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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ries of model tests were performed in this study to demonstrate the clogging mechanism created during the 

installation of a compaction pile to improve soft ground. The application of an air-jet to extrude sand or aggregates 

from a casing during the installation of a compaction pile imposes a remarkably high-pressure difference between the 

composite soil layers of clay and sand (or aggregates), resulting in severe clogging. Therefore, a one-dimensional testing 

system was developed to simulate composite soil layers consisting of clay and sand (or aggregates) and to apply a 

high-pressure differential at both boundaries, thus replicating the extrusion process used in compaction pile installation. 

Herein, the performance of two construction materials for compaction piles of crushed stone and grading-controlled 

aggregates was compared. A series of one-dimensional model tests were performed under multiple pressure settings, 

with clogging depth and permeability measured in each case. Results indicate that, blinding clogging mechanisms and 

blocking defined by previous studies were observed for crushed stone, and a new mechanism of “infiltration” was revealed 

and defined. Whereas, the controlled aggregates performed excellently against clogging because only blinding was 

observed.

 

요   지

본 논문에서는 연약지반개량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다짐말뚝공법 시공 시 발생하는 공극 막힘을 규명하고자 일련의 

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짐말뚝 타설 시 Air-jet에 의한 골재 압출 공정 과정에서 점토-골재 복합지반 사이에 

상당한 압력이 재하 되어 소산되는 과정에서 공극 막힘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짐말뚝이 시공된 

연약지반을 1차원 점토-골재 복합지반으로 모사하고 양단경계에 시공 시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재하하는 실험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실험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짐말뚝 시공 조건에서 발생하는 공극 막힘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쇄석과 공극 막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입도조정골재에 대하여 압력재하실험을 수행

하여 재료에 따른 공극 막힘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압력 조건에 따른 쇄석과 입도조정골재의 점토 혼입 메커니즘을 

관찰하고, 점토-골재 복합지반으로의 유입과 유출 유량의 측정을 통하여 통수능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짐말뚝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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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는 일반적인 공극 막힘 형태인 Blinding과 Blocking현상이 관측되었고, 이에 더하여 Infiltrating현상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또한, 쇄석은 Blinding, Blocking과 Infiltrating 현상이 모두 관찰되었으나, 입도조정골재는 Blinding현상만

이 관측되어, 공극 막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쇄석에 비하여 배수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Keywords : Clay, Clogging, Compaction pile, Controlled aggregate, Crushed stone

1. 서 론

해상 연약지반의 개량을 위하여 널리 활용되는 모래

다짐말뚝(Sand Compaction Pile, SCP)공법은 강도와 배

수성능이 우수한 모래를 지중에서 진동 또는 충격으로 

압출과 다짐을 반복하여 일련의 구근을 연속하게 시공

하는 공법이다(Kim, 2009; Park et al., 2011). 이러한 양

질의 모래 또는 골재를 이용한 연약지반 치환 원리에 의

한 다짐말뚝 공법은 다짐말뚝과 원지반의 단면 면적비로 

정의되는 치환율로 설계된다. 고치환율에서는 치환된 사

질 지반 중심의 지지력 향상만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저치

환율의 경우에는 다짐말뚝으로 인한 지지력 향상과 함

께 말뚝의 통수능을 활용한 주변 원지반의 배수 및 압밀 

촉진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진다(Barksdale and 

Bachus, 1983).

근래에 들어서는 국내 천연 모래의 공급량 감소에 따

른 재료비 증가와 다량의 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 및 민

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모래 대신 쇄석이

나 자갈을 활용하는 쇄석다짐말뚝(Granular Compaction 

Pile, GCP)공법이 대체 공법으로 제안되었다(Chun et al., 

2004; Lee et al., 2010; Park et al., 2011). 하지만, 해상 

연약점토지반의 낮은 전단강도로 인해 말뚝 공극에 주

변지반의 점토가 혼입되는 공극 막힘(Clogging)이 발생

함에 따라 해상 연약지반에서는 적용성에 한계가 발생

하고 있다(Koh, 2004; Do et al., 2009; Kim, 2009; Bong 

and Kim, 2017).

