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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ehavior of artificially cemented sands were investigated by undrained triaxial test of isotropically consolidated sam-

ple. The cementation were induced by gypsum that is generally used for the aitificial cementation of sands. The gypsum of

5~20%(sand weight) were included in the sand and cured in the mold under the overburden pressure 55kPa. The yielding

strength and stiffness of cemented sand were increased as the degree of cementation. And the dilation of sand was restricted

by the cementation bonds, but after breakage of the bonds, it was increased more abrupt than the uncemented sands. The

effective stress path showed that the aspects of effective pore water pressure were changed as the degree of cementation and

the relative density. The effective stress ratio of cemented sand in the phase transformation line and the failure line were

changed by the cementation. Generally the behavior of cemented sand more influenced by the degree of cementation than

the relativ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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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석고함유율을 달리한 고결된 모래 시료를 조성하여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에 따른 고결모래의 거동양상을

분석하였다. 상대밀도 25, 40, 60%의 모래에 모래중량비 5~20%의 석고를 혼합하여 교반시킨 후 상재하중 55kPa 상태에서

양생하여 시료를 조성하였다. 조성된 고결시료는 일정한 구속압(200kPa)상태에서 비배수 전단시험(CIU)이 실시되었다. 실험

결과 고결정도의 증가에 따른 고결된 모래의 항복강도 및 강성의 증가양상을 확인하였고, 고결 결합이 파괴되기 전에는 다

일레이션 경향이 억제되지만, 결합이 파괴된 직후 다일레이션 경향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에 따라 간극수압 발생경향이 변하였으며, 고결에 의해 상전이선 및 파괴포락선에서의 유효응력비가 변하는 것을 유

효응력경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대밀도에 비해 고결정도가 고결된 모래의 거동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고결, 고결정도, 상대밀도, 다일레이션, 유효응력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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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결(cementation)은 입자의 표면이나 입자간 접촉점에 고

결 유발물질이 침전하여 입자간의 결합력을 증진시키는 현

상을 말하며, 주로 해사의 고결은 해수로부터 탄산칼슘

(CaCO3 : calcium carbonate)의 침전에 의해 발생한다. 고

결은 입자 내부의 간극(intrapaticle pores)에서 발생하거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interparticle pores)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개개의 입자를 강하게 연결시켜 주는 입자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고결이 공학적으로 더 중요하다. 고결된

모래의 공학적 거동은 고결정도, 상대밀도, 모래입자의 특성,

전단시 구속압, 고결시 상재하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고결정도, 상대밀도 및 구속압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Clough 등, 1989; Huang과 Airey, 1998;

Ismail 등, 2002b).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고결에 대한 연구실적은 미비하지만

해외의 경우 고결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Leroueil와 Vaughan(1990)은 고결된 모래와 같은 structured

soil의 기본적인 공학적 거동 양상을 정성적으로 설명하였으

며, Kavvadas와 Anagnostopoulos(1998)는 점토의 Intrinsic

compression line(ICL)과 Sedimentary compression line

(SCL)의 개념을 structured soil에 적용시켜 나타내었다. 또

한 Cuccovillo와 Coop(1999)은 고결된 모래의 고결정도에

따른 거동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강한 고결은 모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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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레이션(dilation)을 방지하거나 혹은 항복에 도달하기 전

까지 다일레이션을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Clough 등(1981)과 Airey(1993)는 각각 San Francisco과

North West Shelf of Australia에서 자연상태의 비교란 시

료를 채취하여 자연상태 고결시료의 거동을 파악하기도 하

였으며, 특히 Clough 등은 포틀랜드 시멘트로 인위적으로

고결시킨 모래에 대한 거동도 비교하였다. 또한 Huang과

Airey(1998), Ismail 등(2002a, b)은 인위적으로 모래를 고

결시켜 고결정도와 상대밀도 등에 따른 고결된 모래의 특성

을 검토하였다.

고결은 기초구조물의 침하량을 감소시키고 지지력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액상화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반 거동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재

까지 고결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부족

하다. 그러나 국내 남해안 일대에서 고결이 유발된 지반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결된 모래의 공학적

거동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고결된 자연해사에

대해 삼축시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단시 미고결 모래와 고

결모래의 간극수압 발생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배수 삼축

시험(CIU)을 실시하였다.

