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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기초 토양의 다짐률 변화에 따른 전단강도 특성

Experimental Evaluation of Shear Strength of Surface Soil Beneath Greenhouse 
Varying Compaction Rate

임성윤aㆍ허기석bㆍ곽동엽c,†

Lim, SeongyoonㆍHeo, GiseokㆍKwak, Dongyoup

ABSTRACT

Greenhouses have been damaged due to the uplift pressure from strong wind, for which rebar piles are often installed near the greenhouse to resist the 

pressure. For the effective design of rebar piles, it is necessary to access the shear strength of soil on which the greenhouse is constructed. This study 

experimentally evaluates the shear strength of the soil beneath the greenhouse. Four soi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four agricultural sites, and prepared 

for testing with 75, 80, 85, and 90% compaction rates. One-dimensional unconfined compression test (UC), consolidated-undrained triaxial test (CU), and 

resonant column test (RC) were performed for the evaluation of shear strength and shear modulus. Generally, the higher shear strength and modulus 

were observed with the higher compaction rates. In particular, the UC shear strength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200 sieve passing rate. Resulting 

from the CU test, the sample with the most of coarse soil had the highest friction angle, but the variation is small among samples. Resulting from 

the CU and RC tests, the ratio of maximum shear modulus with the major principle stress at failure was the higher at the finer soil. The ratio was 

two to three times greater than the ratio from the standard sand. This indicates that the shear strength is lower for the fine soil than the coarse soil 

at the same shear modulu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 useful resource for the estimation of the pull-out strength of the rebar pile against the 

uplif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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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닐하우스는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산 및 재배를 위해 사용

되며,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구조

는 쇠파이프 골조 위에 용도에 따라 단일 또는 다중의 비닐막

이 덮여있는 형식으로, 태풍, 대설과 같은 기상재해에 취약하

다. 태풍 시 강한 바람에 의해 골조의 휨 또는 인발 등의 피해

가 발생하며, 대설 시 적설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는 피

해 또한 발생한다. 강한 바람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부력을 발

생시키며, 비닐하우스 기초의 인발파괴를 일으킨다 (Go, 2020; 

Nam et al., 2000). 기초가 인발된 비닐하우스는 강풍 시 공중

으로 날아갈 수 있으므로 비닐하우스 내 작물의 피해는 물론 

비닐하우스 구조의 피해, 그리고 주변 지역에의 낙하에 의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반복되는 기상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계를 제시하여 새로 건설되는 비닐

하우스의 설계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RDA, 2017). 내재

해형 비닐하우스는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까래 사

이를 연결하는 줄기초를 설치한다. 줄기초는 표층 하부 25 cm 

깊이에 비닐하우스  전체길이에 대해 설치되며, 그 위에 흙을 

덮어 충분한 인발저항력을 가진다. 하지만 대다수의 비닐하우

스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기존의 농가보급형 비닐하

우스로 이루어져 있다.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의 기초는 줄기

초와 같은 기초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서까래를 지반에 

관입해둔 형식이다. 인발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비닐

하우스 외부에 소말뚝 (철항)을 관입시키고 줄로 연결하는 조

치를 취하고 있다 (Fig. 1).

기존의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를 기초의 재시공 없이 기상

재해에 대응하도록 보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기존 

방식과 같은 설치의 편리성을 유지하되 인발저항에 필요한 철

항의 종류, 깊이, 개수 및 간격을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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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항의 인발저항력은 철항과 흙 간의 마찰력 및 흙의 전단강

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철항의 설치를 위해서

는 철항과 흙 간의 마찰력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그 관계 파악

을 위해서는 철항이 설치되는 흙의 전단강도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닐하우스 기초의 인발저항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흙의 

종류와 다짐도, 매입깊이에 따른 비닐하우스의 기초 자체의 

인발저항력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Choi et al. 

