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즐쏘일과 이를 이용한 지반보강 개선사례 소개
- 지지력 증가와 침하량 감소는 별개인가? -

1. 김 갑 부
(주)부시똘대표이사

1. 무질서에서 질서로, 정성적에서 정

량적으로

분절된 무수히 많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지반(토사)은 익히 알고 있는 마찰각을 가

지고 있으며 이를 내부마찰각(internal 

angle of friction)이라고 한다. 지반공학의 

거동에 대한 기본 전제는 흙 알갱이

(aggregate)와 물의 압축성을 무시하는 것

이다. 불연속체인 흙 알갱이 사이에는 공기

와 물이 존재할 수 있어 지반은 본질적으로 

3상(three phases)이다.

지반속의 공기와 물이 있는 공간을 간극

이라고 하며 이 간극(void)의 변화가 지반

거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반의 본질인 내부마찰각(Φ)은 지지력에 

직접 관계되는 지반정수이며 대표적인 지지

력공식이 Terzaghi, Meyerhof의 것이 있

으며 이를 통하여 내부마찰각이 높을수록 

지지력은 매우 가파르게 높아짐을 알 수 있

다. 내부마찰각의 핵심 요인은 맞물림 효과

(interlocking effect)이다.

지반속의 간극은 보통 간극비(e, void 

ratio)로 표현되며 간극비는 흙 알갱이의 부

피에 대한 간극의 부피 비율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간극비가 작

을수록 변형계수(=흙의 탄성계수)가 커서 

변형량이 작아진다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는 간극비(e)가 작을

수록 내부마찰각(Φ)이 커져서 지지력이 커

진다는 경향을 이해하고 있으나 침하량과 

지지력을 하나로 묶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지지력과 침하량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침하량(간극비)과 지지력(내부마

찰각)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며 이런 상관성을 정량적으로 해결한 

것이 퍼즐쏘일(puzzle soil)이며 지지력을 

높이면서 침하량도 개선하는 계량화된 지반

보강 치환재이다.

그림 1. 지지력과 침하량을 고려한

 계량화 가능한 영역

Keywords : 체중심다면체 unit, jamming 마찰력, 2종류 입경 골재 입도분포, 땅속 정지 마찰력



2. 퍼즐쏘일이란?

 

퍼즐쏘일은 입경크기에 따라 생산되고 있

는 쇄석골재(2 종류의 일반골재)를 이용하여 

내부마찰각이 50°이상(NET 인증)이 되도록 

하는 입도가 조절된 맞춤형 쇄석골재이다.

(입경이 2종류인 특정입경비의 입도분포)

규칙성 골재
(퍼즐쏘일)

불규칙성 골재
(일반골재)

개념도

품질개선 가능 및 용이 불가능

수식계산 가능 불가능

요구조건 항상 만족 불가능

그림 2. 규칙성/불규칙성 골재의 차이

입도조절로 마찰면이 촘촘하여 마찰면적

이 증가된 인공쇄석골재는 50˚이상의 내부

마찰각(Φ)과 Layer Jamming마찰력을 발휘

한다. 퍼즐쏘일의 구성재료는 전국의 석산

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레미콘과 아스콘

용 알골재(13, 19, 25, 40mm)이며 이 중 

2가지를 배합비에 맞게 혼합한 후 층다짐으

로 치환시공 되어진다. 

기초

기초 PE FILM(2겹)

PUZZLE SOIL

면고르기

연약층

그림 3. 퍼즐쏘일치환시공 개념도

3. 2종류 입경 골재를 이용한 내부마찰

각(Φ) 높이기와 맞물림 (interlocking)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인지되

는 것이 입경의 크기가 다양할수록 강한 지

반(토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입경이 다양한 양호입도와 입경이 2종류

인 입도를 그림4처럼 나열하고 미끌림이나 

인터로킹을 생각하면 당연히 입경이 2종류

인 입도가 내부마찰각(Φ)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특정한 입

경비를 가지는 골재가 퍼즐쏘일이 되며 이

런 입도분포 case 4개를 만들어 내부마찰

각 실험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양호입도 조건에서는 40°<Φ

<45°이나 퍼즐쏘일 case 4개는 최소 50°

이상의 내부마찰각을 보여주고 있다.