2. 시험 방법

2.1 모래 기본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모래는 국내에서 고결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남해지역 해사로써 부산원해 욕지도 남단 50km 지

점에서 채취되었으며, 노건조 후 #20체에 통과시켜 사용하였

다. 시료의 물성치 및 입도곡선은 표 1, 그림 1과 같으며,

통일분류법(USCS)상 SP에 해당된다. 표 2의 모래 성분분석

(XRF) 결과 SiO2의 함유량이 가장 큰(76.06%) 실리카질 모

래(silica sand)인 것으로 나타났고, Al2O3가 8.28%, K2O가

3.06%, 그리고 CaO가 3.02% 순으로 함유되어 있다. 특히

부산해사에서는 보통의 육지 모래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CaO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전자주사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다량의 패

각(조개껍데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2 시료성형 및 포화

2.2.1 시험장치 - CKC 삼축시험기

본 연구에 사용된 CKC 삼축시험기는 등방, 비등방 및

K0 압밀을 수행하여 배수와 비배수조건으로 정적 및 동적전

단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응력제어 및 변형율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삼축시험기로써, 하중프레임(load frame), 삼축셀

(triaxial cell), 하중재하장치(load actuator), 체적측정장치

(volume measuring device), 신호조절장치(signal condition-

ing unit), 컴퓨터 및 프린터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본 삼축시험기는 축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load cell),

연직침하량 측정을 위한 LVDT, 챔버압(chamber pressure),

유효압(effective pressure), 체적변화(volume change) 등을

탐지하기 위한 3개의 압력센서(pressure transducer)등, 5개

의 계측센서를 내장하고 있다. 압력과 변위 및 체적변화를

5개의 계측센서로 측정하여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 저장하

고, 이를 다시 D-A 변환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시

그림 1. 부산해사 입도분포

표 1. 부산해사 기본물성치

Gs
D10

(mm)
D50

(mm)
% fines emax emin USCS

2.62 0.162 0.310 3.13 1.063 0.658 SP

그림 2. 부산해사 SEM 사진

표 2. 부산해사 구성성분 (XRF)

성분 Al2O3 CaO Fe2O3 K2O MgO MnO Na2O P2O5 SiO2 TiO2

함유율(%) 8.28 3.02 0.99 3.06 0.29 0.01 1.62 0.02 76.06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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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압력을 조절하여 구속압 및 축차응력을 자동으로 제

어할 수 있는 장비이다.

2.2.2 미고결 모래시료 조성 및 시험

본 연구에서는 낙사법(pluviation method, Miura와 Toki,

1982)을 이용하여 직경 70mm, 높이 153mm의 균질한 미고

결 모래(uncemented sand)를 원통형 삼축셀에 직접 조성하

였다. 시료조성 후, 10kPa의 구속압(cell pressure)이 가해진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로 포화된 탄산수를 7kPa의 압력으로

약 1시간정도 통과시켜 시료내의 공기를 1차로 제거하였다.

시료의 포화를 위해 충분한 양의 deaired water를 7kPa의

압력으로 통과시킨 후, 10kPa의 유효응력을 유지시키면서 배

압(back pressure)을 200kPa까지 증가시켜 간극수압계수(B

value)가 0.97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시료가 충분히 포화된

상태에서 200kPa의 등방구속압을 가한 후, 0.1%/min의 변

형율 속도로 비배수 전단시험(CIU)을 실시하였다.