(2015)은 흙의 종류와 다짐도 및 매입깊이에 따른 농가보급형 

서까래 파이프와 내재해형 파이프 줄기초에 대한 인발저항력

을 실내 실험으로부터 평가하였다. Song et al. (2020)은 줄기

초, 스파이럴기초, 콘크리트독립기초의 인발저항력을 평가하

였다. Yun et al. (2015)은 내재해형 플라스틱 및 유리 온실 기

초의 사질토 지반에 대한 인발저항력을 현장실험으로부터 평

가하였다. Lee et al. (2018)은 지반기초상호작용에 의한 연동

형 비닐하우스 콘크리트 기초의 회전저항성능을 실내수평가

력실험으로부터 평가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비닐하우

스 기초의 인발저항 또는 회전저항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것으

로 실험에 적용한 흙의 종류와 다짐도, 매입깊이가 유사한 현

장에서는 비닐하우스 기초의 저항강도를 산정하는데 매우 유

의미하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기초 토양 자체에 대한 강도 연

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실험에서 사용한 흙뿐만 아니라 

다양한 흙에서의 인발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치해석 등

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인발강도추정을 진행할 수 있

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항과 흙과의 마찰력 및 대상 흙의 전단

강도를 파악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기초가 설치되는 토양은 세립질의 함유량이 높

고, 구속압력이 작으며, 그리고 불포화토층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포화토층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Lee et al. (2012), Kim 

(2020) 등이 존재한다. Lee et al. (2012)은 불포화된 화강풍화

토를 대상으로 모관흡수력을 조절하며 삼축압축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불포화토와 포화토 모두 유효응력에 의한 파괴규준

이 동일하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2020)은 불포화

된 화강풍화토를 빈입도와 양입도로 조성하여 삼축압축시험

을 수행하였고, 모관흡수력이 클수록 전단강도가 크게 증가하

며 빈입도의 경우 모관흡수력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여 전단

강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포아송비

와 세립분에 대한 전단강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Lim 

et al. (2020), You et al. (2018) 등이 존재한다. Lim et al. (2020)

은 압밀비배수삼축압축시험의 결과로부터 토양의 간극비에 

따른 포아송비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관계식을 제시하였고, 

You et al. (2018)은 상대밀도와 세립분 함유율이 현장타설말

뚝의 인발저항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세립분 

함유율에 따른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의 변화특성을 정량적으

로 파악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4개 지역 농토의 전단강도특성을 실

내실험으로부터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축압축시

험, 압밀비배수삼축압축시험, 공진주시험의 결과로부터 얻은 

전단강도 및 전단탄성계수를 도시하였고, 흙의 다짐률 및 흙

의 조립도 속성과 연계하여 전단강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

다. 다양한 전단강도 측정 실험기법을 동일한 다짐도를 갖는 

시료에 반복 적용하여 입도에 따른 전단강도의 변화, 불포화 

및 포화 조건, 동적 특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전단강도를 전

반적으로 평가한 이번 연구는 비닐하우스 기초 토양의 전단 

강도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에 사

용된 대상 시료의 특성, 실험 결과, 그리고 고찰이 본론에 수록

되어 있다.

(a) Example photo (b) Schematic drawing

Fig. 1 Greenhouse reinforced by rebar piles against uplif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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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시료

국내 4개 농토지역 (완주시 삼례읍, 성주시 선남면, 산청시 

단성면, 청주시 장암동)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 2는 채취한 시료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후로 삼례

읍, 선남면, 단성면, 장암동의 시료를 각각 #1, #2, #3, #4시료로 

정의한다.

Fig. 3은 4개 시료의 체가름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흙의 공

학적 분류인 통일분류법 (KS F 2302, 2017)에 의하면 #1과 #2

는 ML, #3과 #4는 SM으로 분류되고, 흙입자의 크기만을 기준

으로 하는 미국 농무부의 삼각분류법 (USDA, 1978)에 따르면 

#1은 미사질 양토, #2는 양토, #3과 #4는 사질 양토로 분류된

다. #200체를 기준으로 #1흙의 통과율은 66.6%, #2는 56.8%, 

#3은 48.7%, #4는 33.6%로, #1 흙이 가장 세립질이며, #4 흙이 

가장 조립질이다. 각 흙의 현장 함수비, 밀도, 액성한계 및 활

동지수 등이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Ⅲ. 실내실험

1. 일축압축실험

다짐률을 75, 80, 85, 90%로 변형시켜가며 대상 4개 토양의 

재성형 시료에 대해 일축압축실험 (UC)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다짐률은 KS F 2312 (2016)기준의 D호칭에 준하여 결정한 최

