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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ging for Diametric Variation of Granular Compaction Pile Using

Crosshole Seismi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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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Stone columns, locally called “GCP (granular compaction pile)” can be used to improve
strength and resistance against lateral movement of a foundation soil like rigid piles and piers. Also
installation of such a discrete column facilitates drainage, and densifies and reinforces the soil in the sense of
ground improvement. The integrity of the GCP has been indirectly controlled with the records of each batch
including depth and the quantity of stone filled. An integrity testing was attempted using crosshole S-wave
logging. The method is conceptionally same as the crosshole sonic logging (CSL) for drilled piers. The
only and critical difference is that S-wave should be used in the logging, because P-wave velocity of the
stone column is less than that of ground water. The crosshole sonic logger does not have the capability to
measure S-wave propagating through the skeleton of crushed stone. An electro-mechanical source, which can
generate either P- or SH-waves, and a 1-D geophone were used to measure SH-waves. Two 76mm diameter
cased boreholes were installed 1 meter apart across the nominal 700mm diameter stone column. At every
10cm of depth, shear wave was measured across the stone column. One more borehole was also installed 1
meter outward from the one of the above boreholes to measure the shear wave profile of the surrounding
soil. The diametric variation of the stone column with respect to depth was evaluated from the shear wave
arrival times across the stone column, and shear wave velocities of crushed stone and surrounding soil. The
volume calculated with these variational diameters is very close to the actual quantity of the stone filled.

Key words : crosshole tests, granular compaction pile, diametric variation, shear wave velocity

서 론1.

최근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모래의 부족현상 및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모래를 사용하는 모래다짐말뚝

공법을 대신하여 자갈이나 쇄석 슬래그 등을 이용하는 쇄석다짐말뚝공법, (Granular Compaction Pile

이하 공법 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시험 대상 부지에는 연약Method, ‘GCP ’) .

지반 처리구간의 하부 연약한 지반에 사면 안정을 증가시키고 성토하중에 의한 원호활동 파괴와 교대의

측방유도를 방지 하며 기초 지반의 압밀촉진과 지반 개량을 목적으로 쇄석다짐말뚝이 시공 되었다, .

시공된 쇄석다짐말뚝의 설계직경 확인은 주변 지반을 굴착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말뚝 구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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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 을 하여 코어를 채취 사주절단 유무 확인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boring) ( )

탄성파 시험을 이용하여 말뚝의 품질관리 및 시공성을 확인 하는 간접적인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굴.

착을 하여 육안으로 쇄석말뚝의 직경을 확인하는 방법은 깊이별로 말뚝 직경의 변화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된 기초지반에 손상을 가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공.

완료된 쇄석말뚝의 시공 깊이까지 깊이별로 세밀하게 직경을 확인하고 쇄석말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

록 크로스홀 시험 을 도입 적용하였다 크로스홀 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전단파 속도(Crosshole Tests) , .

(Vs 를 이용하여 설계시 요구되는 쇄석다짐말뚝의 시공직경이 설계기준치 를 만족하는지를 확인) (700mm)

하고자 한다.

쇄석다짐말뚝2. (G. C. P.)

개요2.1

공법은 년 프랑스에서 고유기질 흙을 개량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년 이후부GCP 1830 , 1950

터 지반개량을 위해 유럽에서 널리 이용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년 이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1976 .

본 공법은 기본적으로 사질토 지반이나 연약 실트 및 점성토 지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공법으로서

모래지반의 경우에는 밀도증대와 액상화 방지 수평저항력 등을 증가시키고 점토지반에서는 원지반과, ,

다져진 모래 또는 쇄석 말뚝으로 이루어진 복합지반 을 형성함으로써 지반의 전단강도(composite soil)

및 지지력 증대 측방변위 억제 압밀침하 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 , .