2.2.3 고결 모래시료 조성 및 시험

석고를 사용한 고결모래(gypsum-cemented sand)의 성형을

위해 그림 3과 같이 몰드를 제작하여 모래중량의 5~20%에

해당하는 석고를 건조모래에 혼합한 후 낙사법을 이용해 미

고결 모래와 동일한 크기(70mm×153mm)의 시료를 조성하

였다. 몰드에 성형된 시료에 55kPa의 일정한 상재구속압을

가한 후, 시료하부에 적정압으로 증류수를 주입하고 3일간

양생하여 석고의 수화현상으로 고결을 유발시켰으며, SEM

을 통해 그림 4와 같은 입자의 고결을 확인하였다. 양생 후

몰드를 해체하고 시료의 최종적인 직경 및 높이를 측정하여

표 3에서와 같이 시료의 초기간극비를 결정하였다. 양생된

시료는 적은 오차범위 안에서 일정한 상대밀도로 조성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생된 고결모래를 삼축시험기에 거치

한 후 미고결 모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포화를 실시하였으

며, 배압(back pressure)을 400kPa까지 증가시켜 B값이

0.95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미고결 모래와 마찬가지로

200kPa의 등방구속압 상태에서 0.1%/min의 변형율 속도로

비배수 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

3. 시험 결과

3.1 응력-변형율 관계(Stress and strain)

고결된 모래의 응력-변형율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결에 의해 항복강도가 뚜렷

이 증가하고 항복시 파괴양상이 취성적으로 변하게 된다

(Airey, 1993; Coop과 Atkinson, 1993; Huang과 Airey,

1993; Ismael, 2000; Schnail 등, 2001; Ismail 등, 2002b).

그림 6~8은 상대밀도 및 고결정도를 달리하여 실시한 비배

수 전단시험에 대한 응력-변형율 관계 및 간극수압-변형율

관계이다. 고결은 고결유발제가 입자 표면이나 입자사이에

침전하여 입자간 결합력을 증진시키는 현상이므로 고결모래

는 고결결합에 의해 공학적 거동이 바뀌게 된다. 고결정도가

작은 석고함유율 5%의 시료는 미고결 시료와 유사한 거동

그림 3. 고결모래 성형몰드

그림 4. 석고 고결된 모래 SEM 사진(×100)

그림 5. 항복점(Yielding point)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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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나타났지만, 고결정도가 증가할수록 미고결 모래와

고결모래의 거동양상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3.1.1 항복점의 정의

우선 그림 5와 같이 고결모래와 미고결 모래의 항복점을

정의하였다. 즉, 고결정도가 큰 시료의 항복점은 시료의 축

차응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취성파괴를 보이기 시작하는 점

으로 가정하였고, 항복점이 뚜렷하지 않은 미고결 모래나 고

결정도가 약한 모래시료의 항복점은 시료의 다일레이션 경

향이 시작되어 간극수압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상전이점

(phase transformation point, PTP)으로 가정하였다.

3.1.2 상대밀도 및 고결정도에 따른 영향

그림 6~8(a)의 응력-변형율 관계에서 동일한 상대밀도의

고결된 시료에서 석고함유율이 높을수록(고결정도가 증가할

수록) 항복시 축차응력(q = σ1 − σ3)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표 3에 (1)항복시 축차응력(qy)으로 정

리하였다. 석고함유율 10%인 고결모래는 미고결 모래보다

항복시 축차응력이 2~3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고함유율이 15%이상이 되면 4~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결모래의 거동양상은 상대밀도 및 석고함유율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거동의 차이에 따라 상대밀도

25%, 40%이고 석고함유율 5~15%인 시료와 상대밀도

60%-석고함유율 5~10%인 시료의 그룹(A그룹)과 상대밀도-

석고함유율이 25%-20%, 60%-15%인 그룹(B그룹)으로 분류

한다. A그룹의 경우 항복이 발생하고 난 후 순간적으로 취

성파괴 양상을 보이지만, 축차응력이 최대로 나타나는 첨두

강도(peak strength)까지 축차응력이 증가하는 변형율 경화거

그림 6. 고결 정도에 따른 비배수 전단거동 (Dr=25%, σ3'=
200kPa)

그림 7. 고결 정도에 따른 비배수 전단거동 (Dr=45%, σ3'=
200kPa)

그림 8. 고결 정도에 따른 비배수 전단거동 (Dr=60%, σ3'=
200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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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strain hardening)을 보이며, B그룹의 경우에는 항복이 발

