경우 비배수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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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25～12.5kPa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초연약지반 5개현장에서 베인전단시험을 실시한 결과 

실질적으로 초연약지반과 연약지반을 나누는 경계영역

의 비배수전단강도는 약 50kPa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

고, 콘관입시험의 결과 최대 비배수전단강도가 65kPa로 

조사되어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 보다 

큼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자들은 초연약지반(N값 2미만)의 비배수전단

강도를 12.5kPa 이하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실질

적으로 5개 현장실험에서 베인전단시험과 콘관입시험

을 수행한 결과 초연약지반과 연약지반의 경계는 비배

수전단강도로 50～65kPa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비해 상당히 높게 평

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초연약지반의 비배수전단강도는 문헌연구에서 밝

혀진 바와 같이 최대 81kPa까지 보고되고 있어, 초연약

지반의 비배수전단강도는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고 일부 가벼운 장비 진입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초연약지반상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관입시험기를 개발

하였고, 동적거동에 의한 방법(해머무게 8.25kg), 에너

지보존법칙에 의한 방법(해머무게 2.12kg) 및 경험에 의

한 방법(7.5∼8.25kg) 등 3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본 결

과 초연약지반에 대체 가능한 개량표준관입시험기의 

해머무게는 8.25kg으로 제안한다.

(6) Nm값과 베인전단시험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의 결정계

수는 84%이며, Su와 Nm과의 상관관계를 구하면 Su=1.82Nm

-9.71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Nm값과 콘관입시험

에 의한 비배수전단강도의 결정계수는 0.84(84%)이며, 

Su와 Nm과의 상관관계를 구하면 Su=1.76Nm-10.47의 관

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결정계수에 의한 개량표준관

입시험의 적용성 평가시 결정계수는 이와 같이 최소 

75% 이상으로서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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