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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시간에 따른 CLSM의 압축강도 및 압축파 속도 상관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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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evelopment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which is a highly flowable material, has been performed 
for the application of backfil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compressive wave velocity 
of CLSM according to the curing tim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SM consisting of sand, silt, water, flyash, and 
CSA cement, uniaxial compression test and flow test were carried out. For the measurement of compressional waves, a cell and a 
couple of transducers were used.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increases with the curing time, while the 
increment of compressive strength decreases with the curing time. In addition, the compressive wave velocity increases with the curing 
tim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ressive wave velocity and compressive strength is similar to exponential fun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ressive wave velocity and compressive strength may be effectively used for the 
estimation of compressive strength of the CLSM at early c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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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다짐이 어려운 지중매설물의 밀실한 충전을 위해 저강도 및 고유동성의 특성을 갖는 유동성 채움재(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s, CLSM)의 개발 및 현장적용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파 속도 및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양생시간

에 따른 CLSM의 강성 및 강도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CLSM의 재료는 모래와 실트, 플라이애쉬, CSA계 시멘트, 및 물을 혼합

하여 충분한 유동성 및 낮은 강도를 나타내도록 구성하였으며, 플로우, 단위중량, 일축압축강도와 같은 CLSM의 물리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또한 경화되기 전부터 CLSM의 강성특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압축파 측정용 셀을 제작한 후, 셀에 트랜스듀서를 접하

여 압축파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일축압축강도는 양생초기에 크게 증가하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축파 속도는 양생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일축압축강도와 압축파 속도 사이에는 지수함수 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압축파 측정을 통하여 CLSM의 강성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화가 미완료된 양생초기의 일축압

축강도 평가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유동성 채움재, 일축압축강도, 압축파, 양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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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심지의 라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중에는 다양

한 종류의 상하수관 및 가스관, 그리고 통신구 등이 매설되

어 있으며, 이러한 지중매설물의 신설 및 보수를 위해 굴착 

및 되메움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되메움 작업 시 주로 사용

된 기존의 뒤채움재는 양질의 사질토이며, 기준 강도 및 침

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짐장비와 같은 기계

적 다짐에너지를 이용한 다짐작업이 소요된다. 그러나 다짐 

작업 시 매설관 하부 및 측면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다짐효

율이 저하되어, 상재하중으로 인한 침하 및 누수에 의한 지

반함몰 등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뒤

채움재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저강도 콘크리

트의 일종인 유동성 채움재(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Cheon et al., 2006; 

Lim & Seo, 2009; Chae et al., 2014).

CLSM은 주로 시멘트 물, 플라이애쉬, 골재로 구성된 혼

합된 재료로써 높은 유동성, 자기수평성, 자기다짐성의 재

료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CLSM은 초기에 높은 흐름특

성으로 인해 슬러리 상태로 타설가능하고, 일정시간이 경과

되면 소정의 강성 및 강도가 발현되며, CLSM을 뒤채움 재

료로써 사용할 경우 기존의 사질토로 되메움 작업 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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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ed ratio for CLSM

Fly ash CSA cement Sand Silt Water

9.3% 2.8% 32.4% 32.4% 23.1%          Fig. 1. Unit weight versus curing time

불량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시공 소요기간을 개선시킬 수 

있다. CLSM의 현장적용은 도심지 매설관의 되메움 작업뿐

만 아니라 옹벽배면, 구조물의 전면기초 및 도로 하부층 타

설, 그리고 폐광의 충진 등에도 확대되고 있다.

도로의 포장하부구조 설계 시 탄성계수는 재료의 역학적 

변형특성인 강성을 나타내는 중요 입력변수로써 설계뿐 아

니라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도

로 하부층의 탄성계수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평판재하시

험으로부터 산정될 수 있으나, 시험을 위해 반력으로 사용

할 대형장비가 요구되고, 측정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험

횟수에 제한적이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비파괴 탐사

기법 중 하나인 탄성파를 이용함으로써 노반 강성의 공간적 

변화를 평가한 연구가 있었으며(Joh et al., 2011), 특히 압축

파를 이용함으로써 토공노반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고자 하

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Park et al., 2009a; 2009b). 이러

한 압축파를 이용한 탄성계수 산정은 콘크리트 재료 및 구

조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Han et al., 2001; Jung, 

2010; Jung et al., 2010), 유동성 채움재인 CLSM의 경우 

압축파를 이용한 강성평가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중매설관의 뒤채움재로 CLSM을 적용

하기 위하여, 양생시간에 따른 강성특성 변화를 모니터링하

고, 압축강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멘

트 물, 플라이애쉬, 골재로 구성되는 CLSM의 각 성분별 특

성을 설명하고, 혼합시료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시간변화에 따른 압축파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압축파 

측정 및 실험결과를 보여준 후, CLSM의 일축압축강도 및 

압축파 속도의 관계에 대해 토의하였다.

