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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density rapid expansion material is a method that increases the solid volume of injection materials 

due to hydration and foam reactions at the same time as spraying. It is an effective method for securing 

ground stability, restoring subsidence, and loading during construction of structures. In this regard, 

through the mechanical experiments of injection materials, the stability of the foundation ground of the 

structure and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endurance using site construct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unit weight of soil decreased by 10.5% after injection of the filling 

material, and the allowable support for the structure was deemed safe, and the subsidence by each 

section after ground improvement was determined to be safe at 2.28, 1.55 and 0.46 cm, respectively, 

with an acceptable subsidence of less than 5 cm. After the field test, five inclinometers were installed 

on the top floor of the target building to measure the displacement of the X and Y axes.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no displacement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inequality or subsidence cracks of the 

structure was measured for about 16 months (509 days) after construction. This can be judged to be a 

sufficient increase in the stability of the ground after the injection of rapid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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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밀도 급속 팽창재는 주입과 동시에 화학반응으로 인한 순간 발포반응이 생겨 주입재료의 고결부피를 증

가시키는 공법으로써 구조물 축조 시 지반의 안정성 확보, 침하 구조물복원 및 차수에 효과적인 공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입재료의 역학적 실험을 통하여 구조물 기초지반의 안정성 평가와 현장시

공을 이용한 지내력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사질토 지반의 경우 주입재의 주입 후 약 10.5% 

정도 흙의 단위 중량이 감소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조물에 대한 허용지지력 모두 안전하다고 판단되

었고 지반개량 후 각 단면별 침하량은 허용 침하량 5 cm 이내인 2.28, 1.55, 0.46 cm로써 안전하다고 판

단되었다. 현장 실험 후 대상 건축물의 최상층에 5개의 경사계를 설치하여 X, Y축에 대한 변위를 측정하

였다. 계측결과, 시공 후 약 16개월(509일)동안 구조물의 부등침하 또는 침하균열 현상과 관련된 변위는 

측정되지 않았다. 이는 급속 팽창재의 주입 후 지반의 안정성이 충분히 증대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팽창재, 발포반응, 허용 지지력, 허용 침하량, 압밀, 연약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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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팅공법은 토목분야에서 주로 불안정한 사면의 보강이 목적이나 매립지역, 제방　또는 댐 등의 차수를 필요로 하

는 곳, 구조물의 보수 ‧ 보강, 연약지반 보강의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지하철, 도로 및 공항, 단지조성, 고속철도, 

항만, 발전소 등 수많은 대규모 국가 산업시설물 건설공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우레탄 주입공법은 발포와 동시에 발

포반응을 통하여 주입재료의 고결부피를 증가시키는 공법으로써 구조물 축조 시 지반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의 

축조된 침하 구조물의 복원 및 지반의 투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그라우팅 공법이다.

도심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물의 침하 및 공동구의 복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급속 시공성을 이용하여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반의 공동이나 도로 및 구조물의 침하 보강 시 그라우트재를 주입하거나 보강 대상지역

에 대해 토사를 포설하고 다짐을 반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허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라우팅에 비해 지반을 교란시

키고 다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공동 및 침하가 재 발생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 위에 축조된 중 ‧ 저층의 구조물의 얕은기초 지반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입재료의 역학적 실험

과 주입 후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구조물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산정하여 현장시공을 통한 지

지력 증대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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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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1996)은 고분자계 우레탄 주입공법에 대한 지반보강 효과에 대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상용화되지 않은 우레탄 공법에 대한 재료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Cheon et al.(1997)은 Soil Nailing System의 보조공법으로 폴리우레탄 주입공법을 적용하였고 적용된 주입재의 보강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험 및 계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용된 주입재가 네일의 인발력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

시키고 지반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다. Jeong et al.(2010)은 발포우레탄 패커의 특성을 이용하여 쏘일네일링 

공법을 적용한 사면 및 흙막이 벽체 시공사례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산업부산물 및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대체 재료로 치환한 유동성 채움재에 대한 연구, 유동성 채움재의 

탄성파 및 전자기파 특성과 일축압축강도의 관계로부터 양생시간에 따른 유동성 채움재의 강도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Yu et al., 2016; Kim et al., 2016, 2017; Han et al., 2018).

