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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쇄석다짐말뚝(Granular compaction pile, 이하 GCP)은 

유럽에서 최초 개발된 연약지반 개량공법으로 점토로 구

성된 연약지반 및 실트질 또는 느슨한 사질토지반의 개량

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법은 1930년대 프랑스에서 유기

질 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일반적으

로 연약지반의 압밀촉진에 의해 지반의 강도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최근에는 SCP(Sand compaction pile, 이하 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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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ground improvement was to be verified by granular compaction pile from the ground reclaimed 

with Fly Ash landfill site. The depth and strength parameters of the Fly ash layer was determined using the ground 

investigation and cone penetration test. And the STONE C program was used to predict the strength parameter, bearing 

capacity and settlement of the improved ground. As a result of the plate bearing test, the bearing capacity of improvement 

ground was higher than the design load and the settlement was smaller than the reference value. After the construction, 

the improvement effect by the cone penetration test was confirmed. The cone penetration resistance value(qc) increased 

by 250% to 500% and the effect was excellent.

요   지

본 연구에서는 Fly ash로 매립된 지반에서 쇄석다짐말뚝을 적용하여 지반개량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반조사 및 콘 

관입시험을 통해 Fly ash 매립층의 심도, 강도정수를 산정한 후 STONE C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량된 지반의 강도정수 및 

이론식을 이용해 대상지반의 지지력과 침하량을 예측하였다. 현장에서 실시한 평판재하시험 결과 쇄석다짐말뚝으로 시공된 

Fly ash 지반의 지지력은 설계하중을 상회하였으며, 침하량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만족하였다. 시공 후 콘관입시험에 의한 

개량효과를 확인한 결과 GCP시공에 따른 복합지반 형성 및 주변지반의 밀도증가에 따라 콘 관입저항치(qc)는 250%∼500%가

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Fly ash매립지에서 쇄석다짐말뚝의 지반개량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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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모래 수급문제를 대체하기위한 대안 공법으로 적

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Lee J. E., 2019). GCP 공법

은 쇄석이나 모래와 같은 조립토로 구성된 말뚝이 연약지

반을 10∼35%가량 치환하여 복합지반을 형성함으로써 

지지력,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며, 압밀침하시간을 단축시

키고 침하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Lee, C. H. et 

al., 2005). 일반적인 연약지반 개량공법으로는 배수촉진, 

선행재하, 준설 및 고결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들이 적용

되어 왔으나, Fla ash와 같이 압축성이 크고 입도분포가 

균등하며, 점토크기의 입도를 갖는 물리적 특성을 살펴볼 

때 침하촉진에 의한 개량방법보다 SCP 또는 GCP공법에 

의해 복합지반을 형성하여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Barksdale and Bachus(1983)의 보

고에 의하면 GCP공법의 개념은 프랑스에서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되었으며, 이후 1938년 독일에서 임의 

심도의 비점착 지반에서 다짐이 가능한 장비가 개발된 이

후 1960년대 쇄석을 채움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연약

지반에서 GCP의 거동 특성과 관련된 이론들은 Houghes 

et al.(1975)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론･실험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이

론에 의한 시공보다 시공기술자에 의한 경험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Lee, J. E., 2019). 국내에서 

GCP공법은 1990년대 들어와서 시험시공 및 연구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 Chung, C. H.(1993)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원지반과 GCP시공구간의 평판재하시험을 실시

하여 단일GCP의 극한지지력을 이론식과 비교한 바 있다. 

Lee, Y. J.(1996)는 Ranjan et al.이 제시한 지지력계산 방

법 검토를 통해 새로운 지지력 공식을 제시한 후 Ranjan 

et al.의 지지력공식과 비교한 바 있다. Chun. B. S. et 

al.(2000)은 모형토조 실험을 통해 GCP와 SCP의 침하량

을 비교･분석하였는데 GCP설치시 침하량은 SCP대비 약 

20% 저감효과와 평판재하시험 결과를 통해 지지력 증가

를 보고하였다.