2. CLSM의 재료 특성

2.1 재료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CLSM은 골재로 모래와 실트, 고화

재로 CSA계 시멘트, 그리고 플라이애쉬 및 물로 구성하였

다. 모래는 30번체와 60번체 사이에 잔류하는 주문진 표준

사를 사용하였고, 실트는 0.035mm～0.084mm 입경의 세립

사를 사용하였다. CSA계 시멘트는 A사의 보통 포틀랜드 시

멘트와 B사의 CSA계 팽창재를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

하였으며, 이러한 CSA계 시멘트는 C4A3S 클링커를 포함하

므로 양생초기에 다량의 에트린자이트를 생성시킴으로써 수

화반응을 촉진시키고, 수화반응 시에 발생하는 건조수축을 

감소시키는 특성이 있다(Yoon & Rho, 2004). CLSM 시료

를 만들기 위해 먼저 모래, 실트, CSA계 시멘트, 플라이애쉬

를 건배합한 후, 물을 넣어 시료를 혼합하였다. 이때 중량 

배합비는 Table 1과 같이 플라이애쉬의 양을 9.3%로 하고, 

CSA계 시멘트 2.8%, 모래 32.4%, 실트 32.4%, 물 23.1%로 

설정하였다.

2.2 물리적 특성

배합된 CLSM 시료는 직경 50mm, 높이 100mm의 일축

압축강도 시험용 몰드와 압축파 측정용 셀에 조성되었으며, 

시료의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ASTM D 6103(2004)을 따

라 플로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배합된 CLSM 시

료의 플로우 값은 250mm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배합된 

CLSM 시료는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LSM의 현장시공 후 지중매설물의 부상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공시체의 단위중량은 양생시간 1일, 2일, 7

일, 28일에 각각 측정하였다. 단위중량은 Fig. 1과 같이 양생 

1일 후 19.0kN/m3
에서 28일 후 15.6kN/m3

로 양생기간에 따

라 감소하였다.

2.3 일축압축강도

일반적으로 CLSM의 강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축

압축강도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며, 미국 콘크리트 학회에 

따르면 양생 28일의 일축압축강도가 8.3MPa보다 작은 재료

로 정의된다(ACI Committee 229, 1999). 이러한 일축압축

강도 기준은 매설관 관리의 용이성에 의한 재굴착 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인력굴착이 가능한 강도

는 345kPa이고, 기계굴착이 가능한 강도는 1,380kPa로 제안

되고 있다(ASTM D 483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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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day         (b) 2day

        (c) 7day         (d) 28day

Fig. 2. Uniaxial compression behavior according to curing time

Fig. 3. Compressive strength versus curing time

본 연구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강도특성의 변화를 파악

하기 위해 양생시간 1일, 2일, 7일, 28일 경과 시 일축압축강

도를 측정하였다. 일축압축시험 시 축 방향 변형속도는 분

당 1mm로 유지하였으며, 하중을 축 방향 변위 0.2mm마다 

한 번씩 기록하였다. 각 양생시간마다 2～3개의 공시체로 

일축압축시험을 수행하여 CLSM 시료에 대한 실험결과의 

반복성을 관찰하였다.

양생시간 1일, 2일, 7일, 28일 경과 시 축 방향 변형에 따

른 압축응력의 변화를 Fig. 2에 도시하였다. Fig. 2를 보면 

양생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 가능한 최종 축 방향 변형률

이 감소하여, 1일에는 축 방향 변형률이 10%까지 진행 가능

한 반면, 7일과 28일에는 축 방향 변형률이 약 1.2～1.8%까

지만 진행되었다. 여기서 공시체 높이 100mm를 고려하면 축 

방향 변형률 10%는 축 방향 변위 10mm에 해당된다. 또한 

양생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응력이 최대가 되는 축방향 

변형률이 감소함으로써 각 시점에서 할선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양생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화가 

진행되며, 시료의 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축압축시험 시 각 양생시간에 측정된 최대 압축응력은 

