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사면붕괴는 주로 태풍과 극한강우가 동반하는 장마철에 집중된다. 최초에 안전하게 설계된 

비탈면 일지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지속적이고 극심한 강우로 인해 지표면의 침식과 침투수에 의한 세굴, 인장균열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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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사면의 강우 침식보강을 위한 토양개량제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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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oil Improvement Agent for Rainfall-Induced Erosion 

on the Soil Slope

ABSTRACT

With climate change, debris flow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collapse and erosion of shallow slopes caused by extreme rainfall. It 

is preferred to an economical and eco-friendly method rather than reinforcement of soil slopes with the earth anchor or nailing method. 

In this study, a soil improvement agent was developed by utilizing insitu soil, leaf mold, and used harbal medicine to help sufficient 

vegetation. In addition, to prevent surface erosion, shear strength of the soil was increased by using micro cement and hemihydrate 

gypsum as additives. The optimum mix ratio of the mixture is determined by increasing the shear strength by checking the erosion 

progress of the ground surface layer due to rainfall through an laboratory test. The safety factor of soil slope has been improved on the 

slope surface reinforced by the improvement agent, and the strength of erosion has been increased, making it efficient to cope with heavy 

rain during we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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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후변화로 극한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얕은 비탈면 붕괴와 침식으로 토석류 유발이 잦아지고 있다. 앵커나 네일링 공법으로 보강하기 보다는 원

지반을 이용하여 식생이 되는 비탈면 보강이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식생이 가능하도록 부엽

토와 한약재 찌꺼기를 활용하여 토양개량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표면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제로 마이크로 시멘트와 반수석고 등을 사용

하여 전단강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주재료와 첨가제 결정은 실내시험을 통하여 강우로 인한 지반 표층의 침식 진행을 확인하여 전단강도의 증

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지반을 활용하는 토양개량제의 보강은 식생이 가능하고 침식에 대해 저항력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보강은 사면 불

안정성의 주요 원인인 인장균열 발생을 방지하고 침식에 의한 토석류 유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법들보다 장마철 폭우에 대한 대처방안

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검색어 : 얕은파괴, 보강토, 침식, 세굴, 사면안정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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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류에 의한 지반 변형 등은 지반구조물들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붕괴 중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면 

파괴 유형은 지표면에서부터 물줄기에 따라 발생하는 침식들이 

지층사이로 세굴이 되면서 사면 경사와 평행한 얕은 파괴이다(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

Fig. 1은 강우로 인한 표면 침식이 발생하여 얕은파괴가 진행된 

비탈면을 보여주고 있다. 비탈면 보강으로 앵커와 네일공법을 활용

하여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재산과 인명피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

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보강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지반을 교반하여 토양개량제를 활용한 비탈면 보강

을 마친 모습을 Fig.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시멘트계열의 혼합비에 

따라 다양한 공법들이 있으며, 식생의 여부는 공법에 따라 달라지지

만, 식생이 가능하면 일반적인 사면으로 식별되고 표층의 전단강도

를 크게 향상시키므로 얕은파괴나 대원호 파괴를 유발하는 침식과 

세굴 피해를 막을 수 있다(MLTMA, 2016). 

장마철 지속적인 강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충분한 지표면 

침투가 발생한 후, 밀봉(sealing)효과에 의해 강우에 의한 빗물의 

대부분은 비탈면 지표면을 따라 흘러내리게 된다. 강우에 의한 

사면 붕괴의 주된 원인은 일반적으로 지표면으로 침투된 침윤전선

(포화)에 의한 전단강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Edil et al., 2006; Fredlund and Rahardjo, 

1993; Kim et al., 2002). 이로 인해 이러한 연구들은 지표면에서의 

물의 침투와 침식 등 강우에 따른 불포화토의 침투와 거동에 관한 

연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도 세굴 및 침식에 의한 진행과정은 어렵지만 

표층 보강으로 세굴 및 침식에 의한 비탈면 보강 효과는 불포화 

지반의 해석으로 많은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내용인 표면식생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토양 