대건조단위밀도와, 각 실험에서 조성한 시료의 건조단위밀도

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전연구에서 진행한 설치 후 5년

이 경과된 국내 다양한 비닐하우스 기초 인근 토양의 현장 들

밀도 실험결과를 토대로 다짐률의 범위를 75∼90%로 결정하였

다. UC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있다. 여기서 압축강도 (S1D)

는 최대압축강도를 나타내며, 탄성변형률 (ε50)은 최대압축강

도에 상응하는 변형률의 50%에 해당하는 변형률, 탄성변형계수 

(E50)는 ε50에서의 압축강도와의 비를 의미한다. 각 UC실험에서

의 포화도는 최소 28.5%에서 최대 49.2%로, 불포화시료이다.

Fig. 4는 다짐률에 따른 S1D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모든 시료

에서 다짐률이 증가함에 따라 S1D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Location of target sites

Sample number Region wc (%) GS LL (%) PI (%) USDA USCS

1 Wanju-si Samrye-eup 21.8 2.62 N.P N.P Silt loam ML

2 Seongju-si Seonnam-myeon 21.5 2.69 34.0 10.2 Loam ML

3 Sancheong-si Danseong-myeon 17.9 2.64 N.P N.P Sandy loam SM

4 Cheongju-si Jangam-dong 28.4 2.65 N.P N.P Sandy loam SM

Table 1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arget samples

Fig. 3 Gradation curves of fou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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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1D는 #200체의 통과율 (PP200)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PP200이 높을수록 동 다짐률에서 높은 S1D를 보이며, 

낮을수록 낮은 S1D가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가장 조립질 흙인 

#4 시료가 가장 낮은 S1D를 보이며, 가장 세립질 흙인 #1 시료

가 가장 높은 S1D를 보인다. 세립질 흙일수록 흙의 마찰력 (c')

이 증가하여 UC에서의 S1D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데이터를 기반으로 S1D와 다짐률, PP200의 관계를 회귀

분석하여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식과 같다.

ln
 lnln

 (1)

여기서, S1D는 UC에서의 kPa 단위의 최대압축강도, RC는 %

단위의 다짐률을 나타내며, PP200은 #200체의 %단위 통과율

을 나타낸다. 

식 (1)의 결정계수는 0.993으로 제안된 모델은 주어진 데이

터와 잘 상응한다. 하지만, 모델에 사용된 시료의 수가 4개이

므로 일반화된 S1D 모델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화된 

모델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료에 대한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2. 압밀비배수삼축압축실험

UC와 동일한 방법으로 4개의 시료에 대해 다짐률 (75, 80, 

85, 95%)을 변화시켜가며 재성형 시료를 생성하였고, ASTM 

D 4767 (1995)의 기준에 따라 압밀비배수삼축압축실험 (CU)

을 수행하였다. 압밀 시 구속응력은 100, 200, 300 kPa로 변화

를 주었으며, 파괴에 이를 때의 축차응력 (Δσdf)과 과잉간극수

압(Δuf)을 Table 3에 나열하였다.

Fig. 5는 파괴 시의 p'-q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p'은 파괴

시의 수직유효응력과 수평유효응력의 평균, q는 Δσdf의 절반

을 의미한다. 각 시료별로 다짐률에 따른 p'-q는 유효응력의 

Fig. 4 A 1D compression strength per compaction rate for samples 

with different #200 sieve percent passing

Sample number
Compaction rate

(%)

Compression strength 

(S1D) (kPa)

Elastic strain (ε50) 

(%)

Elastic modulus (E50) 

(kPa)

Saturation

(%)

1

75 36.13 0.49 3724.98 30.1

80 71.73 0.69 5212.60 34.1

85 136.2 0.82 8356.05 30.1

90 241.2 1.17 10325.40 30.1

2

75 30.09 0.37 4044.88 32.3

80 50.08 0.61 4084.43 36.4

85 89.55 0.51 8744.74 41.0

90 150.57 0.81 9271.35 46.6

3

75 20.62 0.28 3709.18 28.5

80 36.87 0.43 4337.93 32.3

85 77.54 0.66 5847.93 36.6

90 118.76 0.70 8506.96 41.5

4

75 7.92 0.31 1261.52 34.7

80 16.25 0.49 1675.73 38.7

85 27.01 0.63 2136.69 43.7

90 41.65 0.82 2533.67 49.2

Table 2 Results of one-dimensional unconfined compress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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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차이만 있을 뿐 Fig. 5의 점선과 같은 동일한 유효응력

경로 파괴포락선 (Kf)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Kf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tan (2)

여기서, Fig. 5에 보이는 각 시료의 p'-q관계로부터 m=0을 유

추할 수 있다. m=0으로 고정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면 α는 각 

시료별로 26.2, 28.3, 26.5, 28.9°로 계산된다. 