생하고 난 후 첨두상태가 나타나지 않는 변형율 연화거동

(strain softening)을 보이고 있다. 또한 A그룹의 고결모래는

첨두강도를 지나고 난 후 축변형율 15~20%의 상태에서 유

사한 축차응력으로 수렴하였지만, B그룹의 시료는 항복이후

축차응력의 급격한 감소경향이 나타났다. 즉, A그룹의 경우

에는 고결유발제가 주로 입자의 접촉점에서 입자간 결합력

을 증가시켜 고결결합이 파괴되면 고결이 모래의 거동에 끼

치는 영향이 적지만, B그룹의 경우에는 상대밀도에 비해 상

대적으로 고결유발제의 침전량이 많아 항복이 발생하면서 급

격한 전단면(shear plane)이 형성되어 시료의 미끄러짐

(sliding)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1.3 항복변형율(εy)

모든 고결된 모래는 축변형율 1% 미만에서 항복이 발생하

였으며, 고결모래는 미고결 모래보다 더 작은 변형율에서 항

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의 (2)). 일반적으로 미

고결 모래는 상대밀도가 작을수록 더 큰 변형율에서 항복이

발생하였지만, 고결모래는 상대밀도가 클수록 더 큰 변형율

에서 항복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대밀도가 증가할수록 동일

한 비율의 고결유발제로도 더 효율적인 고결이 발생함을 의

미한다(Ismail, 2002a).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삼축시험

기는 외부 LVDT를 사용하였으므로 전단시 미소변형을 측정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소변형의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통해 고결모래의 항복시 변형율을 정확히 측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유효응력비(Effective stress ratio)

Coop과 Atkinson(1993)은 고결된 흙의 이상적인 거동양상

을 그림 9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9의 1에 해당하는 거동

은 고결결합에 비해 구속압이 작은 단계이기 때문에 전단시

미소 변형에서 응력의 첨두값이 발생하며, 응력상태가 미고

결 상태의 한계상태를 초과하여 나타나지만, 2의 거동에서는

등방압밀에 의해 항복은 발생하지 않지만 전단시 항복이 발

생하고 항복이후에는 미고결 모래의 마찰성분에 따라 첨두

값이 결정된다. 또한 그림 9의 3에 해당하는 거동은 시료가

등방압밀 도중 이미 항복에 도달하기 때문에 전단시 미고결

모래와 유사한 거동양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그림 10의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

에 따른 유효응력비 관계에서 석고함유율이 10%를 초과하

표 3.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에 따른 고결된 모래의 거동

상대밀도 25% 40% 60%

석고 함유율(%) 0 5 10 15 20 0 5 10 15 0 5 10 15

초기간극비 0.966 0.962 0.963 0.971 0.969 0.908 0.902 0.903 0.913 0.821 0.820 0.814 0.824

(1) qy (kPa) 184 204 441 737 1443 209 275 693 976 245 409 796 1284

(2) εy (%) 1.32 0.62 0.40 0.51 0.61 0.79 0.62 0.58 0.57 0.74 0.66 0.62 0.67

(3) εu_max (%) 1.32 1.03 0.71 0.45 0.53 0.79 0.65 0.48 0.45 0.74 0.58 0.52 0.58

(4) εu_min (%) 24.25 20.03 10.61 5.13 4.20 18.99 15.66 10.31 6.68 14.85 13.09 11.52 3.16

(5) εult (%) 24.77 19.95 9.42 4.36 0.61 18.94 14.35 8.52 4.17 15.08 12.61 11.46 0.67

(6) MPTL' 1.24 1.49 1.72 2.13 2.38 1.23 1.57 1.95 2.21 1.23 1.59 2.04 2.42

(7) MFL' 1.39 1.44 1.63 1.81 - 1.43 1.51 1.65 1.85 1.42 1.56 1.63 -

(8) E0.5 (Mpa) 33.8 40.5 88.78 144.3 254.1 38.4 59.5 138.3 187.6 43.2 76.4 152.3 215.9

(1) qy : 항복시 축차응력 (-, Deviator stress in yielding)

(2) εy : 항복시 변형율 (Axial strain in yielding)