현재 해외에서 공법은 일반적으로 압밀의 가속화에 의해 제방과 같은 구조물의 전단강도를 증진GCP

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통상 지반개량을 목적으로 선행재하공법 준설공법 치환공법 등 기. , ,

존의 다양한 설계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환경적 제한과 건설 후 유지비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

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새로운 지반개량공법 중의 한 방법으로 연약한 점토실트 그리고 또 느슨. ․
한 실트질 모래의 개량에 대해 공법이 이상적으로 시공되었다 공법의 개량제로서 사용되는GCP . GCP

쇄석은 공법에 사용되는 모래에 비하여 단가가 저렴하므로 경제적이고 수급이 용이하다 또한 입SCP .

경이 큰 쇄석을 사용함으로서 배수효과가 탁월하여 압밀정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지지력의 증대로 연약

지반의 압밀침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느슨한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는 액상화 방지대책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지반교란으로 인한 강도저하가 적고 다짐효과에 의한 강도증대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면안정을 위한 방법으로도 널리 쓰인다.

쇄석다짐말뚝 시공2.2

그림 은 쇄석다짐말뚝 시공 순서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장비를 시공1 .

위치에 셋팅 한 다음에 케이싱의 수직도를 확인하며 를 작동시키며 관입을 시작한다Vibro Hammer .

케이싱이 설계관입심도에 도달하면 사면추를 로부터 케이싱 상부로 상승하여 정지시키고 관입과G.L. ,

동시에 쇄석골재를 케이싱 내부로 투입한다 그리고 케이싱 내부로 공기를 주입하며 사면추를 하강하여.

케이싱 내의 쇄석상단에 안착시킨다 케이싱을 인발 후 재관입하여 다짐작업을 실시한다 이 과. 3m 2m .

정을 반복하여 씩 쇄석다짐말뚝 작업을 지표면까지 완성 연약측 심도가 이상일 경우 입발1m ( 4m 3.0m

재관입 이하 일 경우 인발 재관입 하게 된다2.0m , 4m 1.5m 1.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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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쇄석다짐말뚝 시공순서1.

탄성파 속도 결정3.

본 연구에 사용한 장비는 그림 와 같이 전기 기계식 발진기 감지기2 - (electro-mechanical source), ,

제어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장비의 자세한 제원과 기능은 을 참조하기 바란다. Park et al.(2008) .

그림 과 같이 파의 전파 방향과 입자 운동 방향에 맞게 발진기 및 감지기의 방향을 조절하여 압축파3

또는 전단파를 계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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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기 기계식 발진자 개요도와 감지기 제어유닛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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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압축파 및 전단파 계측을 위한 계측기의 방향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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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 신호 전단파 신호(a) (b)

그림 크로스홀 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전형적인 탄성파 신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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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홀 사이의 거리= (Distance)

   파와 파의 도달시간= p s (Travel Time)

 포아송비= (Poisson's Ratio)

그림 는 크로스홀 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전형적인 압축파신호 와 전단파신호 이다 특히 전단파4 (a) (b) .

의 경우 횡방향 발진 탄성파 발진자의 방향을 반전시키고 극성 을 이용하여 전(S-wave) 180 (polarity)˚

단파의 도달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측정된 압축파와 전단파의 전파 시간 을 이용하여 식. (travel time)

과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압축파 속도(1) (2) (Vp 및 전단파 속도) (Vs 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식 과) . (3)

같이 포아송비(poisson's ratio, ν 를 획득하게 된다) .

전단파 속도를 이용한 쇄석다짐말뚝의 직경 검측4.

크로스홀 시험은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발진자와 감지기의 방향만 조절하면 압축파 파 속도와 전(P- )

단파 파 속도를 함께 계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압축파와 전단파 속도를 모두 계측하였으나 시(S- ) .

험 대상 부지의 지하수위가 지표면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압축파 속도는 대부분의 깊이에서 지반의 포화

도에 따라 물의 압축파 속도 가 계측되거나 이에 근접한 압축파 속도가 계측되었고 포아송(1500m/sec)

비는 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전단파속도의 계측결과만 언급하였고 실제로 쇄석0.5 .