Mohr-Coulomb 파괴포락선의 마찰각 (φ')은 다음의 식을 이

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sintan (3)

φ'은 각 시료별로 29.4, 32.6, 29.9, 33.4°가 된다. 가장 조립

질 흙인 #4에서 가장 큰 φ'이 나타나나, 시료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세립분 함유율에 따른 φ'의 변화를 직접전단

시험으로 측정한 Yoo et al. (2018)의 경우 φ' = 25∼32° 범위로 

평가하였으며, 토석류가 일어난 세립질 모래의 현장시료에 

대해 삼축압축시험과 직접전단시험으로 φ'를 측정한 Hwang 

et al. (2016)의 경우 φ'=28∼29°로 측정하였다. 현장시료의 경

우 약 φ'=29±3°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공진주실험

전술한 UC 및 CU와 마찬가지로 4개의 시료를 75, 80, 85, 

90%의 다짐률로 재성형하여 ASTM D 4015 (2015)기준에 따

라 공진주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속압은 50, 100, 200 kPa로 변

화를 주었으며, 전단변형률이 약 0.01%때까지의 전단탄성계

수 (G)와 감쇠비 (D)를 산출하였다. 미소변형률 (<0.001%)일 

때의 G와 D를 최대전단탄성계수 (Gmax)와 미소변형률감쇠비 

(Dmin)로 정의하였다. Table 4는 각 시료, 다짐률, 구속압력에 

대한 Gmax 및 Dmin을 나타낸다.

Fig. 6은 구속압 별 다짐률과 Gmax의 관계를 나타내며, 다짐

률과 구속압이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40번체 통과율까지 비슷한 조립도를 가지는 #1∼#3 시료의 

경우 Gmax의 변화가 유사하며, 가장 조립질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4 시료의 경우 #1-#3보다 낮은 Gmax값을 나타낸다. 비슷

한 경향을 나타내는 시료를 묶어 #1∼#3 및 #4에 대해 Gmax를 

구속압과 다짐률의 관계로 회귀분석하면 식 (4) 및 (5)와 같이 

표현된다.

lnmax  lnln
 (4)

lnmax  lnln (5)

Sample 

number

Compaction rate 

(%)

Deviator stress at failure, Δσdf (kPa) Excess water pressure at failure, Δuf (kPa)

Confining pressure (kPa) Confining pressure (kPa)

100 200 300 100 200 300

1

75 80.8 170.4 235.3 60.8 115.4 179.9

80 107.8 189.3 250.3 54.2 122.2 193.9

85 156.3 263.4 353.5 16.4 70.7 112.5

90 215.8 330.6 446.5 -19.5 27.9 50.3

2

75 61.2 131.2 184.6 74.9 144.5 208.3

80 66.5 124.4 196.5 58.2 143.7 205.1

85 88.6 147.7 242.6 53.2 147.2 190.3

90 120.4 185.7 250.3 59.9 134.2 207.3

3

75 56.6 108.2 163.1 74.9 125.8 200.3

80 74.9 140.5 205.8 61.3 118.3 177.1

85 92.3 154.9 230.1 47.9 85.0 166.8

90 140.8 267.8 389.9 49.3 27.9 133.3

4

75 72.1 142.4 214.3 67.2 126.9 190.0

80 88 164.4 238.8 64.6 133.1 196.7

85 135.3 182.1 285.8 48.5 125.3 179.8

90 195.4 295.1 373.7 29.7 91.1 162.4

Table 3 Deviator stress (Δσd) and excess pore water pressure (Δu) from CU triaxial compress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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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Fig. 5 p′ -q relationship at failure varying compaction 

Sample 

number

Compaction rate 

(%)

