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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변형률 영역에 대한 K 0 압밀시 풍화토의 변형특성 평가
Evaluation of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Residual Soils under K0
Condition at Full Strain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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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mall-to-large strain traixal testing apparatus has been adopted to evaluate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soils at full
strain ranges (10-4%~10%). In this study, a lateral deformation measurement system was additionally installed to the apparatus in
order to measure Poisson's ratio. It was verified using polyurethane specimens and then used to set up K0-consolidated state of soil
specimens by monitoring the lateral deformation variation and adjusting axial stresses during a consolidation step. Test results
show that Poisson's ratio, elastic modulus, and nonlinear stress-strain relations under K0 condi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under isotrop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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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미소변형 영역에서 파괴에 이르는 전체변형률 영역에서 지반의 변형거동 평가가 가능한 미소변형측정 삼축시
험장비에 횡방향 변위측정시스템을 추가하여 시료의 포아송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축한 횡방향 변위 측정시스템을 폴
리우레탄시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일정 구속압 재하 후 횡변위를 모니터링하며 축하중을 조정함으로써 K0압밀을 구현하
였다. 구축된 시험시스템을 이용하여 화강풍화토 시료에 대하여 K0압밀 및 등방압밀 상태에서 구속응력조건을 달리하며 시험을
수행하였고, 전체변형률 영역에서의 변형 및 강도거동을 비교, 평가하였다. K0압밀 조건은 등방압밀 조건과 비교하여 동일한 평
균유효구속응력 조건에서 포아송비, 탄성계수, 비선형 변형거동특성에 있어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핵심용어 : 삼축시험, 국부변형측정, 변형특성, K0압밀, 포아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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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변형률 영역에서의 안전성에 기반
한 설계안, 강도 특성에 초점을 둔 지반재료의 거동에 대한

지반은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탄성계수는 감소하고 감쇠

연구가 축적되어 다양한 정적인 실험기법, 구성모델과 해석프

비는 증가하는 비선형 거동을 보인다. 공용하중 상태하의 기

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나, 변형률에 무관한 선형탄성계수가

초 하부 지반 및 굴착시의 지반 변형에 대한 계측결과 및

해석에 이용되므로 지반의 비선형 변형거동특성이 반영되지

역해석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지반이 거동하는 변형률 범위

않는 한계를 가진다. 최근 들어 지반구조물에 공용성 개념

는 대부분 최대 0.1~1%이하로 지반은 비선형 영역에서 거동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통상적인 지반구조물

하게 된다(Burland, 1989; Jardine et al. 1986). 실제 지반

이 경험하는 변형률의 범위인 미소변형률에서 중간변형률범

이 겪는 변형률 범위는 대상문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

위에서의 변형특성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성모델 및

만, 미소변형률 영역인 경우와 대변형률인 경우를 실제 축조

수치해석 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의 비선형 변형거동특성은 동적인 실내시험기법인 공

대변형으로 인하여 한 대상문제에 미소변형에서 대변형까지

진주 시험, 비틂전단 시험 등을 통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지

-4

전체 변형률 영역(10 %~10%)의 거동이 혼재하는 경우가 대

진시 지반의 부지응답특성 평가를 위해 적용되어 왔다. 동적

부분이다. 따라서 대상문제를 엄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시험기법으로 평가한 지반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정적 시험

체변형률 영역에서의 변형 거동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기법인 삼축시험으로 획득한 결과와 비교시 탄성계수가 큰

해석 및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반공학

값을 갖는 등 차이를 보인다. 이는 통상적인 삼축시험에서는

*정회원·두산건설 전무이사(E-mail: ohbsam@doosan.com)

121

축방향 변위 및 하중이 셀 외부에서 측정되며, 이러한 경우

을 측정하며, 대변형률 영역에서의 변형은 셀외부에 위치한 1

하중재하시 편심하중의 작용에 의한 불균등한 변위의 발생,

개의 변위센서(displacement transducer)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피스톤과 부싱사이의 마찰, 변형측정 감지기의 민감도 문제

구속압 및 하중 재하는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고, 응력 및 변

등으로 인하여 10-2% 변형률 이하에서는 변형특성을 신뢰성

형률 측정은 데이터수집보드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컴퓨터로

있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aldi et al., 1988). 이와

모니터링 되고 저장된다.

