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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density polyurethane method uses the instantaneous expansion pressure of injected material
to stabilize soft ground, allowing reinforcement, restoration, and construction to be carried out in
suboptimal ground conditions. Under normal and, even poor conditions, the method is easily applied
because the working time is very short. The method i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results have
excellent dur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density polyurethane in the ground. Initial testing of strength, direct shear, and soil environment
stability was followed by testing for permeability in order to address environmental concern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showed that the internal friction angle was about twice as high and the
adhesion was about 2.5 to 3.5 times higher than for dense and hard clay, and that the permeability factor
was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with the existing grouting method, within the range of 1.0 × 10-5.
Keywords: expansion material, foam reaction, uniaxial compression test, direct shear test, perme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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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밀도 폴리 우레탄 공법은 주입 물질의 순간 팽창압을 이용하여 연약지반의 불안정한 지반의 안정화를
위해 적용되며 내구성이 매우 탁월한 친환경 공법이다. 순간 팽창압에 의해 연약지반 보강 및 복원, 차수
공사가 가능하다. 본 주입공법의 경우 작업시간이 매우 짧고 신속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타 공법보다
접급성과 작업성이 매우 탁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폴리 우레탄이 지반 내에서 작용하는
물리 ‧ 역학적 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입재료의 강도정수 및 물성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축
압축강도시험, 직접전단시험, 토압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투수
시험 및 토양환경안정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조밀한 사질토와 단단한 점성토를 대상으로 비
교하였을 때, 내부마찰각은 약 2배, 점착력은 약 2.5~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투수계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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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5의 범위 이내를 만족하며, 기존 그라우팅 공법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투수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팽창재, 발포반응, 일축압축강도시험, 직접전단시험, 투수시험



연약지반 개량공법은 연약한 원지반 대해서 고결, 치환, 다짐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여 흙의 전단강도를 증대시켜 침하
방지, 측방변형억제 및 지반의 투수성 등을 감소 또는 억제 및 차수를 기하여 지반의 안정화를 증대시키는 공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반공학 분야에서는 연약지반 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신공법과 신소재 등 수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도심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물의 침하 및 공동구의 복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빠르고 신속한 시공성을
이용하여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반의 공동이나 도로 및 구조물의 침하 보강 및 복원 시 그라우트재를 주입하거
나 보강 대상 지역에 대해 토사를 포설하고 다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반을 교란시키며, 다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공
동 및 침하가 재발생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우레탄계 주입공법은 연약지반의 터널보강, 세굴방지 및 효율적인 굴착을 위한 붕괴 및 낙석방지, 균열 누수 부위
보강, 공동충진 등에 주로 사용되었고 통상 용수 개소에 대해서는 우레탄을 주입하면 우레탄의 약액 온도가 저하하고 또
한 발포 시 발열이 흡수되어 Rise-time이 길어지는 등 제한적인 현장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우레탄계 주입공법의
제한적인 현장 적용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고밀도 급속 팽창재의 물성시험과 역학적 시험을 통해 본 연구는 연약지반에서
의 공동 및 침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우레탄 주입공법을 활용한 고밀도 급속 팽창재를 이용하여 연약지반의
개량 및 침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고밀도 급속 팽창재를 이용한 주입공법은 발포와 동시에 순간 팽창압을 통하여 주
입재료의 고결 및 부피를 증가시키는 공법으로써 구조물 축조 시 지반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축조된 침하구조물의 복
원 및 지반의 투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고밀도 급속 팽창 그라우팅 공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실험을 통하여 고밀도 급속 팽창재의 물리 ‧ 역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순수한
주입재만의 호모겔 일축압축강도와 직접전단시험을 통하여 흙의 강도정수 값인  ,  를 산정하였고, 주입반경과 그 단위
중량을 확인하고자 확산반경시험과 단위용적중량 시험을 수행하였다. 주입 후의 주입재의 팽창재의 압밀상태와 지지력
에 대한 안정성을 위하여 토압계 설치를 통한 토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있는 약액주입 공법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수 주입재의 토양환경안정성시험을 수행하였다.

