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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력 기초 적용 시 구조물의 과도한 침하 방지 및 지반 지내력 증대 위해 굴착 토사-고화재 교반한

개량체 시공

 교반방식에 따른 개량체의 강도 불균일 심화

- 교반날개 많을수록 수평교반률 높음

→ 개량체 강도 균일성 향상

- 다층지반에서 지층별 토사 차이로 인해 깊이별

개량체 강도 상이

- 굴진속도 차이에 따른 고화재 주입량 차이로 인해

깊이별 개량체 강도 상이

☞ 설계조건(개량체 강도 전깊이 균일) 불만족

 지반에 전달되는 구조물 하중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함

- 개량지반 강도는 치환율에 비례해서 증가

- 원통형 개량체는 하중전이특성과 미반영

☞ 개량체 단면 효용성 저하/재료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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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배경

[DCM공법] [PF공법]

[수평교반률 차이]

[다층지반에서

개량체 강도변화]

지반개량 공사비 절감과 구조 안정성 증대 위해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형 개량체 시공기술 필요



 TR 기초 : 테이퍼형 굴착공 천공과 수평 및 상하교반을 통해 전 깊이에서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형

개량체를 형성해 지반의 지지력을 증대시킨 기초

 TR 교반장치의 구성과 기능

① 중심축 : 액상의 고화재를 굴착공 하부에 주입 ② 선단굴착비트 : 선단지반 굴착

③ 파쇄날개 : 선단지반 굴착토사의 추가 분쇄 ④ 교반날개 : 굴착토사-고화재(혼합물) 수평교반

⑤ 주면굴착비트 : 테이퍼형 굴착공 벽면 굴착 ⑥ 연속 스크류 : 혼합물의 상하 이동

[수평교반] [상하교반] [수평 및 상하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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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기초 공법

+ =
연속 스크류

회전축



항목 TR DCM PF CQC(중층) CQC(심층)

교반방식 수평/상하교반 수평교반 수평교반 상하교반 수평교반

개량체 형상 테이퍼형 원통형 2단 원통형 사각기둥형 원통형

효
과

깊이별 강도 균일 불균일 불균일 균일 불균일

재료 효용성 높음 낮음 보통 낮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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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기술과 비교

[DCM공법] [PF공법] [CQC공법-중층] [CQC공법-심층]

 기존 기술과 시공법 및 효과 특징

- DCM 및 CQC(심층)공법 : 동일 길이의 교반날개를 이용한 수평교반 / 균일단면

- PF공법 : 길이가 다른 2종류의 교반날개를 이용한 수평교반 / 1회 변단면

- CQC공법(중층) : 상하회전 교반체인을 이용한 상하교반 / 균일단면

[TR공법]



 중층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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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기초 시공방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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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기초 시공방법 (2/3)

 표층개량



① 천공 시작
(정회전)

 시공순서 (모식도)

② 천공 및 수평교반

(정회전)

③ 수평 및 상하교반

(정회전)

④ 교반장치 인발

(역회전)

⑤ 시공 완료

(회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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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기초 시공방법 (3/3)



 개량체의 지반보강으로 인한 지반 지지력 상승

☞ 하중이 크지 않은 아파트 주차장, 물류창고 등의 기초로 활용

 하중이 크지 않은 구조물의 말뚝 기초 대체

☞ 말뚝 대비 시공길이 감소에 따른 기초 공사비 절감(20∼40%)

☞ 기성말뚝 시공 시 발생하는 항타 소음 및 진동 제거에 따른 민원발생 억제

 철근 보강을 통한 개량체의 내진성능 향상

☞ 지진 시 구조물의 수평변위 억제

 하중전이특성에 적합한 최적 단면의 개량체 시공

☞ 재료비 및 공사비 절감

[철근보강 TR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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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기초의 효과



 시험시공 개요

- 현장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 시험목적 : 대형평판재하시험(PLT)을 통한 원지반과 TR기초 보강지반의 지내력 비교

TR기초 설계 시 TR의 적정 강도특성(c, ф) 결정

말뚝으로서 TR기초의 지지력 평가

DT =1,200mm,  Db = 550mm,  L=8.0m

 지반조건  TR 시공상태

TR1 TR2

TR3T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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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시공을 통한 성능검증 (1/3)