같은 오차를 제거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LDT, LVDT,
inclinometer 와 같은 민감도가 높은 감지기를 셀내부로 이동
시켜 시료의 변형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들이 도입되었고, 이

2.2 횡방향 변위 측정시스템의 구축
횡방향 변위 측정을 위한 감지기로는 내부 축변형 측정에

러한 경우 삼축시험을 통하여 신뢰성 있게 지반의 비선형 변

이용되는 근접센서를 사용하였다. 근접센서는 시료와 감지기

형특성 평가가 가능함을 보고하였다(Tatusoka et al., 1991;

의 접촉없이 간격변화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접촉식

Lo Presti et al., 1999; Ibrahim et al., 2011). 국내에서는

횡방향 변위 측정시스템과 비교하여 시험시편에 최소한의 영

고동희 등(2002)이 국부 및 내부 변형측정 장치를 이용한 미

향을 미치며 횡변위 측정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며, 이로 인

소변형측정 삼축시험기를 개발하여 비선형 변형거동특성을 평

하여 저변형률 영역에서도 정밀한 변위 측정이 가능하다.

가하였고, 공진주 시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고하였다. 이와

기존 삼축시험시스템에 횡방향 변위 측정용 근접센서를 설

같이, 미소변형측정 삼축시험기는 전체변형률 영역에서 지반

치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3개의 수직 지지대를 120o 간

의 변형 및 강도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시험장비로

격으로 설치하고, 근접센서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압밀조건, 배수조건, 함

설치 높이 및 방향 조절이 가능토록 제작한 소켓을 지지대에

수비 조건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착하였다. 시험시편의 높이에 따라 근접센서 소켓의 설치높

본 연구에서는 K0압밀조건에서 지반의 전체변형률 영역에

이를 조정함으로써 시편 중간높이에서 횡방향 변위를 측정하

대한 거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소변형측정 삼축시험장

게 된다. 셀 바닥에 설치된 원형의 금속링을 통하여 감지기

비에 비접촉식 횡방향 변위 측정시스템을 부착하고 검증하였

선을 외부로 뽑아내었고, 에폭시를 이용하여 실링하였다.

으며, 횡방향 변위 측정을 통하여 K0압밀 상태의 구현이 가

근접센서의 타겟으로는 상용 알루미늄 호일을 멤브레인에

능하도록 하였다. 개선된 시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방 및

접착하여 이용하였다. 타겟의 크기는 근접센서 제작 회사인

K0 압밀조건에서 화강풍화토 시료를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

Bently Nevada사에서 제공하는 규준에 의거하여 가로와 세로

여 포아송비 및 전체변형률영역에서의 변형거동을 평가하였다.

를 각각 2.5 cm로 하였다. 횡방향 변위 측정에 사용되는 근
접센서를 시험시편의 직경에 해당하는 곡률면에 대하여 검증

2. 시험 시스템의 개선

작업 및 환산계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타겟이 곡률인 경우
에도 변위 측정이 선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미소변형측정 삼축시험 시스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소변형측정 삼축시험기의 개요는 그
림 1과 같다(고동희 등, 2002). 로드셀(load cell)이 셀내부에

기존의 삼축시험 데이터 획득에 이용되는 데이터 획득 프로
그램을 수정하여 횡변위 측정 결과의 실시간 도시 및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치하여 보다 정확한 하중측정이 가능하며, 2개의 근접센서

전체 횡변위 측정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폴리우레탄(PU)

(Proximitor transducer)를 이용하여 그 평균으로부터 내부 축

재질의 검증시편에 대하여 상재하중을 가하며 축방향 변위

변형을, 2개의 LVDT를 이용하여 그 차이로부터 국부 축변형

및 횡방향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림 3은 검증시편을 거치한
모습을 보여주며, 포아송비 측정결과 예를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포아송비는 평균 0.47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림 1. 미소변형측정 삼축시험기 개요도(고동희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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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횡방향 변위 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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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U시편을 거치한 모습

그림 5. 횡방향 변위 측정을 통한 K0 압밀 구현 개요

발생하고, 동시에 축하중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여 초기 횡변위
로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때, 축하중 추가 재하를 멈
춘 후, 압밀의 지속적인 진행과 응력 완화(stress relaxation)
현상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횡변위의 지속적인 수축과
축하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속압 증가 단계를 15~20 kPa로 적
용하였으며, 각 구속압 증가 단계에서 2~3번의 조절을 통하
여 횡변위가 0이 되도록 반복 조정한 후 다음 구속압 단계
의 압밀을 진행하였다.

