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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roduced the compact grouting method that can be used for improving soft ground and restoring buildings 

with unequal subsidence. The pump used in the traditional compact grouting method is a system that injects one hole each, 

which reduces the construction efficiency, and the analog injection method manually manages the construction by field 

workers,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consistent quality. Pump and quality control system were developed to solve problems 

in existing construction. Since field supervisor determines amount of injected materials by using analog equipment and controls 

manually, it is difficult to manage consistent quality of construction. Therefore, the quality control system was developed 

in order to solve that problem. The quality control system consists of automatic mixing system of injection materials, multiple 

simultaneous injection pumps, and injection management monitoring system. Performance of the quality control system was 

verified through on-site testing, and ground improvement performance was verified through quality testing after testing and 

testing of the compact grouting metho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ed quality control system developed will 

improve the quality assurance and efficiency and stability of construction at sites where construction and quality verification 

are difficult.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의 개량 및 부등침하가 일어난 건물의 복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을 소개하였다. 

기존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에서 사용되는 펌프는 1공씩 주입하는 시스템으로 시공 효율성이 저하되고,아날로그 주입방식으로 

현장 작업자가 수동으로 시공을 관리하여 일관된 품질관리가 어려웠다. 기존 시공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펌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품질관리 시스템은 주입재료의 자동 배합 시스템, 다중 동시 주입 펌프, 주입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현장 시험을 통해 품질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고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의 시험시공 후 품질 

시험을 통하여 지반개량 성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시공 및 품질 확인이 어려운 

현장에서 일관된 품질의 보장과 시공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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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국내 여건상 양질의 지반 확보가 어려워져 각종 구조

물이 연약지반에 시공되고 있다. 연약지반에 시공된 구조

물의 경우 지반침하에 의한 구조물의 사용성 저하 가능성

이 있고 심해질 경우 구조물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다양한 공법들

이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지반의 강화와 구조물의 보수 및 주변 시설물

로부터의 보호기능, 댐 체의 누수방지, 터널보강, 사면보강 

등 그 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Karol, 1990; Lee, 2010).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그라우팅의 효과 및 효율성,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 높은 계

획이나 이론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Lee, 2015).

본 연구대상 공법인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은 CGS(Com-

paction Grouting System)공법이라고 불리며 부등침하가 

일어난 건물의 복원, 폐광지역의 함몰 및 석회암 동굴 지역

에서의 기초보강, 흙댐의 손상된 코어부의 보수 등 연약지

반의 개량을 위하여 폭넓게 쓰이고 있으며(Chun and Yeoh, 

2003),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도 주변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hun, 2011).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은 1993년에 도입된 이래로 다수

의 현장에서 1개의 천공홀에 1공씩 주입하는 펌프와 아날

로그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

다. 그러나 여전히 본 공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구간에 

수백, 수 천개의 주입공을 시공함에 있어 한 번에 한 공의 

주입만 가능한 펌프 사용으로 시공 효율의 한계성을 가졌

다. 또한 현장 작업자의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거

나 시험시공을 통하여 그 개량특성을 파악하는 상황이므

로 모르타르의 주입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적합한 품질을 

만족하기 위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주입재료, 주입압력, 주

입량, 주입 깊이 등의 주요 부분들이 정량화되지 않고 시

공자의 판단에 좌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 관리자별

로 시공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여 일관성 있는 시공품질 확

보가 어렵고, 같은 관리자가 관리를 하더라도 각각의 시공

에서의 품질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공씩 주입하는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동시주입을 통한 시공 효율성과 

지반개량효과의 증대를 위해 3개의 주입공에 동시에 그라

우트를 주입할 수 있는 펌프를 고안하였다. 고안된 펌프를 

이용한 다중 동시주입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일명 TCS 

(Total Compaction Grouting System) 공법이라 한다. 또

한, 시공조건이 바뀌거나 작업자의 교체 등의 변화에도 시

공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공 효율성 향상,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펌프통합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리고 개발된 통합품질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하여 다수의 현장에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2.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2.1 일반적 원리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은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하

는 비배출 치환원리에 의한 주입공법으로 지중에 모르타

르를 압입하여 원기둥 형태의 고결체를 형성함으로 하중

을 받는 구조물 하부의 연약질 혹은 느슨한 토질구성을 압

축 및 조밀하게 개량하는 공법이다(Chun and Yeoh, 2003; 

ASCE, 1997; Warner, 1978).