 
고분자계 우레탄 주입공법은 1990년 초에 국내에 보급되었으며 당시 국내에 보급된 우레탄 자재는 대부분 일본에서 생
산된 자재에 기준을 두고 공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국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우레탄계 약액주입에 대한 연구가 시
작되었다.
국내 우레탄 주입공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Kim et al.(1995)이 암반 주입용 우레탄계 약액의 온도와 점성과에 관계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겔 타임이 상승되고 토압이 증가됨에 따라 발포율
은 선형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hae and Lee(1996)는 고분자계 우레탄 주입공법에 대한 지반보강 효과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상용화되지 않은 우레탄 공법에 대한 재료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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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 et al.(1997)은 Soil Nailing System의 보조공법으로 폴리우레탄 주입공법을 적용하였고 적용된 주입재의 보강효
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험 및 계측을 하였다. 그 결과 적용된 주입재가 네일의 인발력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고
지반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다. Hwang et al.(2015)은 수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도로 파손에 대한 잠재적인
안정성과 주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구성이 증진된 응급 보수재를 개발하고 기존 보수재와 비교 평가하였다. Shin and
Cha(2008)는 기존 침하 복원을 위한 급속 팽창재료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반복하중을 받는 철도 노반 보수용 급속 팽창재
료의 거동 분석을 모색하였고, Lee and Shin(2009)은 고밀도 급속 팽창을 이용하여 반복 하중에 의한 변형특성과 진동 저
감 효과를 분석하고 철도 및 지하철에서 기초침하 복원성을 평가하였다.
Jung et al.(2010)은 발포우레탄 패커의 특성을 이용하여 쏘일네일링 공법을 적용한 사면 및 흙막이 벽체 시공사례를 분
석하였다. Shin et al.(2011)은 침하한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를 복원, 보강하는 공법 중 하나인 우레탄계열 재료를 사용하
는 공법의 복원 메커니즘을 고밀도 급속 팽창성 물질을 실내형 모형 토조와 조성된 지반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우레탄 주입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는데, Lim et al.(2013)은 팽창성 주입재를 이용한 팽이말뚝기초
보강 사례를 분석하였고, Han et al.(2011)은 석조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우레탄을 메움제로써 사용하였고, Hwang et
al.(2013)은 발포 우레탄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포트 홀 방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우레탄 공법을 이용한 도로 함몰 및 지반공동의 긴급복구를 위한 무기질계 혼화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Jung et al.(2017)은 수용성 폴리머 파우치 내부에 충진 재료인 시멘트와 잔골재 및 혼화재를 혼합하여 지반공동을 충
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양생 온도에 따른 압축강도 및 팽창률 시험과 투수시험을 수행하였다.
Han et al.(2017)은 긴급복구 재료의 팽창 및 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발포제와 촉진제의 배합비에 따른
강도 분석 및 팽창재료의 소요 주입시간, 팽창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an et al.(2018)은 지반공동 충진을 위한 발
포성 경량 그라우트재에 대하여 기본 역학적 실험을 통하여 공동 충진의 적합성과 공학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Lee
et al.(2018a)은 석고를 활용한 지반 함몰 발생 시 긴급 복구공법에 사용될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뒤 채움재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시멘트의 비율이 4% 이상일 경우 재굴착이 가능한 장기강도보다 크게 측정되어 긴급복구 목적에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Lee et al.(2018b)은 우레탄계 팽창성 재료가 이완 영역을 가진 지반에서 팽창될 경우 이완 정도에 따른 주변 지반의 다
짐 효과 및 거동을 파악하였다. Ro and Kim(2020)은 개발한 우레탄계 팽창재료를 이용한 공법으로 지하공동 복구현장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크릴 토조를 이용한 실내실험과 수치해석을 토대로 현장 실험을 진행하여 공법의 현장 적용성
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팽창재를 이용한 지하공동 복구 공법은 현장 적용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연약지반에서 우레탄 공법을 활용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특히 건축물
축조를 위해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연구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은 건축물
축조를 위한연약지반 보강 시 고밀도 급속 팽창재의 주입공법의 현장 적용 시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질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건물에 대한 우레텍 지반강화 공법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초기에는 유럽에서 개발되고 특
허를 얻은 우레텍 공법에 대하여 이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레텍 공법이 공학적인 검증
을 거치지 않은 공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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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오늘날에는 엔지니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각양각색
의 조건 아래에서 수많은 시험을 거치며 우레텍 공법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수많은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기
술적으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파도바대학과 함께 연구를 거듭해왔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기법과 물질 그 자
체의 개선에 주력해 왔다. 신속한 작업과 수많은 시공실적과 결과를 통해 현장 공법개선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것은 우레텍 물질 Geoplus로써 특별히 지반강화용으로 개발 연구되었으며 우레텍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재료, 시공방법에 따라 암반고결공법, 급 경화공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법은 터널의 보강, 여굴 방지 및 효율적인 굴착을 위한 붕락방지, 갱구보강, 균열부지반의 봉합, 공동충전 등에
주로 이용된다.