개량재(Bhang, 2007; Kim et al., 2002)는 비탈면 표층 강도를 

보강함과 동시에 강우로부터 효과적으로 세굴 및 침식을 억지할 

수 있는 사면 보강공법이다. 대부분 사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반개

량제를 사용하여 Flyash나 시멘트 계열을 많이 사용하여 표층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토사의 침식이나 표층의 불안정성으로 방지하

고 있다. Bhang(2007)에 의하면 국외에서는 1970~1980년대에 

비탈면의 보강이나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서 Flyash를 적용하여 

보강한 공법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후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토양개량재의 사용은 표층의 얕은 

사면파괴로 인한 토석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강우로 인한 

사면파괴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면 

보강공법이라 제시할 수 있다(Edil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보강공법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우침식 실내시험을 자체 

제작하여 수행하였으며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전단강도를 적용

하여 보강에 대한 공법을 수치해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보강 사면과 4가지 토양개량제를 사용한 표층 

보강 사면의 침식정도를 실내시험으로 평가하였다. 토양개량제의 

재령기간에 따른 강도 증가 분석과 강우실험으로 인한 비탈면 

표층의 손실율을 첨가 재료별로 비교하여 토양개량제의 보강효과

를 검증하였다. 기존 토양개량제에는 함유되지 않았던 사용이 끝난 

한약재를 첨가제로 적용하여 식생을 촉진시키는 거름 역할을 하도

록 구성하였다.

2. 토양개량제 특성

2.1 주재료 및 첨가제

강우에 의한 사면 표층의 세굴과 침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운암동 일대의 화강풍화토를 채취하여 원

지반토로 선정하였다. Table 1에 보여준 다양한 첨가제들을 활용하

여 배합 비율에 따른 지반의 전단강도를 실내시험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토양개량제의 전체적인 성분 중에 주된 재료로 사용된 

원지반토(insitu soil), 부엽토(leaf mold), 한약재 찌꺼기(used 

herbal medicine) 그리고 천연섬유재(natural fiber)는 82~84 % 

Fig. 1. Erosion and Scour Due to Rainfall

Fig. 2. Reinforcement by Soil Improvemen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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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중량비를 갖고 있으며, 첨가제(additive)로 사용된 결합재

(bonding agent), 경화재(hardner), 분말증점제(powder multiplier 

agent), 고흡수성 폴리머(high absorbent polymer), 보습제(humectant) 

등은 7~10 % 정도 함유되어 배합되어 강도 강화하기 위한 비율을 

조정하였다.

비탈면을 이루고 있는 원지반토는 극한강우로 발새할 수 있는 

세굴 및 침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첨가제에 의한 강도증가를 도모하

였으며, 오랜 시간동안 자연스러운 경관과 식생이 가능하도록 보습

제와 한약찌꺼기로 거름이 될수 있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토양개량

제를 구성한다. 시료의 물리적 및 역학적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원지반 시료를 포함하여 토양개량제 종류를 4가지로 배합하여 

최적의 배합 비율을 찾고자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수분의 함량을 

제외하면 주재료 90 %는 원지반을 의미하며, 4가지 토양개량제 

대상은 82 %와 84 %의 주재료 성분을 갖는 시료를 각각 2가지씩 

나누어 첨가제를 중량비 8 %와 9 %를 함유하는 시료를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2.2 시료의 물리적·역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광주광역시 운암동 일대 비탈면에서 

채취한 화강풍화토를 대상으로 원지반 시료를 결정하였으며, 원지

반 시료의 물리적 실내시험을 통하여 Table 2와 같은 결과 값들을 

얻을 수 있었다.

비탈면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실내실험 결과로서는 균등계수

(

)와 곡률계수(


)가 각각 12.1과 0.6으로 나타나 통일분류법

(USCS)으로 입도분포가 양호하지 못한 사질토 흙(SP)으로 판단

된다. 

Fig. 3 및 Table 3과 같이 5가지 시료를 사용하여 원형 공시체(∅

10×20 cm)를 만들어서 일축압축시험을 통해 토양개량제 함유량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증가량을 비교하였다. 원지반 시료를 제외하고

는 약간의 시멘트 계열의 첨가제가 함유되기 때문에 3, 7, 28일 

양생기간에 맞는 강도 증진을 확인하였다.

