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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층처리혼합공법은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개량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기술개발은 개량을 위한 고화재의 성능향상과 고화재

와 토사의 혼합효율 향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순환유동층 발전 플라이애시를 사

용한 고화재로 실트질 점토지반을 1내지 3 MPa의 강도를 갖도록 개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혼합효율을 향상시킨 개량비트를 사

용하여 시험시공을 진행한 결과 기존비트 대비 균질한 구근을 형성하여 강도의 표준편차를 1.0 MPa 이상에서 0.322 MPa로 줄일

수 있었다. 

주제어 : 심층처리혼합공법, 순환유동층, 플라이애시, 지반고화재, 베트남, 연약지반

Abstract

Deep cement mixing method (DCM) is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various ground type and its technical development pro-

ceeding based on performance improvements of solidification materials and mixing techniques with ground soil.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mprove silty clay ground soil had 1 to 3 MPa compressive strength using solidification material that composed

mainly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CFBC) power plant fly ash and reduce standard deviation of strengths from over

1.0 MPa to 0.322 MPa using improved auger bits in field test to forming more uniform bulbs than in case of using existing auger

bit.

Key words : Deep cement mixing,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Fly ash, Solidification material, Vietnam, Soft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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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층혼합처리공법(Deep cement mixing method, 이

하 DCM)은 석회, 시멘트 등으로 이루어진 고화재를

연약지반에 주입함과 동시에 기계적으로 고화재와 원지

반 흙을 혼합하여 시멘트계 재료의 수화반응, 시멘트계

재료와 원지반 흙의 포졸란 반응 등의 고결작용으로 원

지반보다 강도가 높은 기둥체를 형성하여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지반개량공법이며, 일본 운수성 항만기술연구

소와 스웨덴 지반연구소에서 개발하여 1970년대 중반

에 실용화되었다1).

DCM은 모든 지반에 적용이 가능하며, 재하에 따른

개량지반의 변형이 적고, 비교적 단기간에 견고한 개량

지반을 조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발 이래

육상 및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그 적용

분야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DCM의

시공효율 향상을 위해 공법의 개량이 거듭되고 있으며,

이는 2축 식 교반날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육상

DCM시공 시 교반날개를 개선하여 축의 구경을 넓히고

3축 이상을 동시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회당 개량면

적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2).

이러한 DCM에 의한 지반개량효과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첫 번째는 사용되는 고화재의 품질, 두

번째는 개량 지반의 특성(함수비, pH, 유기물함량, 광물

적 조건 등), 그리고 세 번째로 혼합조건(온도, 교반시

간, 고화재 첨가량 등)이 해당된다1). 따라서, DCM에

의한 지반개량은 크게 고화재, 혼합처리 방법, 지반토사

조건, 온도 등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이 중 공법

적용 시 인위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고화재와 혼합

처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혼합처리 방법은 크게 관입 시 배토방식과 인발 시

배토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입 시 배토방식의 경

우 흙과 고화재의 교반이 관입과 인발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인발시 배토방식보다 균질성 확보에 유리하여

일반적으로 관입 시 배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토질조건에 따라서 관입속도에 따른 고화재 배토

량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개량심도가 깊어 교반 비트 인

발 시 고화가 시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

발 시 배토방식을 적용한다2).

이렇듯 개량기둥체 조성 시 최대한 균질한 성상을 갖

기 위해서는 개량대상 지반과 고화재의 균질한 혼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토방식 이외에도 교반 장치인

비트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예

로, SRT공법(Soil cement column for reinforcement

& containment technique)의 경우 2축으로 이루어진

교반비트의 교반축과 날개사이에 일정공간(85 mm 가량)

을 이격시킴으로서 이송기능과 함께 이격된 부분으로

인한 수직분리기능이 추가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였으며,

축에 대한 날개 각도의 조정, 보조날개의 덧붙임을 통

하여 지반의 분쇄 및 혼합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3). MCM공법(Multi-auger machine and column

wall set up method)의 경우 비정형 굴착 비트에 상방

향으로만 접히는 흰지에 고정된 다수의 교반로드를 통

해 고화재와 지반의 교반효율을 증가시키고 슬라임 발

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4). DMW공법(Deep wing

mixing method)은 복수의 로드 외주변에 교반날개가

상하 일정간격으로 부착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교반 비

트를 설치하여 교반비트와 교반날개를 통해 외부로 배

출되는 고화재와 토사가 혼합되도록 하여 교반효율을

향상시키고 공압식으로 로드를 진동시켜 토사와 고화재

혼합체를 다짐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5).