점토가 혼입되어 공극 막힘이 발생하는 경우, 점토의 

배수거리가 길어지고 투수단면적이 작아져 다짐말뚝의 

배수성능이 저감되며(Deb and Shiyamalaa, 2016), 골재

의 마찰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단강도가 작아져 다짐말

뚝의 지지력에도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i et al., 2017). 따라서, 저치환율 설계 시, 주요 성능으

로 고려되는 다짐말뚝의 배수성능을 저감시키는 공극 

막힘을 최소화하는 기술적인 해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짐말뚝의 공극 막힘을 규명하기 위해 쇄석다짐말

뚝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의 다짐말뚝공법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된 바 있다. 공극 막힘 실험 방법은 원통형의 말

뚝체를 조성하여 압력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공극 막힘

을 분석하는 ‘방사형 방법’과 1차원적으로 공극 내로 혼

입이 발생하는 주된 방향으로 요소를 잘라서 연직방향으

로 가압하는 ‘연직 요소 방법’으로 구분된다. 방사형 방법

은 공극 막힘이 발생하는 과정의 확인이 불가하며, 공극 

막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반 절개 또는 CT 촬영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연직 요소 방법(Fig. 1)

은 방사형의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Lorenzo and Bergado; 2004), 공극 막

힘 양상을 쉽게 계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ark et al.(2011)은 가로 1700mm, 세로 500mm, 높이 

1100mm의 박스형 토조 모서리에 반경 350mm의 쇄석

다짐말뚝을 부채꼴모양으로 조성하고 상부 하중을 재

하하여 방사형 방법과 유사한 경계조건으로 공극 막힘 

및 통수능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압력이 클수록 점

토의 혼입이 크게 발생하며, 점토의 혼입에 의하여 투수

단면적이 작아져 쇄석다짐말뚝이 모래다짐말뚝보다 통

수능이 작아진다고 서술하였다. Chu(2013)은 직경과 높이

가 100mm인 반원통 토조에 직경 20mm와 높이 100mm

의 치환율 5.76%의 쇄석다짐말뚝과 모래다짐말뚝을 조

성하고 상부에 300kPa의 압력을 재하 하여 방사형 방법

으로 공극 막힘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쇄석다짐말뚝

에서는 점토의 혼입이 50% 발생하였지만, 모래다짐말

뚝과 혼합다짐말뚝에서는 점토의 혼입이 10%이하로 발

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압력 재하 후 각 다짐말

뚝의 통수능을 분석한 결과, 쇄석다짐말뚝이 가장 작은 

통수능을 보였으며, 이는 점토의 혼입에 의해 투수단면

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Koh(2015)은 직

경 245mm와 높이 500mm의 토조에 해사, 표준사, 13, 

25, 40mm의 최대 입경을 가지는 쇄석을 활용하여 연직 

요소 방법으로 점토-다짐말뚝의 복합지반을 1차원적으

로 조성하고 연직방향으로 가압하여 점토 혼입 양상에 대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해사와 표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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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clogging experiment system

Fig. 2. Grain size distributions range of controlled grading aggregate

는 점토의 혼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쇄석의 경우 

최대 입경이 클수록 점토의 혼입 깊이가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다. Tai et al.(2017)은 직경 300mm와 높이 600mm

의 모형지반에 최대입경이 10mm인 쇄석을 활용하여 직

경 100mm와 높이 600mm의 치환율 11.67%의 쇄석기둥

을 조성하고, 상재하중을 재하 하여 축대칭으로 공극 막

힘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점토의 혼입은 지표면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며,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토의 혼입은 

작아진다고 언급하였다.