각종 Plant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Fly ash는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그 물량은 

국내기준으로 약 25%정도에 그치며 대부분 매립되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Fly ash 매립지에서의 지

반개량 사례가 전무하나 건설규모의 확대와 양질의 부지

확보가 점차 곤란해짐에 따라 함에 따라 향후 Fly ash 매

립지역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지반개량 방안의 제시가 

점차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ly ash로 매립된 연약지반 개량

을 목적으로 GCP를 시공한 사례를 기반으로 지지력 및 

침하량을 이론식에 의해 평가한 후 평판재하시험 및 콘 관

입시험을 실시하여 Fly ash매립지반에서의 적용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2. GCP공법의 기본 이론

2.1 등가원주(Unit cell)

GCP의 삼각형 배치에서 각각의 GCP 인접지반에 영향

을 주는 면적은 규칙적인 육각형 형태이지만, 등가원 개념

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GCP 유효등가직경(De)은 배치간

격(s)과 배치구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식 (1) 및 식 (2)와 

같다.

삼각형 배열 : De
s                         (1)

사각형 배열 : De
s                         (2)

여기서, De : GCP의 유효등가직경

s : GCP의 중심간 간격 

GCP의 중심간격 s는 배치간격으로 하나의 GCP와 영향

면적 지반을 둘러싼 De를 가지는 등가원통내의 영역을 등

가원주라(Unit cell)이라 한다. 등가원주의 주변지반의 전

단응력은 0이고 GCP주변에 대칭적으로 위치한 마찰력이 

0인 강성의 외벽을 갖는 원기둥 모양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GCP 영향면적에 대한 쇄석으로 치환한 면적의 비가 

치환율(As)이며, 식 (3),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s
As

AC
Ds                            (3)

Ac
Ac

AAs                                (4)

여기서, As : GCP의 면적

A : 등가원주 내부의 총면적

Ac : 주변지반의 면적(A-As)

D : 다져진 GCP의 직경

C1 : (삼각형배열),  (4각형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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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력집중

GCP의 강성은 주변지반의 강성보다 크기 때문에 적용

된 하중의 큰 부분이 GCP로 전이되는데 점토의 압밀처럼 

시간 의존적 하중전이는 주변지반의 침하감소와 추가적인 

부마찰력의 발현으로 인해 원지반으로부터 GCP로 전이

된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1). 등가원주 

내부의 수직응력 분포는 식 (5)와 같이 응력분담비로 표현

할 수 있다.

 
                                       (5)

여기서,  : GCP의 응력

 : 주변지반의 응력

2.3 극한지지력

GCP의 파괴형태는 대부분 벌징파괴(Bulging failure)이

며, GCP를 지지하는 수평 구속압은 극한수동저항으로 표

현한다. 대다수의 이론은 연약한 흙으로 둘러진 단일 GCP

의 극한지지력을 추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는데 초기 거동

해석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GCP와 주변지반 모두 파괴

된다고 가정한다. GCP를 지지하는 측방구속응력()는 

일반적으로 GCP의 팽창에 대한 주변지반의 극한 수동저

항으로 GCP를 파괴상태로 가정하므로 최대수직응력()

은 식 (6)과 같이 GCP의 수동토압계수()와 측방구속응

력()을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GCP의 극한지지

력 산정을 위한 방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in
sin

                      (6)

여기서,  : GCP의 전단저항각(°)

Vesic(1972)은 흙의 전단저항각과 점착력을 포함하는 

지반의 초기거동을 원통의 공동확장 이론으로 설명하였는

데, 원통은 탄성 또는 소성을 지니고 무한히 길다는 가정

을 하였다. 이로 인해 지지력 감소가 예상되는 소성영역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주변지반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측방

저항()에 수동토압계수를 고려하여 식 (7)과 같이 제안

하였다.

  
′

′ ∙sin
sin

          (7)

여기서,  : 주변지반의 비배수전단강도


′ 

′  : 공동확장계수(Cavity expansion factor)

 :　등가파괴심도에서의 등방응력

(=



)

Hughes and Withers(1974)는 GCP의 팽창파괴를 Pressure 

meter test의 팽창거동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식 (8)과 같

이 극한지지력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ln
 

 



sin

sin          (8)

여기서,  : 초기 유효방사응력

 : 점성토 지반의 탄성계수

 : 점성토 지반의 포아송비

2.4 침하량

Priebe(1976)은 GCP로 개량된 지반의 침하를 예측하기 

위해 단위 셀 모형을 이용했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

으며, 식 (9)와 같이 침하량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① GCP는 삼축응력상태에서 소성변형 상태이다.

② 단위 셀 속의 흙은 탄성재료로 이상화된다. 

③ 쇄석과 주변지반의 연직침하는 동일하다. 

④ 두 재료는 균등한 응력이 가해진다. 

