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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A SWP method is a revolutionary dewatering method. The conventional dewatering method,
deep-well method, had ever occurred a civil appeal caused by the well depletion in compliance with the
reduction of the groundwater level over a wider area considerably by the deep-well pumping from
homogeneous sand-layer ground for a dry-work, while pump groung excavation working in Sendai city, Japan
10 years ago. it'd developed with the problematic proposal to find the new method which can lower the
groundwater level only within the sheet pile without any reduction of groundwater outside of the sheet pile
and until currently steady improvement came.
It's been confirmed with plenty of executional results that there was almost no decreasing of water-level from
surroundings, over so many construction-sites including vertical shafts which completely does not enter into
non-water permeable layer and pumping ground etc.
The SWP method in this time has been introducing initially and carried into a the execution tentatively at a
construction-site and made a various result get through the execution.

Key words : swp, special separation screen, dry work, vacuum vaporization

서 론1.

건설현장에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성과 안전성 작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수처리 또는 수위저하를 목적으로 웰포,

인트 강제배수 딥웰 중력배수 진공딥웰 중력배수 강제배수를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투수계수가 큰( ), ( ), ( + ) .

사질지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곡선 형태의 수위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변 지반의 부등침하영향 등, Log

수위관리가 어렵고 영향범위가 작아 대량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시공사례에서는 진공흡인력을 이용하여 지하수의 집수능력을 중력배수의 경우와 비교해 배 이상의2~20

양수능력으로 대폭 개선한 슈퍼웰포인트공법 공법의 적용효과를 조사하여 확인한 사례를 나타내고자 한다(SWP ) .

진공효과를 이용한 웰포인트공법 및 각종 대기압 공법에는 지상에 흡인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그 흡인 효과는 깊,

이 전후로 지반에 대한 진공 효과는 정도이다 이에 비해 슈퍼웰포인트공법은 우물정내에GL-6.0m Pv -0.025MP .≒

양수펌프를 설치하므로 배출과정에 진공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진공 에너지가 지중에 작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로 상당히 높은 진공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 가능하다 또한 적용 심도에 대해서도 양수Pv -0.085M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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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능력이 의 범위로 높은 진공력을 전달할 수 있다GL-300m .

우선 슈퍼웰포인트공법은 지하수에 높은 진공압을 작용시키기 때문에 집수능력이 탁월하게 높아진 점이 획기적

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물정내의 공기뿐만 아니라 우물정 주변 지반중의 공기를 흡인 감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의 효과가 동시에 발휘 가능한 점도 확인 되었다 첫째는 진공상황에서는 연약 지반의 수분기화가 촉진.

되어 넓은 범위로 압밀이 촉진되는 것이고 둘째는 오염 토양으로 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회수가 가능한, VOCs( )

점이다 고진공에 의한 흡인효과로서는 중력배수가 곤란한 해성점토. Marine Clay( , k= ×10α -8 와 같은 점토cm/sec)

도 압밀탈수가 가능하고 우물정 손실이 적기 때문에 동수구배가 곡선에서 직선구배로 변화하며 토류벽 주위의, Log ,

수위도 저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슈퍼웰포인트공법2.

슈퍼웰포인트공법의 특성2.1

종래의 딥웰공법에 비해 진공효과와 집수능력이 배 배로 향상되었으며 우물정로스가 적어(1) 1.5 ~20 ,

동수구배가 곡선에서 직선구배로 변화하므로 시공본수도 이하로 절감되기 때문에 경제Log , 50%

적이다.

대기압을 이용한 강제배수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력배수로 불가능한 간극수가 제거 가능하며(2) ,

압밀탈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굴착장내의 작업성 향상과 동시에 굴착토 점성토 의 처리가 경감( )

된다 지반개량에 있어서도 각종 드레인공법에 비해 저비용이며 압밀침하에 필요로 하는 시간.

이 대폭 단축된다.

내통관과 권선 스트레너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특수 세퍼레이트 스크린의 개발로 대심도에서(3)

도 진공효과로 강제배수할 수 있으며 이중관의 틈새는 물과 공기가 분리되어 하부의 통수공을,

통해 우물내로 유입된다.

토류벽체내의 근입부분에서 양수하는 경우 토류벽체 내부에서 조금만 양수하여도 원하는 수위(4) ,

저하가 가능하고 주위 수위는 대부분 저하가 없기 때문에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없다.