해당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를 나타내며, 양생시간에 따라 산

정된 일축압축강도를 Fig. 3에 도시하였다. 양생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일축압축강도는 증가하였으며, 양생시간 7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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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op view                           (b) Side view (0°)                (c) Side view (90°)
Fig. 4. Schematic drawing of cell for wave measurement

Fig. 5. Measurement system for compressional wave

후로는 압축강도의 증가량이 감소하였다. 양생초기인 1일과 

2일의 평균 일축압축강도는 117kPa 및 178kPa로 측정되었

고 28일의 평균 일축압축강도는 약 588kPa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ASTM D 4832(2002)에서 제안된 기계굴착이 가능한 

강도(1,380kPa)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LSM의 탄성파 특성

3.1 압축파 측정시스템

양생초기부터 CLSM의 탄성파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압축파 측정용 셀을 Fig. 4와 같이 제작하였다. 압축파 측정

용 셀은 MC 나일론 재질의 판을 직육면체 형태로 구성하였

으며, 상부는 열린 상태로 설계하여 시료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옆판의 두께와 높이는 각각 5mm 및 200mm이며, 

옆판의 가로길이는 200mm와 50mm 두 종류로 이루어졌다. 

홈이 패인 밑판에 옆판을 끼우고,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여 

셀의 형태를 고정시켰다. 이때 압축파가 판을 통하여 전달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mm 옆판과 50mm 옆판 

사이에는 간격이 1mm가 되도록 유지시켰다. 옆판과 밑판을 

조립한 후,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리콘을 

도포하여 방수시켰다.

셀에 조성된 시료의 압축파 특성은 가로길이가 200mm인 

한 쌍의 옆판에 송･수신용 압축파 트랜스듀서를 마주 보도록 

접촉시킴으로써 측정되었다. 셀을 통한 직접 전달파(directly 

transmitted wave)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트랜스듀

서는 옆면의 중앙에 위치시켰으며, 트랜스듀서와 셀 사이에

는 전달되는 파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진공그리스

를 사용하였다(Lee et al., 2007). 이와 같이 트랜스듀서를 

셀에 적용함으로써, 양생초기부터 양생후기까지 변화하는 

CLSM의 압축파 특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트랜

스듀서에 연결된 탄성파 측정시스템은 Fig. 5와 같이 신호 

발생기(Function Generator), 필터-증폭기(Filter-Amplifier), 오

실로스코프(Oscilloscope)로 구성되었다. 입력파로써 진폭 및 

주파수가 각각 10V 및 20Hz로 설정된 구형파를 송신하여 

셀과 시료를 통과시킨 후 수신된 신호를 감지하였으며, 필

터-증폭기를 통하여 500Hz～1MHz 대역 사이의 신호만 획

득되도록 필터링하였다.

3.2 압축파 신호 및 속도

압축파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압축파 신호는 양

생시작 후 15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 

1일, 2일, 7일, 14일, 28일에 각각 기록되었으며 양생시간에 

따른 압축파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을 보면 양

생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파의 초기도달시간이 증가하

였으며, 주파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된 

압축파 신호로부터 시료의 강성특성을 나타내는 압축파 속

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Eq. (1)과 같이 셀과 

시료를 통과한 압축파의 초기도달시간()을 보정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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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Compressive wave signals according to curing time

Fig. 7. Variation of compressional wave velocities according to 

curing time

   (1)

여기서 과 은 각각 시료를 통과한 신호의 초기도달시

간과 셀을 통과한 신호의 초기도달시간을 의미한다. 양생시

작 전 셀을 통과하는 신호의 초기도달시간을 측정한 뒤, 시

료를 조성하여 양생을 시작한 후에 측정된 초기도달시간에

서 제하여 시료만을 통과한 신호의 초기도달시간을 산정하

였다. 시료를 통과한 신호의 초기도달시간() 및 조성된 시

료의 두께()를 이용하여 양생시간별 CLSM의 압축파 속

도는 Eq. (2)와 같이 계산되었다.

