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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토양 안정화층 시공을 위한 원위치 교반방식과 

혼합포설방식의 효과비교

이상무, 김진환, 윤여준, 김윤수, 박남서*

Comparison the Effect of In-situ Mixing Method and Mixed Laying Method 

for Construction of Stabilizing Layer on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Sang-Moo Lee, Jin-Hwan Kim, Yeo-Joon Yun, Yoon-Su Kim, Nam-Seo Park*

Abstract In this study, a stabilizing equipment was develop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existing stabilization 

construction method for contaminated soil. The field application and workability of the stabilizing equipment were 

verified through field demonstration tests and laboratory tests. The field application of the stabilizing equipment 

was identified through field demonstration tests. As a result of laboratory tests for field mixed soil, the mixing 

capability of stabilizer of the developed construction method was better than that of existing construction method.

Key words Contaminated soil, Stabilization construction, Stabilizing equipment, Field application, Mixing capability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오염토양 안정화처리 시공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개발한 혼합포설방식 

안정화장비의 현장 적용성 및 시공성을 현장실증시험 및 실내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현장 실증시험을 통하

여 안정화장비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장 교반토의 석회석 분포 및 CaO 함량 분석 등의 실내시험을 

통하여 기존 오염토양 안정화처리 시공방법에 비해 개발된 안정화장비 시공방법의 안정화제 교반성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오염토양, 안정화처리, 안정화장비, 현장 적용성, 교반성

1. 서 론

광산 지역의 토양오염은 갱내수에 의한 직접적인 오

염과 폐석이나 광물 찌꺼기 등 광산 개발 시 생성된 잔

류 오염원 내 황화물의 산화작용으로 용해된 중금속 이

온의 화학적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토양오염은 

광산을 중심으로 오염원의 직접적인 유실(산사태, 광폐

석(광미) 유실, 오염원 활용) 및 간접적인 요인(침출수, 

갱내수)에 의해 인근 경작지로의 확산을 야기하고 있으

며, 오염면적의 확대와 더불어 오염토에서 경작된 농작

물에 유해 중금속 등이 축적되어 인체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Hwang et al., 2007; Evanko et al., 1997; Lee 

and Jeon, 2010).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국내 폐금속광산 주변 지역

의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한 핵심

공법으로, 오염된 토양과 안정화제를 혼합하여 안정화

층을 형성하는 방법인 안정화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안

정화공법은 오염물질이 토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제거

하지 않지만, 안정화제와 토양 내 오염물질 상호 간의 

산화-환원, 중화, 침전, 복합체 및 이온교환 등의 반응으

로 오염물질의 용해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잠재적 위해

성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광해방지 기술기준, 2011). 

이러한 안정화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화제 혼

합량은 오염토양의 오염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

로 토양 중량 대비 3∼7%까지 적용된다. 이는 다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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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bilizing equipment

류의 혼합재료인 시멘트계 고화제나 석회계 고화제의 

혼합량인 5∼15%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혼

합량이다. 따라서 안정화층 내 안정화제가 분포하는 정

도와 균질성은 안정화 공법의 적용성 및 안정성에 있어

서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염토양 안정화 공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공장비는 오염된 토양 위에서 원위치 교반하는 

방식으로 현장 적용성 및 시공성은 우수하지만, 안정화

제의 균질한 투입과 교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균질

한 안정화층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안정화 공법

을 적용한 토양의 재오염에 따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토양정화 공사 시 스테빌라이저 , 골재살포기 

등의 토목용 장비를 활용하여 정화 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 시공 시에는 농업용 장비인 트렉터, 로터베이터, 

쟁기 등을 활용함에 따라 정밀도가 결여되어 설계와 시

공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여 왔다(Yang and Lee, 2007). 