말뚝의 시공직경도 전단파 속도만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검측공 설치 및 그라우팅4.1

본 연구에서 쇄석다짐말뚝의 시공직경이 시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크로스홀 시험을 계

획하였다 크로스홀 시험에 앞서 시험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측공을 설치해야 한다 시험에 사용된. .

검측공은 그림 와 같이 총 공이다 쇄석다짐말뚝을 사이에 둔 깊이 의 검측공 두 공 공번5 5 . 7m ( 1, 2)

은 대략 검측공 설치 후 측정된 중심간 거리는 의 거리로 설치하였고 연약층의 탄성파 속1m( 0.978m)

도를 계측하기 위해 가량 떨어진 깊이의 검측공 공번 이 하나 설치되었다 또한 말뚝직1m 6.3m ( 3)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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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쇄석 재료만의 탄성파 속도를 계측하기 위해 두 개의 검측공 공번 을 대( 4, 5)

략 깊이로 말뚝에 바로 인접하여 시추하였다 두 시추공의 간격은 시공된 쇄석말뚝의 복토층 직경1m .

과 같은 대략 이었다0.5m .

검측공 를 쇄석말뚝에 바로 접하여 천공하지 않고 떨어뜨려 천공한 이유는 쇄석말뚝의1, 2 10-15cm

형상이 지반 내에서 어떤 형상으로 시공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천공으로 인한 쇄석말뚝의 손상

과 그에 따른 부정확한 직경 검측을 피하기 위함이다 반면 검측공 를 너무 멀리 떨어뜨려 천공한. 1, 2

다면 크로스홀 시험으로 획득한 탄성파 속도가 실험의 관심 대상인 쇄석재료가 아닌 주변 연약층을 주

로 반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쇄석말뚝에 대해서만 실험을 수행하.

였지만 추가 시험이 많이 확보된다면 시추공 의 거리를 다소 유연하게 바꿔가며 쇄석말뚝과 검측공1, 2

의 이격거리에 따른 계측결과의 신뢰도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라우팅을 위한 재료로.

는 시멘트 반죽 에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벤토나이트 팽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cement paste) ,

였다.

6.28m

83φ

510φ

1m

검측공

7m 7.0m5m

1m

φ

700φ

쇄석다짐말뚝

케이싱PVC

복토

그라우팅

123

4

5

그림 크로스홀 시험을 위한 검측공 설치5.

쇄석재료의 전단파 속도4.2

쇄석재료의 유효응력 증가에 따른 전단파속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영향계수( 를 획득하기 위해 복)

토에 형성된 쇄석말뚝에 바로 접한 공번 단면에서 깊이별 전단파속도를 획득하였다 그림 는4-5 . 6(a)

깊이 까지 크로스홀 시험을 통해 계측된 전단파 신호이다 그림 의 원형기호는 계측된 전단파0.8m . 6(b)

신호로부터 결정된 전단파속도를 보여준다 깊이 까지의 전단파속도는 아주 큰 값을 보이고 있는. 0.3m

데 이는 시추 당시 그라우팅재가 지표로 넘쳐흘러 지표부근의 지반에 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쇄석말뚝 위치와 연약층 위치의 지표부근 전단파속도가 모두 큰 값.

을 보이며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깊이 까지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림 과 같이. 0.4-0.8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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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응력 증가에 따른 전단파속도의 증가 기울기 구속응력 영향계수( ,  를 으로 결정하였다 식) 0.2866 .