진공효과를 이용하여 배수하므로 사질토 사력토 점성토(5) , , (marine clay, k= ×10α -8 에cm/sec)

이르기 까지 모든 지질에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지하수위 저하 드라이워크 연약지반개량 사, ( ), ,

면대책 액상화방지 지열이용계획 지하수자원개발 지하댐의 양수우물 강변여과수 에 대해서도, , , ( , )

수자원 확보 등 효과적이다.

지하수를 복원하는 진공프레스형 공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해된 철(6) Recharge well ,

분이 다량 포함된 지하수를 공기 접촉없이 산화되지 않게 중간펌프로 가압하여 주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녹물처리 대책으로도 유효하다.

슈퍼웰포인트공법과 타공법의 비교2.2

그림 딥웰과 슈퍼웰포인트 비교 사진 슈퍼웰포인트와 딥웰의 양수량 비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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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웰포인트의 구조2.3

그림 슈퍼웰포인트 구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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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시공사례3.

개요 및 현장 상황3.1

일본 미야기현의 동북본선의 나토리역과 센다이공항을 연결하는 길이 의 센다이공항선으로JR 7.1km

년말 개통되었으며 이중 공항부지내 와 구간 의 합계 구간을2006 , Open tunnel 342m Open cut 49m 391m

구조물 굴착공사시 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를 목적으로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그리고 센Dry work SWP . ,

다이공항 활주로 끝부분을 횡단하는 지하부는 개착공사로 진행되었고 이 곳의 지하수위는 로, TP+0.5m

높은 편이고 지하수는 다량의 용해성 철분이 함유 되어 공기와 접촉시 산화되어 붉은색, (20~30mmg/l)

으로 변색되며 굴착구간내에서 배출된 지하수는 수질오염방지법상 지상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에 굴착구간내에서 를 목적으로 양수된 지하수는 약품처리 여과의 방법으로 지상배출을Dry work +

검토하였으나 대용량 처리에는 고가의 경비가 필요하여 공법으로 양수된 지하수를 인근 조절지의, SWP

지하속으로 다시 복수 하는 공법 공법 을 병행하였다(recharge) (VPRW ) .

그림 지하수 처리공법의 개요3.

지질3.2

공사지역은 센다이 평야의 해안근처에 있으며 지반은 충적층과 조사층 세사층을 주로 모래층이 호층, ,

을 이루며 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하부로는 제 점성토층이 얇게 약 정도 퇴적된 지질구GL-20~22m , 1 ( 1m )

조로 되어있다 모래층의 치는 전후이며 점성토층은 치 정도로 나타났다. N 30 , N 5 .

시공조건 및 방법3.3

공사지역은 그림 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지하부 본체 시공 구간 길이가 굴착폭 굴착4 342m, 10.6m,

깊이는 이며 지하수 대책이 필요한 구간은 로써 지하수위 저하를 위해 슈GL-12.8m ~ GL-9.0m , 357m

퍼웰포인트공법이 적용되었다 자연상태의 지하수위는 정도이며 현장 투수시험 결과 투수계수. GL-2m ,

k=7.7×10-3 정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하수 처리시 주변지반의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공cm/sec . ,

항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게 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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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변지반도4.

시공방법3.4

따라서 슈퍼웰포인트는 깊이 에 설치간격 내외로 총 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본 공법13~22m 30m 12 .

으로 처리된 지하수는 철분의 과다 함유로 인해 지상에 노출시키지 않고 인근 조절지의 지하로 되돌리,

는 공법을 채택하였다VPRW . VPRW(Recharge well 공법은 점토층 아래에 존재하는 자갈층까지 굴착하)

하여 깊이 설치 간격 약 로 총 본을 설치하였다25~30m, 40m 12 .

그림 우물정 위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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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공사진2. SWP

국내 시험시공 사례4.

개요 및 현장 상황4.1

현장의 위치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철도부지내의 경부고속철도 제 공구 노반공사 중 개착00-0 BOX

구간 총 구간이며 이 구간은 개착 공사 구간으로서 계획지반고까지 터파기 및 가시설을 시공600M , BOX

하고 있는 현장이다.

당 현장은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유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 를 두고 철로변을16M

따라 양측으로 두께 의 지하연속벽을 시공한 상태이다 계획지반고까지 터파기시 함수비가 높고 매1M .

우 연약한 실트질 점토층에서 굴착기에 의한 굴착작업시 장비가 빠지거나 장비 이동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어렵고 사토 반출시 함수비가 높은 실트질 점토를 건조시켜 사토장으로 반출하는 경,

우 시간 및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하굴착시 지하수의 유출로 인한 지하연. ,

속벽 외부지역 철로변 의 침하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였다( ) .