공극 막힘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공

법이 연구된 바 있다. Do et al.(2009), Lee et al.(2010)은 

직경과 높이가 100mm인 반원통 토조에 혼합비를 달리

하여 직경 22mm와 높이 100mm의 모래-쇄석, 모래-저

회 혼합다짐말뚝을 조성하고 300kPa의 구속압을 재하 하

여 방사형 방법으로 공극 막힘에 의한 통수능 변화를 분

석하였다. 실험 결과, 초기에는 쇄석다짐말뚝의 통수능

이 우수하였지만, 점토가 혼입됨에 따라 통수능이 감소

하고, 혼합다짐말뚝의 통수능이 더 우세해진다고 서술하

였다. You and Kim(2009) 및 Kim(2009)은 직경 280mm, 

높이 100mm 원형 토조에, 모래, 쇄석, 재생골재를 활용

하여 직경 150mm와 높이 80mm의 다짐말뚝을 조성한 

후, 측방으로 48kPa의 구속압을 재하하여 방사형 방법

으로 공극 막힘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모래, 재생골

재, 쇄석 순으로 점토의 혼입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구

속압 적용 후 다짐말뚝의 통수능은 역순으로 크게 나타

났다. 대부분의 쇄석다짐말뚝의 연구 사례에서 높은 압

력 조건에서 점토의 혼입으로 인한 공극 막힘이 발생하

여, 투수단면적이 감소한다고 언급하였다. 모래다짐말

뚝에서는 점토의 혼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혼합

다짐말뚝과 재생골재다짐말뚝의 경우 쇄석다짐말뚝보

다 점토의 혼입이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골재의 공극 막힘 저감 성능 향상을 위하여 Fig. 

2와 같이 골재의 입도를 조정한 입도조정골재를 활용하

는 공법이 Kim et al.(2021)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현재까지 다짐말뚝의 공극 막힘 메커니즘에 대한 명

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이며, 많은 다짐말뚝 공극 막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Rollin and Lombard(1988)의 공극 

막힘 메커니즘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Lee et al., 2010; 

Chu, 2013). Rollin and Lombard(1988)은 점토입자와 지

오텍스타일 배수재의 공극막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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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locking                                        (b) Blinding

Fig. 3. Clogging mechanism in geotextile redrawn (after Rollin and Lombard, 1988)

Fig. 4. Installation procedure for compaction pile

를 수행하였고, Fig. 3과 같이 입자와 배수재의 공극의 

크기에 따라 내적 공극 막힘인 Blocking과 외적 공극 막

힘인 Blinding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Blocking은 배

수재의 공극 크기와 같거나 작은 미세입자가 압력으로 

인해, 배수재의 공극 내부로 혼입되어 축적되는 현상이

다(Fig. 3(a)). Blinding은 배수재의 공극 크기 보다 약간 

큰 미세입자가 배수재와 주변지반의 경계에서 배수재 

표면에 축적되어 배수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투

수성을 갖는 얇은 층이 형성되는 현상이다(Fig. 3(b)). 

하지만, 이 연구는 지오텍스타일에서의 공극 막힘 메커

니즘으로, 다짐말뚝으로의 공극 막힘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Weber et al.(2010)는 다짐말뚝의 공극 막힘은 다짐말

뚝을 타설 하는 과정에서 시공 조건에 의해 1차적 공극 

막힘이 발생되며, 2차적으로 압밀 배수로 인하여 미세

한 점토 입자가 물의 흐름과 함께 다짐말뚝의 공극으로 

이동하여 막힘을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Reddi 

et al.(2000)은 공극 막힘은 골재 공극의 크기와 물의 흐

름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다짐말뚝의 시공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Fig. 4와 

같이 시공된다.

① 케이싱을 타설 위치에 세운다.

② 진동기를 작동하여 케이싱을 지중에 관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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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technical properties of kaolin clay

Soil property Value

Mineral Kaolinite

Source Indonesia

Specific gravity 2.53

Liquid limit (%) 67.99

Plastic limit (%) 37.57

Plasticity index (%) 30.42

Table 2. Geotechnical properties of compaction pile materials

Crushed stone (C1) Controlled aggregate (C2)

D60 (mm) 16.3 6.4

D50 (mm) 15.0 4.8

D30 (mm) 12.6 2.0

D10 (mm) 8.9 0.5

cu 1.82 11.85

cg 1.09 1.16

Dmax (mm) 25 25

USCS GP GW

Fig. 5. Grain size distributions of compaction pile materials

③ 상부 호퍼로 케이싱 내에 일정량의 모래 또는 골

재를 투입하고 케이싱을 규정 높이까지 인발하면

서, 케이싱 내의 모래 또는 골재를 압축공기(Air 

jet)로 천공부에 압출시킨다.

④ 케이싱의 선단부를 폐단면으로 하여 규정 높이까

지 재관입시켜 투입된 모래 또는 골재를 다져 구

근을 형성한다.

⑤ 다시 케이싱을 규정 높이까지 인발하며, 압축공기

(Air jet)로 모래 또는 골재를 압출한다.