미국 토목학회 그라우팅 위원회(ASCE/GI, 2010)에서 

발표한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의 정의에 의하면 주

입재는 슬럼프 값이 2inch(50mm) 이하의 저 유동성 모르

타르로서 소성 확보를 위해 실트질 크기의 세립토와 내부

마찰력 증대를 위한 모래질 크기의 조립토로 구성된다. 본 

공법은 주입재가 주변 지반의 공극 속으로 침투하여 개량

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입재 자체로 원기둥 형태의 고결체

를 형성하여 지중에 방사형으로 압력을 가해 주변 지반을 

압밀시키고 토립자 사이의 공극을 감소시켜 지반이 조밀

하게 되도록 개량하는 공법이다.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은 설계 시 결정한 일정량의 주입

재를 주입하는 정량주입 방법과 지반의 조건에 따라 일정

한 주입압력을 확인하며 주입재를 주입하는 정압주입 방

법이 있다. 정량주입은 일정한 원기둥 형태의 지지말뚝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현장의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량의 주입재를 주입시킨다. 주입재를 통하여 주변 연약지

반을 밀어내어 공간을 형성하는 동시에 말뚝을 구축하여 

지반을 압밀시키고, 압밀된 지반을 견고하게 하여 지반을 

개량한다. 정량주입은 주로 연약지반의 개량, 항만의 기초

지반에 대한 보강, 제체와 교대의 측방유동을 방지하기 위

해 사용된다. 정압주입은 지반의 지내력을 일정하게 확보

하는 방법이다. 지중에 무근콘크리트 기둥을 형성하며 주

변 연약지반이 복합지반으로 형성되어 지지력과 침하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정압주입은 주로 부등침하의 보

강과 복원, 경사진 구조물의 복원, 지중에 존재하는 공동

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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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량이 많을수록 지반개량에 대한 효과는 좋을 수 있

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주입량을 늘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나 시공의 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현장의 지반조건이나 시공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제

안할 필요가 있다.

2.2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특징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은 연약지반의 개량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다. 해성점토로 이루어진 지반에서는 본 공법을 통해 지

반의 염분에 의한 강도 감소, 침식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모르타르만으로 구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천공 시 미니천공기 또는 로터리 천공기를 

이용하고, 주입되는 모르타르의 함수비가 낮아 원 지반을 

연약화 시키지 않는다(Chun et al., 1997). 최근에는 고압

으로 주입하여 주변 지반을 압축시키는 본 공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부등침하 등으로 기울어진 건물의 기초부분을 

들어 올려 보강하는 언더피닝 공법으로도 사용한다(Warner, 

1978).

이 외에도 지중에 주입된 저유동성 모르타르 자체로 균

일한 강도의 원기둥을 형성하여 말뚝으로도 사용할 수 있

으며, 현장의 요구에 따라 고결체의 강도를 30∼150kgf/ 

cm2로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유동성이 적은 주입재를 사

용하여 계획한 위치에서 주입재가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다. 본 공법은 상대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적어 시

가지나 주택지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기존 구조물의 주

변 혹은 지하 등 좁은 공간에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시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르타르와 같은 시멘트계 주입

재는 공해문제가 거의 없고, 비배출 치환 주입방법이므로 

배출되는 슬라임에 대한 처리비용이 없어 경제적이고 친

환경적이다.