한편, 고화재의 경우, 주로 시멘트계 재료가 사용되며

개량지반의 내화학성, 불투수성 등의 향상을 위해 고로

슬래그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

근 화력발전분야에 저급탄 및 다양한 연소재료를 사용

할 수 있는 순환식유동층연소(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이하 CFBC)방식을 도입한 발전소와 열병

합발전소(Combined heat & power plant, 이하 CHP)

등이 신설되면서 이들 발전소 배기가스의 탈황을 위해

혼입된 석회질 원료로 인해 발생되는 고칼슘 플라이애

시를 지반고화재로 활용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중

에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서술한 DCM공법의 교반효율 향

상을 위한 공법 개선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로드에 부착

된 나선형 교반날개 하단 교반비트를 개선하여 공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산업부산물의 재활용에도 기

여하고자 고화재로서 베트남 CFBC발전소에서 발생되

는 고칼숨 플라이애시를 활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2. DCM 개량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DCM 개량체는 Table 1에 표기된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강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7).

첫 번째는 사용되는 고화재의 특성으로 고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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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 개량체의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화재

의 종류에 따라 개량대상 지반의 토사와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화재의 품질 그리고 첨가되는 혼합물 등

이 개량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토사의 특성과 조건으로 토사의 물리/화학/

광물학적 특성, 부식물질(Humus)에 따른 유기물 함량,

간극수의 pH, 함수비 등으로 함수비가 클수록 개량체의

압축강도가 작아지며 토사에 모래함량이 많을수록 강도

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유기물 함량과 pH는

개량체의 강도형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유기물

함량이 1% 이상이거나 pH가 5이하인 토사에서는 압축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8).

세 번째는 배합조건으로 혼합시간이 길수록, 고화재

사용량이 많을수록 강도발현이 커지며 편차또한 줄어드

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량 대상지반의 목적에 따

라 정해지는 설계기준강도에 맞춰 진행되는 예비실험이

필수적이며, 교반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반체의 개

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9).

네 번째는 양생조건이다. 양생 시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량체의 강도는 커지며, 온

도의 경우 단기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내시

험 시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시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요

소와 조절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토사의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들은 조절이 어렵거나 불

가능한 요소들이며, 고화재의 특성 및 혼합조건은 인위

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요소로 DCM 개량체의 품질향상

을 위해서 고화재와 혼합에 대한 연구 및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실험조건

3.1. 플라이애시

연약지반 처리에 적용되는 배수공법, 다짐공법, 치환

공법, 고결공법 등의 방법은 시공후의 안정성 확보가 용

이하지 못하고 심도가 깊은 연약층에 적용하기 여렵기

때문에 DCM 공법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반개

량 효과가 우수한 시멘트계 재료를 고화재로서 주로 사

용한다10).

그러나, 시멘트는 수화하면서 수축하는 특성 때문에,

차수 및 안정성확보를 위해 벤토나이트 등 팽창성을 갖

는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고로슬래그 등 산

업부산물을 활용하기도 한다. 

CFBC 플라이애시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탈황을 위해

석회석을 혼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소재의 CaO 성분이

일반 플라이애시보다 높으며, 여러 형태의 CaO가 존재

하는데 이 중 Free-CaO는 반응성이 빨라 응결을 앞당

기고 반응과정 중 발열 및 결합수로 다량의 수분을 소

비한다. 또한 탈황과정으로 인해 생성된 무수석고

(Anhydrite, CaSO4)와 함께 Ettringite 생성을 유도하여

시멘트계 고화재와 유사한 고화 매커니즘을 발현하며

이 생성물은 침상형 결정으로 고화재에 팽창성을 부여

하기 때문에 지반개량재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11).

연약지반 개량 대상지역인 베트남의 CFBC발전소는

북부지역에 4기가 위치해 있으며12), Mao Khe(이하

MK), Cao Ngan(이하 CN), Dam Ha Bac(이하 DHB),

Song Dong(이하 SD)의 발전소에서 플라이애시를 채취

하였다. 