원지반(C-90-0-10)에 대한 일축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 2.22 

MPa 이나 토양개량제에 의한 조성물의 재령 28일 일축압축강도는 

대략 6~10 배 큰 강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령 

3일과 7일의 초기 일축압축강도의 발현은 C-84-8-8의 경우가 9.35 

MPa로 가장 컸으나, 재령 28일 일축압축강도가 13.29 MPa로 

증가량이 다른 배합비의 토양개량제보다는 비교적 작은 결과값을 

보였다. 재령 28일 일축압축강도는 C-82-9-9의 경우가 22.12 MPa

로 가장 컸으나, 재령 3일 강도가 4.73 MPa로서 초기 강도증가량이 

비교적 작았다.

Fig. 4는 재령 기간이 3, 7, 28일로 증가될 때, 원지반(C-90-0-10)

시료를 포함하여 4가지의 토양개량재를 혼합한 혼합토의 일축압축

강도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초기 일축압축강도는 C-84-8-8이 

우수하였으나, 재령 28일 일축압축강도는 토양개량제 혼합토 중 

가장 작은 값을 가졌으며, 재령 28일 일축압축강도는 C-82-9-9가 

가장 우수하였으나, 초기 일축압축강도는 토양개량제 혼합토 중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이유는 원지반토 중량이 비교적 작게 혼합되고, 

마이크로 시멘트와 경화제가 다소 함량이 많기 때문에 재령기간이 

길어질수록 강도 향상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개량제 혼합토가 사용되어야 하는 환경은 비탈면이 조성되

어 강우 시에도 증가된 강도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기 일축압축강도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토양 표층의 

Table 1. Mixed Weight Ratio of Soil Improvement Mixture

Type Total weight (%) Contents Weight (%)

Main ingredient 82~84

Insitu soil 69~75

Leaf mold 9~16

Used herbal medicine fermented with EM fermenting liquid 7~13

Natural fiber 1~5

Additive 7~10

Bonding agent (micro cement, rapid-setting cement, gypsum hemihydrate) 39~51

Hardener (expandable curing agent) 29~41

Powder multiplier agent (montmorillonite bentonite) 3~7

High absorbent polymer 1~3

Humectant (polycarbonate-high molecular liquid plasticizer) 7~13

Alkalescent water 7~10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Insitu Soil (NP= Non Plastic)

Type Coarse soil #4 pass Fine soil #200 pass 

 (specific gravity) LL PL USCS

Insitu soil 75 % 3 % 2.655 NP NP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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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령 28일 일축압축강도가 우수해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일축압축강도 향상을 위해서는 원지

반토와 첨가재의 중량 비율을 높이고, 물의 중량 비율을 낮추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며, 경화재의 비율이 다소 클수록 재령 28일 

일축압축강도가 커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축압축강도의 시험 결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직접전

단시험을 수행하여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의 전단강도의 크기

를 비교하였다. 시험체의 크기는 원형으로 직경 60 mm, 길이 

20 mm 몰드를 사용하여, 시험은 KS F 2343에 의거하여 실험 

실시하였다.

Fig. 5와 같이 직접전단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과 5가지 시료를 

사용하여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원지반(C-90-0-10)과 비교해 

실험 사례별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 재령기간이 증가하면서 뚜렷

하게 증가하고 있다. C-84-8-8의 재령 7일에서 점착력이 65.43 

kPa로 가장 컸지만, 재령 28일에서는 39.59 kPa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C-82-9-9의 재령 7일에서 점착력이 44.13 

kPa에 불과하였으나, 재령 28일에서는 54.64 kPa로 증가하면서 

첨가재에 따른 경화작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직접전단시

험 결과에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고려할 때, C-82-9-9가 원지반

(a) Test Specimen and Curing of Insitu Soil with Soil Improvement Agent

(b) Uniaxial Test by UTM Equipment of Mixed Soils

Fig. 3. Uniaxial Test of Soil Sample

Table 3.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with Curing Time

Curing time

(day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C-90-0-10 C-82-9-9 C-82-8-10 C-84-9-7 C-84-8-8