⑥ ③ - ⑥의 조작을 되풀이 하면서 케이싱을 지표면

까지 반복하여 다짐말뚝 조성 완료하고, 지표면으

로부터 규정 높이 도달 이후에 모래 또는 골재를 

채워넣는다.

⑦ 다음 시공 위치로 이동한다.

전술한 다짐말뚝 시공 절차에서 매우 큰 압력의 압축

공기(Air jet)에 의해 골재가 케이싱에서 압출된 직후에 

소산되는 과정에서 점토와 다짐말뚝 사이에 상당한 차

압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공극 막힘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300kPa 이하의 압력 조건에서 압

밀 배수에 의한 영향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실험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 모래다짐말뚝은 일반적으로 최대 심도 60m까지 

시공되며, 이때 케이싱의 선단부가 폐관되는 과정에서 

약 1MPa의 압축 공기압(Air jet)이 급격하게 소산되어, 

점토부의 압력과 다짐말뚝 내에 압력 차로 인해 공극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높은 압력 조건에서의 실험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극 막힘 메커니즘을 규명하

고자 연직 요소 방법으로 점토-다짐말뚝의 복합지반을 

1차원적으로 모사하고, 시공과정 중 발생하는 점토와 

골재 사이의 압력 차이로 최대 930kPa의 압력 조건까지 

재하할 수 있는 실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극 막힘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쇄석과 이를 개선하

는 입도조정골재에 대하여 실내 실험을 통해 혼입 양상 

및 통수능을 계측하여 공극 막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입도조정골재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2. 실내모형실험

2.1 기본물성시험

본 연구에서의 점토지반은 인도네시아산 카올린 점

토를 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다짐말뚝지반은 전남 여

수 석산에서 채취한 최대 입경 25mm 쇄석과 입도조정

골재를 활용하였다. 카올린 점토는 비중 시험, 액소성 

한계시험, 변수위 투수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쇄석과 입

도조정골재는 체가름 시험, 밀도 시험, 정수위 투수시험

을 수행하였다. 카올린 점토의 물리적 성질은 Table 1과 

같으며, 쇄석과 입도조정골재의 입도분포는 Table 2와 

Fig. 5와 같다. 각 재료의 투수계수는 카올린 점토는 

4.746×10
-6

cm/s, 쇄석은 1.052×10
-1

cm/s, 입도조정골재는 

5.402×10
-2

cm/s로 나타났다.

2.2 실험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Fig. 6과 같이 조성된 점토-골재 복합

지반(Composite soil) 시편의 상단에 다짐말뚝 시공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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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diagram of clogging experiment

건에 준하는 압력을 재하 하여 점토의 혼입을 모사하였

다. 이때 발생하는 점토의 혼입 양상과 통수능의 변화를 

계측하기 위한 실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짐말뚝 시공 절차 중 골재 

압출을 위하여 가압된 압축공기를 압출 후 제거하면서, 

직후에 점토-골재 복합지반에 상당한 압력 차이가 발생

한다. 이로 인한 공극 막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대 

930kPa의 압력 조건까지 시편에 가압할 수 있는 압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토조는 229mm, 높이 355mm의 투

명한 아크릴로 제작하여 점토의 혼입 양상을 압력 조건 

별로 계측하고자 하였다. 토조 외벽에 투명지를 붙여 혼

입 양상을 본을 떠서 시편 외측의 혼입 깊이를 측정하

고, 실험 종료 후 시편을 절개하여 시편 내측의 혼입 양

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점토에 의하여 공극 막힘이 발생됨에 따른 다

짐말뚝의 배수성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두 가지 투수

시험을 수행하였다. 첫째는, 공극 막힘 모사를 위한 압

력 재하로 인하여 복합지반시편을 통과하는 침투가 발

생하므로 하단의 유출구에 월류 수조를 설치하여 압력 

단계 별 가압 시 시편으로부터의 배출되는 유량을 계측

하여 통수능을 측정하였다. 둘째는, 시공 조건 모사를 

위한 가압 투수시험 완료 후, 입수구에 연결되어 있는 

스탠드 파이프(Stand pipe)를 이용하여 변수위 투수시험

으로 점토가 혼입된 시편의 통수능을 계측하였다.