Table 2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플라이애시와

베트남 CFBC 플라이애시의 화학조성을 비교한 것으로

MK, DHB, SD 플라이애시의 경우 강열감량(Loss on

ignition, 이하 LOI)값을 제외하면 시멘트 혼화재로 사

용되는 일반적인 플라이애시와 유사한 조성을 나타냈으

며, CN은 CaO 및 SO3함량이 다른 플라이애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CN을 제외한 다른 CFBC 발전소에서 배출된

플라이애시는 배출 후 탈황공정을 거쳐 생성된 석고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Table 1. Various factors affecting strength

Division Factors

Properties of solidification agent Type of solidification, Quality of solidification agent, Admixtures

Properties of soil
Physical/chemical/mineralogical properties of soil, Organic content, 

pH of pore water, Water content

Mixing condition Amount of solidification, Mixing time/timing

Curing condition Temperature, Period, Humidity,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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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BC 플라이애시를 지반 고화재로서 활용하려는 본 연

구의 목적에 따라 CN 플라이애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DCM 장비

고화재와 토사의 혼합조건에는 고화재의 혼입량, 혼

합시간 및 시간적 순서 등이 포함되며, 고화재의 사용

량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혼합시간이 길어질수록 개량체

의 강도가 개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DCM시공

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합작

업을 수행하는 오거 비트의 개선을 통해 혼합의 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라 고화재 사용량과 혼합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

DCM에 사용되는 오거의 상부는 일반적으로 굴착된

토사를 배출하면서 고화재와 토사를 혼합하기 위한 나

선형 날개가 로드에 부착된 스크류로, 하부는 지반의 굴

착하고 고화재를 투입하면서 토사를 혼합하기 위한 블

레이드가 달려있는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9). DCM공법

은 토사와 슬러리상태의 고화재의 혼합교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혼합교반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더불어

고화체의 강도도 균일하게 형성이 된다. 

비트 하부에서 고화재를 분사하는 기존 장비는 나선

형으로 형성되는 교반날개 또는 스틱형의 교반날개에

의존하여 교반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교반날개

에 형성되는 경사와 회전력만으로 교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반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빠른 시간 내에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혼합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토사와

고화재의 교반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하부 비트를

개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기존 고화재 분사장비를 보완하여 고화재를 천공

로드 외주면 주변과 교반날개의 단부 주변까지 분사시

키고 추가된 분사구와 같은 수직선상에 있는 로드의 수

직방향으로 구성된 혼합 날에 다시 보조날을 결합하여

혼합·교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

적인 분사장치의 경우 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기존의 오

거(auger)에 쉽게 탈부착 할 수 있게 하여 현장 적용성

을 확보하였다.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CFBC fly ash in Vietnam (unit: wt%)

Type of fly ash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LOI Fee-CaO

General fly ash in Korea 59.87 21.39 8.51 3.59 1.33 0.76 3.21 0.30

CFBC fly ash

in Vietnam

MK 51.81 29.23 8.04 2.37 1.05 1.76 10.55 0.17

DHB 50.74 29.82 8.19 1.58 0.88 2.59 35.20 0.03

SD 52.44 30.31 8.66 1.25 1.01 1.55 20.90 0.03

CN 23.91 10.50 11.66 28.38 2.05 20.36 38.20 2.97

Fig. 1. DCM auger bits and mixing b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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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약지반 토사

일반적인 콘크리트에서 골재의 사용량은 70% 수준으

로 골재의 품질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듯,

고화재의 경우 목표 설계강도에 따라 m3당 200 ~ 300

kg 가량이 사용되기 때문에 토사의 특성에 따라 고화재

를 사용하여 개량한 지반의 특성 또한 달라지게 마련이

다. 본 연구에서는 추후에 이루어질 현장시공시험 계획

을 고려하여 베트남 호치민 인근 지역의 연약지반을 시

험 현장으로 결정한 후 그 지반의 토질을 조사하였으며

31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Table 3에 표기된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사용된 통일분류법

(USCS,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11)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사된 토사에 자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균 모래는 14.27%, 세립토는

85.73%로 분석되었다. 액성한계(Liquid limit)는 34.90 ~

88.40%, 소성한계는 18.00 ~ 51.80% 범위에 있었으며,

고소성 무기질 실트(MH)인 샘플이 1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U.S.C.S) of fine grained soils