• 양호입도

쉽게 올라감

• 입경차와 넘어가는 필요에너지

• 퍼즐쏘일입도

넘어서기 무척 어려움

양호입도와 2종류입도의 내부마찰각 특성

퍼즐쏘일의 직접전단 실험

그림 4. 퍼즐쏘일의 내부마찰각(실험)

4. 퍼즐쏘일의 3차원 입체배열의 특징

과 Layer Jamming 마찰력

 

지반은 본질적으로 흙알갱이들이 공간을 

채워서 이루어진다. 퍼즐쏘일처럼 특정한 

비율의 입도로 조절하면 체중심다면체

(body-centered polygon)가 형성되어 가

장 안정적인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림 5. 퍼즐쏘일의 체중심다면체 구조

안정된 형태임을 당구공들의 입체에서 빨

간 당구공의 유무에 따라 안정성이 극명하

게 차이남을 통해 알 수 있고 인도공과대학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자료

에서도 이상적인 채움 배열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퍼즐쏘일은 이를 재현한 것일 따

름이다.

마찰면 마찰면

퍼즐쏘일 보통토사(잡석)

Typical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s

그림 6. 이상적인 입도분포

여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체중심

다면체를 하나의 unit으로 고려하여 바라보

면 매우 균질함을 알 수 있고 지반 내의 어

디에서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태임을 생각 

할 수 있다. 여기서 Layer Jamming 마찰

력이 발휘된다.

4. 퍼즐쏘일은 안정된 균질unit 집합체

로 강하다

 

구조역학적으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길이방향의 스프링 집합체에서 전체강성을 

크게 할 수 있는 쉬운방법은 약한 스프링을 

없애거나 각각의 스프링 강성을 동일(균질)

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퍼즐쏘일은 체중심다면체로 동일(균질)하게 

안정된 unit의 집합체로서 매우 강한 토사

임을 알 수 있다.

: 전체스프링 강성(직렬배열)

그림 7. 균일한 스프링 집합체

5. 내부마찰각 50°이상의 공학적 의미

Terzaghi와 Meyerhof의 직접기초 지지

력 공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지력계수 

Nγ의 값을 살펴보면 내부마찰각의 상한값

이 50°임을 알수 있고 내부마찰각이 클수

록 지지력 계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어 내부마찰각 50°이상 영역에서는 

매우 큰 지지력을 얻을 수 있다.

• :딸랑이 ㅡ:작은 접촉력    :큰 접촉력
  (비접촉) 

<일반토사> <퍼즐쏘일>

그림 8. 일반토사와 퍼즐쏘일의 내부마찰각

내부마찰각 50°이상에서는 Terzaghi와 

Meyerhof의 지지력 공식이 표현하지 못하

는 마찰력(Jamming 마찰력) 거동을 하는 

영역이다.



6. 입경이 2종류인 입도의 성능검증

6.1 전산 시뮬레이션 : Layer Jamming 시

각화

(주)부시똘이 보유하고 있는 know-how

를 적용하여 특정 입경비를 가지는 입경이 

2종류인 입도분포와 일반적인 다양한 입도

분포를 만들어 전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사용된 전산프로그램은 PFC2D로 개별

요소법(Discrete Element Method)이 적용

된다.

•:딸랑이 ㅡ:작은 접촉력    :큰 접촉력
   (비접촉) 

<일반토사> <퍼즐쏘일>

그림 9. 개별요소를 이용한 전산해석 결과

일반토사는 침하량이 과다하고 깊은 심도

까지 영향이 미치나, 퍼즐쏘일(입경이 2종

류인 입도분포)은 침하량이 매우 안정적임

을 확인할 수 있다.

6.2 토압계 측정 : Layer Jamming 계측

토압계를 통하여 응력전달 심도를 확인하

였으며 그 결과는 전산시뮬레이션과 같이 

기초직하부에만 응력이 집중됨을 확인하였

다. 이는 퍼즐쏘일의 Layer Jamming 마찰

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토압계 평판재하

그림 10. 심도별 토압계 응력 측정

6.3 다양한 재하시험 : 침하량 및 지지력 

개선

6.3.1 치환두께별 일반골재(양호한 토사)

와 상대비교

퍼즐쏘일의 치환두께가 두꺼울수록 침하

량 감소효과가 선형적으로 좋아지기 보다는 

지수적으로 매우 빠르게 양호해지는 것이 

큰 특징이다.