최근에는 우레탄 공법을 이용한 도로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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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급복구 재료의 팽창 및 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발포제와 촉진제의 배합비에 따른 강도 분석 및 팽창재료

의 소요 주입시간, 팽창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an et al.(2018)은 지반공동 충진을 위한 발포성 경량 그라우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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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기본 역학적 실험을 통하여 공동 충진의 적합성과 공학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Lee et al.(2018)은 석고를 

활용한 지반 함몰 발생 시 긴급 복구공법에 사용될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뒤채움재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시멘트

의 비율이 4% 이상일 경우 재 굴착이 가능한 장기강도보다 크게 측정되어 긴급복구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	

��������

우레탄계 약액은 주재료인인 Urethane Polymer의 이소시아네트기와 지중의 물이 결합되어 우레탄수지가 물속에서 결

합된다. 또한 수화반응과 종시에 발포반응이 생겨 고결부피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지반 중에 구속된 경우 현저하게 

강도가 증가한다. 우레탄계 약액에는 비수용성과 수용성 등 2가지 형이 있으며 수용성은 친수성으로서 물에 용해되는 성

질이 있고 다른 첨가제를 조합함으로서 사전에 겔화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다. 한편, 비수용성은 배합 시에 물을 포함하지 

않는 주제 및 첨가제로 되어 있어서 지중의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변화에 따라 겔화시간이 변동되는 성질이 있

다. 2액 성분의 발포 성능을 갖는 우레탄계 약액을 개량이 필요한 지반의 한정된 범위에 압입볼트를 사용하여 1.5 Shot 방

식으로 주입하여 지반의 강도증대 및 차수 효과 증개를 목적으로 하는 지반고결공법이다.

본 연구는 사용재료, 시공방법에 따라 암반고결공법, 급 경화공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법은 터널의 보

강, 여굴 방지 및 효율적인 굴착을 위한 붕락방지, 갱구보강, 균열부지반의 봉합, 공동충전 등에 주로 이용된다.

���������������

고밀도 팽창성 폴리머 재질의 주입재를 지반의 공극 속으로 침투시키는 것이다. 이 주입 공법은 경량의 우레탄 물질이 

느슨한 지반의 공극을 채우면서 지반의 지지력을 약 50배 이상 증가시킨다. 주입된 우레탄 물질은 시간이 경과 하면서 순

간 팽창(약 20~30배까지 팽창)이 일어나면서 주변 지반에 50~2,500 t/m2의 팽창력이 작용하여 구조물을 밀어 올린다. 일

반적으로 구조물 바닥 슬래브의 경우 지지 기반이 하중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조물 바닥에 대한 고밀도 급

속 팽창 우레탄 계열 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은 바닥 하부 공동에 우레탄 물질이 충진과 동시에 발생한 팽창압에 의해 바닥 

하부지면을 압밀 강화시킨다(Shin and Cha, 2008).

고밀도 급속 팽창성 물질은 지반에 존재하는 간극 사이로 주입된다. 이때 느슨해진 지반은 주입된 고밀도 급속 팽창성 

물질과 결합하여 팽창하면서 흙 입자 사이에 압축응력을 받아 지반이 강화된다.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보강 대상 

지반에 다수의 주입구를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한 후 직경 15.6 mm 주입용 동 파이프를 설계 심도까지 삽입한 후, 고밀도 

급속 팽창성 물질의 저장 탱크 및 공기 압축기에 연결된 주입 장치에 구비된 노즐을 미리 삽입한 주입공에 연결하고 환경

에 무해한 고밀도 급속 팽창성 물질을 0.3~0.5 MPa의 압력으로 순차 중 ‧ 저압 주입된다(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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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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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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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지반은 ○○고등학교에 위치하여 있으며, 주상도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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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대상지반의 표준관입시험 결과이다.

�	
����������������������������

Depth

Classification
0~1.0 m 1.0~2.5 m 2.5~4.0 m

NX-1 1/30 2/30 10/30

BX-3 1/30 1/30   3/30

BX-5 1/30 3/30

%&%'

연약지반의 기초보강을 위하여 재료의 역학적 시험을 통한 토질 정수 값을 선정하였다. 축조될 구조물의 기초지반의 안

정성 검토를 위한 일축압축강도시험, 전단강도시험, 단위용적 질량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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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축압축시험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1:2 비인 10~20 cm 크기에 KS M 3808시험 방법규정에 의해 3개의 공시체를 제작

하였다. 재료의 밀도는 70 kg/m3로 하였다. 시험결과 일축압축강도는 = 121 kPa, 129 kPa, 125 kPa로 평균값 125 kPa로 

확인되었다.