2.3 실험 조건

본 연구는 다짐말뚝 골재의 종류와 구속압을 매개변

수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짐말뚝 형성 골재는 쇄석과 

입도조정골재를 활용하여 공극 막힘 양상을 비교 및 분

석하였다. 상단 압력은 20, 40, 80, 160, 240, 320, 640, 

930kPa의 압력 순서로 최대 930kPa압력 조건까지 증압

하며 재하 하여 압력 변화에 따른 혼입 깊이와 통수능을 

측정하였다.

2.4 실험 절차

2.4.1 점토-골재 시편 조성

점토 및 골재 시편의 높이는 복합지반 개념으로 15.1%

의 치환율(as)로 설계하였다. 치환율은 다짐말뚝과 원지

반의 단면 면적비로 다짐말뚝 설계에 중요한 정수로, 식 

(1)로 산정될 수 있다(You and Kim, 2009; Basack et al., 

2018). 결과적으로, 조성된 점토지반은 높이 196mm이

고, 다짐말뚝지반은 높이 125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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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paration of composite soil specimens; (a) Consolidation, 
(b) Clay layer, (c) Aggregate layer and (d) Completed 
experiment set up

(a) C1 (Crushed stone)

(b) C2 (Controlled aggregate)

Fig. 8. Clogged zones at different inlet pressures



















× (1)

여기서, AC는 다짐말뚝의 면적, AS는 다짐말뚝 면적

을 제외한 원지반의 면적이다. 

모형점토지반을 조성하기 위해 토조 하단에 토조 내

경과 동일한 직경으로 절단한 지오텍스타일을 포설하

였다. 이후, 카올린 점토 분말을 액성한계의 두 배인 함

수비 140%를 갖도록 믹서로 교반하여 점토 슬러리를 

만든 후, 토조에 초기 높이 335mm까지 채웠다. 그 후, 

선행 압밀 재하 시스템을 설치하여(Fig. 7(a)) 2kPa 부터 

60kPa까지 침하량이 수렴할 때마다 증압하여 점토지반

을 선행압밀하여 조성하였다(Fig. 7(b)). 압밀 완료 후, 

골재를 교란을 최소화 하면서 비는 공간이 없도록 채워 

넣어 다짐말뚝 부분을 조성하였다(Fig. 7(c)). 조성된 다

짐말뚝부의 상대밀도는 50%로 측정되었다. 점토-골재 

시편 조성 후, 토조 하부 프레임을 연결한다. 상부에 점

토가 위치하도록 토조를 뒤집어 월류수조(Overflow tank) 

위에 배치하고, 스탠드파이프를 토조의 상단 입수구에 

연결하여 실험 준비를 완료하였다(Fig. 7(d)).

2.4.2 공극 막힘 실험 및 투수계수 측정 절차

공극 막힘 모사 실험과 투수계수 측정 시험은 2.3절에 

서술한 압력의 순서로 단계별로 수행되었다. 각 단계에

서 (1) 토조 상단에 해당 압력을 가하여 연직방향으로 혼

입을 모사하였고, 동시에 배출 유량을 통해 투수계수를 

계측하였다. (2) 압력을 제거하고 점토-골재 시편의 상태

를 보존한 후, 외벽에 붙인 투명지에 점토의 혼입 양상의 

본을 떠서, 점토 입자의 혼입량을 측정하였다. (3) 이후, 

점토-골재 시편에 변수위 투수시험(KS F 2322)을 수행하

여 점토-골재 시편의 전체 투수계수를 계측하였다. (4) 다

음 단계로 압력을 증압하여 앞선 (1)~(3)절차를 반복하

였다. 마지막 압력 조건인 930kPa 완료 후, 점토-골재 복

합지반 시편을 절개하여 내부 혼입 깊이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점토 혼입 양상

압력 단계 별, 외벽에 붙인 투명지로 토조 외벽에서 

측정된 점토의 혼입 깊이(Clogging depth)는 Fig. 8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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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fferential pressure-clogging depth curve

Table 3. Clogging depths

Differential pressure (kPa) C1 C2

20 7.96 1.83

40 10.45 3.66

80 16.38 4.85

120 22.15 6.81

160 25.64 8.14

240 34.86 11.14

320 44.29 12.80

640 64.59 15.75

930 72.32 17.98

Inside clogging depth (MIN) 61 0

Inside clogging depth (MAX) 78 1

 