⑤ 쇄석기둥은 강성층에 선단 지지한다. 






                                        (9)

여기서,  :　GCP로 개량된 지반의 침하량

 : 개량 전 지반의 침하량(
)

 : 작용하중

 : 연약층 두께

 : 연약층 점토의 탄성계수

 : 침하량 개량개수

침하량 계수(n)는 원지반의 포아송비, 쇄석의 전단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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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면적치환율 등을 고려하여 식 (10)과 같이 나나낼 수 

있다.

 








tan














                      (10)

여기서, F : 






⋅




3. 현장개요 및 지반개량 평가방법

3.1 개요

본 연구의 사례현장은 인도 최대주인 Lucknow에서 남

동쪽으로 약 400km에 위치한 Utta Pradesh주 Sonebhadra

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660MW급 2호기 석탄화력 발전

소 건설 현장이다. 현장 일부구간에서 발견된 Fly agh층의 

지반개량을 위해 시추조사 2회, 시험터파기 1회, 콘 관입

시험(Cone penetration test, 이하 CPT)을 GCP 시공 전･후 

각각 5회, 평판재하시험(Plate bearing test; PBT)을 시험

시공구간 1개소, 본시공 구간에서 단일말뚝과 무리말뚝으

로 구분하여 각각 1개소씩 실시하였다. 

3.2 Fly agh 매립지역 지반조사

Fig. 1은 시추조사 결과로 Fly ash가 원지반에서 

GL(-)5.5m∼10.0m에 분포하고, 지하수위는 원지반 하부 

GL(-)5.5m∼8.0m에 존재하였으며, 시추조사와 함께 표준

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이하 SPT)을 실시한 

결과 Fly ash층의 N값은 8/30∼26/30으로 Silt/clayed silt

층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원지반 강도정수는 CPT 및 직

접전단시험, 삼축압축시험(UU Test)에 의해 결정하였으

며, Fig. 2는 심도별 평균 콘 저항값(qc)을 나타낸 것으로 

Fly ash층의 qc는 50.99tonf/m2∼209.94tonf/m2(0.5∼2.0Mpa)

로 나타났다. 또한 CPT시험의 결과는 Fly ash 매립지반의 

GCP 시공 길이 판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Table 1은 

GCP설계에 사용된 토질정수를 요약한 것이다. GCP의 지

지력 및 침하량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GCP 범용 프로

그램인 GeoLogismiki Co. ltd.의 Stone C로 등가원주개념, 

말뚝 배치간격, 기초형상 및 응력집중을 고려할 수 있으

며, 지지력 이론 및 탄성이론 등을 적용하여 개량된 지반

의 강도정수, 지지력, 말뚝 중심부 및 외곽부의 침하량 계

산이 가능하다. 

Fig. 1. Results of SPT and borehole investigation Fig. 2. Average eCPT plot of before grou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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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현황

쇄석다짐말뚝은 상부지반에 구조물 기초가 직접 접하

는 부분에서는 Fig. 3과 같이 직경이 800mm로 말뚝간 중

심간격 2.2m의 삼각형 배열로 시공하였으며, 상부구조물

의 기초가 직접 접하지 않는 부분에는 액상화 등의 위험요

소를 고려하여 다소 느슨한 2.7m간격으로 시공하였다. 

GCP의 시공길이는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지반 상부

에서 10.0∼12m의 길이로 시공하였다.

3.4 재하시험

Fly ash매립지역에 시공된 GCP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방법은 

현지 시험규정인 India Standard IS 5284-2003에 따라 Initial 

single column load test(이하 ILT)와 Routine group column 

load test(이하 RLT)로 각각 진행하였다.

ILT 방법은 GCP의 침하량과 하중의 상관관계를 이용

하여 지지력을 평가하는 시험시공 말뚝(Initial pile)으로 

Fig. 4와 같이 단일 GCP에 대해서 수행하며, RLT방법은 

시공이 완료된 GCP의 품질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실험으

로 Fig. 5와 같이 무리말뚝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구조

물 기초가 건설되는 구간(본시공 구간)에서는 실험결과의 

객관성을 확인하고자 단일 GCP와 그룹 GCP로 구분하여 

각각 1회씩 시행하였는데, 본시공 구간에서의 재하하중은 

말뚝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RLT방법을 적용하였다. 한

편, 시험시공 구간에서는 ILT방법을 적용하였다. Table 2

는 각 시험별 하중선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등가유효

(De) 영향범위를 선정하여 개별말뚝 및 무리말뚝 당 시험

하중 및 최대하중을 선정하였다. 설계하중 이상의 항복하

중 또는 극한하중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본 실험이 설

계지지력의 검증과 시공된 GCP의 시공건전성 확인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ILT의 하중재하 방법은 유압 Jack을 이용하여 각 하중 