퍼즐쏘일의 침하량

상대 감소율

동일치환두께(mm)

(퍼즐쏘일, 일반골재)

* 치환두께가 두꺼울수록

침하량 감소율 지수적 증대

<퍼즐쏘일 치환두께 300mm, 명지대 교내>



<퍼즐쏘일 치환두께 400mm, 삼성디스플레이>

PBT1(퍼즐쏘일T=500)

PBT2(퍼즐쏘일T=250)

PBT3(무보강)

PBT4(40mm골재T=500)

<퍼즐쏘일 치환두께 500mm, 광명KTX 주차빌딩>

그림 11. 치환두께별 퍼즐쏘일 침하량 

6.3.2 연약토사의 보강 전/후 개선사례

① 단일 현장 비교

대표적인 3곳의 시공사례에서 퍼즐쏘일로 

보강하기전과 후의 침하량 개선결과로서 치

환두께에 비해 침하량 감소효과가 상대적으

로 매우 높게 나왔다. 

<광안동 오피스텔>

<천안 마페이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공동구 및 전력구>

그림 12. 보강전/후 하중-침하 그래프

② 다수 대 다수 현장 비교를 통한 퍼즐

쏘일 보강 효과 경향

평판크기와 퍼즐쏘일두께의 조건을 동일

하게 하기 위해 평판크기(D=450mm)와 퍼

즐쏘일(T=500mm)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

냈으며 환산계수는 아래와 같다.

보강전의 침하량은 탄성론 일반식 


∙





ⅰ) 점성토 지반조건에서의 개선효과 경

향은 다음과 같다.

A / AR B / BR C / CR D / DR

토질조건
N=1

실트질점토
N=6

유기질점토
N=10

실트질점토
N=4

실트질점토

시험레벨 GL-1.7m GL-0.72m GL-0.7m GL-4.0m

퍼즐쏘일
(mm)

500 500 500 500

평판크기
(mm)

450 450 300 400

환산계수 1.0 1.0 1.5 1.125

침하량
산정

(보강전/
보강후)

재하시험
/

재하시험

탄성론
/

재하시험

탄성론
/

재하시험

탄성론
/

재하시험

1/10~1/8로

축소

* 적용 현장

A : 리안월드 리조트 조성사업 신축공사

B : 대촌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C : 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D : 사당동 다중주택 신축공사

점성토지반에 퍼즐쏘일 500mm 치환의 

경우 침하량이 약 1/10~1/8로 축소된 것으

로 나타나서 퍼즐쏘일의 응력저감 효과가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ⅱ) 사질토 지반조건에서의 개선효과 경

향은 다음과 같다.

A / AR B / BR C / CR

토질조건
N=10

점토질모래
N=5

실트질모래
N=3

실트질모래

시험레벨 GL-1.0m GL-4.6m GL-0.1m

퍼즐쏘일
(mm)

500 500 300

평판크기
(mm)

300 300 450

환산계수 1.5 1.5 0.6

침하량
산정

(보강전/
보강후)

탄성론
/

재하시험

탄성론
/

재하시험

재하시험
/

재하시험

D / DR E / ER F / FR

토질조건
N=12

실트질모래
N=16

실트질모래
N=16

실트,모래,자갈

시험레벨 GL-4.5m GL-1.1m GL-6.46m

퍼즐쏘일
(mm)

500 300 500

평판크기
(mm)

300 450 450

환산계수 1.5 0.6 1.0

침하량
산정

(보강전/
보강후)

탄성론
/

재하시험

탄성론
/

재하시험

탄성론
/

재하시험

1/10~1/8로

축소

* 적용 현장

A : 부산 온천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B : 방배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C : 마페이 천안공장 신축공사

D
: 이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E
: 부천 도당동 CT밸리 툴리코리아 공장 신축공사

F : KB골든라이프케어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공사

사질토지반에 퍼즐쏘일 500mm 치환의 

경우 침하량이 약 1/10~1/8로 축소된 것으

로 나타나서 퍼즐쏘일의 응력저감 효과가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퍼즐쏘일은 최소 unit인 체중심다면체의 

직경이 작아서 동일한 치환두께에 상대적으

로 많은 양의 unit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마

찰면이 체계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형성되어 

layer jamming 마찰력이 작용한 결과라 설

명 되어진다.