 

Fig. 10. Post-observation of dissected specimen for crushed stone; 
(a) Top surface of clogged stone layer, (b) Bottom surface 
of clogged stone layer, (c) Exterior surface of a stone 
layer and (d) Interior surface of a stone layer

다. 대체로 외벽 경계를 따라 외벽-골재 사이의 공극 분

포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혼입 깊이가 외벽을 따라 고저

를 반복하고 있으나, 압력이 0kPa에서 930kPa까지 증가

함에 따라 혼입 깊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8(a)의 쇄석과 Fig. 8(b)의 입도조정골재를 비교하

면 입도조정골재의 혼입 깊이가 확연하게 작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내부 점토 혼입 양상을 확인하고자 실험 

종료 후, 점토-골재 복합지반 시편을 절반으로 절개하여 

골재 지반의 초기 높이로부터 점토의 혼입 깊이를 계측

한 결과를 Fig. 8의 점선(Measurements after dissecting)

으로 나타내었다. 쇄석(C1)의 내부 혼입 깊이는 61~78mm

로 토조 외벽에서 측정된 혼입 깊이의 약 95% 정도로 나

타났으며, 입도조정골재(C2)의 내부 혼입 깊이는 0~1mm

로 쇄석과 달리 내부에서의 공극 막힘은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Fig. 8의 압력 단계 별 점토 혼입 깊이의 평균을 Fig. 9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토조 외벽에서 측정된 혼입 깊이

는 쇄석과 입도조정골재 모두 압력 증가에 따라 360kPa

의 압력 조건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수렴하였다. 또

한, 쇄석의 혼입깊이가 입도조정골재의 혼입깊이에 비

하여 2.9~4.3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입도조정골재다

짐말뚝은 쇄석다짐말뚝에 비하여 공극 막힘이 저감 될 

것으로 판단된다.

 

3.2 다짐말뚝의 공극 막힘 메커니즘

본 연구에서 시료를 절개하여 나타난 다짐말뚝으로의 

공극 막힘 현상을 Fig. 10과 Fig. 11과 같이 분석하였다. 

Fig. 10은 쇄석(C1) 시편을 절개한 결과로, Rollin and 

Lombard(1988)가 제시하는 공극 막힘 메커니즘인 Blinding

과 Blocking과 유사한 현상이 관측되었다. 더욱이 Blocking

현상을 넘어서 상당한 양의 점토가 골재의 공극으로 밀

려들어간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다짐말뚝 시공 시 

사용되는 Air-jet에 준하는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다짐말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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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linding                                 (b) Blocking                                 (c) Infiltrating

Fig. 12. Clogging mechanisms in compaction pile

 

 

Fig. 11. Post-observation of dissected specimen for controlled 
aggregate; (a) Top surface of clogged aggregate layer, 
(b) Bottom surface of clogged aggregate layer, (c) Exterior 
surface of an aggregate layer, (d) Interior surface of an 
aggregate layer

극 막힘 메커니즘을 Fig. 12와 같이 3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로, 다짐말뚝과 점토의 경계에서 얇고 조밀한 층

이 형성되는 외적인 공극 막힘을 Blinding 현상으로 정

의하였다(Fig. 12(a)). 둘째로, 압력에 의해 골재의 공극

의 크기보다 작은 점토 입자가 유로를 타고 공극 내부로 

혼입되는 내적 공극 막힘을 Blocking 현상으로 정의하

였다(Fig. 12(b)). 마지막으로, 높은 압력 조건에서 다짐

말뚝의 공극이 클 경우, 점토 입자가 압력에 의해 공극

에 연속적으로 침입 될 수 있으며, Blocking 보다 훨씬 

큰 투수단면적과 배수성능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와 같

은 현상을 본 연구에서는 Infiltrating으로 새롭게 정의하

였다(Fig. 12(c)).

반면, 쇄석(C1)과 달리 입도조정골재(C2)는 Fig. 11과 

같이 입도조정골재와 점토의 경계에서 얇은 막이 형성

되는 Blinding 현상만이 지배적으로 관찰되었다.