를 이용하면 계측된 전단파속도와 그 해당 깊이에서의 유효구속응력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깊이 유(4) (

효구속응력 의 전단파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림 의 마름모기호의 전단파속도는 식 와 영향계수) . 6(b) (4)

을 이용하여 결정된 것이다 시험 위치는 원지반의 지표면 복토 표면으로부터 깊이 부근에0.2866 . ( 1m)

지하수위가 존재하여 지하수위 아래에 유효응력이 감소하였고 전단파속도가 작은 크기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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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크로스홀 시험으로 획득한 쇄석재료의 깊이별 파 신호와 속도주상도6.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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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계측된 깊이의 평균유효구속응력:

  관심 깊이에서 쇄석의 평균유효구속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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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응력:

 에 해당하는 깊이의 계측된 전단파속도

 구속응력:

 에 해당하는 깊이의 예상 전단파속도

 구속응력 무차원 영향계수 본 연구에서 으로 평가됨: ( 0.2866 )

쇄석말뚝과 연약층의 전단파 속도 계측 결과4.3

전단파 신호의 경우 비록 물을 통해 전달되는 물의 압축파 속도가 먼저 감지되지만 그 뒤에 토립자

구조를 통해 전달되는 전단파 신호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하수위 아래 지반의 전단파 속도.

계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전단파 속도보다 빠른 토립자 구조의 압축파 신호는 물을 통해 전달되는 압.

축파 신호에 묻혀 판독이 매우 어렵다 본 과업의 경우 물의 압축파 속도가 토립자 구조의 압축파 속.

도보다 빨라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쇄석다짐말뚝이 연약한 지반의 개량을 목적으로 시공되기 때.

문에 거의 지하수면에 시공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압축파가 아닌 전단파 속도로 쇄석말뚝의 직경을

검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은 쇄석말뚝 시공위치인 공번 단면에서 쇄석재료와 원지반의 혼합 매질을 통해 계측한 깊8 1-2

이별 전단파신호와 전단파속도 주상도이다 각각 다른 재료가 뒤섞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매질이 구분되어 수직으로 층을 이룬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 를 통해 지하수위에 관계없. 8(a)

이 양질의 전단파 신호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지하수위 아래에서도 압축파 속도와의 관,

계를 통해 계산된 포아송비로부터 완전포화 유무를 예측할 수도 있다 깊이 아래에서는 전형적인. 5.2m

신호와 같이 토립자 구조를 통한 전단파가 도달하기에 앞서 물을 통해 전달되는 전단파 신호가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포아송비를 분포를 고려해 보면 대략 깊이 아래는 완전포화된 것으로 보인다. 5m .

쇄석말뚝위치의 깊이 까지 연약한 실트질 점토층의 전단파속도는 대략 의 속도를3.5m 150-200m/sec

보였고 점차 속도가 증가하다 조밀한 모래 섞인 자갈층에서 의 전단파속도를 보였다250-300m/sec .

쇄석말뚝의 최종 시공 깊이인 근처의 풍화토층부터는 원지반 상태의 풍화토층의 전단파속도를 평가6m

한 것이며 깊이가 깊어질수록 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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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크로스홀 시험으로 획득한 말뚝위치의 깊이별 파 신호와 속도주상도8.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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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크로스홀 시험으로 획득한 연약층의 깊이별 파 신호와 속도주상도9. S-

그림 는 말뚝이 시공되지 않은 원지반 공번 단면에서 크로스홀 시험을 통해 계측된 전단파9(a) 2-3

신호이다 연약한 점토층과 조밀한 자갈층의 구분이 에서 확실하게 지어진다 상부 의 연약한. 4m . 4m

실트질 점토 지반은 깊어질수록 전단파 전달시간이 길어지고 조밀한 자갈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단파

전달 시간이 깊이에 따라 짧아지다가 풍화토층과의 경계 근처에서 전달시간이 길어졌다 원지반 위치.