따라서 정량적인 안정화제 투입이 가능하여 균질한 안

정화층 조성이 가능한 새로운 오염토양 안정화처리 시

공 장비 및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오염토양 안정화처리 시공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오염토와 안정화제를 교

반한 후 포설하는 방식의 장비를 제시하고, 개발된 장

비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안정화제 교반성에 대한 품

질 확인을 위해 현장 실증시험과 실내시험을 수행하였

다.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기존장비에 의한 시공방법과 

개발된 안정화장비에 의한 시공방법을 비교하여 기존

장비의 장비특성으로 인한 시공단계별 문제점을 확인

하고 개발된 장비에 의한 시공방법의 현장 적용성에 대

해 검증하였다. 또한 현장 실증시험의 교반된 토사에 

대해 실내시험을 수행하여 안정화제 교반 성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비 및 시공방법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현장 구동 안정화장비

2.1 개요

균질한 안정화층 형성을 위한 혼합포설 방식의 현장 

구동 안정화 장비는 Fig. 1과 같이 제작하였으며 본 장

비는 오염토사를 일정 속도로 투입한 후 안정화제인 석

회석 또는 제강슬래그를 오염토사 중량 대비 3∼7% 정

량 투입하여 교반, 배출하는 방식이며 주 개발목적은 

정량투입 및 교반, 정량 배출이다. 초기 사전작업을 통

해 선별된 오염토사 25 mm 이하를 오염토사 호퍼(용량 : 

3 m
3
)에 투입하여 피더를 통해 정량공급 후 벨트 컨베

이어로 이동하게 된다. 오염토사 호퍼 하단부에는 1 hp 

(0.7 kW) 크기의 진동모터를 설치하여 호퍼 내벽에 집

적될 가능성이 있는 오염토사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설

치하였다. 이동 후 벨트 컨베이어 상단에서 안정화제 

호퍼(용량 : 0.5 m
3
)와 연결된 정량공급이 가능한 스크

류 피더를 통해 1차 혼합이 진행되며 투입 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인버터를 설치하였다. 혼합된 토사는 벨트 

컨베이어 직하부에 연결된 교반형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교반된다. 장비작동은 내부발전기(30 kW)에 의해 

가동되며 컨트롤 박스를 통하여 각각의 장비 가동 속도

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장비의 세부 장치별 규격은 

Table 1과 같다.

2.2 균질한 안정화층 조성을 위한 시공조건

오염토사의 입경은 무분별한 사이즈의 토사를 투입했

을 경우 기기 내의 과부하 및 교반스크류의 날 손상 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염토사의 입경을 25 mm이

하로 설정하였다. 또한 pilot size 장비로 제작되어 스크

류날 손상 및 시간당 처리용량을 고려하였을 때 사전에 

선별처리 작업 없이 토사를 투입하여 사용했을 경우 장

비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고 스크류날 및 내부 시설물에 

대한 부식과 마모현상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어 예비 

교반시험을 수행하여 오염토사의 함수비는 20%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점토함량은 30%이하로 설정하였다. 또한 

미분날림방지 및 추가적인 무게측정 공정을 삭제하여 

정형화된 입경형태의 안정화제 선정을 위해 오염토사 

중량대비 3∼7% 투입될 안정화제(석회석, 제강슬래그)

의 경우 분상이 아닌 입상재질의 입경 2∼6 mm의 안정

화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였다. 장비 가동을 위한 최적 

시공조건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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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 of equipment

No Equipment Standard

① Lift rig L1200×W130×H350 (mm)

② Leg for horizontal maintenance L100×W100×H700 (mm)

③ Generator (30 kW) L2100×W910×H1775 (mm)

④ Motor for input stabilizer 1HP (0.75 kW)

⑤ Stabilizer hopper (BIN-2) Top(D1000/1000), Bottom(d125/500)

⑥ Feeder of hopper (BIN-1) D100mm, d3.5, P45 (mm)

⑦ Stabilizer hopper (BIN-1) Top(D1000/1000), Bottom(d125/500)