3.3 혼입율(Clogging ratio)

점토의 골재 내부 혼입은 다짐말뚝 치환율의 감소가 

된다. 치환율의 감소는 배수면적이 감소하고 결과적으

로 배수거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배수성능 저감으

로 이어진다. 치환율의 감소를 정량화하여 식 (2)의 혼입

율을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정된 혼입율과 Table 

4에 도시한 기존 실험 연구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여기서, as0는 초기 치환율, asc는 점토의 혼입으로 감

소한 치환율이다.  

본 연구의 쇄석(C1)과 최대입경 10~25mm의 쇄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의 혼입율을 Fig. 13(a)에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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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ogging test from previous researches

Reference Material for compaction pile Pressure (kPa) Clogging ratio, cr

Kho (2015) 25mm crushed stone 0 - 300 0.06 - 0.72

You and Kim (2009)

C1 25mm crushed stone

48

0.13

C2 Recycle aggregate (U=50%) 0.09

C3 Recycle aggregate (U=100%) 0.02

Kim (2009)

C1 25mm crushed stone

48

0.30

C2 Recycle aggregate (U=50%) 0.38

C3 Recycle aggregate (U=75%) 0.30

C4 Recycle aggregate (U=100%) 0.25

Chu (2013)

C1 10mm crushed stone

300

0.56

C2 Sand 30: crushed stone 70 0.30

C3 Sand 50: crushed stone 50 0.29

Tai et al. (2017) 10mm crushed stone 210 0.36

※ U = Degree of consolidation

(a) Crushed stone (C1) (b) Controlled aggregate (C2)

Fig. 13. Clogging ratio

다. 입도조정골재(C2)는 선행 결과 중 유사한 재료인 모

래-쇄석 혼합다짐말뚝과 재생골재 다짐말뚝의 실험 결

과와 Fig. 13(b)에 비교하였다.

쇄석(C1)의 혼입율은 기존 실험 결과와 대체로 유사

한 양상을 보였으며, 압력이 클수록 혼입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입도조정골재(C2)의 

혼입율은 혼합다짐말뚝과 재생골재다짐말뚝의 실험 결

과 보다 혼입율이 작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930kPa

의 압력 조건에서 쇄석의 혼입율은 0.82이며, 입도조정

골재의 혼입율은 0.02로 공극 막힘 현상이 거의 발생하

지 않았다. 따라서, 입도조정골재다짐말뚝은 공극 막힘

에 대한 저항 성능의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며, 쇄

석다짐말뚝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점토-골재 복합지반 시편의 투수계수 측정

2.4.2절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점토-골재 복합지반 시

편의 투수계수는 공극 막힘 실험 도중에 시간의 따른 

배출 유량을 통해 측정하고, 공극 막힘 실험 완료 후 압

력을 제거하고 점토 혼입이 발생한 시편에 대하여 변수

위 투수시험을 수행하여 측정하였다. 쇄석(C1)은 640kPa 

압력 조건에서 점토 층을 관통하는 유로가 형성되어 투

수계수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3.4.1 가압 조건에서의 측정된 투수계수 

가압을 하는 동안 시편의 상부로 투입된 물이 하부 월

류 수조로부터 배출되는 유량을 활용하여 식 (3)에 따라 

점토-골재 복합지반 시편의 투수계수를 산정하고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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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ermeability coefficient measured during clogging test Fig. 15. Permeability coefficient measured after clogging test

에 나타내었다. 압력이 클수록 배출 유량이 크게 나타났

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k
A･i

Q
 (3)

여기서, Q는 시간에 따른 배출유량, A는 시료의 단면

적, i는 동수경사이다. 

쇄석에 비하여 입도조정골재는 40kPa 이하의 압력 

조건에서는 투수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지만, 

이후 압력 조건에서 쇄석의 투수계수보다 크게 나타났

다. 쇄석의 경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토지반의 압밀

에 따른 영향과 점토에 의한 공극 막힘 현상으로 인해 

골재의 투수단면적이 감소하고 배수거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혼합다짐말뚝의 공극 막힘 실

험을 수행한 Lee et al.(2010)와 Do et al.(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압축공기압(Air jet)이 급격하게 소산되거나 깊은 심도

로 인한 높은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쇄석다짐말뚝에 점

토 혼입으로 인한 투수단면적 감소로 입도조정골재의 

통수능이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3.4.2 변수위 투수계수

가압 실험 후, 점토가 혼입된 시료의 변수위 투수시

험을 수행하였다. 시간에 따른 스탠드 파이프의 수위 변

화를 계측하여 아래와 같은 식 (4)로 점토 혼입이 발생

한 점토-골재 시편의 등가 투수계수를 산정하였다.

k 
A･t

a･L
log
h



h


 (4)

여기서, a는 스탠드 파이프의 단면적, A는 시료의 단

면적, L은 시료 길이, Δt는 투수시간, h1은 초기 수위, 

h2은 변화된 수위이다. 

