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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i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engineering characteristics of slime generated during construction of deep 
mixing metho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slime have been stud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laboratory tes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permeability test and settling tests were performed. As result of field observation of slime being generated, slime 
started to be produced right after flight auger was penetrated into a ground and its amount was increased in progress.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of specimen with slime obtained from in field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929.7~3,509.8  and the value 
of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was found to be changed significantly with mixing ratio of soil, cement and binder. Permeability 
of them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4.53×10-7~6.62×10-6

 so that the mixture was appropriate as a impervious barrier. It 
was also know that the value of permeability was changed with the mixing ratio of binder. As test results of solidifying slime 
specimen prepared in the laboratory, good quality of cement mixture with coarse soil of sand were produced, compared with fine 
soils of silt and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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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본 연구는 심층혼합공법 시공시 발생되는 슬라임의 공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내용이다. 슬라임의 공학적 특성은 문헌 고찰

과 일축압축 시험, 투수시험, 슬라임 분리침강시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슬라임 발생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교반 날개가 지반에 

관입된 후 슬라임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 양은 관입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장에서 채취한 슬라임 시편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결과 929.7~3,509.8의 범위로 측정되었고, 일축압축강도는 흙, 시멘트, 주입재의 혼합비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투수시험 수행 결과 혼합재가 불투수 막으로 작용하여 4.53×10-7~6.62×10-6의범위

로 나타났다. 이에 투수계수 또한 주입재의 혼합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에서 제작한 슬라임 시료를 

고화한 결과 실트와 점토를 혼합한 것과 비교할 때 사질토가 밀실한 개량체가 형성되어 양질의 혼합물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심층혼합처리공법, 슬라임, 일축압축강도, 투수계수, 고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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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약지반의 개량을 위한 심층혼합처리공법(Deep mixing 

method)은 석회, 시멘트 등의 지반개량재를 심층의 연약층

에 공급하여 균질하게 혼합함으로써 포졸란(Pozzolan) 반응

과 같은 고결작용에 의하여 연약층을 강화하는 화학적 지반

개량공법이다. 심층혼합처리 공법은 연약층의 강도증가 뿐

만 아니라 침하 방지, 차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량

공법이다(박재담, 2007).

이러한 심층혼합처리공법은 지중에 교반장치를 관입하

고 지반개량재를 주입하면서 원지반과 완전교반하여 혼합

교반된 개량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지반 교란과 개량

재 주입에 의해 지표로 배출되는 슬라임의 발생은 불가피하

게 수반된다. 슬라임(Slime)은 부상토(浮上土) 또는 이수와 

이토(泥水, 泥土) 등으로 불리는 부산물로 심층혼합처리공법

에서는 지반개량재, 흙과 물이 주요 구성물이다. 심층혼합

처리시 이러한 슬라임은 연약지반의 종류와 시공방법 등에 

따라 그 양이 크게 달라지나 시공시 발생을 피할 수는 없다. 

슬라임의 발생은 개량체 형성 후 슬라임 처리 공정을 수반

하게 되며, 개량재가 포함되어 있는 슬라임의 발생은 곧 재

료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슬라임의 감소

는 공사비 감소와 시공효율 향상, 공기감소 등 다양한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심층혼합공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지반개량재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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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반축 관입시작 (b) 교반날개 관입

(c) 교반축 및 날개 지반관입 (d) 교반축 인발

(e) 교반축 재관입 (f) 교반축 재인발

(g) 시공종료 (h)다음 시공위치로 이동

그림 1. 육상부 시공에서의 슬라임 발생 과정

따른 지반강도 및 차수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으며(도덕현 등, 1995; 홍원표 등, 1997), 슬라임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신철규 등(2005)이 현장타설 말

뚝시 발생하는 슬라임을 제거하기 위하여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최근 정경환 등(2007)이 울산

신항 남방파제 현장에서 DCM적용시 발생한 슬라임을 처리

하기 위하여 슬라임의 일축압축강도와 중금속 함유량을 측

정하여 해상 매립토사로 사용하거나 구조물 기초사석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으며 pH, COD 등 수질조사결