약액주입공법은 고밀도 폴리우레탄 물질의 순간 팽창압을 이용하여 연약지반의 불안정한 지반의 안정화를 위해 적용
되며 내구성이 매우 탁월한 친환경 공법이다. 약액주입공법의 주입물질은 순간 팽창압에 의해 연약지반 보강 및 복원, 차
수공사가 가능하다. 작업시간이 매우 짧고 신속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타 공법보다 접근성과 작업성이 매우 탁월하고 침
하구조물의 지반보강 및 복원은 주입물질이 지중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하여 순간 복원된다.
약액주입공법의 주입 물질은 연약지반의 흙 속에 존재하는 물과 공극을 밀어내고 채움과 동시에 사질토는 값을, 점성토
는 값을 동시에 증대시켜 흙의 지지력을 순간 증강 시킨다. 주입물질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연약지반인 점성토층 또는
사질토층에 물질주입과 동시에 순간 팽창압에 의해 느슨한 지반이 압밀강화 되면서 차수가 가능하므로 대상지반에 대해
서 불투수층 시공이 가능하다.
고밀도 폴리우레탄의 공학적인 특성으로는 레진 폼으로 구성된 지반 강화 공법임을 의미하고, 팽창재의 단위중량은
50~70 kg/m3이며 투수계수는 1.0 × 10-8 cm/sec로 LW그라우트재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지지력에 대
한 특성에서 주입물질의 부피팽창은 초기 물질주입량 대비 20~30배 이상 조절이 가능하고, 일축압축강도는 지반내의 흙
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교반된 원지반에 대하여 밀도 조절이 가능하다. 흙의 전단강도는 물질의 밀도와 주입량 그리고
재하중인 지중응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크롬, 구리, 수은, 납 등을 포함한 9가지 항목의 기준
치에 대하여 안정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약지반의 점토나 실트와 같은 미세립 입자의 간극이 큰 유기질토와 느슨한 사질토, 그리고 지하수위가 높
은 지층을 대상으로 흙의 전단강도 증대, 투수성 문제에 대한 차수효과, 연직하중으로 인한 전단응력에 대한 흙의 측방거
동에 대한 억제 효과 등, 기초지반의 공학적 문제점 등을 개선(개량)하는데 필요한 약액주입공법 중에 고분자계의 고밀도
폴리우레탄 주입 재료에 대해서 역학실험을 실시하여 주입 재료의 각종 실험 결과를 토대로 토질 정수 값을 적용하여 축
조 될 얕은기초 지반의 토질에 대한 안정성 검토(허용지내력, 허용침하량 등)를 통해 중 ‧ 저층 구조물의 얕은기초 지반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시공성 등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개량공법 설계에 필요한 정량적인 기초 설계 자료를 정
립하고 현장 적용 실험에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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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팽창재의 일축압축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흙시료를 혼합하지 않은 순수한 Homogel 만의 일축압축강
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예열온도 및 발포 후 결화시간에 따른 Homogel의 일축압축강도를 확인하고 주입재료의 최
적의 배합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주입재의 배합비는 주재(A액)인 폴리우레탄과 경화재(B액)인 이소시아네이트를 중량대
비 45:55% (1.00:1.22)로 배합하였다.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입할 두 물질의 교반기 예열온도를 30, 35, 40°C로 설정하였고, 경화시간 또한 세
구간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일축압축시험용 공시체를 3 Case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공시체는 KS F 2403의 기준에 따라
1 mm/min의 변위제어 방식을 사용하였다.
Table 1은 고밀도 급속팽창재의 기본 배합비를 나타낸 것이고, Fig. 1은 팽창재의 발포 후 경화과정 및 일축압축강도시
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Classification