3 1.13 4.73 7.74 7.23 9.35

7 2.33 8.96 9.01 6.32 8.73

28 2.22 22.12 17.23 21.19 13.29

Fig. 4. Uniaxial Test of Mixed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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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재령 7일에서 점착력은 78 %, 내부마찰각은 82 % 증가하였

으며, 재령 28일에서 점착력은 255 %, 내부마찰각은 35 % 증가하

였다. 직접전단시험에서 얻은 강도 증가 개량제와 일축압축시험에

서 얻었던 결과에서 강도 증가된 개량제와 많은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Table 4에서 얻은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에 대한 강도 증가량은 

아래 Figs. 6 and 7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할 수 있었다. 재령기간 

7일과 28일 모두 강도에 대한 증가량을 일정하게 보여준 C-82-9-9 

토양개량제에서 적절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실내모형시험

3.1 강우재현 실험장치

집중적인 호우에 지표면을 보강할 수 있는 재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내 강우재현과 실험장치를 제작하였다. 비탈면 불안정성

에 대해서 원지반 사면과 토양개량제로 보강된 사면의 세굴 및 

침식의 진행 상태를 실험으로 관찰하기 위해 실내모형실험을 수행

한 시험장치는 Fig. 8과 같다. 비탈면 흙의 세굴 및 침식 현상을 

관찰 및 연구하기 위해서 자연 강우에 실질적인 현장을 의존해야 

하나,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내에 강우재현장치를 사용하

(a) Specimen Molding (b) Specimen Curing (c) Direct Shear Test

Fig. 5. Direct Shear Test of Mixed Soils

Table 4. Direct Shear Strength with Curing Time

Type C-90-0-10 C-82-9-9 C-82-8-10 C-84-9-7 C-84-8-8

Curing time

7 days

Cohesion () (kPa) 24.81 44.13 39.74 53.79 65.43

 increase ratio (%) - 78 60 117 164

Friction angle () (°) 24.5 44.7 37.3 36.9 36.7

 increase ratio (%) - 82 52 51 50

Curing time

28 days

Cohesion () (kPa) 15.37 54.64 42.6 40.84 39.59

 increase ratio (%) - 255 177 166 158

Friction angle () (°) 37.4 50.5 50.3 49 47.1

 increase ratio (%) - 35 34 31 26

*note: Bold numbers mean maximum

Fig. 6. Cohesion Comparison of Mixed Soil Fig. 7. Friction Angle Comparison of Mix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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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우시간과 토양개량제 양생기간에 따른 차이점을 관찰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사면의 모형(soil slope plate)을 제작하고 인위적으로 강우 조건

을 만들어 토양개량제의 배합비에 따른 표면파괴 형태와 세굴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고, Fig. 

9와 같이 원지반 시료와 첨가재들을 혼합하여 다짐을 통해 흙 

사면의 모형 제작하고 인위적으로 강우 조건을 만들어 토양개량제

의 배합비에 따른 표면파괴 형태와 세굴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체 제작은 사면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Fig. 

9(d)와 같이 직사각형(가로×세로×높이=40 × 84 × 7 cm)의 사면판을 

제작하고, 시험체를 지탱하는 지지대는 앵글 프레임으로 지지한다.

첨가 재료가 달라지는 실험 사례별로 혼합하여 다짐률 90 % 

이상으로 4개의 시험체 제작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MLTMA, 

2016) 설계기준인 0~6 m 높이의 흙쌓기와 5 m 이상의 땅 깎기 

비탈면의 기울기인 1:1.5(수직:수평)를 반영하여 모형실험 비탈면

의 기울기는 1:1.5로 설정하였다. 상단의 아크릴 박스는 물을 저정할 

수 있는 인공강우기를 제작하여 장마철 또는 게릴라성 호우 등을 

감안한 시간당 30 mm가 되도록 강우량을 적용해 세굴 및 침식에 

대한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3.2 강우침식 실험결과

강우에 의한 비탈면 침식 및 세굴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강우재현장치와 목재 틀과 토조 등을 이용하여 Figs. 10 

and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원지반 시료를 

Fig. 8. Experimental Device Frame for Soil Slope Erosion Test by Rainfall

(a) Mixing (b) Classification (c) Compaction (d) Curing (e) Rainfall Test

Fig. 9. Experimental Device Frame for Soil Slope Erosion Test by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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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를 총 5가지의 시료이지만 강우로 인한 