(3) εu_max : 최대 간극수압시 축변형율, 즉 상전이점의 변형율 (Axial strain in phase transformation point)

(4) εu_min : 최소 간극수압시 축변형율 (Axial strain in minimum pore water pressure)

(5) εult : 극한상태 축변형율 (Axial strain in ultimate state)

(6) MPTL' : 상전이선에서의 유효응력비 (Effective stress ratio in phase transformation line)

(7) MFL' : 파괴포락선에서의 유효응력비 (Effective stress ratio in failure line)

(8) E0.5 : 축변형율 0.5%의 할선계수 (Secanc modulus in 0.5% axial strain) 

그림 9. 고결된 모래의 이상적 거동(Coop and Atkins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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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모두 Coop과 Atkinson이 제시한 1의 거동에

해당되어 고결 결합력이 200kPa의 등방구속압에 의해 파괴

되지 않았으며, 석고함유율이 5%인 경우는 2와 3의 거동

중간에 위치하여 등방구속압에 의해 고결결합이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결정도에 따라 미소한 차이는 있지만

최종적인 유효응력비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3 간극수압

그림 6~8(b)의 간극수압 곡선에서 고결모래의 항복전 간극

수압은 고결정도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증가하

였다. 고결정도에 따라 항복전 발생하는 축차응력은 다를지

라도 간극수압은 비슷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고결정도가

증가할수록 실제 가해지는 축차응력에 비해 간극수압 발생

율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결모래는 액상화에 대한 저항

이 크다(Clough 등, 1989).

3.3.1 정규화된 간극수압곡선

그림 11은 축차응력과 간극수압을 유효주응력(p')으로 나누

어 정규화시킨 유효응력비(q/p')에 대한 간극수압비(u/p') 곡

선을 나타낸 것으로, 동일한 유효응력비에서 석고함유율이

증가할수록 간극수압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

결정도의 증가에 의해 유효응력비에 대한 간극수압비는 적

게 나타났지만, 최대 간극수압비가 발생하는 유효응력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밀도 60%인 고

결모래의 경우, 석고함유율 15%인 시료의 간극수압비가 석

고함유율 10%인 시료의 간극수압비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시료의 공극에 비해 고결

유발제의 첨가량이 많을 경우, 고결유발제가 시료의 공극을

충분히 채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1에서 간극수압비

가 최대로 발생하는 변형율은 표 3의 최대 간극수압이 발

생하는 변형율(3)과 동일하며, 이때의 유효응력비가 유효응

력 경로에서 원점과 상전이점을 연결한 상전이선(phase

transformation lile, PTL)의 기울기에 해당된다.

3.3.2 항복이후 간극수압 경향

항복이 발생하기 전 간극수압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항복이 발생하는 순간 고결모래의 간극수압 발생경향

이 급격히 변하였다. 즉 항복이전에는 고결결합에 의해 하중

에 대한 압축저항이 크기 때문에 강한 고결은 모래의 다일

레이션을 방지하거나 항복이 발생하기 전까지 다일레이션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시킨다(Cuccovillo와 Coop, 1999).

본 연구에서는 항복이 발생하면서 고결모래는 미고결 모래

보다 더 급격한 간극수압 감소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단

항복이 발생하면 고결모래가 미고결 모래보다 더 큰 다일레

이션 경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항복이후 시료가 첨두강도

에 도달할 때까지 다일레이션 경향이 계속 진행하는데, 표

3의 (4)와 (5)를 통해 먼저 시료가 첨두강도에 도달한 직후

최소 간극수압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변형율이 커질수록

동일한 상대밀도의 시료는 축차응력과 간극수압이 일정한 값

으로 수렴하여 고결결합이 파괴된 시료는 고결의 영향보다

상대밀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 상대밀도 및 고결정도에 따른 영향

미고결 모래의 항복점은 3.1절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단

시 상전이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때 시료의 간극수압은 최

대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림 6~8(b)의 간극수압-변형율 관계

와 표 3의 (2)항복시 축변형율(εy)과 (3)최대 간극수압시 축

변형율(εu_max)에서 고결모래는 미고결 모래와 간극수압 발생

경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고결 모래의

εy는 εu_max와 동일하게 정의되지만, 고결모래의 εy와 εu_max

는 상대밀도 및 석고함유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표

3의 (2)와 (3)에서 고결모래의 εu_max는 미고결 모래의

εu_max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εy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대밀도에 비해 석고함유율이 적은 시료(상대밀도-