Specification and product name

Unit

Quantity

Ratio

Injection material

210 kg/Polyurethane

Drum

1

45% (1.00)

250 kg/Isocyanate

Drum

1

55% (1.22)

Cur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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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전단시험은 공시체에 여러 가지 크기의 수직 응력을 주어 전단응력을 가해서 어느 정해진 면에서 전단파괴를 발생
시켜, 그때의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에 관한 Coulomb방정식에 의해서 흙의 점착력(  )과 내부마찰각(  )을 구하고, 필요에
따라 전단시험 중에 생기는 체적과 형태의 변화를 측정하여 흙의 강도정수를 구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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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은 배수조건과 간극수압을 측정할 수 없으나, 주입재의 경우 지반에 주입 시 수압파쇄를 일으켜 그 투수계수가
아주 미소하기에 본 시험방법을 적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공시체는 일축압축강도시험과 동일하게 구간별 예열온도를 설정하였고, 경화시간에 따라 팽창재를 경
화시킨 후에 5 cm (D) × 2 cm (H) 규격으로 Coring하여 전단 상자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방법은 KS F 2343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세 구간의 전단응력을 가하였으며 주입 전 Homogel 시료의 강도정수인
점착력(  )과 내부마찰각(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2는 팽창재의 직접전단시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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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투수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실내시험 중 수위를 주는 방법에 따라 정
수위 투수시험과 변수위 투수시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수위 투수시험은 사질토에, 변수위 투수시험은 점성토에 적용
된다.기존 LW그라우팅 공법의 경우 주입재를 주입하여도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어 정수위 투수시험을 적용하였으나, 주
입재의 경우 주입과 동시에 지반을 밀어냄과 동시에 간극을 채움으로써 그 간극이 미소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수위 투수시
험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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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준은 KS F 2322의 변수위 투수시험을 수행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투수시험용 공시체는 100 cm (D) × 150 cm
(H) 규격으로 성형하여 유출되는 물의 양 Q와 측정시간 t를 통하여 투수계수를 확인하였다. 약액으로 사용되는 주입재가
원지반에 주입되고 입자와의 부착을 통해 수평저항력 및 지반의 강도증가와 차수를 확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Fig. 3은 주입재의 투수시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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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물질에 대한 교반기의 예열온도, 경화시간, 일축압축강도시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현장 주입 시 연약지반의 특성에
따른 확산반경 및 팽창재의 형상을 확인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지반조건은 사질토, 점성토의 두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여 약액을 주입하였으며, 주입물질의 예열온도는 35°C, 주입압
은 6.90 MPa, 10.33 MPa이고 주입량은 10 kg, 15 kg를 주입하였다. 주입 깊이(개량)는 3 m로 하였으며, 주입 후 지중에서
1시간 경화 후의 시료를 채취하여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4는 사질토와 점성토의 지반조건에 따른 주입량과 주입압에 따른 지중에서의 확산반경시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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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용적중량시험은 원지반의 단위용적중량보다 가중되어 지반보강 후 주입재로 인한 단위용적중량의 증가로 인하여
2차 압밀침하의 원인을 줄여 지반이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시험이다.
본 실험을 통하여 팽창재의 주입 후 보강된 지반의 단위용적중량이 얼마나 증감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험의
대상 지반은 현장 적용시험 토질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기본 물성실험인 밀도, 함수비, 공극비에 대한 특성을
확인한 후 사질토와 점성토에 대해서 단위용적중량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인 KS F 2505 규정에 따
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사질토와 점성토의 단위용적중량시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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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압시험은 지반의 응력-변위(침하량)에 대해서 토압을 계측하여 구조물의 기초지반의 압밀상태와 지지력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시험에 사용하는 토질은 사질토를 사용하였다.
주입량은 5 kg, 10 kg 물질 주입 깊이는 지표에서 1 m, 토압측정 깊이는 상, 중, 하 3단으로 하였고, 계측기 시험판(600 ×
600) 간격은 20 cm로 하였으며, 계측기와 계측기 간격은 세 구간으로 나누어 상부는 25 cm, 중앙은 30 cm, 하부는 60 cm
간격으로 4개소에 총 12개의 계측기를 설치하였다. 하중은 50, 100, 200, 300 kg을 재하하여 물질 주입 전 ‧ 후의 대상 지반
의 응력-변위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Table 2는 토압계 설치 위치와 간격을 나타낸 것이고, Fig. 6은 토압측정을 위한 시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Classification