전단강도시험

전단강도시험은 KS F 2343 규정에 의해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였고 시험재료의 밀도는 70 kg/m3로 하였다. 시험결과 

점착력은 = 120.2, 120.9, 121.1 kPa로 평균 120.7 kPa로 확인되었고, 내부마찰각 ∅ = 57.3°, 57.1°, 57.8° 로 평균 57.4°

로 확인되었다.

단위용적 질량시험

단위용적 질량시험은 현장적용시험 대상 토질을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시험방법 KS F 2505 규정에 의해 시료를 채취

하여 실시하였다. 채취한 토질은 사질토로 건조밀도는 2.56 g/cm3, 공극비 54.7(%), 단위용적질량 1.550 g/cm3로 조사되

었다. 실험 대상지반에 고밀도 급속 팽창재를 10 kg 주입 후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단위용적질량은 1.387 g/cm3로 

조사되어, 주입 전 사질토 지반의 단위용적 질량에 비해 10.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험은 약액주입공법

에 사용되는 고밀도 급속 팽창재의 주입약액으로 인하여, 본 지반의 단위용적 질량보다 가중되어 지반 보강 후 주입재로 

인한 단위용적질량 증가로 인하여 2차 압밀침하의 원인을 줄여 지반이 안정화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험이다.

()*'

구조물 기초지반 보강 대상 지반과 동일한 실험 대상 위치를 선정하여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실험을 실시하였고, 설계상

의 독립기초 단면 3.6 m × 3.6 m × 0.9 m의 토조 실험체를 Fig. 2와 같이 제작하였다. 토조에는 기초지반과 동일한 토질과 

설계허용지지력 20.21 t/m3의 재 하중을 적용하여 시공 전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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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량 산정

주입량 산정은 점토질의 모래로 구성된 대체로 느슨한 상태의 주입량은 공극비와 충진율을 근거로 독립기초 규격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지층은 매립토＋붕적토로 점토질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느슨한 상태이다. 주입 물질량

은 식 (1), (2)와 같이 산정한다.

   ×  (1)

여기서, 는 주입량, 는 주입대상 체적, 는 주입율이다.

   ×  ×  ×    (2)

여기서, 은 약액주입량, 는 간극율(%), 는 충진율(%), 는 손율(5%)이다.

약액주입량 은 1 m2당 30 kg이고, 간극율 는 사질토 지반 치 30 미만 일 경우 45%, 층진율 는 사질토 지반 N치 30 미만 

일 경우 80%이다.

기초 폭 단면 B*L = 6.0*3.8 m인 경우 주입반경을 1.5 m로 추정하고 주입 깊이가 3 m일 때, 주입체적은 5.29 m3이고 주

입량은 60 kg이 된다. 독립기초가 2개소이므로 120 kg을 주입하였다.

기초 폭 단면 B*L = 4.4*4.4 m인 경우 주입반경을 1.8 m로 추정하고 주입 깊이가 3 m일 때, 주입체적은 7.63 m3이고 주

입량은 86 kg이 된다.

기초 폭 단면 B*L = 3.6*3.6 m인 경우 주입반경을 1.7 m로 추정하고 주입 깊이가 3 m일 때, 주입체적은 6.81 m3이고 주

입량은 77 kg이 된다.

평판재하시험

구조물 기초지반의 지내력 보강 실험은 대상 지반에 대해서 독립기초 지반까지 터파기 후 평탄 다짐 작업을 하고, 시공 

전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 후 토조를 제작 설치하였다. 토조 제작 후 흙을 채우고 2개소의 주입구를 천공한 후 

고밀도 급속 팽창재를 주입하여 1시간 경과 후 시험 토조를 해체하였다. 해체된 실험 토조 위치에서 실시한 밀도실험 및 

평판재하실험은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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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변위 시험

지반보강 현장 적용 구조물에 대한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4a와 같이 변위측정을 위한 경사계를 준비하여 Fig. 4b

와 같이 구조물의 옥상층 벽변부에 부착하였다. 변위는  준공 후 2년 동안 측정하였고  준공 후 1년차에는 년 3회, 2년차는 

년2회를 실시하여 관찰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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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부착된 경사계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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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지반탐사

지하탐사 깊이는 12 m 이내이고, 탐사 각은 60도이다. 탐사종류는 지중의 공극, 지하수위, 각종 지반상태(연약, 단단 

등), 금속관, 비금속관 등이며, 지하구조물 탐사는 콘크리트 두께 1 m 이상으로 피복두께, 배근간격, 각종 매설 배수관 탐

사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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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지반탐사기를 이용하여 지반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밀도 급속 팽창재를 이용한 현장 적용 시험은 붕적층 