석고함유율 : 25%-5~10%, 40%-5%)의 경우에는 εy가

εu_max보다 더 작지만, 상대밀도에 비해 석고함유율이 큰 시

료의 경우에는 εy가 εu_max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시료

의 공극에 비해 고결유발제의 첨가량이 적은 전자의 시료는

그림 10.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에 따른 유효응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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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이 발생한 직후 순간적으로 시료의 압축경향이 발생하

며, 반대로 공극에 비해 고결유발제의 첨가량이 큰 후자의

시료는 항복이 발생하기 직전 순간적으로 팽창경향이 발생

한다.

3.4 유효응력 경로(Effective stress path)

3.4.1 고결에 의한 유효응력 경로 이동

고결정도에 따른 유효응력 경로를 각각의 상대밀도별로 그

림 12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고결에 의해 유효응력 경로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3.3절에서 고결정도가 커질수록 가해

지는 하중에 비해 발생하는 간극수압이 적음을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그림 12에서도 고결정도가 커질수록 유효응력 경

로가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고결에 의해 정

규압밀 모래의 거동이 과압밀된 흙의 거동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3.4.2 상전이선 및 파괴포락선

Vaid와 Chern(1983)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인 모래

는 구속압력, 압밀응력비, 상대밀도 등에 관계없이 응력경로

상의 상전이선(phase transformation line, PTL)과 파괴포락

선(failure line, FL)이 일정한 기울기를 나타냄이 밝혀졌다.

또한 김영수와 김대만(2004)에 의하면 모래의 aging에 의해

서도 상전이선과 파괴포락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적인 모래와는 달리 고결된 모래의 상

전이선과 파괴포락선의 기울기가 모두 변화하며, 또한 고결

모래의 파괴포락선이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미고결 시료와 마찬가지로 고결된 시료의 상전이점을 최대

간극수압이 발생하는 점으로 가정하여 표 3의 (6)과 같이

상전이선에서의 유효응력비(MPTL')를 구하였다. 미고결 모래

의 MPTL'은 상대밀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1.23~1.24를

그림 11.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에 따른 정규화된 간극수압곡선
그림 12.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에 따른 유효응력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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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여 Vaid와 Chern, 김영수와 김대만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반면, 고결모래는 고결정도와 상대밀도가 증가할수록

MPTL'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효응력비가 높다

는 것은 고결된 시료의 항복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하며, 결국 고결된 모래의 동적 저항력이 향상됨을 의미한

다(Ismail, 2002b).

미고결 모래의 파괴포락선은 유효응력 곡선상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시되며(그림 13), 상대밀도에 따라 1.39~

1.43으로 결정되었다(표 3(7)). 본 논문에서는 고결된 모래의

파괴포락선을 그림 13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항복이 발생한

이후 변형율 경화거동이 발생하면서 선형으로 나타나는 유

효응력 경로를 고결모래의 파괴포락선으로 정의하였고, 파괴

포락선이 원점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포락선의 유효

응력비(MFL')가 일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고결모래의 경

우, 파괴포락선상의 평균 유효응력비를 표 3의 (7)과 같이

파괴포락선에서의 유효응력비로 결정하였고, 고결정도가 증

가할수록 파괴포락선에서의 유효응력비가 증가하였다. 변형

율 연화거동이 보이는 B그룹의 시료에서는 파괴포락선을 정

의할 수 없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3.5 할선계수(Secant modulus)

3.5.1 고결에 의한 할선계수 변화

고결된 모래의 압축특성에 대해 Schnail 등(2001)은 고결

결합이 파괴되기 전까지 거의 일정한 할선변형계수(secant

deformation modulus)를 나타내다가 고결 결합이 파괴되면서

할선변형계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남을 보였으며, 구속압

등의 다른 조건보다 고결정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하였다. Ismael(2000)은 포틀랜드 시멘트로 고결시킨 모래의