Maximum shear modulus (Gmax) (MPa) Small-strain damping ratio (Dmin) (%)

Confining pressure (kPa) Confining pressure (kPa)

50 100 200 50 100 200

1

75 62.8 78.1 109.5 2.28 2.56 2.96

80 90.7 117.1 139.3 2.74 2.74 2.03

85 99.9 129.7 162.4 2.67 2.79 2.31

90 151.4 180.5 211.5 4.47 4.92 3.61

2

75 63.0 78.5 117.0 5.07 7.14 6.94

80 77.2 95.0 127.4 4.88 3.82 4.36

85 92.5 117.2 139.9 3.16 1.75 3.54

90 121.7 142.4 226.0 8.17 5.92 4.08

3

75 57.0 78.9 106.8 2.19 2.75 4.35

80 71.2 96.3 135.6 2.74 2.83 2.14

85 95.6 127.6 184.5 2.92 3.84 1.74

90 138.3 174.3 225.9 4.15 2.59 1.91

4

75 41.0 56.7 90.9 3.01 3.01 3.38

80 45.5 64.5 94.7 3.51 2.96 3.39

85 56.8 77.1 113.0 3.10 3.85 3.71

90 67.6 91.5 131.5 3.07 3.43 2.24

Table 4 Shear modulus and small strain damping from resonant column tests



임성윤⋅허기석⋅곽동엽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63권 제6호, 2021 • 23

여기서, Gmax는 MPa단위의 최대전단강도, RC는 %다짐률, σc

는 MPa 단위의 구속압을 나타낸다. 

식 (4)의 결정계수는 0.948, 식 (5)의 결정계수는 0.986으로 

두 식 모두 데이터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Fig. 7은 구속압 별 다짐률과 Dmin의 관계를 나타낸다. Dmin

의 경우 시료의 종류, 구속압, 다짐률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큰 분산을 가지고 있다. Dmin의 전체평균은 

약 3.5%이며, 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1.38%로 평가되었다.

Ⅳ. 실험결과분석

1. 다짐률과 전단강도의 관계

일축압축실험 (UC)은 구속압력이 없는 불포화 시료에 대한 

강도를 측정하고, 삼축압축실험 (CU)은 구속압력이 있는 포화

상태의 시료에 대한 전단강도를 측정한다. 이번 연구의 대상

토층은 깊이 1 m 미만의 매우 얕은 표층으로 포화되어 있을 

확률이 희박하며, 농토이기에 자갈이 존재하지 않고 세립분의 

함유량이 높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대상시료의 일축압축

강도와 삼축압축강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Fig. 8은 4개의 시료에 대해 다짐률에 따른 UC의 파괴시의 

축차응력 (S1D)과 CU의 파괴시의 축차응력 (Δσdf)을 보여준다. 

4개의 시료 중 #1 시료의 강도가 양 시험 모두 가장 크게 나타

났다. 가장 조립질인 #4의 경우 S1D의 크기는 다른 시료보다 

작으나, Δσdf는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큰 구속압력 (σc)

에서 다른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φ′를 갖는 조립질 시료

의 전단강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시료에서 σc가 커질수록 강도가 증가하여 200 kPa 이상에서는 

모든 다짐률에 대해 Δσdf가 S1D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σc가 100 kPa이고 다짐률이 90%일 경우, #1과 #2 시료에서 S1D

가 Δσdf보다 더 크게 되는 역전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200체 

통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과 #2 같은 토층의 경우, 다짐도가 

높다면 매우 얕은 표층에 불포화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구속압 

100 kPa에 상응하는 약 5∼10 m 깊이에서 포화상태로 존재하는 

(a) 50 kPa (b) 100 kPa (c) 200 kPa.