3. 시험시료 및 시험절차
그림 4. 검증시편의 포아송비 측정결과

3.1 시험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는 지방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란상

동일한 재질의 검증시편에 대하여 Stokoe 등(1990)이 정적일

태로 채취한 풍화토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시료의 물리적 특

축압축시험으로 평가한 포아송비 값의 범위인 0.46~0.5와 잘

성은 표 1과 같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횡방향 변위 측정시스템을 검증

3.2 시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직경 70 mm, 높이 약 140 mm의 시편을

할 수 있었다.

성형하여 삼축시험을 수행하였다. 목표시험 함수비로 시료의

2.3 횡변위 측정을 통한 K0압밀의 구현
구축한 횡변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료의 압밀과정에

함수비 조절을 완료한 후 충격식 해머를 이용한 다짐을 통하

서 횡방향 변위를 직접 측정하여 K0 압밀상태를 구현하였다.

여 시료를 성형하였으며, 시료 전체에 균일한 건조단위중량이

시료거치 후 압밀단계에서 일정 등방 구속압(∆σc)을 증가시

확보될 수 있도록 5층의 과소다짐법을 적용하여 건조단위중

킬 때 시료는 축방향 및 횡방향으로 수축이 발생하게 된다.

량(18.7 kN/m3), 자연함수비(10.2%) 조건으로 시료를 성형하

이때 횡방향 변형량을 측정하면서 적절한 축하중(∆σd)을 재

였다.
동일한 조건 및 방법으로 성형한 8개의 시편에 대하여 등

하하여 시료를 횡방향으로 팽창시킴으로써 횡방향 변위가 0

방 압밀과 K0 압밀의 2가지 조건에서 각각 식 (1)과 같이

이 되도록 조절하는 방법으로 K0 압밀을 구현하였다.

′

풍화토 시료에 대하여 횡변위 측정을 통한 K0 압밀 구현

정의되는 초기 평균유효주응력( Pm, i )을 50 kPa, 100 kPa,

예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등방구속압 65 kPa 단계에서

200 kPa, 400 kPa의 4가지 상태로 압밀한 후 불포화상태에서

80kPa 단계로 ∆σc를 가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횡변위 측정

삼축압축시험(CD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축변형률 재하속도는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구속압 증가에 의하여 횡방향 수축이

0.04%/min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표 1. 시험시료의 기본 물성
구분

Gs

#200 (%)

PI (%)

풍화토

2.66

2.5

NP

균등계수, Cu 곡률계수,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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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2

USCS

γd,max
(kN/m3)

OMC
(%)

SW

19.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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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삼축시험 초기조건 및 포아송비 측정결과
압밀 조건

범례

초기 평균유효주응력,
p′m, i (kPa)

σh (kPa)

σv (kPa)

K0, σh/σv

응력비,
σv/σh

포아송비,
νvh

등방 압밀

cd-100/cd-200/
cd-300/cd-400

100/200/
300/400

100/200/
300/400

100/200/
300/400

-

1

0.25

K0-100

106

78

163

0.48

2.1

0.32

K0-200

201

139

324

0.43

2.3

0.39

K0-300

300

200

501

0.40

2.5

0.42

K0-400

403

261

688

0.38

2.6

0.45

K0 압밀

′

비교하여 볼 때, 포아송비, νvh = −δεh/δεv가 응력비, σv/σh가

′

σv + 2σh
′
Pm, i = ------------------3
′

(1)
′

여기서, σh 은 수평유효주응력, σv 은 수직유효주응력으로 각
각 재하한 구속응력과 축방향압축응력에 해당되며 각 압밀
상태별 초기값을 표 2에 정리하였다.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K0 압밀조건에서의 거동특성
K0 압밀조건에서 수행한 삼축시험 결과를 그림 6에 도시하
였다. 그림 6(a)는 전단시의 축차응력-변형률 관계를 초기 축
차응력을 보정하여 도시한 것으로 구속응력이 낮을 수 록 큰