단계별 설계하중의 20%씩 Table 2의 시험하중까지 증가

시켰으며, RLT는 설계하중의 20%씩 증가시켜 침하량이 

수렴하는 시점 또는 시간당 0.2mm 이하의 침하량을 나타

내는 경우에 다음 하중단계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였

다. 하중재하는 ILT는 총 10단계, RTL은 총 12단계로 단

계재하 하였으며, 두 경우 모두 최대하중 이후 20%씩 하

중을 모두 제하(Unloading)한 후 시험을 종료하였다.

Table 1. Soil parameters of soft ground

Classification

Parameters

Depth

(m)

Thickness

(m)




(tonf/m2)




(tonf/m3)




(tonf/m2)



(°)




(tonf/m2)

Fly ash 10 10 119 1.36 0 25 976

Clay silt 12 2 179 1.8 8.5 0 2,500

Sandy silt ＞12 - ＞1,200 1.8 - 34 4,100

GCP Material - - - 2.1 - 42 -

※ 여기서 Ds(Constrained Modulus)는 Bowles(1977)이 제시한 값을 사용

Fig. 3. Disposition and Construction Section of G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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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량효과분석

4.1 극한지지력

Fig. 6은 Stone C Program해석에 입력된 Model로서 

4.63m의 정방형 기초에 GCP를 2.2m 간격으로 배치하고 

Tabla 1의 개량되기 전 원지반(Fly ash 및 Clay silt층) 토

질정수를 사용하여 GCP 시공 이후의 개량된 각 지층의 

토질정수를 Table 3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이후 개량된 

토질정수를 이용하여 극한지지력을 계산하였을 때 GCP

로 개량된 지반의 극한지지력은 49.6tonf/m2이며, 안전율 

3을 고려한 허용지지력은 16.5tonf/m2으로 설계하중 15.0tonf/m2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CP시공에 따라 Clay silt

층의 Fly ash층의 전단강도는 증가하였는데, Fly ash층은 

시공시 다짐 및 복합지반 형성에 따른 전단저항각의 증가

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GCP의 시공길이가 Clay silt

층까지 시공됨에 따라 Clay silt층의 점토성분이 GCP의 

사실성분으로 치환됨에 따라 점착력은 감소한 반면 전단

Fig. 4. Schematic diagram of Plate bearing test (Single column lead test)

Fig. 5. Schematic diagram of Plate bearing test (Group column lead test)

Table 2. Condition of Plate bearing test

Classification
Test 

Condition
Installation

Max. design load 

(tonf/m2) 

Unit Cell and 

Plate area (m2)

Convert design load

(tonf/m2)

Test load

(tonf/m2)
TEST No.

Initial Pile Single D : 800mm

Type　: Triangle

Space : 2.2m

15

4.19 63 95 PBT-IS

Working pile
Single 4.19 63 72 PBT-WS

Group 12.57 189 240 PBT-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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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각이 크게 증가하여 전단강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판

단된다.

4.2 침하량

Fig. 7은 Priebe의 침하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개량전･

후의 침하량을 심도별로 나타낸 것으로 Fly ash로 매립된 

지층의 개량효과는 표층부에서 최대 약 4cm이상 개선되

었다. Table 4는 개량된 지반 상부에 상부구조물을 축조되

었을 때 기초의 중심부와 외곽부를 구분한 침하량을 나타

낸 것으로 기초의 중심부에서 약 40mm, 외곽부에서 약 

18mm가량 침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재하시험 결과

단일말뚝시험은 시험시공구간 1개소, 시공구간(Working 

pile) 2개소에서 진행하였다. Fig. 8은 각 시험별 하중-침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시험시공구간의 단일말뚝 PBT-IS

는 시험하중 95ton(21.67tonf/m2)에서 3.32mm의 침하량

을 보였으며, 구조물기초구간의 단일말뚝 PBT-WS는 시

험하중 72ton(17.18tonf/m2)에서 3.16mm의 침하량을 나

타냈다. 구조물기초 구간에서 무리말뚝시험인 PBT-WG

는 최대하중 240ton(19.09tonf/m2)에서 11.4mm의 침하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India Standard IS 1888-1982에 