Major division Group Symbols Typical names

Fine grained soils 50% 

or more 

passing #200 sieve

Silts and clays 

LL 50% 

or less

ML Inorganic silts of low plasticity

CL Inorganic clays of low to medium plasticity

OL Organic silts of low plasticity

Silts and clays 

LL greater than 50%

MH Inorganic silts of high plasticity

CH Inorganic clays of high plasticity

OH Organic clays of medium of high plasticity

Table 4. Basic properties of soils on test site

No.
Passing rate (%) LL* 

(%)

PL** 

(%)
SC*** No.

Passing rate (%) LL*

(%)

PL**

(%)
SC***

#4 #200 #4 #200

1 100 88.12 50.8 38.4 MH 17 100 100.00 62.19 26.60 CH

2 100 88.21 56.31 31.83 MH 18 100 60.80 34.90 18.60 CL

3 100 91.54 56.46 32.60 MH 19 100 76.59 36.69 20.88 CL

4 100 95.69 56.21 31.70 MH 20 100 97.30 63.10 31.50 CH

5 100 81.80 55.98 31.83 MH 21 100 51.10 51.00 27.00 CH

6 100 92.13 55.72 31.83 MH 22 100 97.50 88.40 51.80 MH

7 100 94.94 56.14 31.70 MH 23 100 97.20 66.21 25.10 CH

8 100 88.69 56.80 32.33 MH 24 100 80.70 35.10 18.00 CL

9 100 88.44 56.70 31.83 MH 25 100 77.60 38.00 18.50 CL

10 100 81.40 36.47 18.60 CL 26 100 100.00 73.73 30.80 CH

11 100 84.90 41.70 20.10 CL 27 100 98.50 62.76 34.01 MH

12 100 62.80 46.19 23.10 CL 28 100 97.70 74.68 39.52 MH

13 100 67.70 41.10 18.80 CL 29 100 97.90 63.30 34.17 MH

14 100 53.00 48.94 22.60 CL 30 100 72.60 74.77 39.69 MH

15 100 99.40 61.40 31.36 MH 31 100 97.80 75.15 40.07 MH

16 100 95.60 37.40 21.31 CL avr. 100 85.73 55.30 29.23

*LL: Liquid limit, **PL: Plastic limit, ***SC: Soil classification on U.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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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배합실헙

4.1. 실험방법

고로슬래그(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이하 GGBFS)는 시멘트·콘크리트 분야에서 폭넓게 활

용되고 있는 산업부산물로서 본 실험에서는 국내 H사

에서 발생한 3종 고로슬래그를 사용하였으며, 시멘트는

국내 S사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고로슬래그를 바인더로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와 함께

수화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진 재료인 무수석

고를 함께 바인더로 사용하였으며12), 재료의 특성은

Table 5와 같다.

토사의 경우 수분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

조기에서 110oC로 24시간 이상 건조한 뒤, 시험 직전

수분을 첨가 및 혼합하여 함수비를 50%로 조절하여 사

용하였다.

실험은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준하여 공시체를 제작하고 압축 강도시험을 진행하

였다.

사용재료 중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Ordinary

potland cement)의 경우 10 wt%로 고정 사용하였으며,

다른 재료들의 배합비는 고로슬래그 분말 30 ~ 60 wt%,

무수석고 30 ~ 20 wt% 그리고 플라이애시 10 ~ 30 wt%

로 조절하였다. 또한 고화재 사용비율은 200 kg/m3,

240 kg/m3 두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전체 배합표는

Table 6과 같다.