지질특성4.2

지반 및 암석분포를 살펴보면 하부에 분포하는 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에 해당되는 경상계 유천층군

의 안산암질 화산암류 복합체 중에서 안산암질 화산각력암으로 분류되어진다.

안산암 화산각력암의 암상은 대체로 회색 암회색 및 암녹색을 발하는 라필리 응회암이 대부분이며, ,

일반적으로 본암은 괴상이지만 부산시 용호동 당리동 신평동 등지에서 각력이 조립인 것과 세립인 것, ,

이 교호하면서 층상구조를 나타내는 상태였다.

시공에 따른 조사 및 시험4.3 SWP

적용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공전과 시공후에 대해 표 과 같은 조사 및 시험을 수SWP 1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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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공전후의 조사항목1. SWP ,

조 사 항 목 내 용 목 적

시공전SWP

시추조사 공NX 3 , L=25M (Ø76mm) 지층구분 토사강도정수추정,

관측공 공Ø50mm 3 , L=25M 지하수위측정

현장투수시험 변수위법 회60 토층의투수계수측정

물성치시험 함수비측정 외

시공후SWP

시추조사 공NX 3 , L=25M (Ø76mm) 토사강도정수추정

현장투수시험 변수위법 회60 토층의투수계수측정

물성치시험 회27 함수비측정 외

경도시험 회36 토층의강도정수측정

기존관측공 공Ø50mm 2 , L=25M 지하연속벽외벽 지하수위측정

공법 적용 결과4.4 SWP

지질조사 표준관입시험 값 결과4.4.1 (N )

금번 조사지역의 지층은 매립층 실트질 점토층 자갈질 점토층 풍화토층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 →

은 우물정 에서 는 은 떨어진 지BH-1(BBH-1) SWP( ) 5m, BH-2(BBH-2) 20m, BH-3(BBH-3) 37m

점에 시추하였다 시험결과 불포화대 지반에서의 지반강도가 현저하게 증진되었으며 포화대 지반에서. , ,

의 지반강도는 약 개월의 양수만으로 평균 값이 정도 이상 증가하였다1 N 2 .

표 시공전 후 치의 비교 은 와의 거리2. SWP , N (r SWP )

구분
심도

(GL(-)m)

r=5.0m r=20.0m r=37.0m

BH-1

전( )

BBH-1

후( )
증가

BH-2

전( )

BBH-2

후( )
증가

BH-3

전( )

BBH-3

후( )
증가

지하수면상

불포화지반

GL 3.0m

GL10.0m

4

~

15

4

~

18

평균( )

N=3

4

~

5

5

~

26

평균( )

N=12

5

~

10

8

~

10

평균( )

N=1

지하수면하

포화지반

GL10.0m

GL20.0m

4

~

10

5

~

12

평균( )

N=2

7

~

13

9

~

15

평균( )

N=2

6

~

12

6

~

21

평균( )

N=2

월 일 시공전 치 월 일 시공후 치BH : 3 1 N , BBH : 4 18 N※

현장 투수 시험 결과4.4.2

시공전 후에 현장투수시험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공후에서의 투수계수 가 낮게 측정된 양, , (K)

상을 나타내었다 투수계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된 원인은 시공의 영향으로 간극수가 제거되면. S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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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극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투수계수의 감소와 강도증가에 대해 효과.

가 있다는 근거로 판단된다.

함수비 결과4.4.3

함수비 시험결과 적용 전과 후의 결과를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에서 이격거리에 따른 효과로 분석, SWP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시공후 개월후 채취한 시료에 대한 함수비 결과표 은 와의 거리3. 2 (r SWP )

구분 심도 (GL(-)m) 거리 위치 함수비(%) 비 고

개량

ZONE
7.5 ~ 8.0

실트질점토층( )

r=2.0m 409k393 26.4
SWP 395 19.5

r= 3.0m

r= 5.0m

r= 7.0m

r=10.0m

398

400

402

405

25~28

중
r=12.0m

r=15.0m

407

410
37~43

미개량 r=35.0m 430 48

양수량 및 수위 관측 결과4.4.4

현장 여건상 터파기 작업으로 인하여 월 일에서 월 일까지 관측공의 수위측정을 수행하였다 수3 7 4 21 .