시멘트 함유율이 1%~4%로 증가할 경우 시료의 압축량이

40%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Sharma와 Fahey(2004)는

고결된 모래에 대한 일련의 비배수 전단시험을 통해 구속압

보다는 고결정도가 변형특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결정도에 따른 고결시료의 할선계수(E)를

그림 14와 같이 결정하여 축변형율에 따른 할선계수의 변화

를 그림 15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고결정도가 증가할수록 할

선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였다. 각 상

대밀도 및 고결정도에 따라 축변형율 0.5%에 해당하는 할선

계수(E0.5)를 표 3의 (9)에 정리하여 그림 16에 도시하였다.

그림 16의 (a), (b)에서 고결모래는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의

증가에 따라 할선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파괴포락선(Failure Line)의 정의

그림 14. 할선계수(Secant modulus)의 정의 그림 15.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에 따른 할선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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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할선계수에 대한 상대밀도 및 고결의 영향

그림 16(c)에서 상대밀도 25%와 석고함유율 5%인 시료의

E0.5를 기준으로 상대밀도 및 석고함유율의 증가율에 따른

E0.5 증가율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석고함유율에 대해 상대

밀도가 25%에서 40%로 1.6배 증가할 경우 1.3~1.56배의

E0.5 증가율이 나타났고, 상대밀도 2.4배의 증가율에 의해

1.5~1.87배의 E0.5 증가율이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상대밀도

에 대해 석고함유율이 5%에서 10%로 2배 증가할 경우

1.99~2.92배의 E0.5 증가가 나타났고, 석고함유율이 3배 증가

할 경우 2.83~3.56배의 E0.5 증가가 발생했다. 즉, 상대밀도

에 비해 고결정도가 고결된 모래의 항복전 거동에 더 큰 영

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Baig 등(1997), Huang과

Airey(1998), Ismail 등(2002)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이

같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3.1절에서 결정된 시료의 항복점을 그림 15에 표시한 결

과, 시료의 항복점이 할선계수가 급감하기 시작하는 점과 일

치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할선계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

고 난 후 항복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결

정도가 증가할수록 항복시 변형율이 할선계수가 감소하기 시

작하는 변형율에 근접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결된 모래(cemented sand)의 거동을 알

아보기 위해 석고를 고결유발제로 하는 시료를 조성하여 고

결정도 및 상대밀도에 따른 비배수 전단거동을 분석하였다.

유효응력비 분석결과 조성된 시료는 Coop과 Akinson(1993)

이 제시한 structured soil과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조성된

고결모래는 고결정도 및 상대밀도가 증가할수록 항복강도 및

강성이 증가하였으며, 고결에 의해 항복파괴 양상이 취성적

으로 바뀌고, 또한 동일한 고결정도로도 상대밀도의 증가에

의해 더 효율적인 고결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결은 항복이전의 간극수압 발생율을 감소시켜 고결된 모

래의 거동을 과압밀된 흙의 거동과 유사하게 변화시키고 항

복이전 다일레이션 경향을 억제시켰다. 그러나 항복에 의해

고결결합이 파괴되면 미고결 시료보다 더 급격한 다일레이

션 경향이 유발됨을 간극수압을 통해 확인하였다. 고결정도

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대밀도의 고결된 시료는 변형율이 커

짐에 따라 간극수압, 축차응력 및 유효응력비가 거의 일정한

값에 수렴하였으며, 이는 파괴된 고결결합이 모래의 잔류 거

동에 끼치는 영향이 적음을 의미한다.

모래의 구속압력, 압밀응력비, 상대밀도 등과는 달리 모래

의 고결은 상전이점과 파괴포락선의 유효응력비에 영향을 끼

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결정도가 증가할수록 유효응력비

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고결정도에 따른 할선계수 경향을 통해 고결된 시료는 고

결정도가 증가할수록 변형에 대한 강성이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특히 축변형율 0.5%에서의 할선계수를 분석한 결과

상대밀도에 비해 고결정도가 고결모래의 변형계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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