계량된 재료는 건조 상태에서 1차 비빔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물을 추가하여 슬러리 상태로 제조하였으며

물·바인더 비율(water/binder ratio)은 0.8로 고정하였으

며, 제조된 고화재 슬러리는 함수율이 50%로 조절된

Table 5.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unit: wt%) Blaine

(cm2/g)

Density

(g/cm3)SiO2 Al2O3 Fe2O3 CaO MgO SO3

GGBFS 34.65 13.93 0.41 44.01 3.59 1.72 4,675 2.91

Cement 19.68 5.08 5.48 60.66 1.92 1.45 4,320 3.15

Gypsum 0.19 0.07 0.03 40.94 0.25 57.88 3,015 2.60

Fly ash 23.91 10.50 11.66 28.38 2.05 20.36 1,970 2.23

Table 6. Mixture design

Soil
Solidification

usage
ID

Mixing ratio by weight of binder

Density
Water

content
GGBFS Gypsum F/A Cement W/B ratio

2.63

t/m3 50%

200

kg/m3

1 30 30 30

10 0.8

2 35 35 20

3 40 40 10

4 45 15 30

5 52.5 17.5 20

6 60 20 10

240

kg/m3

7 30 30 30

8 35 35 20

9 40 40 10

10 45 15 30

11 52.5 17.5 20

12 6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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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와 다시 혼합하여 직경 5 cm, 높이 10 cm의 원통

형 플라스틱 몰드에 채워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이 후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 각 몰드를 고분자 필름으로

밀봉하여 20±3oC 온도조건에서 양생을 실시하였으며 3,

7, 14, 28일 재령에서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4.2. 배합시험 결과

재령별로 측정한 시험체의 압축강도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으며, a) 그래프는 고화재의 사용량이 200 kg/

m3일 때, b) 그래프는 고화재의 사용량이 240 kg/m3일

경우를 의미한다. 

강도측정 결과에 따라, 고화재에 고로슬래그 사용량

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재령에서 강도발현이 증가하였

으며, 고화재 사용량을 고려하여 고로슬래그, 석고, 시

멘트 량이 유사한 7번과 2번 배합, 8번과 3번 배합을

비교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플라이애시 사용량이 많은 7

번과 8번 배합이 2번 및 3번 배합보다 강도발현이 우

수하여 플라이애시가 강도형성에 기여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6번 및 11번, 12번 배합의 경우와 같이 슬래

그 사용량 증가에 따라 강도발현 폭이 커지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를 고화토 내 슬래그량으로 환산하는 경

우 120 kg/m3 가량으로 나타나, 고로슬래그의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는 점토와 고로슬래그가 혼합되는 경우 고

Fig. 2.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s of solidifications.

Fig. 3. Test field loca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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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슬래그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강도 상승폭이 선형이 아

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현장시험시공

5.1. 위치 및 지반조사

연약지반 개량 현장시공 사이트는 Fig. 3에 표기한

베트남 호치민 인근 Long An 성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공장 부지로 결정하고 시험시공부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험시공부지는 충적평야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서

쪽으로는 Vam Co Dong 강이 위치하고 있다. 지층의

구성상태와 지질의 구조상태,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와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Table 7과 같이 적갈색 점토, 검은색 연약한

유기질 점토, 모래 섞인 갈색점토, 회색 중간 점토, 단

단한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표준관입시험결과

퇴적층은 N치가 1/30 ~ 14/30으로 매우 연약에서 견고

한 연경도를 나타냈고, 모래층은 14/30 ~ 19/30으로 보

통 조밀한 상대밀도를 보였다. 또한, 지하수위의 경우

GL-2.0m 심도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2. 시공 내용

시험시공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예정인 곳으로 설계

기준강도 1.0 MPa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안전율을 고

려하여 실내 고화토 실험에서 28일강도 2 MPa를 상회

한 5번 배합을 적용하였다. 

시험시공 구간은 16.1m로서 24공×3열=72공, 1공의

지름은 800 mm, 공 당 간격은 700 mm, 공 당 깊이는

10.0m로 설정하였으며 시험시공 계획도는 Fig. 4과 같

다. CASE 1, CASE 2에 해당하는 1열과 2열의 경우

기존의 비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며, CASE 3에 해

당하는 3열의 경우 개선된 비트를 사용하여 비트사용에

따른 강도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험시공이 완료된 후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시공계

획도 상 붉은 표기가 된 지점에 지름 15 cm, 길이 2m

인 PVC pipe를 삽입하였으며, 3일 후 pipe 인발을 통

해 샘플을 채취하여 시공 후 28일이 경과하는 시점까

지 상온에서 수중양생을 실시하였다.