과 시공전과 시공후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시멘트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6가 크롬(
) 성분은 없으나 원지반 

지역에 따라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용출되는 것으

로 나타나 해당공사의 성격과 국내기준을 참조하여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라임의 합리적 재활용방안 수립을 위

하여 현장조사 및 실내실험을 통하여 슬라임의 공학적 특성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심층혼합처리공법에는 개량재를 기계적으로 교란 혼합시

키는 방법과 고압의 Jet에 의해 지반을 파쇄하여 절삭부분에 

충전하는 공법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자인 기계식 심층

혼합처리공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대

상 공법은 개량재가 물과 혼합된 상태인 슬러리계이며, 이러

한 슬러리계 개량재를 기계식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육상

부에 적용한 위생매립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슬라임 발생과정

심층혼합처리시 배출되는 슬라임의 발생원리에 대한 명

확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혼합공법 적용시 슬라임의 발생과정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심층혼합처리공법은 시공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

으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심층혼합공법의 육상부 시공 

과정시 발생하는 슬라임을 그림 1에 나타내어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심층혼합처리 장비를 

시공위치로 이동한 후, 2열의 혼합교반축이 하강하여 회전

날개와 함께 지반으로 관입하고 롯드에서 나오는 슬러리를 

원지반과 1차 교반한다. 개량심도까지 관입되면 인발하면서 

슬러리를 원지반과 2차 교반한다. 혼합교반축이 완전히 인

발되면 다시 재관입을 실시하여 개량체 상부의 혼합 효과를 

향상시킨다. 재관입 및 재인발이 종료되면 다음 시공위치로 

장비를 이동한다.

심층혼합공법 적용에 따른 슬라임의 발생과정을 살펴보

면 관입전에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지반개량재가 슬라임을 

주로 구성하고, 관입 초기에는 지표의 흙이 배토되면서 슬라

임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후 관입이 진행됨에 따라 흙과 

지반개량재가 혼합되어 슬라임으로 배출되며, 인발시에는 

미쳐 혼합되지 못한 지반개량재가 슬라임으로 많이 배출되

는 것으로 현장관찰결과 나타났다. 즉, 시공이 진행함에 따

라서도 일정한 구성성분의 슬라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과정에 따라 그 구성이 다른 슬라임이 나타나며, 때에 

따라 흙과 지반개량재가 섞인 부분과 지반개량재만 있는 부

분으로 구분되어 슬라임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림 2는 연

구대상 현장에서 시공위치에 따라 구성물질 비율이 서로 다

른 슬라임을 보이는 사진이다. (a)는 표층토가 많이 나타났

으며, (b)는 개량재가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c)는 슬

라임에 물이 많이 존재하는 위치이다.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

로 슬라임은 개량공을 원형으로 둘러싼 구간에 흙과 지반개

량재가 혼합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량재와 물이 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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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지반토가 많은 구간 (b) 개량재가 많은 구간

(c) 물이 많은 구간 (d) 슬라임 외곽부 확대

그림 2. 위치에 따라 구성물질 비율이 다른 슬라임

(a) Tube시료(시료 A) (b) Box시료(시료 B)

(c) 슬러리시료(시료 C) (d) 개량재 실내교반(시료 D)

그림 3. 슬라임 시료채취

(a) 시료 B 실험 전 (b) 시료 B 실험 후

(c) 시료 C 실험 전 (d) 시료 C 실험 후

그림 4. 일축압축실험 전 ․후 시편 비교

성되어 있다. (d)는 발생한 슬라임 외측을 확대한 사진으로 

개량재와 흙이 혼합되어 있다.