⑧ Belt conveyor L2000×W600, Angle of repose (30°)

⑨ Sliding-roof on hopper L300×W400 (mm)

⑩ Soil hopper L1500×W1500×H1170 (mm)

⑪ Vibration motor 0.2kW, 2P

⑫ Screw conveyor for mixing D244×d89.1×4000 (mm)

⑬ Tire 8.25R/16LT (Only 5ton truck)

⑭ Slot for mixing L300×H200 (mm)

Table 2. Optimization for the operation of equipment

Section Construction condition

Soil particle size (mm) Less than 25

Stabilizer size (mm) 2∼6

Moisture content (%) Less than 20

Clay content (%) Less than 30

3. 재료 및 방법

3.1 현장 실증시험

3.1.1 시험조건

시험대상 필지는 As, Cd, Cu, Pb, Zn 등 5개 항목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현재 토양오염복원 사업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OO광산 주변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시공방법 및 개발된 안정화장비 시공방법 모두 동

일한 시공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답 필지에서 일정 부

분 분배하여 수행하였다. 안정화처리 층의 두께는 20 cm 

기준(광해방지 기술기준, 2011)으로 조성하였으며, 안

정화제는 기존 토양오염복원 현장의 안정화제 기준에 

맞추어 석회석을 사용하였고 안정화제 비율은 오염토 

중량 대비 3%를 적용하였다. 현장지반의 토성은 양토

로 점토 함유량은 25%이며 토사의 입경은 2 mm 이하

였다. 현장지반 조건은 원지반 단위중량 1.66 g/cm
3
, 교

반시료 포설 후 단위중량 1.66 g/cm
3
, 함수량은 15∼

20%로 나타났다.

3.1.2 시험방법

현장 실증시험은 기존 시공방법과 안정화 장비를 이

용한 시공방법을 비교 수행하였다. 기존 시공방법은 트

랙터를 사용하여 오염토와 안정화제를 교반하였으며 

시공순서는 안정화제 준비, 안정화제 살포, 안정화제 교

반, 안정화층 처리 두께 확인 순으로 진행하였다. 안정

화장비를 이용한 시공방법은 안정화장비를 사용하여 

오염토와 안정화제를 교반하였으며 시공순서는 안정화

제 준비, 절토 작업, 안정화제 투입, 장비가동 및 안정화

제 교반, 교반토사 포설, 안정화층 처리 두께 확인 순으

로 진행하였다.

기존장비

a. 시험순서

Fig. 2는 기존 오염토양 안정화처리 시공방법의 과정

으로 1차 안정화제 살포, 2차 로터리 교반 후 3차 쟁기 

교반을 하여 안정화층을 형성한다. 습답의 경우 백호 

등을 사용하여 추가로 교반을 한다.

개발된 안정화장비

a. 장비 가동 조건

오염토 중량 대비 안정화제 비율에 따른 장비 가동속

도를 확인하기 위해 Pilot test를 수행하였으며 오염토 

중량 대비 안정화제 비율 3%를 조성하기 위해 장비가

동속도는 토양 컨베이어 벨트속도와 안정화제 스크류 

속도를 각각 200 RPM, 260 RPM으로 설정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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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mestone spray (b) Rotary mixing

(c) Plow mixing (d) Confirmation of the mixing condition

Fig. 2. Test procedure of existing equipment

Table 3. Condition of operation

Equipment Operation speed (RPM)

Belt conveyor 200

Stabilizer hopper (BIN1, BIN2) 260

b. 시험순서

Fig. 3은 개발된 안정화장비를 이용한 오염토양 안정

화처리 시공방법의 과정으로 1차 오염토사 절토작업, 2

차 안정화제 교반, 3차 교반토사 포설 등의 단계로 진행

하였다. 오염토사 절토 후 안정화 장비에 투입 시 현장

토양에 자갈이 많거나 최적 시공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할 시 스크린을 이용하여 토사선별이 사전에 이루어져

야 한다고 판단된다. 