 스크류 날개에 의한 상하교반 검증

- 텔레뷰어시험을 통해 전 깊이에서 개량체 압축강도가 4.0~5.0MPa에 분포함 확인

- 채취 시료와 개량체 절단면 조사를 통해 매립층의 자갈이 개량체 전 길이에 분포함 확인

☞ 연속 스크류에 의한 굴착토사-고화재의 상하교반 효과 확인

[텔레뷰어시험 결과] [채취 시료][일축압축시험 결과]

시편 채취 심도
(m)

qu
(MPa)

3.2~3.3

6.5~6.7

4.77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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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시공을 통한 성능검증 (2/3)



 TR 배치도 및 재하시험 전경

 평판 및 개량체 재하시험 결과

- 극한(허용)지지력 by 평판재하시험

* PLT-1 : 2,245kN (777kPa)

* PLT-2 : 471 kN (177kPa)

☞ 원지반의 4.76배

- 개량체 지지력 by 말뚝정재하시험

* 극한지지력 : 2,664kN

* 허용지지력 : 888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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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m

PLT-3

6. 시험시공을 통한 성능검증 (3/3)



기초공사비

 경기도 화성 반월 OO현장(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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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PF기초 대비
14.0% 절감

PF기초 대비
11.4% 단축

7. 경제성 검토 (1/3)

항목 말뚝기초 PF기초 TR기초

규격 / 본수 D500 / 1,462본 D1,400 / 2,374본 D1,200 / 1,641본

설계지지력 1,500kN/본 300kN/m2 300kN/m2

평균 근입길이 10.8m 2.7m 4.2m

공사비 869,440천원 585,461천원 503,449천원

절감액 - -283,979천원 (▼ 32.7%) -365,991천원 (▼ 42.1%)

공사기간 60일 35일 31일

감소기간 -25일 (▼ 41.7%) -29일 (▼ 48.0%)

시추주상도



기초공사비

 경기도 양주 옥정 OO현장(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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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7. 경제성 검토 (2/3)

항목 말뚝기초 PF기초 TR기초

규격 / 본수 D600 / 512본 D1,400 / 1,177본 D1,200 / 992본

설계지지력 1,800kN/본 300kN/m2 300kN/m2

평균 근입길이 11.9m 3.0m 4.2m

공사비 427,474천원 285,224천원 222,909천원

절감액 - -142,250천원 (▼ 33.3%) -204,565천원 (▼ 47.9%)

공사기간 28일 21일 19일

감소기간 -7일 (▼ 25.0%) -9일 (▼ 32.1%)

시추주상도

PF기초 대비
21.8% 절감

PF기초 대비
9.5% 단축



기초공사비

 전라도 전주 만성 OO현장(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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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7. 경제성 검토 (3/3)

항목 말뚝기초 PF기초 TR기초

규격 / 본수 D500 / 1,490본 D1,400 / 1,887본 D1,200 / 1,825본

설계지지력 1,200kN/본 300kN/m2 300kN/m2

평균 근입길이 14.4m 4.7m 4.8m

공사비 1,164,733천원 617,286천원 500,725천원

절감액 - -547,477천원 (▼ 47.0%) -664,007천원 (▼ 57.0%)

공사기간 82일 48일 48일

감소기간 -34일 (▼ 41.5%) -34일 (▼ 41.5%)

시추주상도

PF기초 대비
18.9% 절감

PF기초와
공사기간 동일



[아파트 주차장] [물류창고 및 공장] [저층 건축물]

[철도 및 도로 노반] [지하차도][철도역사]

 건축분야

 토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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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용 대상 구조물



15

순번 사 업 명 구조물
발주처

(시공사)
허용지내력
(kN/m2)

공사기간 지 역

1 전주우아1단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근생시설 대림건설 200 2020.01~2020.01 전라북도 전주

2 파주 통일동산 ENM컨텐츠월드 신축공사 공연시설 CJ대한통운 150 2020.02~2020.04 경기도 파주

3 K2 여주물류센터 2차 신축공사 물류센터 이테크건설 500 2020.03~2020.03 경기도 여주

4 안동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사무시설 SK건설 300 2020.10~2020.11 경상북도 안동

5 인천 구월 A-3블럭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주차장 대림건설 300 2020.12~시공중 인천광역시

6 당진수청 1지구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차장 동부건설 300 2020.12~시공중 충청남도 당진

9. 시공사례

 TR기초 협업사(4개사) : 대림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CJ대한통운

 TR기초 주요 시공사례



Thank You
☎ 기술문의 : (주)파일웍스

02-402-1515

365pile@naver.com

WILE RP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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