세굴 정도를 비교하는 사진들은 가장 크게 차이가 보여지는 원지반 

흙 사면의 경우와 제일 손실률이 적은 C-82-9-9의 실험만 시간에 

따른 강우시험 결과들을 Figs. 10 and 11에 제시하였다. 원지반

(C-90-0-10) 강우시험 결과 강우 시작 즉시 토사가 뚜렷하게 세굴 

형태로 토사유실이 발생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세굴의 

정도는 심각하게 나타나 15분 후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여 표면이 

슬라이딩이 일어나 파괴가 발생하였다(Kim et al., 2013a).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C-82-9-9의 강우실험결과 원지반

(C-90-0-10)과 달리 표면 토사유실이 상당히 줄어 마감 직후 표면의 

성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C-82-8-10의 강우실험결과 원지반(C-90-0-10)에 비해 토사유실

이 줄어들었고, 낙차로 인한 세굴유실도 발생하지 않았다. C-84-9-7

의 강우실험 결과 낙차로 인한 세굴이 발생하였지만, 원지반에 

비해 토사유실이 거의 없었으며, C-84-8-8의 강우실험 결과 원지반

(C-90-0-10)과 비교해서 토사유실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20분까

지는 표면유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30분 이후 빗물의 낙차로 

인한 표면에 세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배합 중에서 주재료 배합이 82 %인 2가지 토양개량제

(C-82-9-9와 C-82-8-10)보다는 첨가제 성분이 2 % 더 추가된 

토양개량제(C-84-9-7과 C-84-8-8)가 약간 침식이 조금더 발생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첨가제 성분으로는 시멘트 계열인 마이크로 

시멘트, 아윈계 시멘트, 반수석고 등 경화제가 함께 함유되어 30 

mm 강우로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재령기간에 따라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지반(C-90-0-10)의 경우 실험 전 시료량 34.5 kg에서 실험 

종료 후 유실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26.7 kg으로 강우 

시험 이후 77 %의 토사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사례별 

(a) 5 min (b) 10 min (c) 15 min

(d) 20 min (e) 30 min

Fig. 10. Results of Erosion Test Due to Rainfall Over Time (Insitu Soil : C-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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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토양개량제는 원지반(C-90-0-10)과 비교하여 손실률이 0.40 

~0.94 %로 현저히 적었으며, C-82-9-9가 가장 적은 0.40 %의 

손실률을 보여 여러 가지 사례별 비교를 통해 식생과 강우에 대한 

침식 저항성이 제일 큰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수치적으로 강우에 의한 손실률이 전체 중량비로 

계산된 %로 평가를 하였다. 원지반(C-90-0-10)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개량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한 4가지 시료에서 강우에 의한 

저항력은 C-82-9-9 조합에 의한 혼합토가 제일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12에서는 비탈면이 강우로 인한 손실률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첨가제를 혼합한 여러 가지 토양개량제 샘플들은 대부

분 비슷한 보강효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원지반토 전체 

중량에 비해 첨가제의 중량비의 차이가 크지 않아 거의 유사한 

보강효과를 보이고 있어 재령기간이나 첨가제 함유량 약간의 오차

를 허용할 정도임을 판단할 수 있다.