위 측정 결과 관측공 번에서는 해발기준 에서 이며 관측공 번에서는 에서, 1 -5.49m -7.48m , 2 -7.56m

이며 관측공 번에서는 에서 로 측정되었다 또한 지하연속벽 외부에 위치하는 기-7.68m , 3 -9.09m -9.37m .

존의 관측공 번에서는 에서 이며 번에서는 에서 로 측정되었다SK 1 -6.48m -6.69m , SK 2 -4.18m -4.10m .

양수량은 월 일에서 월 일까지 가동시 약 이상의 유량이 측정되었으며 펌프를 가동하여 나온3 7 5 1 880ton ,

수증기량은 약 에 달하였다54ton .

이상의 결과에서 가동시 약 이상의 지하수 유출량에도 불구하고 지하연속벽 외부의 지하SWP 880ton

수위 측정결과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기존침하계의 측정결과에서도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침하는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가동에 의한 양수량4. SWP

가동일자SWP 가동시간SWP 양수량SWP

년 월 일 년 월 일2008 3 7 ~ 2008 5 1 시간1,134 880 ton

표 펌프에 의한 수분유출량5.

펌프 가동일자 펌프 가동시간 기화에 의한 수분 유출량

년 월 일 년 월 일2008 3 7 ~ 2008 5 1 시간1,134 이상54.0 ton

수조 가 분만에 가득참- Q 10L 24≒

수조의 가 회수로 추정함- 50% .

펌프에서 기화되어 나온 수분량-

분 분으로 추정 가능함Q=2×0.4L/ =0.8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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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동에 따른 침하계 측정6. SWP

가동일자SWP 410-L-P9 410-R-P9

년 월 일2008 3 6

년 월 일~ 2008 4 20

4.0 ~ -5.0 2.0 ~ -3.0

침하 영향이 없음( ) .

일본의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결과 비교4.4.5

표 시공후의 결과비교표7. SWP

구 분 함수비 (e) 점착력 (c) 값N

일본 예SWP ( ) 내 감소 개월5% (1.5 ) 배1.2~1.5 0.5~1.0

시험시공 당 현장( ) 개월 실적20~25% (1.7 ) 배2.5~2.7 2.0~15.0

시공전과 시공후의 현장상태4.4.6 SWP

사진 시공전3. SWP

사진 시공후4. S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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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시공사례를 통해 슈퍼웰포인트공법은 포화 또는 고함수비를 갖는 점성토지반에서 굴착작업이나 토공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층의 지반강도를 개선하거나 함수비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공법은 지하연속벽 또는 차수벽을 설치하고 내측을 굴착하는 경우. ,

차수벽 외측의 수위변화 없이 안전하게 굴착작업을 할 수 있는 급속 지하수위강하 공법으로도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공사례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다량의 용해성 철분이 함유된 지하수는 공법으로 양수하여 인근 지하속으로 다시 복수하는(1) SWP

공법으로 해결하였으며 당초 자연 지하수위면 에서 최종굴착깊이 까VPRW , GL-2.0m GL-12.8m

지 주변지반 침하없이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구조물 굴착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시공에 의한(2) SWP 치의 증가 효과는 불포화지반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설치 위치에N , SWP

서 멀어질수록 증가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지반강도의 증가 효과는 설치 지점에서 최대. SWP

로 크게 나타났고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효과는 감소하였다 본 공법의222.8% , . 진공기화는

점성토 실트질 점토층 의 소성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에도 성과가 있는( ) , Dry Work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투수시험결과(3) , 투수계수는 시공전에 비하여 시공후에 감소되었으며 적용에 의한SWP , SWP

투수계수 감소 효과는 이격거리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적용에 의한 함수비의 감소효과는 설치위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격거리가 멀어질SWP ,

수록 그 효과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설치 위치와 미개량층의 함수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

함수비의 감소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본 공법의 적용으로 인해 이상의 지하수 유출량에도 불구하고 지하연속벽 외부 지반에서(5) 880ton ,

의 지하수위 저하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침하계의 측정결과에서도 지반침하는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지하연속벽 내부에서의 지하수위강하에 의한 외부측에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점토층에 대한 지반강도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약지반의 개(6) ,

량공법으로 활용가능한 공법으로 적용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약지반 개량.

공법은 개량후 재하성토에 의한 토공 및 방치기간이 필요하지만 본 공법의 경우 재하성토가 불,

필요하므로 재하성토 적용시 효과는 증가됨 보다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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