3. 자동화 품질관리 시스템

3.1 품질관리 시스템의 개발

3.1.1 자동 배합 시스템

지금까지는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을 시공 시 건설 장비

를 통한 투입 횟수로 주입량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굴

삭기로 주입재를 1회 채취할 때의 재료의 중량을 정하고 

채취 횟수를 곱하여 총 중량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정밀한 중량 측정이 불가능하고 채취량

을 육안을 통해 판단하여 현장 작업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

입될 수 있어 일관된 품질관리가 어렵다. Ahn(2018)에 의

하면 자동화 그라우팅 장비의 적용으로 모든 데이터가 영

구히 기록 및 보전을 할 수 있어 측적된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그라우팅 품질관리를 향상할 수 있으

며 자동화 그라우팅 장비 사용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또한, Nam(2015)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설현장에서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그라우팅 기술은 단순히 

압력을 가해서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공정으로 인

식되어 시공 중 적절한 품질관리가 되지못하여 지반함몰 

등이 발생했을 때도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책임소재 파악

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자동화 그라우팅 장비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수동적이고 정성적인 측정

방식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Fig. 2

에 나타낸 자동화 배합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자동 배합 

시스템 순서는 Fig. 3과 같다.

개발된 자동화 배합시스템은 요구되는 배합비에 따라 

주입재료(시멘트, 석분, 마사토 등)의 정량 개량 및 투입, 

혼합 그리고 주입 펌프로 이동까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

다. 이를 위하여 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호퍼, 정량계량을 

하기 위한 토출구의 자동 개폐장치와 배출량 조절밸브, 유

량센서, 혼합을 위한 교반기, 이송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그리고 전체 장비를 조절하는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Low Slump Mortar Grouting 

(Chu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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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다중 동시 주입펌프

기존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에 사용되는 펌프는 1개의 

천공 홀에 1공씩 주입하는 시스템이거나 그라우팅 펌프 

한 개의 토출구 전면에 분배기를 설치한 후 여러 주입공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주입하는 시스템으로써 시공 심도가 

깊거나 설계된 시공 물량이 많을 경우 시공 효율성이 저하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주입펌프에 

6개의 실린더를 장착하고, 최대 3공의 주입공에 동시에 주

입이 가능하도록 다중 동시 주입펌프를 개발하였다. 개별 

주입공마다 주입압력과 주입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

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시공시간 단축이 가능

하고 시공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개발된 다중 동시 주입펌프는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

이 6개의 실린더로 구성되었고, 2개의 실린더가 한 쌍을 

이루어 1개의 주입공에 각각 흡입 및 배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동시에 3개의 주입공에 주입이 가능하다.

3.1.3 주입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존의 주입관리에서는 시공자료를 아날로그 장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정확도가 낮고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심해 오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일관된 시공 품질을 입증하는 것이 곤

란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입재를 

지중에 주입할 때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요소인 주입시간, 

(a) Mixing Plant (b) Schematic Diagram of Mixing Pump

Fig. 2. Schematic Diagram of Automatic mixing system

(a) Target Weight Setting (b) Receive Emissions

(c) Measurement of Emission Quantity scale (d) Check scale and Monitor weight

Fig. 3. Order of Automatic mix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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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압력, 지반의 반발압, 주입심도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

여 일정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날로그 장

비를 디지털화하여 품질관리 시스템 내부에 값이 나타나

도록 하였고, 이러한 정보들은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난

다. 시간에 따른 시공정보뿐만 아니라 시공 깊이에 따른 

정보도 시공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질관리 시

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공정보를 Fig. 5에 나타내

었다.

3.2 품질관리 시스템 장비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의 시공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구

성으로는 크게 재료배합 장비, 주입재 주입장비, 주입관리 

장비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된 품질관리 시스템 장비에 대

한 검증을 하기 위해 7개의 현장에서 검증을 수행하였다.