Earth pressure
gauge



    

Design quantity
(EA)

Installation quantity
(EA)

Installation
location

Interval
(cm)

4

4

The ground floor
(lower)

25

4

4

Second floor
(central)

30

4

4

Third floor
(upper)

60

Notes

92 ∙ 최준영ㆍ김대현

         

#       '(

#         )*

#       + ,*

 -



    (*.

-



   )**.

 /       

 #       

 #  

 

 

   

   

45678394:;5$%<
최근 약액주입공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계의 그라우팅 재료에 대한 지반오염에 대하여 그라우팅 주변
수질기준이 pH 8.6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발암물질인 이 용출되어 오염문제에 대한 규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주입재인 고밀도 급속 팽창재에 대한 오염물질의 함량을 조사하여 환경적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입재가 토양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
5항, 개정 2018.11.27.)에 따라 각 위해 물질에 따른 함량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시료는 2~3 mm 규격의 분말
시료를 채취하여 모래, 점토와 혼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표 3.4와 같이 대상지반은 학교용지이므로 기준에 따
라 1지역 기준에 의한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Table 3은 환경성 평가를 위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    

Substance

Experiment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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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1

Area 2

Area 3



4

10

60



150

500

2,000



25

50

200



4

10

20

200

400

700

5

15

40



300

600

2,000



100

200

500

400

400

800

2

2

120

10

10

30



Atomic absorbance photometry







Cyan

Absorbance luminosity

Organophosphorus compound
PCT

1

4

12

phenol

4

4

20

benzene

1

1

3

50

50

340

Ethylbenzene

Ggas chromatograph

xylene

15

15

45

TPH

500

800

2,000

TCE

8

8

40

PCE

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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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재의 일축압축강도 평가는 Homogel 시료와 Sandgel 시료 실험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Homogel은 팽창재의 일축
압축강도를 말하고, Sandgel은 팽창재와 시료가 섞인 일축압축강도를 말한다. 본 실험은 Homogel 시료의 일축압축강도
시험이다.
Fig. 7a는 주입재의 예열온도에 따른 경화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3회 시험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실험결과
경화시간의 경우 평균값이 30°C일 때 16분, 35°C일 때 5분, 40°C일 때 8분으로 35°C일 때의 경화 시간이 가장 빠르게 측
정되었다.
Fig. 7b, 7c는 주입재의 예열온도와 경화 시간에 따른 호모겔의 일축압축강도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예열온도가 30°C일 때 호모겔의 일축압축강도는 평균 9.6 MPa, 예열온도가 35°C일 때 일축압축강도는 평
균 12.2 MPa, 예열온도가 40°C일 때 호모겔의 일축압축강도는 평균 11.0 MPa로 측정되었다.
교반기의 예열온도 35°C일 때 평균 경화시간 5분 일축압축강도 평균값 12.2 MPa로 최적의 조건을 얻었다. 경화시간과
마찬가지로 교반기의 예열온도가 35°C일 때 최적의 12.2 MPa 강도 값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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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흙의 전단강도 시험에서 조밀한 사질토의 경우 내부마찰각은 30~35°, 점착력은 30 kN/m2 이하이고 단단한
점성토의 경우 내부마찰각은 20~25°, 점착력은 약 50 kN/m2이다.
Fig. 8과 Table 4는 팽창재의 직접전단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여 3회 측정한 실험결과이다. 팽창재의 직접전단시험결
과 내부마찰각은 평균 57°로 확인되었고, 점착력은 평균 120 kN/m2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밀한 사질토와 단단한 점성토
대비 내부마찰각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점착력은 2.5~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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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o. 1