에서 전단파 신호의 도달 시간을 토대로 결정된 전단파 속도는 깊이 까지의 실트질 점토층은 깊이가4m

깊어질수록 전단파 속도가 에서 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깊이 까130m/sec 70m/sec . 6.0m

지의 조밀한 자갈 퇴적층의 전단파 속도는 까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200-350m/sec

풍화토가 시작하는 부터는 공번 단면의 전단파 속도와 거의 같은 값을 보이며 깊어질수록 속6.0m 1-2

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전단파 도달시간으로부터 직경 평가4.4

쇄석재료 쇄석말뚝 시공위치 그리고 연약한 원지반 위치에서 크로스홀 시험을 통해 각각의 전단파속, ,

도 주상도 또는 전단파 도달 시간을 획득하였다 검측공 단면의 쇄석말뚝 주변의 원지반 전단파속. 1-2

도가 바로 인접한 검측공 단면의 원지반 전단파속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세 위치의 깊이에 따2-3

른 전단파속도 정보 그림 를 이용하여 아래 식 에서 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깊이별( 10(a)) (5) (8) (z)

쇄석다짐말뚝의 시공직경을 검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

식 은 검측공 의 깊이별 중심거리(5) 1, 2   을 나타낸 식이다 검측공 단면이 연약한 원. 1-2

지반 일부 대략 와 쇄석말뚝을 함께 포함한 단면이기 때문에 각 매질의 거리의 합으로 표( 100-150mm)

현하였다 식 의. (6)   은 검측공 의 임의의 깊이 에서 발생된 전단파 에너지가 연약한 원지반1 z

일부 대략 와 쇄석말뚝을 수평으로 통과해 검측공 에 도달하는데 걸린 전파시간( 100-150mm) 2 (travel

이며 거리와 마찬가지로 각 매질의 합으로 표현된다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눈 것이므로 식time) , .

의 시간 항을 각 매질에 대한 거리 속도의 항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으며 식 을 식 에 대입하(6) / , (5) (6)

면 식 와 같이 된다 식 를 정리하면 식 과 같이 깊이에 따른 쇄석말뚝의 직경(7) .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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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구할 수 있다.

            (5)

             

 
 

 
(6)

    

 
 

   
(7)

         

    ∙ 
  (8)

여기서,    검측공 단면의 깊이 에 따른 전체 거리 본 연구에서는 으로 깊이에: 1-2 (z) ( 0.978m

관계없이 일정)

    깊이 에 따른 쇄석말뚝의 직경: (z)

    검측공 단면의 깊이 에 따른 원지반 거리: 1-2 (z)

   깊이 에 따라 검측공 단면 전체를 통해 전달되는 전단파 도달시간: (z) 1-2

    : 깊이 에 따라 쇄석말뚝을 통해 전달되는 전단파 도달(z) 시간

    깊이 에 따라 원지반을 통해 전달되는 전단파 도달시간: (z)

    깊이 에 따른 쇄석재료의 전단파속도: (z)

    깊이 에 따른 연약한 원지반의 전단파속도: (z)

No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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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크로스홀 시험으로 획득한 쇄석재료 쇄석말뚝 연약층의 깊이별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전단파속도부터10. , ,

검측된 쇄석말뚝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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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각 매질별로 깊이에 따른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함께 도시하였다 지표에서 깊이10(a) . 4m

까지는 원지반이 매우 연약한 점성토 지반이고 보다 강성 전단파속도 이 큰 쇄석재료를 시공하여 말뚝( )

위치에서는 전단파속도가 원지반보다 커졌다 그러나 사이는 원지반 자체가 조밀한 자갈층으로. 4-6m

전단파속도가 쇄석재료보다 다소 큰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목할 점은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 9(b)

이 전반적으로 설계직경의 기준 을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일부 매우 연약한 깊이에서는(700mm) 4m

최대 까지 말뚝의 직경이 확공 되었을 가능성도 보였다 실제로 쇄석다짐말뚝은 치 정도900mm . N 2-3

의 연약지반에서 확공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쇄석다짐말뚝의 시공은 보통 치 에서 종료한다 본 과업에서 검측공 천공시 연약층에서 케이N 8-12 .