3. 실내 실험 및 결과

3.1 시료채취

슬러리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혼합공법이 

적용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위치는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현장이며 실험 

수행에 적용한 시료는 그림 3과 같이 현장에서 채취한 슬라

임으로 (a) 직경 5cm 높이 10cm의 PVC 파이프에 넣은 현장 

Tube시료(시료 A)와 (b) 현장에서 박스에 넣어 실내로 옮긴 

Bulk시료(시료 B), (c) 슬라임 중 개량재와 물의 슬러리가 많

은 시료를 채취한 슬러리 시료(시료 C)가 있다. 또한, 지반개

량재(분말)를 실내에서 흙과 물로 혼합하여 (개량재:흙:물 중

량비=1:1:1) 재료분리 및 건조특성에 파악을 위한 실험에 적

용한 실내교반시료(시료 D)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강도분석을 위한 일축압축강도 실험과 투수특성 분

석을 위해 변수위 투수실험, 슬러리 상태의 재료분리를 파악

하기 위하여 침강실험을 수행하였다.

3.2 일축압축강도

채취한 4 종류의 시료에 대하여 7일 동안 방치하여 고결

한 후 각각 3회씩(Test 1~3) KS F 2314에 준하여 일축압축

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표 1과 같은 결과를 획득

하였으며, 그림 4에는 시험 전･후 시편사진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었다. 일축압축실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시료

는 929.7~1,341.5의 일축압축강도로 평균 1,127.8

으로 나타났으며, B시료는 1,318.0~1,409.2의 

범위로 평균 1,372.9의 일축압축강도를 보였다. C시

료는 3,004.8~3,176.4의 범위로 평균 3,108.7

을 보였으며, 슬라임 중 지반개량재 슬러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던 D시료는 3,301.9~3,509.8 범위에 평균 3,402.9

의 일축압축강도를 보였다. 시료 A~C는 동일한 위치

에서 채취한 일축압축실험 결과로 시료 A, B는 유사하나 시

료 C 및 시료 D는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료에 개

량재가 얼마나 혼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료 A, B는 비교적 슬라임에 원지반이 많이 포

함되어 낮은 강도를 보이고, 시료 C는 액상의 슬러리(개량

재+물)가 주로 채취되어 높은 강도를 보였다. 시료 D에 비하



102 >> 심층혼합공법 적용시 발생하는 슬라임의 공학적 특성

표 1. 슬러리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단위 : kN/m2)

구분 시료 A 시료 B 시료 C 시료 D

Test 1 1108.2 1387.6 3130.3 3509.8

Test 2 929.7 1409.2 3004.8 3394.1

Test 3 1341.5 1318.0 3176.4 3301.9

평   균 1127.8 1372.9 3108.7 3402.9

표 2. 슬러리 시료의 투수계수(단위 : cm/sec)

구분 Test 1 Test 2 Test 3 Test 4 Test 5 평균

시료 A 5.63×10-6 6.55×10-6 6.45×10-6 5.59×10-6 6.62×10-6 6.17×10-6

시료 B 4.78×10-7 4.57×10-7 4.63×10-7 4.53×10-7 4.63×10-7 4.63×10-7

(a) 실험시작 (b) 60분 경과 (c) 90분 경과 (a) 3시간 경과

그림 5. 시간경과에 따른 슬라임 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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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슬라임의 시간에 따른 계면높이(모래혼합시료)

표 3. 혼합시료별 침강실험 후 고화체 높이

구분
모래혼합 실트혼합 점토혼합

Test1 Test2 Test3 Test1 Test2 Test3 Test1 Test2 Test3

초기높이(cm) 10.13 10.03 10.12 10.10 9.93 10.09 10.10 10.13 10.26

고화높이(cm) 8.62 8.21 7.97 9.83 9.60 9.93 9.60 9.88 9.96

높이비(%) 85.1 81.8 78.8 97.2 96.6 98.4 95.0 97.5 97.0

여 시료 A~C가 작은 강도를 보이므로 개량재의 구성비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혼합처리공법의 현장시공 개량

체의 일축압축강도는 설계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으나 

현장에서 샘플링한 유영준(2008)의 연구에서는 심도 20m이

하에서 1,569.1~3,138.1로 나타났으며, 소재순(2007)

의 연구에서는 1,363.1~3,903.0의 강도를 보였다. 또

한, 국외의 현장실험 문헌에서도 대부분 1,961.3이하

의 일축강도를 보였다(Tan et al., 2002). 이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슬라임 일축압축강도는 개량재의 함유율에 따라 개