지반에 대한 지반보강 전 ‧ 후 지반 깊이 3 m 이내의 지반에 대해서 탐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6은 GPR탐사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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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립기초 6.0 m × 3.8 m, 4.4 m × 4.4 m, 3.6 m × 3.6 m에 대한 허용지내력 및 침하량 검토하였고, 약액주

입 후 다짐 성토 높이 2.7 m 구간에 대한 연약지반보강(개량) 처리방안을 검토하였다. 독립기초 하부에 고밀도 팽창성 폴

리우레탄 약액을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순 하중의 2배인 15 t/m2 목표로 주입 깊이 3.0 m 확산반경 1.2~1.8 m로 보

강하여 지내력 증대를 확인하였다.

지반보강(개량) 심도에 관한 공식은 식 (3)과 같다.

 ≧






tan 



  





   ․
 (3)

여기서, 는 설계하중, 는 성토재 단위하중, 는 기초근입심도, 는 치환재 단위중량, 는 치환재 전단저항각이다.

건축의 고정하중(순하중) = 7.75 t/m2, 사용하중(안전율 적용) = 17.4 t/m2이고, 지반의 고정하중(순하중) = 7.75 t/m2, 

사용하중(안전율 적용) = 10.0 t/m2이다.

Fig. 7은 각 기초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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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m × 3.8 m, 4.4 m × 4.4 m, 3.6 m × 3.6 m의 기초단면을 Terzaghi 공식을 이용하여 독립기초 단면별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였다. 독립기초 단면별 허용지지력 공식(Terzaghi 공식)은 식 (4)와 같다.

   



 ×  ×   ×  ××   × ×  (4)

Tables 2, 3은 각 기초단면에 다른 고밀도 급속 팽창재 주입 전 ‧ 후 평판재하 실험결과이다. 실험 결과 주입 후의 허용지

지력이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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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ction

(B × L)

Design 

load

(t/m2)

Ultimate 

load

(t/m2)

Extreme 

load

(t/m2)

Settlement 

analysis

(t/m2)

Analysis 

result

Safety 

rate

Allowable 

bearing 

capacity

(t/m2)

Judgment

6.0 × 3.8 22.90 29.3 38.8 38.8 29.3 3 14.7 NG

4.4 × 4.4 19.98 20.5 28.5 28.5 20.5 3 10.3 NG

3.6 × 3.6 20.21 22.7 25.9 25.9 22.7 3 11.3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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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ction

(B × L)

Design 

load

(t/m2)

Ultimate 

load

(t/m2)

Extreme 

load

(t/m2)

Settlement 

analysis

(t/m2)

Analysis 

result

Safety 

rate

Allowable 

bearing 

capacity

(t/m2)

Judgment

6.0 × 3.8 22.90 69.0 92.2 72.2 92.2 3 30.7 OK

4.4 × 4.4 19.98 60.2 79.5 79.5 60.2 3 20.0 OK

3.6 × 3.6 20.21 63.5 81.3 81.3 62.5 3 20.8 OK

;<=�67

다층지반 내의 응력과 침하

Fig. 8은 현장 건물의 지반으로 원지반의 연약층(하층) 지반 위에 성토고 2.70 m를 다짐한 수평층(상층)의 퇴적층으로 

탄성계수, 강도가 다층 지반이다. 지표와 지하 심부의 응력과 변위의 경계조건을 충족시키고 상 ‧ 하층의 경계에서 전단응

력이 완전히 작용하는 거친 경우 또는 전단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연직응력과 연직의 변위만이 연속하는 두 가지 조건이 

설정된다. 실제 현장의 지반은 경계층이 거친 경우에 가깝다(Le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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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고밀도 폴리우레탄 개량지반의 침하량검토 결과이다.

�	
����������������������������

Basic section (B × L) Allowable settlement (cm) Settlement review (cm) Judgment

6.0 × 3.8 5.0 2.2 Safety

4.4 × 4.4 5.0 1.55 Safety

3.6 × 3.6 5.0 0.46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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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와 Fig. 9는 구조물의 기초지반 보강 후 4년, 건축물 준공 후 2년여 총 6회를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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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number

Initial measurement
Intermediate measurement

(2016.07.12)

Final measurement

(2017.01.11)
Slope Judgment

Measurement 

value (mV)
Strain

Measurement 

value (mV)
Strain

Measurement 

value (mV)
Strain

TM-1
X-axis 2427.0 0.00 2419.0 -0.0105976 2416.0 -0.0145716 1/1,029,397 Stability