3.2 교반성 확인을 위한 실내시험

3.2.1 시험방법

안정화제의 교반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증시험을 

통해 교반된 각각의 시료에 대해 안정화제의 공간분포

검증(입도분석), 안정화층 성분 검증(XRF분석)으로 나

누어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3.2.2 공간분포 검증(입도분석)

공간분포 검증을 하기위해 아크릴박스(크기 : 200 mm 

× 400 mm × 250 mm)를 Fig. 4와 같이 8개의 Cell을 

상하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Fig. 5는 기존장비와 안정

화장비를 이용하여 교반된 토사를 아크릴박스에 투입 

후 균등한 부피(16등분)로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교반 시료를 분리 후 각각의 Cell에 해당하는 시

료를 체분석 시험하여 오염토 중량 대비 석회석 중량을 

확인하였다. 체분석 시험은 시험규격 KS F2302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시험체(#4, #10, #20, #40, #60, #100, 

#200) 1세트를 사용하였다. 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교반된 시료를 아크릴 박스에 투입한다.

(2) 아크릴박스에 투입된 시료를 16등분으로 분리한다.

(3) 각각의 Cell에 해당하는 시료를 체분석 시험을 한다.

(4) 각 체에 잔류하는 시료와 석회석을 선별한 후 각

각의 중량을 측정한다.

3.2.3 안정화층 성분 검증(XRF분석)

안정화층 성분 검증을 위해 사용된 XRF분석기는 Fig. 

6과 같으며 장비의 제원은 Table 4와 같다. 기존장비 

및 안정화장비를 이용하여 교반된 토사에 대해 XRF분

석을 실시하여 원토양, 기존장비 시험 후, 안정화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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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rylic box

(a) Limestone(Size : 2∼6mm) (b) Cutting construction

(c) Input of soil pollution (d) Mixing

(e) Laying of mixed soil (f) End of laying

Fig. 3. Test procedure of stabilizing equipment

교반직후, 안정화장비 교반토사 포설 후 등의 과정에 

따른 석회석 성분비(CaO)를 확인하여 시공방법 및 시

공단계별 석회석 분포를 파악하였다. 시험순서는 다음

과 같다.

(1) Case별 XRF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량 확인

(2) 각각의 시료 n개 지점에서 (






)g 시료채취(3회)

(3)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파쇄(#200체 

이하)

(4) XRF 측정

(5) Case별 CaO 함량 비교분석



중금속 오염토양 안정화층 시공을 위한 원위치 교반방식과 혼합포설방식의 효과비교510

(a) Acrylic box (b) Input of mixed soil

(c) Separation of mixed soil (d) The upper side of mixed soil

Fig. 5. Method of soil separation

Fig. 6.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Table 4. Equipment specification

Model Structure and Performance

XRF-1800 / WD

X-ray tube - 4KW, Rh target 

end-window 

Detector - Scintillation Counter (SC), 

Flow proportional counter (FPC)

0.6 μm thick window

cartridge type filament 

4. 결과 및 고찰

4.1 현장 실증시험

4.1.1 기존장비

기존장비를 이용하여 안정화층을 시공한 결과 안정화

제 준비단계에서 별도의 중량측정으로 인한 시공성 저

하와 미분을 포함하는 안정화제 운반 등의 문제점이 나

타났으며 안정화제 살포단계에서는 비료 살포기, 인력 

살포, 포크레인 살포 등의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미분

날림 및 국부적 안정화제 투입으로 인한 불균질한 안정

화층 형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교반단계에

서는 로터베이터의 회전축의 작업 가능한 교반심도는 

최대 15 cm이며 설계 시 선정되는 안정화층 두께인 20 

cm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교반심도를 작업

하기위해 포크레인, 프라우 등의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

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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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ment of discharge rate (limestone) Fig. 8. Measurement of discharge rate (Soil)