체중심다면체 unit의 직경이 작을수록 단

위두께당 포함되는 unit갯수에 비례해서 개

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6.3.3 퍼즐쏘일 치환두께가 지반보강효과 

좌우

Φ450 평판

Φ700 평판

그림 13. 치환두께별 평판크기들의 침하량 

변화

광명KTX 주차빌딩 현장에서 수행된 것

으로 동일한 퍼즐쏘일 치환두께에 대해서 

기초크기를 달리하여 평판재하시험을 수행

한 결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침하량 축소비율>

     치환두께

평판크기
250mm 500mm

450mm 








×




700mm 





 


×




퍼즐쏘일 치환두께가 침하량개선(지반보

강)효과를 지배하고 기초크기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치환두께가 같으면 

개선효과도 비슷하거나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퍼즐쏘일은 체중심다면체의 균질한 unit

의 집합체로서 치환두께에 포함되는 unit의 

개수가 지반보강효과를 좌우하고 기초크기

와 관련성은 크게 없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6.3.4 중력가속도 67배의 환경에서 기초크

기 12m X12m 재하시험(명지대 박사학위 

논문 발췌)

원심모형실험기를 통해 중력가속도의 67배 

환경을 만들면 상사법칙(similitude Law)이 

적용되어 중력가속도 1배(지구) 환경에서는 

67배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초대형 구조

물 실험에 적합한 기법이다.

이 실험결과는 모래와 점토 지반에서 기

초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도 퍼즐쏘일의 장

기적인 지반보강효과를 발휘하였다. 



기초침하량

사질토층 지중응력

점토층 지중응력

그림 14. 12m X 12m 기초 지반보강효과

7. 퍼즐쏘일의 응력저감에 대한 이론적

  설명 

7.1 지반의 휨강성과 Boussinesq의 응력구근

   내 응력분포 특성을 고려한 응력전달율

매우 강한 토사층을 통과한 응력은 매우 

크게 저감된다고 알려져 있는 바 이에 대하

여 지반의 휨강성과 Boussinesq의 응력구

근의 크기 그리고 구근 내의 응력분포 특성

을 고려하여 탄성론적으로 접근하였다.

7.1.1 지반 휨강성, Boussinesq 응력구근의 

경계조건과 의미

① 응력구근을 경계로 하여 내부와 외부

로 구분됨

② 다시 말하면 응력구근의 선(면)의 외

부는 전단 변형이 없어서 지점(support) 역

할

③ 처짐을 일으키는 곡률은 휨강성(flexural 

rigidity)인 EI에 역비례하게 되며 EI는 응

력과 침하량의 관계인 지반반력계수(σ/δ)와 

공학적으로 동일하다.

④ 상부기초의 수직하중이 작용하면 수직

응력의 분포가 발생되며 이에 수반되는 수

평응력은 수직응력에 비례하게 된다.(상호

간 짝응력)

⑤ 지반 휨강성의 기준축(axis)은 응력구

근이 된다.

<응력구근과 전단변형>



7.1.2 연약토사와 퍼즐쏘일의 휨강성

① 연약토사의 휨강성

<Stress bulb 내 응력분포>

• 응력구근의 유효 2차 단면 관성모멘트

    


② 퍼즐쏘일의 휨강성

• 퍼즐쏘일의 유효 2차 단면 관성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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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퍼즐쏘일을 통과한 응력의 비율인 응

력전달율(≒침하량 감소율)

   ∙ 

∙
∙


∙

        : 연약토사 탄성계수

        : 퍼즐쏘일 탄성계수

           (5000~10,000t/m2)

점성토지반  
  N값

A / AR 275 N=1

B / BR 340 N=6

C / CR 490 N=10

D / DR 350 N=4

 • =500mm(퍼즐쏘일치환두께)

 • =450mm(평판크기)

사질토지반  
  N값

A / AR 900 N=10

B / BR 725 N=5

C / CR 675 N=3

D / DR 915 N=12

E / ER 1045 N=16

F / FR 1085 N=16

 • =500mm(퍼즐쏘일치환두께)

 • =450mm(평판크기)

응력전달율의 이론 결과식에서 보듯이 탄

성계수의 큰 차이는 응력전달율을 매우 적

게 함을 알 수 있고 이는 6.2.3의 ② 다수 

대 다수 현장 비교한 평판재하시험의 매우 

큰 침하량 축소 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8. 퍼즐쏘일의 적정 최대허용지지력은 

얼마인가?(150t/m2)

경암반은 퍼즐쏘일의 원재료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토사의 원천이다. 암반의 경우 지

지력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은 강도에 좌우

된다.