4. 시험결과

취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변형률 영역에서의 비선
형 변형거동특성을 명확히 보기 위하여 대수 변형률에 따른
할선탄성계수(secant Young’s modulus) 관계를 그림 6(b)에

4.1 포아송비 측정결과
등방 및 K0 압밀조건의 각 평균유효주응력 단계에서 획득
한 포아송비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포아송비는 축변형률

을 가지며,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탄성계수가 감소하는 비

0.1%까지는 변형률에 따라 일정한 값을 보였으나, 0.1% 이

선형거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었다.

나타내었다. 평균유효주응력이 증가할 수 록 큰 탄성계수 값

상에서는 변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압축변형 진행에 따라 본 시험장비에서 횡변위가 측정
되는 시편 중간높이에서 횡변위가 과도하게 발생되고, 또한

4.3 응력-변형률 관계 및 응력경로
등방 및 K0 압밀조건에서의 변형 및 파괴거동특성을 비교,

탄성거동을 벗어나 소성항복을 하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평가하기 위하여 전체 평균유효구속응력 조건에서의 응력-변

따라서 일정한 값을 보인 축변형률 0.1% 이하에서의 측정값

형률 관계 및 응력경로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K0 압밀과

을 평균하여 포아송비로 산정하였다. 등방 압밀 조건의 경우

등방 압밀의 두 경우 모두 구속압이 작은 경우 보다 큰 취

시험을 실시한 모든 평균유효주응력 단계에서 포아송비가

성거동을 가지나, 압밀조건에 따라 동일한 평균유효주응력 상

0.25로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었지만, K0 압밀의 경우 포아송

태에서 명확하게 다른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K0 압밀

비가 등방 압밀조건에 비해, 또 평균유효주응력이 증가함에

조건의 경우가 보다 큰 취성거동을 나타내었다. 그림 7(c) 및

따라 더 크게 측정되었다. 각 평균유효주응력 단계에서의 포

그림 7(d)는 각각 등방 및 K0압밀 조건에서 압밀시의 응력경

아송비를 표 2에 정리한 수평응력에 대한 수직응력의 비와

로와 전단시의 응력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K0 압밀과정에서

그림 6. K0 압밀시의 삼축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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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등방 및 K0 조건 삼축시험시 응력-변형률 관계와 응력경로

그림 8. 등방 및 K0 압밀 조건시의 변형특성 비교

응력경로는 초반에 다소 비선형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를 식 (2)와 식 (3)을 이용하여 전단탄성계수와(G) 전단변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인 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

형률(γ)의 관계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

타났고, 구속응력별 각 압밀단계 종료시의 K0값은 표 2와 같

다.

다. 등방 압밀조건의 경우 내부 마찰각 및 점착력은 각각
29.5o, 42 kPa로 평가되었고, K0 압밀조건의 경우 각각 30.2o,
35 kPa로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E
G = -----------------2( 1 + v)

(2)

γ = εa ( 1 + v )

(3)

4.4 변형거동 특성
등방 및 K0 압밀 조건에 따른 변형거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삼축시험을 통하여 획득한 탄성계수(E)와 축변형률(εa)의 관

여 정규화 전단탄성계수(G/Gmax)와 대수 전단변형률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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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a)는 비선형 변형거동특성을 보다 명확히 보기 위하

도시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초기 응력조건 100 ka, 300 kPa에

조건에 비하여 더 큰 최대탄성계수 값을 가졌다. 이는

대하여 나타내었다. K0 압밀의 경우가 등방 압밀의 경우와

시험기로 측정한 탄성계수가 수평응력보다 수직응력에

비교하여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탄성계수가 더 빠르게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K0 조건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K0 압밀의 경우 일정

서는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탄성계수가 더 빠르게 감

부분의 전단응력이 이미 가해진 상태이므로, 비선형 거동이

소하며 비선형성이 더 크게 나타났고, 보다 큰 취성거동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b)는 식 (1)로 정

특성을 보였다.

의한 초기 평균유효주응력에 따른 최대전단탄성계수(Gmax) 관
계를 보여준다. 동일한 초기 평균유효주응력에서 등방 압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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