No. 2
2

No. 3
2

Cohesive (  )

120.2 kN/m

120.3 kN/m

121.1 kN/m2

Internal friction angle (  )

57.3°

57.1°

57.8°

*+$%>?
다층지반 내의 응력과 침하
선행연구에서 Chae et al.(1999)과 Lee(2010)는 미세립 시멘트, 마이크로 시멘트를 이용한 투수시험을 시험한 결과 각
각 5.0 × 10-5 cm/sec, 8.0 × 10-5 cm/sec으로 확인되었다.
Fig. 9는 본 연구의 투수시험 결과와 기존 시멘트 그라우팅과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투수시험결과, 팽창재의 투수계
수는 1.0 × 10-7 cm/sec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기존 성행연구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투수시험 식은


    log 
    


여기서,  : 시편의 길이(cm)
 : 스탠파이프의 단면적(cm2)
 : 공시체 면적(cm2)
 ,  : 초기시간, 종료시간(sec)
 ,  :  일 때의 수위,  일 때의 수위(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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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각 지반조건에서 주입압에 따른 확산반경을 나타낸 것이고, Tables 5는 사질토와 점성토에서 주입압과 주입
량에 따른 팽창재의 확산반경을 나타낸 것이다.

          

 !       

        

Injection volume (kg)
10
Sand
15
10
Clay
15

Injection pressure (Pa)

Diffusion radius (m)

6.90

1.15

10.33

1.30

6.90

1.30

10.33

1.40

6.90

1.25

10.33

1.40

6.90

1.40

10.33

1.47

사질토의 경우, 주입압력 6.90 Pa, 주입량 10 kg, 15 kg일 때 주입 물질의 경화된 상태의 확산반경은 2회 측정 평균
1.0~1.3 m, 1.1~1.5 m로 확인되었고, 주입압력 10.33 Pa, 주입량 10 kg, 15 kg일 때 주입 물질의 경화된 상태의 확산반경
2회 측정 평균 1.15~1.3 m, 1.3~1.4 m로 확인되었다.
점성토의 경우, 주입압력 6.90 Pa, 주입량 10 kg, 15 kg일 때 주입물질의 경화된 상태의 확산반경은 2회 측정 평균
1.0~1.5 m, 1.2~1.6 m로 확인되었고, 주입압력 10.33 Pa, 주입량 10 kg, 15 kg일 때 주입 물질의 경화된 상태의 확산반경
2회 측정 평균 1.25~1.4 m, 1.4~1.475 m로 확인되었다.

)/0 12$%>?
사질토의 경우, 물질 주입 전 단위용적 중량이 1.550 g/cm3이고 10 kg을 주입 후 주입된 물질과 시료를 포함한 단위용적
중량 시험 결과는 1.387 g/cm3로 확인되었다. 점성토의 경우, 물질 주입 전 단위용적중량이 1.853 g/cm3일 때 주입량 10
kg을 주입 후 주입된 물질과 시료를 포함한 단위용적중량 시험결과는 1.445 g/cm3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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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과 같이 단위용적중량이 사질토인 경우 10.5%, 점성토일 경우 22.0% 정도 감소하였다. 주입물질의 단위용적중
량이 원지반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 연약지반 보강 후 장.단기 2차 압밀침하가 발생하지만, 기존의 원지반보다 단위용적중
량이 적고 단단한 물질의 개량재료로 보강되었다면 지반보강 후 주입물질로 인한 2차 압밀침하 억제 효과는 크며, 연약지
반의 안정성 검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6은 팽창재의 주입량에 따른 단위용적중량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6      

Classification

Sand
Clay

Density
(g/cm3)
2.56
2.58
2.65
1.24

         

Void ratio
(%)

Water content
by weight
(%)

Injection
volume
(kg)

Unit volume
weight before
injection
(g/cm3)

Unit volume
weight after
injection
(g/cm3)