Table 5. Efficiency of equipment

Efficiency of equipment

Discharge rate of soil (kg/min) 143.9

Discharge rate of limestone (kg/min) 4.39

Fig. 9. Limestone after mixing

Fig. 10. Stabilizer layer

4.1.2 안정화 장비

장비 효율

장비가동조건은 토양 컨베이어 벨트 속도 200 RPM, 

안정화제 스크류 속도 260 RPM으로 설정하였으며 교

반토사 배출구에서 토출되는 토사량을 아크릴박스를 

사용하여 1분 동안 측정하였으며, 안정화제 스크류 빈

에서 배출되는 분당 석회석량을 1분 동안 측정하였다

(Fig. 7, Fig. 8). 측정 결과, 토출량은 약 143.9 kg/min

으로 나타났으며 석회석은 분당 약 4.39 kg 가량 배출

되어 오염토 중량 대비 안정화제 비율이 3%에 근접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토출량과 석회석 배출

량을 나타낸 것이다.

교반성 확인

개발된 안정화장비에 의해 교반 직후 오염토사에 분

포하고 있는 안정화제 교반상태를 확인하였다(Fig. 9). 

또한 안정화 장비에 의해 교반된 토사를 사용하여 안정

화층 형성 후 안정화층 처리 두께 20 cm 이상을 확보하

였다(Fig. 10).

4.2 실내시험

4.2.1 공간분포 검증(입도분석)

Fig. 11과 Fig. 12는 시공방법별 아크릴박스 각각의 

Cell에 해당하는 오염토 중량 대비 석회석 비율의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6은 아크릴박스에 의해 16등

분된 교반시료에 대해 상부와 하부의 오염토 중량 대비 

평균 석회석비율을 나타내었으며 Table 7은 표준편차

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결과 기존장비의 오염토 중량 

대비 석회석 비율은 상부(10 cm)에서 5.12%, 하부(10 cm)

에서는 1.79%로 나타났으며 전체 석회석 비율의 평균

은 3.46%로 나타났다. 안정화장비의 오염토 중량 대비 

석회석 비율은 상부(10 cm)에서 2.98%, 하부(10 cm)의 

경우 3.12%로 나타났으며 전체 석회석 비율의 평균은 

3.05%로 나타났다. 기존장비의 석회석 비율은 오염토 

중량 대비 3%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상부와 

하부 간의 평균 석회석 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안정화장비의 석회

석 비율은 전반적으로 오염토 중량 대비 3%에 근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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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sult of XRF analysis

Fig. 11. Limestone ratio (Existing equipment) Fig. 12. Limestone ratio (Stabilizing equipment)

Table 6. Limestone ratio according to construction methods (Limestone ratio : 3%)

Section Limestone ratio (%) Loss ratio (%)

Existing 

equipment

Total average 3.46 +0.46

Average of top (10 cm) 5.12 +2.12

Average of bottom (10 cm) 1.79 -1.21

Stabilizing

equipment

Total average 3.05 +0.05

Average of top (10 cm) 2.98 -0.02

Average of bottom (10 cm) 3.12 +0.12

Table 7.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construction methods (Limestone ratio : 3%)

Section Total Top of box (10 cm) Bottom of box (10 cm)

Existing equipment 2.02 1.25 1.03

Stabilizing equipment 0.28 0.31 0.24

게 나타났으며 상부와 하부 간의 평균 석회석 비율 차이

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장비의 표준편차

는 2.02로 안정화장비의 표준편차 0.28에 비해 약 7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안정화장비의 석회석은 기존장비에 

비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2.2 안정화층 성분 검증(XRF분석)