U.S. Navy(1982)에서 추천한 허용지지력 

값을 정리한 것이다.

지지력(t/m2)

경암
600~1000

(800)

보통암
300~400

(350)

연암
80~120
(100)

조밀한자갈
60~100

(70)

⇒

경암반 퍼즐쏘일

퍼즐쏘일의 골재는 경암반 상태 그대로이

면서 단지 알갱이로 분절되어 상호 맞물림 

상태로 저항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경암

반과 보통암반의 중간에 해당되는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퍼즐쏘일의 시공조건을 감안해야

하고 100% 이론적인 상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퍼즐쏘일의 최대허용지지력은 보통

암과 연암의 중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

다.

퍼즐쏘일처럼 분절되어 있고 단지 매우 

조밀한 자갈의 경우 최대허용지지력을 100t/m2

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퍼즐쏘일은 매우 조밀한 자갈이면서 톱니

바퀴처럼 맞물림 상태가 양호하여 지지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고 이는 Φ값

이 약 3°~4°만 증가하여도 지지력공식에 

의해 지지력이 2배로 증가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와 같은 공학적,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

면 퍼즐쏘일의 허용지지력은 보통암과 연암 

중간에 위치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실험적 결과는 아래와 같다.

영종하늘도시 스카이가든 신축공사 평판결과

시험에 적용된 최대사하중까지 보여준 그

래이나 시험에 적용된 평판크기 400mm를 

고려하여 극한지지력기준 침하량 40mm를 

적용하면 충분히 극한지지력이 300t/m2 이

상임을 추론할 수 있어서 퍼즐쏘일의 허용

지지력은 125~150t/m2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보통암과 연암 중간

에 해당된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시험결과

이다. 현재까지 15~25층 이상의 고층건물

에 퍼즐쏘일 시공실적이 50개 이상 수행되

었습니다.

 9. 퍼즐쏘일과 기초 침하량에 대하여 

9.1 응력구근(stress bulb)은 땅속 마찰력

의 영향으로 변한다.

내부마찰각(Φ)을 가지는 흙속은 정지마찰

력이 분포하며 그 크기는 상부자중의 



20~30%이나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과 DIN 

code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내부의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tanΦ∙(1-sinΦ)값이 Φ값에 

관계없이 0.2~0.3정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15. 땅속 어디서나 있는 정지마찰력

그림 16. 풍선모양이어야 하는 Boussinesq 

응력구근

2:1 응력분포법은 기초중심 하부의 

Boussinesq응력 증가량을 계산하기 위한 

간편법으로서 응력구근이 피라미드

(pyramid)처럼 되지 않고 풍선(bulb)모양이 

되는 이유는 흙속은 정지된 마찰력이 어디

나 존재하므로 피라미드 좌우의 하부응력이 

정지마찰력과 상호상쇄되었기 때문이다. 흙

속은 단순 탄성력의 균형과 다르다.

9.2 응력구근과 침하량

       

일반토사

퍼즐쏘일

그림 17. 응력구근의 변화

지표의 기초에 하중이 작용하면 지중으로 

하중이 전달되며 어떤 균형이 이루어질때까

지 응력구근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응력구근은 변화(변형)가 일어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이다. 또한 응력구근

내는 상부하중에 대응되는 정지마찰력이 분

포하며 이것의 총합이 상부하중과 동일하

다.

기초의 침하량은 응력구근의 크기와 응력

구근내부의 마찰력의 분포에 좌우되며 퍼즐

쏘일과 같은 마찰력이 매우 큰 것으로 치환

되면 응력구근의 크기와 내부의 마찰력 분

포가 변화하여 침하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9.3 침하량에는 안전율(F.S)이 없는 것일

까?