3.2.1 자동 배합 장비 검증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의 주입재료는 요구된 적합한 비

율로 혼합이 되어야 설계기준강도에 부합하는 성능을 가

지게 된다. 따라서 배합비의 관리는 시공 품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각 재료는 요구된 양에 맞게 배출

되어 배합되어야 하므로 재료별로 각각의 호퍼를 설치하

였다. 개별 호퍼의 계량 기능을 확인하여 각 재료의 계량 

오차를 해양수산부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 표준시방

서(2019)에 의거하여 세립토(마사토) ± 3%, 조립토(석분) 

±3%, 시멘트 ±1%로 제한하였다. 주입재료의 중량 계량 

오차 측정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현장에서 각 재료의 계량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입 재료의 평균적인 계량 오차는 세립토

(마사토) 0.9%, 석분 1.1%, 시멘트 0.8%, 전체중량 1.3%

로 전체적으로 1.0% 안팎의 계량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

를 통해 재료배합 장비의 성능이 확인되었다.

3.2.2 다중 동시 주입 펌프 특성

앞선 재료배합 장비를 통해 배합된 재료들은 주입 전에 

교반 스크루를 통해 충분히 혼합된다. 혼합된 재료는 주입

펌프를 통해 지중에 주입된다. 이때, 저유동성을 가진 재

료는 강도가 균일한 고결체를 형성하여 우수한 지반개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주입재의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펌프에서 토출되는 모르타르로 슬럼프 실험을 실

시하였다. 슬럼프 시험은 항만 및 어항 전문 시방서에서 

(a) Multiple Simultaneous Injection Pump (b) Schematic Diagram of Injection Pump

Fig. 4. Developed Injection Pump

Fig. 5. Developed injection managem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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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의 품질기준인 5cm 

이하로 제한하였고 시험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각의 현장에서 측정된 모든 슬럼프 값이 기준을 만족하여 

모르타르의 유동성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였다.

개정된 해양수산부 시공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공극 

사이를 밀실하게 충전주입하기 위해서는 저유동성 모르타

르 주입 펌프의 주입속도를 0.06m3/min 이내로 관리하도

록 되어있다. 본 연구의 펌프 토출속도 검증을 위해 펌프 

배출시간에 따라 배출되는 모르타르의 부피를 측정하여 

속도를 산정하였다. 시험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1분당 펌프에서 주입되는 토출량이 0.06m3 이내

의 일정한 속도로 나타나 모든 값들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확인되어 펌프의 토출속도가 검증되었다.

3.2.3 주입관리 모니터링 장비 검증

주입압과 주입량을 아날로그 장비를 이용하여 수동으

로 관리하던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 주입관리 

장비를 개발하였다. 이 장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입펌프

를 통해 주입되는 저유동성 모르타르의 주입량과 주입시

간, 지반 반발압, 주입 깊이 등을 제어시스템을 통해 조정

하며 설치된 측정 장비와 모니터에 표시되는 값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값들이 실시간으로 모니

터 Fig. 6에 표시되었고, 설치된 측정 장비와 모니터에 표

Table 1. Weight Measurement Errors

Site
Fine Grained Soil

Weight Error (%)

Stone Dust

Weight Error (%)

Cement

Weight Error (%)

Total

Weight Error (%)

Pohang A 1.2 0.5 1.0 1.8

Yeonpyeongdo B 0.7 0.6 0.5 0.3

Guryongpo C 0.3 1.4 0.7 1.8

Pyeongtaek D 1.0 1.3 1.0 1.3

Geojin E 0.9 1.1 0.7 1.2

Yangpo F 0.4 0.4 0.7 0.8

Mokpo G 0.0 0.5 1.0 1.0

Incheon H 2.5 2.7 1.0 2.0

Average 0.9 1.1 0.8 1.3

Criterion Within ±3.0% Within ±3.0% Within ±1.0% Within ±3.0%

Result O.K. O.K. O.K. O.K.

Table 2. Slump and Discharge Rate Measurements

Site Slump (cm)
*Discharge Rate 

(m3/min)

Pohang A 4.0 0.060

Yeonpyeongdo B 5.0 0.058

Guryongpo C 4.1 0.057

Pyeongtaek D 5.0 0.060

Geojin E 4.0 0.058

Yangpo F 4.4 0.060

Mokpo G 4.5 0.060

Incheon H 5.0 0.060

Average 4.5 0.059

Criterion 5.0 0.060

Result O.K. O.K.