의한 식 (11)의 기초 및 평판의 크기를 고려한 침하량으로 

환산하여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


 










 





                            (11)

여기서, B : 기초의 크기

Bp : 평판의 크기

Sp : 평판의 침하량

St : 기초의 환산침하량

Table 3. Soil parameter and bearing capacity of after improvement

Soil type

Soil parameter Bearing capacity




(tonf/m3)

c

(tonf/m2) 



(°)

E

(tonf/m2)





(tonf/m2) 




(tonf/m2)



Fly ash 1.6 0 36.57 3,235 0.38
49.6 16.5 3.0

Clay silt 1.9 4 37.6 5,187 0.35

Fig. 6. Analysis model in STONE C program

Fig. 7. Comparison of settlement before and after GCP 

Installation by STONE C

Table 4. Comparison of settlement in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by Stone C 

Soil type

Before After

Center 

(mm)

Outside 

(mm)

Center

(mm)

Outside

(mm)

Fly ash 63.4 26.5 10 8

Clay silt 0.9 0.8 0.6 0.5

Sandy silt 0.9 0.8 0.9 0.8

Total 

settlement
65.2 27.1 21.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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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재하시험의 침하량을 실제 기초의 침하량으로 환

산한 결과 무리말뚝의 경우 11.9mm 단일말뚝의 경우 

3.7mm∼3.9mm의 침하가 발생하여 모두 침하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무리말뚝의 침하량이 

단일말뚝의 침하량보다 약 3배가량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일말뚝의 등가원주 크기의 평판을 사용한 반면 무리말

뚝 시험의 경우에는 3개의 GCP의 등가원주면적 보다 작

은 평판을 사용한 결과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4.4 지반개량 효과 분석

Fly ash로 매립된 지반에서 GCP시공에 따른 지반개량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험시공 전･후 CPT를 각각 5회 실시

하였다. Fig. 9는 시공전･후의 지층별 관입저항치(qc)를 나

타낸 것으로 GCP시공에 따른 Fly ash지반의 강도는 약 

250%∼500%가량 개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Table 5. Result of settlement by Plate bearing test

Test No.
Plate Size

(mm)

Footing size

(mm)

Test Settlement

(mm)

Convert Settlement

(mm)

Allowable Settlement

(IS 5284-2003)

PBT-IS Ø 2,000

4,650

3.3 3.9

＜40 mmPBT-WS Ø 2,000 3.2 3.7

PBT-WG Ø 3,500 11.4 11.9

(a) PBT-IS

(b) PBT-WS

(c) PBT-WG

Fig. 8. Result of plat bearing capacity test

Fig. 9. Variation of cone resistance value for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by 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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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시공에 따라 주변 Fly ash층이 조밀해 짐에 따라 주변

지반의 밀도 증가와 전단저항각이 증가하여 강도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ly ash로 매립된 지반에서 GCP를 적용

하여 지반개량 효과 및 기초지반으로서의 활용성을 해외 

현장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CPT 및 시추조사를 

통해 Fly ash층 및 원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론식을 기반으로 한 STONE C 프로그램을 이용해 GCP

시공시 전단강도 개선효과 및 지지력, 침하량을 예측하였

다. 이와 함께 시험시공 및 본 시공 구간에서 평판재하시

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이론식을 기반으로 한 STONE C 해석 결과 GCP시공

에 따라 Fly ash층의 전단강도는 복합지반 형성 및 다

짐에 의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GCP중심

부의 예측된 침하량은 개량전 65.2mm에서 21.4mm로 

약 300%가량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판재

하시험 결과 설계하중에 대한 환산 침하량이 3.9mm

∼11.9mm로 허용침하량 40mm 이내에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STONE C 해석에 의한 GCP시공 후 허용지지력은 

16.5tonf/m2으로 설계하중 15.0tonf/m2을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지지력 및 침

하를 평가한 결과 시험하중 72ton∼240ton에 대해 침

하량은 모두 허용침하량 이내로 평가되어 구조물 기

초지반으로서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시공 전･후 CPT를 각각 5회 실시한 결과 GCP시공 후 

콘관입저항(qc)은 심도에 따라 약 250%∼500% 개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GCP시공에 의한 복합지

반 형성과 주변지반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서 

Fly ash매립지에서 GCP에 의한 지반개량 효과가 우

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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