기초의 안정성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는 

(허용)침하량이며 이는 지반의 변형계수(탄

성계수)와 응력구근의 크기(2B)에 의존하여 

변형계수가 동일하다면 기초크기에 직접비

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지고 있다.



그림 18. 침하량의 계산된 값과 실제값 

차이

이런 사실은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실험을 통한 연구와 이를 바탕

으로 한 실제 크기 기초의 침하량 예측식을 

살펴보면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모순점은 구조물기초설계기준(p.256)

에  "계산된 침하량은 실측된 침하량보다 

항상 크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자명

해진다.

그림18.을 살펴보면 실제기초의 크기가 

평판크기(0.3m)의 거의 10배까지 침하량이 

수렴되면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침하

량계산에 적용되는 Boussinesq 응력구근은 

기초크기에 비례하는바 마찰면적의 크기는 

응력구근부피(B3)에 비례하여 하중(기초면

적, B2)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 응력구근의 크기는 작아야 실제값과 

같아진다.

침하량 계산에 적용되는 이론이 매우 안

전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초크기를 고려

하면 본질적으로 안전율이 포함되어 있다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말뚝의 허용지지

력에는 허용침하량을 만족하고 있다는 철학

적 바탕(design  philosophy)과 같은 이치

이다.

10. 퍼즐쏘일과 기초 지지력에 대하여 

2종류 입경골재를 이용한 퍼즐쏘일은 엇

물림(interlocking) 현상이 탁월하여 내부마

찰각이 50°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지

지력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

한 체중심다면체 unit으로 거동하기 때문에 

동일한 unit 간격으로 마찰면(적)이 형성되

어 마찰면의 수를 수식적으로 표현 가능하

게 된다.

50°이상의 내부마찰각에 따른 단순한 마

찰계수(tanΦ)와 단위폭당의 마찰면의 수 그

리고 측면 수평토압이 이루어져서 매우 큰 

정지 마찰력이 작동하고 수식화 할 수 있게 

된다. (주)부시똘의 know-how로 체중심다

면체의 입도분포와 치환두께로 jamming 마

찰력을 조절하여 실 시공에 적용되고 있다.

퍼즐쏘일은 두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매우 높은 지지력 증가도 적용하고 있

지만 주로 적용되고 있는 지지력 증가는 

+20~+40t/m²이다.

그림 19. Layer Jamming 마찰력 계산(예)



<퍼즐쏘일 자유물체도> <강체의 자유물체도>

그림 20. 퍼즐쏘일과 Con'c의 마찰력 비교

퍼즐쏘일로 치환된 지반의 지지력은 원지

반의 지지력과 Jamming 마찰력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퍼즐쏘일의 Jamming 마찰력은 

평형방정식을 통하여 두께에 따라 정량화 

할 수 있다.

퍼즐쏘일 지지력 = 원지반 지지력 +jamming

마찰력.

11. 마치면서 

통상적으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알갱이

로 이루어진 흙덩어리는 불규칙하고 불확실

하다고 치부하고 안전율(F.S)이라는 장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

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시똘은 불규

칙성과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

(void ratio)를 찾아서 차근차근 이론적으로 

해법을 찾았고 그 해법이 IIT(인도공과대

학)의 자료에 이상적인 채움 배열이라고 정

의되어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백령도 사

곶해변이 천연비행장일 만큼 단단한데 이것

이 퍼즐쏘일의 실재 모델(reality model) 

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매우 단순하지만 큰 것과 작

은 것의 이상적인 어울림으로 기존 기술에

서는 재현 불가능했던 매우 큰 수치화된 마

찰력(jamming)을 기술자가 원하는 대로 조

절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찰력을 수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

술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지지력부터 높은 

지지력까지 기초형식(독립, 줄, mat기초)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 이때 

퍼즐쏘일의 특징은 적정 안전율을 항상 유

지하면서 지반 보강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골재라는 재료의 단순함은 경제성, 

시공성 그리고 공기단축 모두 다 상대적으

로 우수함을 알려주고 있다.

실재모델(백령도 사곶해변)

250개 이상의 사례

www.puzzlesoil.net  puzzlesoil@puzzleso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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