*Discharge velocity calculation : 0.48 × (Nozzle Diameter)2 × 

Pr  × Nozzle Count

Fig. 6. Screen of Quality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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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값이 일치하는 것으로 Table 3에서 확인하였다.

4. 시험시공 및 품질시험

4.1 시험시공 및 품질시험 계획

모르타르 주입 시공 후 계획된 심도 범위 내 주입 고결

체의 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이 적용된 4개의 지역에서 코어를 채취하였고, 또 

다른 2개의 지역에서는 지반밀도 검층(감마-감마검층)과 

음파검층(S-PS검층)을 실시하였다. 관련 내용은 Table 4

에 정리하였다.

4.2 품질시험 결과

4.2.1 대상지반 밀도검층 비교 분석

대산 Z 현장과 구룡포 C 현장에서 감마-감마검층을 실

시하여 밀도 검층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인 Fig. 7을 보

Table 3. Injection equipment verification

Site

Injection volume Ground pressure Injection depth Injection time

Construction

(m3/m)

monitoring

(m3/m)

Construction

(psi)

monitoring

(psi)

Construction

(m)

monitoring

(m)
Construction monitoring

Pohang A 0.800 0.800 150 150 3.0 3.0 same tine same tine

Yeonpyeongdo B 0.407 0.407 200 200 5.5 5.5 same tine same tine

Guryongpo C 0.800 0.800 130 130 1.5 1.5 same tine same tine

Pyeongtaek D 0.800 0.800 180 180 2.0 2.0 same tine same tine

Geojin E 0.502 0.502 240 240 6.0 6.0 same tine same tine

Yangpo F 0.502 0.502 210 210 7.0 7.0 same tine same tine

Mokpo G 0.800 0.800 200 200 10.5 10.5 same tine same tine

Incheon H 1.130 1.130 300 300 20.0 20.0 same tine same tine

Result same same same same

Table 4. Schedules and Locations with Types of Tests

Types of Test Schedule Site

Compression Strength of Core 

and Total Core Recovery

2016. 01. Incheon X

2017. 01. Masan Y

2017. 02. Yeonpyeongdo B

2017. 09. Mokpo G

Ground Density 

and Velocity of Sound Wave

2016. 11. Desan Z

2017. 05. Guryongpo C

(a) Desan Z case (b) Guryongpo C case

Fig. 7. Change of ground density with depth



18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제19권 제4호

면 저유동성 모르타르 적용 구간에서 밀도가 상승함을 확

인할 수 있다. 대산 Z 현장은 모르타르 주입 전에 비해 약 

18.2%의 밀도 증가가 있었고, 구룡포 C 현장의 경우 약 

18.8%의 밀도 증가가 있었다. 이와 같이 밀도가 뚜렷하게 

증가한 이유는 주입재가 지중에 방사형으로 압력을 가해 

주변지변을 압밀시키고 토립자 사이의 공극을 감소시켜 

지반이 조밀하게 함으로써, 매립층의 단위중량을 증가시

켰다고 판단된다.

4.2.2 대상지반 음파검층 비교 분석

대산 Z 현장과 구룡포 C 현장에서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

입 시공 전·후 같은 매립층에 대하여 동적물성 확인을 위하

여 S-PS 검층을 실시하여 깊이별로 속도 값을 측정하였다.