변수위 투수시험 전 시편에 가압된 압력 단계 별, 점

토가 혼입된 시편의 투수계수는 Fig. 15에 도시한 바와 

같다. Fig. 15의 x축은 변수위 계측 전 시편에 재하한 

압력을 의미하며, y축은 점토가 혼입된 점토-골재 복합

지반 시편의 등가 투수계수이다. 

투수계수는 선행압밀하중의 1~2배인 60~120kPa의 

압력이 재하된 조건에서 급격하게 감소되고 이후 수렴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알려진 바와 같이 공극 막힘

으로 투수단면적이 감소하여 배수성능이 저감되는 현

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쇄석의 경우 극심한 점토 

혼입으로 급격한 투수계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판

단된다. 반면, 입도조정골재는 내부로 점토가 혼입되는 

현상은 없었으나, Blinding의 형성으로 다소 투수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4.3 공극 막힘 층 투수계수

공극 막힘의 결과로 골재의 경계로부터 일정 깊이까

지 점토가 골재로 혼입된 공극 막힘 층이 형성된다. 연

속된 층을 통과하는 경우의 투수계수 식인 식 (5)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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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ermeability of clogged aggregate

토와 골재의 단일 투수계수를 적용하여 공극 막힘 층의 

투수계수를 산정하였다.






















 


 (5)

여기서, K는 전체 점토-골재 시편의 전체투수계수, ki

는 투수계수, H는 전체 점토-골재 시편의 높이, hi는 시

편의 높이이다. 아래 첨자는 c=점토층, ca=공극 막힘 층, 

a=골재층이다.

산정된 공극 막힘 층 투수계수는 Fig. 16과 같다. 쇄

석의 점토 혼입 층 투수계수는 압력이 클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55×10
-8

~2.27×10
-7

cm/s의 범위로 산

정되었다. 입도조정골재의 점토혼입층 투수계수는 압력

이 클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7.88×10
-10

~2.48× 

10
-9

cm/s의 범위로 산정되었다. 점토가 혼입된 골재의 

투수계수는 점토의 투수계수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

는 박스형 토조에 점토가 혼입된 골재 시편을 조성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한 Basack et al.(2018)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따라서, 다짐말뚝에 점토의 혼입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투수성능의 저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경이 큰 골재를 활용한 다짐말뚝에

서의 공극 막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쇄석과 입도조정

골재를 활용한 공극 막힘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압력 

조건에 따른 점토의 혼입 양상과 그에 따른 통수능의 

변화를 계측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압력이 클수록 점토의 혼입 깊이는 증가하였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2) 다짐말뚝 시공 시 발생하는 공극 막힘 메커니즘은 

Rollin and Lombard(1988)이 제시하였던 Blinding과 

Blocking 이외에도 Infiltrating 현상을 새롭게 관측하

였다. 특히, 쇄석은 Blinding, Blocking과 Infiltrating 현

상이 모두 관찰되었으나, 입도조정골재는 Blinding

현상 만이 관측된다. 따라서, 입도조정골재는 공극 

막힘에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3) 점토의 혼입으로 인해 감소된 치환율을 정량화하는 

혼입율을 산정한 결과, 930kPa의 압력 조건에서 쇄

석의 혼입율은 0.82이며, 입도조정골재의 혼입율은 

0.02로 공극 막힘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극 

막힘 저감 성능의 큰 향상이 확인된다.

(4) 선행 압밀 하중보다 큰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점토

의 혼입율 차이로 인해 쇄석에 비해 입도조정골재의 

통수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점토가 혼입된 시료의 투수계수는 선행압밀하중의 

1~2배의 압력 범위에서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후에

는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점토가 혼입된 공극 

막힘 층의 투수계수는 점토의 투수계수보다도 작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극 막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수성능의 급격한 저감이 일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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