Fig. 6 Maximum shear modulus vs. compaction rate from resonant column tests per confining pressure

(a) 50 kPa (b) 100 kPa (c) 200 kPa

Fig. 7 Small-strain damping ratio vs. compaction rate from resonant column tests per confin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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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더 높은 강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전단탄성계수-전단강도 관계

이번 연구에서는 주로 세립질로 구성된 농토에 대해 동일한 

다짐률을 적용한 시료의 Gmax 및 σ′ 1f (=σc+Δσdf-Δuf)를 공진주

실험과 CU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Gmax

와 σ′ 1f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Yoo and Park (2015)은 삼축압축실험기에 벤더엘레먼트를 

설치하여 오타와 샌드와 주문진 표준사의 Gmax를 계산하여 전

(a) 100 kPa (b) 200 kPa (c) 300 kPa

Fig. 8 Comparison of shear strengths between 1D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nd triaxial CU test with confining pressure for 

each test and compaction rate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Fig. 9 Relationship between shear modulus and shea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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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괴 시의 수직응력 (σ′ 1f)과 유효구속응력 (σc)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max
 

 


(6)

여기서, c0와 c1은 실험적 상수, pa는 대기압을 나타낸다. 오타와 

샌드의 경우 c0=236.5, 주문진 표준사의 경우 c0=222.1로 제시

됐으며, c1은 두 종류의 모래 모두 –0.57로 제시되었다. 

Fig. 9는 σc=100, 200 kPa에 대해 Yoo and Park (2015)의 

관계식 (YP15)으로부터 계산한 Gmax/σ′ 1f와 이번 연구에서 획

득한 Gmax/σ′ 1f의 관계를 보여준다. Fig. 9 (a)∼(c)에서 보여지

듯이 #1∼#3 시료의 Gmax/σ′ 1f는 표준사인 빈입도 조립질 시료

를 사용한 YP15의 Gmax/σ′ 1f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Gmax일 경우 세립질 흙의 σ′ 1f가 

조립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 시료 

중 가장 조립질인 #4 시료의 경우 Gmax/σ′ 1f가 가장 낮게 나타

났으나, 이 또한 표준사와 비교한다면 약 2배 정도 높다.

Ⅴ.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깊이 1 m 미만의 매우 얕은 심도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기초의 인발 저항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세립질

로 구성되어 있는 농토층의 전단강도를 실내실험으로부터 분

석하였다. 총 4개의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다짐률 75, 80, 

85, 90%로 변화시켜가며 재성형한 후 일축압축실험 (UC), 압

밀비배수삼축압축실험 (CU), 공진주실험을 통해 전단강도정

수를 도출하였다. 채취한 시료의 입도분포와 다짐률에 따라 

전단강도정수에 변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 분석

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UC시험으로부터 계산된 압축강도는 다짐률과 #200체 

통과율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구속압이 없는 상태에

서의 전단강도를 측정하는 UC시험의 특징에 따라 세립

질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점착력의 크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짐률과 #200체 통과율에 대한 압

축강도의 증가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함수로 제시하

였다.

(2) CU시험으로부터 계산된 압축강도는 다짐률이 증가할

수록 그 크기가 증가하나, 유효응력기반의 Mohr-Coulomb

파괴포락선은 동일한 시료에 대해 다짐률별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즉, 다짐률에 따라 상대밀도만 변화

할 뿐 동일한 유효압력에 대해 파괴시의 전단강도는 비

슷하다.

(3) 세립질 함유량이 높은 시료의 경우, 다짐률 90%조건에

서 구속압 100 kPa이고 포화조건인 CU시험의 압축강

도보다 구속압이 없고 불포화조건인 UC시험의 압축강

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대상 시료인 얕은 심

도의 세립질 농토와 같이 구속압이 작고 불포화 상태인 

시료가 구속압이 큰 포화 상태인 시료보다 더 큰 강도

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동일한 다짐률과 구속압을 갖는 조합에서 가장 조립질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료가 가장 낮은 Gmax와 파괴시

의 주응력비 (Gmax/σ′ 1f)를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한 Gmax

일 경우 세립질 흙이 더 작은 전단강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농토로 활용되는 얕은 심도의 세립질 토층에 

대한 전단강도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 실험의 결과에 대

한 고찰을 제시하였다. 토층의 입도분포 및 다짐률, 포화조건

과 구속압에 따른 흙의 전단강도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데

이터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흙의 기

초적인 전단강도 유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흙의 전

단강도 조건에 따른 철항의 인발강도를 측정결과를 조합한다면, 

다양한 흙에 따라 변화하는 철항의 인발강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철항과 흙간의 마찰력, 철항의 움직임에 따른 흙의 전단

강도 발현 등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비닐하우스 기초 등 얕은 심도에 설치된 구조물의 압축, 인발, 

또는 전도 저항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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