량체와 유사한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투수시험

슬라임 시편은 투수성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변수

위 투수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료는 A와 D를 대상으로 하여 

각 5회에 걸쳐 수행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A 

시료의 투수계수 범위는 5.59×10-6 ~ 6.62×10-6
로 평

균 6.17×10-6
, 시료 D의 투수계수 범위는 4.53×10-7 

~ 4.78×10-7
로 평균 4.63×10-7

의 투수계수로 

나타났다. 시료 A가 시료 D에 비해 10배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료 D의 개량재가 더 많이 포함된 시료이고, 

시료 A는 원지반 실트가 많이 혼합되어 대상시료의 구성성

분 차이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시료는 투수계

수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수계수가 작아 차수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슬라임 침강 및 건조특성

슬러리 분리 침강실험은 흙과 지반개량재, 물을 중량비로 

1:1:1 교반한 혼합시료에 대해 수행하였다. 시험은 투명의 

플라스틱 용기에 스케일 부착하고 슬러리 시료를 투입하여 

그림 5와 같이 시간에 따른 계면변화를 측정하였다.

먼저, 모래를 혼합한 시료에 대해 시간경과에 따른 침강

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15분 경과시점

부터 침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시간 경과시 최종 침하

량의 95.5%를 보였다. 슬러리 혼합액은 초기높이(14.9cm)에 

대해 고화 후 높이가 11.81cm로 79.3% 줄어든 고화체로 형

성되었다.

개량재와 흙시료(모래, 실트, 점토)를 중량비 1:1:1로 혼합

한 시료에 대한 침강실험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모래를 혼합한 시료는 초기높이에 비해 개량체의 높이가 

78.8~85.1%로 형성되면서 상등수가 생겼으며, 실트 및 점토

시료는 상등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조건으로 초기높이에 

비해 개량체의 높이가 95.0~98.4%로 고화되었다.

침강실험을 통해 고화된 시편을 대기 중으로 노출하여 3

일 동안 방치한 후 건조된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7은 건

조 후 혼합시료별 시편을 나타낸 사진이다. 사질토 시편은 

밀실하게 개량체를 형성하였으나 실트와 점토를 섞인 시편

은 크랙이 발생하였으며, 점토를 섞은 시편이 실트를 섞인 

시편에 비해 크랙의 수와 간격이 크게 나타났다. 실트 및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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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래 혼합

(b) 실트 혼합

(c) 점토 혼합

그림 7. 혼합시료별 슬라임 시편의 건조특성

토혼합 시편에서는 고화시 크랙이 발생되므로 슬라임의 활

용에 있어 현장적용이나 제품 활용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크랙 발생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심층혼합처리공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슬라

임의 재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슬러리계 기

계식 심층혼합처리공법을 대상으로 시공현장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을 아래

에 정리하였다.

(1) 심층혼합처리공법에서 혼합교반축 관입전에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지반개량재 슬러리가 슬라임으로 주로 구성하

고, 관입 초기에는 흙이 슬라임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후 

관입이 진행됨에 따라 흙과 지반개량재가 혼합되어 슬

라임으로 배출되며, 인발시에는 혼합되지 못한 지반개

량재가 슬라임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현장관찰결과 

나타났다. 슬라임의 구성성분은 개량재와 흙, 물이며, 슬

라임의 발생형태는 위치마다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2) 현장채취 슬라임에 대한 일축압축강도 시험 결과, 시료 

채취위치에 따라 일축압축강도가 929.7~3,509.8

의 큰 범위를 나타내어 동일한 현장에서도 발생된 슬라

임의 구성비에 따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3) 투수시험 결과 원지반이 많이 혼합된 시료와 비교하여 

지반개량재 슬러리가 많이 포함될수록 낮은 투수계수를 

나타내었으며 투수계수 4.53×10-7～6.62×10-6


의 범위로 나타나 차수재료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4) 실내에서 제작한 슬라임 시료를 고화한 결과, 사질토는 

밀실한 개량체가 형성된 반면에 실트와 점토를 혼합한 

시편에서는 크랙이 발생하였으며 점토가 혼합된 경우 

크랙의 수와 간격이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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