모르타르 주입 전･후 속도검층 비교결과는 Fig. 8에 나

타내었다. 대산 Z 현장은 평균 압축파(Velocity of P wave, 

Vp)는 4.8% 증가하였고, 평균 전단파(Velocity of S wave, 

Vs)는 8.7% 증가하였다. 구룡포 C 현장에서는 Vp는 5.1%, 

Vs는 13.2% 증가하였다. 밀도의 증가율에 비해 속도의 증

가율이 낮은 원인은 주입재의 공극 및 파쇄대의 충진이 속

(a) P wave velocity (Desan Z case) (b) S wave velocity (Desan Z case)

(c) P wave velocity (Guruongpo C case) (d) S wave velocity (Guruongpo C case)

Fig. 8. Change of P and S wave velocity wit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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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값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4.2.3 코어 압축강도 및 회수율 시험

인천 X 현장, 마산 Y 현장, 연평도 B 현장, 그리고 목포 

G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공된 저유동

성 모르타르 주입공법의 품질 시험결과는 Table 5에 정리

하였다. 시험시공 28일 후 개량체 확인을 위하여 Double 

Tube로 연속시료를 채취하여 개량체의 형상과 코어회수

율을 확인하고 일축압축강도를 실시하여 설계기준강도 만

족여부를 확인하였다. 설계기준강도 및 회수율 기준은 해

양수산부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 표준시방서(2019)

에 의거하였고, 채취된 시료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압축강도 및 코어회수율을 확인하였다. 인천, 마산, 목포 

현장의 코어 압축강도시험결과 재령 28일강도 4.8MPa 이

상으로 모두 기준값을 상회하였다. 확인조사에서 채취한 

코어로부터 회수율을 측정하여 개량체의 심도별 연속성을 

확인한 결과 최소 회수율이 67.8%로 회수율이 60.0%이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기존의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은 주입관리 자동화 및 일

정한 시공 품질 확보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

료배합, 모르타르 주입 펌프, 주입관리 모니터링 등을 자

동화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장비를 가지고 컴팩션 그라우팅 현장에서 검증시험을 수

행하였다.

(1) 재료배합 장비의 경우, 배합재료의 중량오차가 시멘

트는 ±1% 이내, 골재 및 세립토는 ±3% 이내로 적합

한 배합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모르타

르 주입 펌프의 토출량을 시험하여 0.06m3/min 이내

로 주입펌프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주입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의 출력 값과 실

제 계측한 값이 일치하여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현장 시험시공 후 물

리검층을 수행한 결과 지반의 밀도가 18.2∼18.8% 증

가하였고, P파의 속도는 4.8∼5.1%, S파의 속도는 8.7∼

13.2%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3) 시험시공 지반에 대한 코어채취 회수율은 67.8∼87.3%

로 설계기준을 만족하였고, 채취된 코어의 일축압축시

험을 수행한 결과 압축강도가 각각의 설계기준을 만

족하는 값이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

하였고 이에 대한 시험시공과 현장 및 실내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공 및 품질 확인이 어려운 

연약지반의 개량, 혹은 항만 구조물의 내진성능 보강 공사 

등의 품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적용현장의 시험시공 지반은 매립층으로 분포되

어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나, 추후 토질종류 별 지반구성이 

차별화 된 다양한 지층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TCR and Compressive strength of core

Site
Total Core Recovery (%) Compression strength (MPa)

Result
Criterion Measurement Criterion Measurement

Incheon X - 1 None 82.7 8 19.5 O.K.

Incheon X - 2 None 83 8 25.1 O.K.

Incheon X - 3 None 83.4 8 24.6 O.K.

Masan Y - 1 Above 60 71.2 4.8 6.01 O.K.

Masan Y - 2 Above 60 67.8 4.8 5.18 O.K.

Yeonpyeongdo B - 1 None 87.3 4.8 8.6 O.K.

Yeonpyeongdo B - 2 None 78.2 4.8 9.1 O.K.

Mokpo G - 1 None 75.7 4.8 10.8 O.K.

Mokpo G - 2 None 82.8 4.8 10.4 O.K.

Mokpo G - 3 None 80.0 4.8 11.6 O.K.

Mokpo G - 4 None 74.3 4.8 11.3 O.K.

Mokpo G - 5 None 71.3 4.8 11.7 O.K.

Mokpo G - 6 None 85.3 4.8 10.9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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