(a) 5 min (b) 10 min (c) 20 min

(d) 30 min (e) 40 min (f) 60 min

Fig. 11. Results of Erosion Test Due to Rainfall Over Time (Mixed Soil : C-82-9-9)

Table 5. Results of Soil Runoff According to Rainfall Equipment Test

Type C-90-0-10 C-82-9-9 C-82-8-10 C-84-9-7 C-84-8-8

Before test (kg) 34.5 34.6 34.8 34.2 34.4

After test (kg) 7.8 34.46 34.6 33.88 34.12

Weight loss (kg) 26.7 0.14 0.2 0.32 0.28

Loss ratio (%) 77.39 0.40 0.57 0.94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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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은 최종적으로 토양개량제를 혼합한 재료들을 나열하여 

성분들을 제시하고 있다. 재료의 물리적, 역학적인 실험을 하고 

재령강도에 의한 강도정수들의 변화를 확인하여 적절한 혼합비를 

찾아 제시한 결과 C-82-9-9 혼합비의 토양개량제가 제일 보강효과

가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강우재현시험에서 침식에 

의한 세굴 효과에서 토사 유출량이 제일 적게 배출되어 비탈면 

현장에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거라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강우 침투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면의 얕은파

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굴 및 침식에 취약한 흙을 토양개량제로 

보강하는 재료를 찾기 위해 수행하였다. 강우에 의한 비탈면 세굴 

및 침식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제작한 강우재현장치를 

이용하여 모형실험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초기 일축압축강도는 C-84-8-8이 우수하였으나, 재령 28일 

일축압축강도는 토양개량제 조성물 중 가장 작은 값을 가졌으

며, 전체적인 시간에 따른 관찰에 대해서는 C-82-9-9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초기 일축압축강도는 토양개량제 조

성물 중 가장 작은 값을 가졌으나, 토양개량제 조성물이 사용되

어야 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초기 일축압축강도를 

확보하여야 하고, 장기적인 토양 표층의 안정성을 유지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2) 직접전단시험 결과, 모든 토양개량제는 원지반(C-90-0-10)에 

비해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이 뚜렷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82-9-9가 원지반에 비해 재령 7일에서 점착력은 

78 %, 내부마찰각은 82 % 증가하였으며, 재령 28일에서 점착

력은 255 %, 내부마찰각은 35 % 증가하여, 여러 토양개량제 

중에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강우재현 실험결과, 원지반(C-90-0-10)의 경우 실험 전 시료량 

34.5 kg에서 실험 종료 후 유실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Fig. 12. Results of Erosion Test Due to Rainfall Over Time (Mixed Soil : C-82-9-9)

Table 6. Direct Shear Strength with Curing Time

Type

Main ingredient

Sum of 

main 

material

Additive

Sum of 

additives

Alkalescent 

water
TotalInsitu

soil

Leaf 

mold

Used 

herbal 

medicine*

Natural 

fiber

Bonding agent

Hardener

Powder

augmentation 

agent

High

absorbent

polymer

HumectantMicro- 

cement

Rapid-

setting 

cement

Gypsum 

hemihy-

drate

C-90-0-10 0.900 0.000 0.000 0.000 90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 0.1 100 %

C-82-9-9 0.607 0.107 0.102 0.005 82 % 0.015 0.004 0.024 0.032 0.005 0.002 0.009 9 % 0.09 100 %

C-82-8-10 0.607 0.107 0.102 0.005 82 % 0.013 0.004 0.021 0.028 0.004 0.002 0.008 8 % 0.1 100 %

C-84-9-7 0.622 0.109 0.104 0.005 84 % 0.015 0.004 0.024 0.032 0.005 0.002 0.009 9 % 0.07 100 %

C-84-8-8 0.622 0.109 0.104 0.005 84 % 0.013 0.004 0.021 0.028 0.004 0.002 0.008 8 % 0.08 100 %

* used herbal medicine = EM fermented liquor (50 %) + dried used herbal medicine (50 %)



흙 사면의 강우 침식보강을 위한 토양개량제 개발에 관한 연구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246

26.7 kg으로 강우 실험 이후 77 %의 토사가 유실되었지만, 

사례별 모든 토양개량제는 원지반(C-90-0-10)과 비교하여 손

실률이 0.40~0.94 %로 현저히 적었으며, C-82-9-9가 가장 

적은 0.4 %의 손실률을 보여 강우에 의한 저항력이 가장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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