Notes

54.7

10.9

10

1.550

1.387

-10.5%

2.767

35.3

10

1.853

1.445

-22.0%

Fig. 11은 사질토와 점성토 지반의 팽창재 주입 전 ‧ 후의 단위용적중량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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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토압계 위치별 토압 변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계측 결과, 하부층에서는 Fig. 12a와 같이 주입량 10 kg 주입
전, 후 50, 100, 200, 300 kg 재하하중에 대하여 토압시험 결과 변위가 각각 8.5, 10, 13, 10.2% 감소하였다.
Fig. 12b와 같이 중심층에서는 주입량 10 kg 주입 전, 후 50, 100, 200, 300 kg 재하하중에 대하여 토압시험 결과 변위가
각각 6.5, 5.3, 9.7, 8.7% 감소하였다.
Fig. 12c와 같이 상부층에서는 주입량 10 kg 주입 전, 후 50, 100, 200, 300 kg 재하하중에 대하여 토압시험 결과 변위가
각각 3.3, 3.7, 3.3, 3.4%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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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토압에 대한 변위로 미루어 보아 주입물질이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지지력이 증대되었다
는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주입물질의 순간 팽창압에 의해 느슨한 토질이 압축강화 되면서 지지력 증대가 이루어진 것으
로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7은 주입재의 주입 후 각 층별 토압의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

  

Installation
location

Interval
(cm)

The ground floor
(lower)

25

Second floor
(central)

30

Third floor
(upper)

60



    

       

 

Injection volume (10 kg)

Load
(kg)

Before injection (t/m )

After injection (t/m )

Increasing and
decreasing rate (%)

50
100
200
300
50
100
200
300
50
100
200
300

0.631
0.756
0.985
1.106
1.141
1.228
1.264
1.425
1.160
1.135
1.143
1.197

0.577
0.687
0.857
0.994
1.067
1.163
1.142
1.301
1.122
1.092
1.106
1.156

-8.5
-10
-13
-10.2
-6.5
-5.3
-9.7
-8.7
-3.3
-3.7
-3.3
-3.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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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안정성시험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고 학교용지 기준인 1지역 기준
에 대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3과 같이 주입재료는 함량이 모두 기준치 이내이고 그 이외에 항목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8은 토양환경안정성시험 결과로 각 항목에 따른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     45.

Classification











 







Criteria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Content

0.018

0.731

0.392

0.0109

0.8

0

18.4

6.15

68


본 연구에서는 실내실험을 고밀도 급속 팽창재의 물리 ‧ 역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순수한 주입재만의 호모겔 일축압
축강도와 직접전단시험을 통하여 흙의 강도정수 값을 산정하였고, 주입반경과 그 단위중량을 확인하고자 확산반경시험
과 단위용적중량 시험을 수행하였다. 주입 후의 주입재의 변위와 환경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토조와 토압계를
이용하여 각 층별 변위를 측정하였고, 토양환경안정성시험을 수행하였다.
(1) 고밀도 급속 팽창재의 Homogel에 대한 물성시험과 역학적 시험 결과, 예열온도 35°C일 때 경화시간은 5분으로 가
장 빠르게 측정되었고, 일축압축강도는 평균 12.2 MPa로 나타났다. 직접전단시험 결과, 강도정수인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은 평균 57°, 평균 120 kN/m2로 나타났다. 조밀한 사질토와 단단한 점성토를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때, 내부
마찰각은 약 2배, 점착력은 약 2.5~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팽창재의 순간 발포반응으로 인해 주
입재료의 순간 고결 및 부피가 증가하면서 강도가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투수시험 및 토양환경 안정성시험 결과, 팽창재의 투수계수는 1.0 × 10-7로 이는 차수 조건인 1.0 × 10-5의 범위 이내
를 만족하며, 기존 그라우팅 공법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투수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밀도 급속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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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가 물과 반응하지 않는 불투수성이라는 점과 동시에 지반 내에 주입되면서 순간 팽창압에 의한 느슨한 지반이
압밀강화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 한토양환경 안정성시험에서는 환경오염우려기준에 부합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토압시험 결과, 상부층의 경우 최대 3.4%, 하부층의 경우 최대 10.2%로 변위가 감소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주입
물질이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지지력이 증대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입물질
의 순간 팽창압에 의해 느슨한 토질이 압축강화 되면서 지지력 증대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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