Fig. 13과 Table 8은 원토양, 기존장비 시험 후, 안정

화장비 교반직후, 안정화장비 교반토사 포설 후 등 총 

4개의 case별 XRF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XRF 분

석결과 원토양의 CaO 함량은 1차 2.15%, 2차 2.16%, 3

차 2.17%로 나타났다. 기존장비를 사용하여 안정화 처

리 후 CaO의 함량은 1차 3.06%, 2차 3.39%, 3차 

2.36%로 나타났다. 안정화장비를 사용하여 안정화제를 

교반한 직후 CaO의 함량은 1차 4.71%, 2차 6.29%, 3

차 3.51%로 나타났고, 안정화 처리 후 CaO의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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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 of XRF analysis

Section

The first 

examination

(%)

Rate 

of increase

(%)

The second 

examination

(%)

Rate 

of increase

(%)

The third 

examination

(%)

Rate 

of increase

(%)

Natural ground 2.15 - 2.16 - 2.17 -

After examination

(Existing

equipment)

3.06 42 3.39 57 2.36 9

After mixing

(Stabilizing

equipment)

4.71 119 6.29 191 3.51 62

After laying

(Stabilizing

equipment)

6.21 189 7.14 231 6.86 216

1차 6.21%, 2차 7.14%, 3차 6.86%로 나타났다. CaO의 

함량은 안정화장비, 기존장비, 원토양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기존장비에 비해 안정화장비 사용 시 안

정화 처리 후 석회석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토양오염 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시공장비의 문제점인 불균질한 안정화제 교반성 문제

를 해결하고자 개발한 안정화장비의 현장 적용성 및 안

정화제 교반성에 대해 현장 실증시험을 수행한 후 실내

시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현장 실증시험 및 실

내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장 실증시험 중 기존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한 결과, 

안정화제 준비단계에서는 별도의 중량측정으로 인

한 시공성 저하와 미분을 포함하는 안정화제 운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살포단계에서는 비료살

포기, 인력살포, 포크레인 살포 등의 농업용 장비 특

성으로 인한 미분날림과 동시에 국부적으로 투입되

는 안정화제로 인해 불균질한 안정화층 형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교반단계에서는 로터베이

터 장비 특성상 최대 15 cm 심도까지만 안정화층 형

성이 가능하여 추가심도를 작업하기 위해 포크레인, 

프라우 등의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였다.

2. 현장 실증시험 중 안정화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한 결

과 토출량은 약 143.9 kg/min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석회석은 약 4.39 kg/min 배출되어 오염토 중량 대

비 안정화제 비율 3%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과정 중 토공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특성

상 안정화층 처리두께 20 cm 기준으로 작업이 가능

하였다.

3. 실내시험 중 공간분포 검증결과, 안정화장비의 석회

석 실측 비율은 기존장비에 비해 교반 시 적용했던 

오염토 중량 대비 석회석 비율 3%에 0.41% 더 근접

하게 나타났다. 상부와 하부 간의 평균 석회석 비율

차이는 기존장비 3.33%, 안정화장비 0.14%으로 나

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기존장비가 안정화장비에 비

해 약 7배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장비에 비해 

안정화장비에 의해 교반된 토사에 석회석이 보다 균

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실내시험 중 안정화층 성분 검증결과, CaO의 함량

은 안정화장비, 기존장비, 원토양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기존장비에 비해 안정화장비 사용 시

의 석회석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5. 기존장비와 안정화장비의 경제성 검토결과, 현재로

써는 Pilot단계의 장비로 시공 공종이 더 포함되고 

안정화 장비 운영에 있어서 기존장비보다는 비효율

적인 부분이 있으나, 안정화 장비의 개선을 통해 효

율증대, 단가 절감을 통하여 기존장비에 비해 경제

성이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장 실증시험 및 실내시험을 통해 안정화장비의 현

장 적용성 및 시공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안

정화장비는 현장 적용성에 있어 기존장비의 현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존장비에 비해 안정화제 

교반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화장비

를 이용한 토양오염 안정화 시공방법은 기존장비의 균

질하지 못한 교반성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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