싱이 빨리 내려가다가 깊이에서 자갈을 만났는데 전단파속도가 깊이 에서 빨라지기 시작하여4m 4m

부근에서 큰 값의 전단파속도를 보였다 식 을 통해 깊이에서 검측된 쇄석말뚝의 직경이 다5m . (8) 5m

소 작게 평가되었는데 원지반의 전단파 속도가 크게 계측된 것으로 미루어 원지반 자체가 단단하기 때

문에 쇄석말뚝 직경이 다소 작게 시공된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쇄석다짐말뚝의 시공 깊이가 임. 6m

을 감안하면 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계측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해 직경을 검측한 결과는 의 값을 보6m 0

여야 하는데 실제 계산결과는 거의 의 값을 보여 전단파속도를 이용한 쇄석말뚝의 시공직경 검측이, 0

매우 타당한 접근방법임을 알 수 있다 깊이별로 검측된 직경을 좌우 대칭이 되도록 도시하여 그림. 11

에 나타내었다 복토를 제외한 원지반 깊이의 검측된 직경이 설계기준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부 연약한 층에서는 확공이 된 부분도 있고 단단한 지반에서는 시공직경이 다소 유동적이었지만 대,

체적으로 설계기준 내외에서 변하였다 쇄석말뚝이 끝나는 깊이 부터는 검측결과가 에 근접하게. 6m 0

나와 평가 기법의 신뢰도는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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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단파속도를 이용하여 검측된 쇄석다짐말뚝의 형상11.

표 은 쇄석말뚝의 시공시 실제로 사용된 쇄석의 투입량1 (2.74m3 과 투입량으로부터 깊이 에 해당) 6m

하는 말뚝의 환산 평균직경 을 전단파 속도로부터 검측된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시험 대상 연(763mm) .

약지반은 쇄석다짐말뚝 시공을 위한 장비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약지반 위에 양질의 성토재를

이용하여 상부에 두께 로 복토하였기 때문에 설계 직경이 인 반면에 복토 높이 구간의1m 700mm 1m

실제 직경이 대략 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검측한 쇄석말뚝의 평균직경을 두 가지로 구5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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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고려하였다 하나는 복토층 상부 을 제외한 쇄석다짐말뚝길이 구간의 검측된 평균직경. ( 1m) 5m

과 다른 하나는 전체 깊이의 말뚝 평균직경 이다 전자의 경우 실제 투입량으로(744mm) , 6m (712mm) .

부터 환산된 직경과 의 오차를 보였고 후자의 경우 의 오차를 보였다 후자의 경우는 복토2.5% , 6.6% .

층의 말뚝직경이 정도로 작게 시공되었는데 평균계산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500mm .

말뚝직경 이외에 시공당시 기록된 쇄석 투입량 즉 체적, (2.74m3 과 시험으로부터 평가된 깊이의) 6m

평균직경 을 이용하여 계산된 쇄석 투입량(712mm) (2.39m3 은 표 와 같다 투입량의 오차율이) 5 . 12.7%

정도로 다소 크게 평가 되었는데 이는 체적이 직경의 거듭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표 시공직경 및 쇄석투입량과 전단파속도를 이용한 검측결과의 비교1.

Construction Evaluation
Rate of evaluation to

construction (%)

Rate of gap

(%)

Average diameter

(mm)
763

744 (Except fills) 97.5 2.5

712 (Total) 93.4 6.6

Total amount of

pour (m3)
2.74 2.39 87.3 12.7

결 론5.

연약지반 개량을 목적으로 시공된 쇄석다짐말뚝은 크기 및 형상에 관한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굴삭기

로 굴착하거나 말뚝 내에 코어링을 하는 방법 등 육안조사에 의존해 왔으나 깊이가 깊어질수록 품질관

리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깊이별로 자세하게 쇄석말뚝의 시공직경을 검측하기.

위해 크로스홀 시험으로부터 계측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하였으며 크로스홀 시험을 이용한 쇄석말뚝의,

깊이별 직경검측 결과는 원지반의 상태를 잘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시험 대상 말뚝이

설계기준에 부합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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