5.3. 시공결과

기존의 혼합 날로 구성된 오거비트(이하, 개선 전 비

트)와 고화재 토출구가 추가되고 개선된 혼합 날로 구

성된 오거비트(이하, 개선 후 비트)를 비교하여 시험시

공을 실시하였으며, Fig. 5에서와 같이 개선 후 비트를

사용한 경우에 개선 전 비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구근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인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시공 후 28일간 양생이 실시된 시험체는 2m길

Table 7. Boring investigation result of test field

Stratum type
Depth 

(GL.-m)

Thickness

(m)
Composition

SPT*

N value 

Burried layer 0.0 ~ 1.4 1.4 Silty sand with gravel -

Sedimentary layer (A) 1.4 ~ 3.0 1.6 Black clay with silt 1/30 ~ 2/30

Sedimentary layer (B) 3.0 ~ 14.8 11.8 Gray clay with gravel 2/30 ~ 14/30

Sand layer 14.8 ~ 20.0 5.2 Silty sand 14/30 ~ 19/30

*SPT: Standard Penetration Test

Fig. 4. Test execution schem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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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pipe를 먼저 3등분한 뒤 각 부의 하부로부터 지

름의 2배가 되는 길이로 다시 잘라내 강도측정용 공시

체를 제작하였으며, 이들 공시체의 일축압축강도 측정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기존의 비트를 사용한 1열, 2열 공시체의 경우 일축

압축강도가 작게는 0.39 MPa에서 크게는 2.64 MPa에

달했으며, 개선된 비트를 사용한 경우 1.03 MPa에서

1.67 MPa로 측정되었다. 이들의 표준편차는 Case 1부터

3까지 각각 1.023, 1.222, 0.322 MPa로 개선된 비트를

사용한 구간이 가장 표준편차 값이 작았으며, 강도의

평균은 1.34 MPa, 1.24 MPa, 1.37 MPa로 개선된 비트

를 사용한 구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구간의 지반

이 가장 높은 강도로 고르게 개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DCM용 다단혼합비트와 베트남 CFBC 발전소에서 발

생하는 플라이애시를 지반고화재로서 재활용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CFBC 플라이애시는 중 탈황석고를 분리

선별하지 않은 애시는 CaO 함량이 28.38%로, 2.97%

는 free-CaO 형태로 나머지는 SO3성분과 결합하여 무

수석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화재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험에 사용된 현지 연약지반 분석결과, 모래와 세

립토는 평균 14.27%, 85.73%, 액성한계는 34.90 ~

88.40%, 소성한계는 18.00 ~ 51.80% 범위로, 고소성의

무기질 실트인 샘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DCM auger bits and field test pictures.

Table 8.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of test execution specimens

Case 1 2 3

No. 1 2 3 1 2 3 1 2 3

qu (MPa) 0.58 2.50 0.93 2.64 0.69 0.39 1.41 1.67 1.03

Avr. (MPa) 1.34 1.24 1.37

SD* (MPa) 1.023 1.222 0.322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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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화토 실내 배합시험결과 고화재 사용량 200 kg/

m3, 240 kg/m3, 고화재의 시멘트사용량 10 wt% 고로슬

래그 사용량 30 ~ 60 wt%, 석고사용량 15 ~ 30 wt%,

CFBC 플라이애시 사용량 10 ~ 30 wt% 조건에서 28일

기준 1.401 ~ 3.998 MPa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설계기준강도 1.0 MPa 안전율 2.0을 고려하여 고

화토 실내 배합시험결과 2.0 MPa을 상회하는 강도를

나타낸 배합을 시험시공에 적용한 결과 Case별 1.24 ~

1.37 MPa에 해당하는 강도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5) 지반과 고화재의 균일한 혼합을 위해 개선된 다단

혼합비트를 DCM에 적용한 경우 균질한 구근을 형성하

였으며, 강도의 표준편차를 기존 비트사용 시 1.023,

1.222 MPa에서 0.322 MPa로 줄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산업부산물인 CFBC 플라이애시를 지반

고화재의 재료로 사용하여 1 내지 3 MPa 수준의 강도

를 갖는 고화재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지반과 고화재

의 균일한 혼합을 위해 개선된 비트를 사용하여 실제

고화재 시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문의 결과는 CFBC 플라이애시를 배출상태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서 약 30%에 달하는 미연탄소분

의 분리선별, 분쇄를 통한 분말도향상 등의 공정을 거

치면 보다 높은 가치로 CFBC 플라이애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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