 

  (2)

양생시간별로 Eq. (2)에 따라 산정된 압축파 속도의 변화

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을 보면 양생시간이 증가할수

록 압축파의 속도는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량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양생 후 15분에 측정된 압

축파 속도는 177m/s로써 일반적으로 건조된 사질토에서 나

타나는 압축파 속도범위(120～170m/s)에 해당되는 반면, 28

일 압축파 속도는 2,096m/s로써 일반적인 사암(Sandstone) 

또는 셰일(Shale)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Santamarina et al., 

2001). 이는 양생초기의 수화반응으로 인해 CLSM 시료의 

수분함량이 감소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화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암석과 유사하게 고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4. 압축파 속도 – 일축압축강도 관계

재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얻기 위한 일축압축실험은 공시

체의 크기 및 형상에 대해 영향을 받으며, 콘크리트의 경우 

공시체의 탈형에 소요되는 기간이 요구되고, 실험자체의 소

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탄성

파 속도 측정실험은 실험법의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시료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탄성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어 왔다(Baek et al., 2006; 

Choi & Baek, 2014). 이러한 이유로 탄성파 속도를 통해서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된 바 있으며

(Inoue & Ohomi, 1981; Kahraman, 2001; Sharma & Singh, 

2008),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속도를 이용하여 CLSM의 양

생시간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양생이 진행될수록 압축파의 속도 및 일축압축강

도가 증가하였으며, 압축파 속도와 일축압축강도 사이의 관

계는 Fig. 8에 도시하였다. 양생시간 1일, 2일, 7일, 28일에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압축파 속

도와 일축압축강도 사이의 관계는 Eq. (3)과 같이 비선형 관

계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기서 fc는 공시체의 일축압축강도, 는 시료의 압축파 

속도를 나타낸다. Fig. 8에서 양생시간 1일부터 28일까지 측

정된 결과로 회귀분석한 관계는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압

축파 속도의 증가에 따라 일축압축강도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생시작 후 15분부터 12시간까



10 >>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ompressive Strength and Compressional Wave Velocity for CLSM According to Curing Time

Fig. 8. Comparison between compressional wave velocities and 

compressive strength

지는 공시체의 불충분 경화로 인해 탈형이 불가능하였고, 이

에 따라 일축압축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양생

시간에서 획득된 압축파 속도와 Eq. (3)의 관계식을 이용하

여 양생초기의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였다. 이때 Eq. (3)을 사

용하여 추정된 상관관계는 Fig. 8에 점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양생시작 후 15분 및 12시간 경과 시 일축압축강도는 27kPa

과 103kPa로 추정된다. 이처럼 압축파 속도로부터 일축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관계식은 지중매설관의 뒤채움재로 사용

되는 CLSM과 같이 경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양생

초기의 강도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중매설관의 뒤채움재로 사용되는 CLSM

의 양생시간에 따른 강도 및 강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축압축강도와 압축파 속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CLSM은 골재로 모래와 실트, 고화재로 CSA계 시

멘트, 그리고 플라이애쉬 및 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재료의 

중량비는 플라이애쉬 9.3%, CSA계 시멘트 2.8%, 모래 32.4%, 

실트 32.4%, 물 23.1%로 선정하여 배합하였다. 시간경과에 

따른 CLSM의 강도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양생시간 1일, 2

일, 7일, 28일이 경과한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CLSM의 압축파 특성을 모니터링하기 위

해 트랜스듀서가 설치된 압축파 측정용 셀을 제작하였으며, 

셀을 통하여 압축파가 직접 전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옆판사이의 간격을 설정해둔 후, 실리콘으로 방수처리 

하였다. 신호 발생기, 필터-증폭기, 오실로스코프로 구성된 

압축파 측정시스템을 한 쌍의 트랜스듀서와 연결한 후 셀의 

옆면에 접하여 양생시작 후 4시간부터 28일까지 시료를 통

과한 압축파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

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합된 CLSM 시료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플

로우시험 및 단위중량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 200mm 

이상과 15kN/m3 이상이 됨을 확인하였다.

(2) 양생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압축응력에 해당하는 

변형률은 감소하였으며, 시료의 최대 압축응력을 나타

내는 일축압축강도는 증가하였다. 그 결과 양생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화진행에 의한 시료의 강성이 증가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양생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파의 초기도달시간 및 

주파수는 증가하였다. 셀과 시료를 통과한 압축파의 초

기도달시간을 보정한 후 산정된 압축파 속도는 양생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인 압축파 속

도는 일반적인 사질토에서부터 사암 및 셰일과 같은 암

석을 포함하는 범위로 분포되었다. 

(4) 양생시간에 따른 CLSM의 일축압축강도-압축파 속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압

축파 속도와 일축압축강도 사이에는 지수함수의 비선형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압축파 속도와 일축압축강도 사이의 

관계는 배합 비율 및 조건 등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일반적인 압축파 속도와 일축압축강도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배합비로 조성된 CLSM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CLSM의 

압축파 속도 및 일축압축강도 관계는 경화가 미완료된 양생

초기의 강도 및 강성평가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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