Y-axis 2730.0 0.00 2750.0 0.0263762 2695.0 -0.0461559 1/324,985 Stability

TM-2
X-axis 2372.0 0.00 2401.0 0.0387091 2425.0 0.0707444 1/212,031 Stability

Y-axis 2710.0 0.00 2686.0 -0.0319589 2699.0 -0.0146479 1/1,024,035 Stability

TM-3
X-axis 2700.0 0.00 2680.0 -0.0265609 2734.0 0.0451693 1/332,150 Stability

Y-axis 2607.0 0.00 2590.0 -0.0225058 2592.0 -0.0198581 1/755,358 Stability

TM-4
X-axis 2328.0 0.00 2334.0 0.0079289 2332.0 0.0052859 1/2,837,720 Stability

Y-axis 2381.0 0.00 2371.0 -0.0134062 2373.0 -0.0107250 1/1,398,601 Stability

TM-5
X-axis 2700.0 0.00 2690.0 -0.0131191 2434.0 0.0446078 1/336,264 Stability

Y-axis 2739.0 0.00 2739.0 0.0000000 2750.0 0.0144984 1/1,034,596 Sta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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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기초지반 보강 전 ‧ 후 GPR 탐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기초 콘크리트 THK 900 + 기초지정 THK300 + 붕적

층 지반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유효깊이 1.2~3.0 m에 대하여 주입 후 지층의 지반 내 공극과 GPR탐사 파장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Fig. 10b와 같이 파

장이 50% 이상 감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붕적층의 자갈, 실트, 모래가 혼재된 느슨한 지반의 공극 사이로 고밀도 급속 팽창재 물질이 공극을 채우

면서 순간 팽창압에 의해 지반이 압밀강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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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급속 팽창재를 이용한 얕은기초의 지내력 증대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지반의 지반

조사를 통하여 토질정수 값을 산정하였고, 재료의 역학적 실험 및 급속 팽창재의 주입 전 ‧ 후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지반보강 후의 안정성 검토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물 상층부에 변위계를 설치하였고, GPR 장비를 이용한 약액 주입 전

후 지반탐사를 수행하였다.

(1) 고밀도 급속 팽창재료에 대한 역학적 시험결과 일축압축강도 = 125 kPa, 점착력 = 120.5 kPa, 내부마찰각 ∅ = 

57.4°로 확인되었고, 단위용적 질량실험은 주입량 10 kg/m3일 때 사질토의 경우 주입 전 1.550 g/cm3, 주입 후 

1.387 g/cm3로 약 10.5% 정도 흙의 단위 중량이 감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구조물에 대한 허용지내력 검토 결과(Terzaghi식) 부재 단면별 허용지내력은 기초단면 6.0 × 3.8 m인 경우 20.18 

t/m3, 4.4 × 4.4 m인 경우 17.64 t/m3, 3.6 × 3.6 m인 경우 16.59 t/m3로 확인되었다.

(3) 기초 단면별 침하량을 검토한 결과 고밀도 급속 팽창제를 적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 한 결과 6.0 × 3.8 m인 경우 

2.28 cm, 4.4 × 4.4 m인 경우 1.55 cm, 3.6 × 3.6 m인 경우 0.46 cm로 모두 허용 침하량 이내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4) 현장 적용 실험 후 기초지반 대상 건축의 최상층 5개소에 경사계를 설치하여 수평변위, 수직변위에 대한 계측을 시

공 후 509일 동안 계측한 결과 외관상 구조물의 부등침하 현상이나 침하균열 현상과 관련된 기초와 기둥, 벽체 등에 

이상 징후가 일어나지 않았고, 안정된 상태의 계측 값이 조사되어 고밀도 급속 팽창재를 이용한 지반계량 후 지반

의 안정성이 충분히 증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GPR탐사 결과 유효깊이 1.2~3.0 m에 대하여 주입 전후의 파장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주입후의 파장이 50%정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입재의 순간 팽창압에 의해 지반의 공극을 채우면서 자반이 압밀강화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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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라우팅 공법 중 우레탄공법을 이용한 고밀도 급속 팽창재를 주입하는 공법으로 연약지반의 중 ‧ 저층 기초

지반 개량에 효과적이다. 기존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문제점인 시공성 및 차수,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무소음, 무진동, 친환경성이 더해져 연약지반 개량공법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내용을 초석으로 추후 씽

크홀이나 포트홀과 같은 지반 공동현상에 대한 보완공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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