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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puzzle
신기술 국가 인증을 획득한 치환지반보강기술

(주)부시똘
(주)사이똘

특허권자 및 원천기술개발자
계열사 시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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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Soil 공법의 시공은 반드시

(주)부시똘의 설계 & 토질 및 기초기술사(김 갑 부)

확인 후
시공되어야 기술적,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원부 내 (주)사이똘의 통상실시권 설정 등록 내용

P U Z Z L E  S O I L
기 술 발 명 특 허



puzzle
soil

Jamming 골재 지반보강기술

(주)부시똘의 골재배합설계비(only)가

일반 잡석을 Puzzle Soil로 변화시킵니다.

저렴 · 빠른 · 쉬운

신기술 제 1079호
특허 제 10-1426496호

국가인증기술

큰알갱이 작은알갱이

쐐기돌 효과1

쐐기돌 효과1

쐐기돌 효과1

N배

기초
기초PE FILM (2겹)
PUZZLE SOIL
면고르기

연약층

: 딸랑이(비접촉)
하얀부분 : 맞물리지 않은 접촉

: 작은 접촉력 : 큰 접촉력

부시똘
배합비

<Puzzle Soil 확대 단면도>

Puzzle Soil 지반보강

<Puzzle Soil 맞물림 구조>

질서 상태

무질서 상태

백령도 사곶해변 : 실재모델이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30층 건물 평판재하시험 사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정식 등록된 비행장



puzzle soil

Jamming 골재 지반보강기술
저렴 · 빠른 · 쉬운

남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을 모방할 뿐입니다.

기존보다 나음이 아닌

다름과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Puzzle Soil 이란?

Puzzle Soil(맞물림 마찰력)의 지반보강효과

땅 속 응력증가의 분포

Puzzle Soil의 균일성과 맞물림의 역학적 우수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Jamming Frictional force

꼬인 줄과 같이 강한 마찰력이 발휘되는 Puzzle Soil Method

Puzzle Soil은 지진에도 강하다

Puzzle Soil Reinforcement effect

06

07

08

08-1

09

1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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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Soil의 흙쐐기 Layer Jamming Frictional force effect

Puzzle Soil 큰 기초하부 거동

Puzzle Soil(전면기초) + 말뚝기초 = 말뚝전면융합기초

현장 개선사례

Puzzle Soil 지지력 개선 및 장단점

Puzzle Soil 시공순서도

Puzzle Soil 설계 및 시공실적

비교분석 [Puzzle Soil vs 일반골재]

장기침하량 감소효과 확인 : 원심실험 (Centrifug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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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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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Soil 이란?

질서 상태
Puzzle Soil 확대 단면도 

Puzzle Soil의 맞물림 구조

큰알갱이 작은알갱이

쐐기돌 효과1

02

04

03
짧은 공기 건축기초하부

잡석지정 불필요

지진에도 강하며,
친환경적 공법이다.

쐐기돌 효과1

쐐기돌 효과1

N배

무질서 상태
: 구조계산이 안됨

· 입도를 설계하여 마찰면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내부마찰각(Φ)을 50° 이상으로 만들고 

   Layer Jamming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인공쇄석골재

· Mix{레미콘용 알골재(25mm), 아스콘용 알골재(13, 19, 40mm)} + 층다짐 = Jamming 골재

· 지지력 증가, 침하량 감소 효과

06

기초
기초PE FILM (2겹)
PUZZLE SOIL
면고르기

연약층

: 딸랑이(비접촉)
하얀부분 : 맞물리지 않은 접촉

: 작은 접촉력 : 큰 접촉력

마찰면 마찰면

부시똘
배합비

(주)부시똘의 골재배합설계비(only)가 일반 잡석을 Puzzle Soil로 변화시킵니다.

개념도 Puzzle Soil 보통토사 (잡석)

Puzzle Soil 공법으로 시공 시 장점

01
공사비 저렴
(타공법 대비)

05
건물수명이 다하여

철거 시 골재를 채취하여
재활용 할 수 있다.

06
말뚝과 Puzzle Soil

융합시공 가능



Puzzle Soil(맞물림 마찰력)의 지반보강효과

4·f1

q₁ q₁ q₁ q₁

4·f2

4·f3

4·f4

Puzzle Soil 보강에 의해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전산 시물레이션, PFC)

마찰면 수/모양에 따라 변하는 응력구근

07

Puzzle Soil

내부 조밀한 마찰 저항력

α=90°

α=60° α=45°

α

α

α

Homogeneous medium Horizontal bedding

Dipping Bedding

Puzzle Soil은 쇄석골재간의 마찰력에 의해
상부하중을 감소시킴

Puzzle Soil 적용 시

Con’c는 내부 마찰저항력이 없으므로
하중이 100% 하부로 전달됨

Con’c

지반이 Con’c인 경우

누적된
마찰면적

흙쐐기

연약지반

Puzzle
Soil

q
dps

Pp

r

VS

부시네스크 stress bulb 모양이 마찰면의 수/
모양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줌

상재하중 = Puzzle Soil 마찰력
Puzzle Soil 마찰력 =       X 누적된 마찰면적 



땅 속 응력증가의 분포 : 맞물림, 엇물림이 마찰력을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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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Soil의 균일성과 맞물림의 역학적 우수성

Slip line끼리 상대 변형 마찰저항력 발생
(퍼즐쏘일 맞물림면 작용 효과) 길이가 다른 slice의 상대 변형 마찰 저항력

스프링 상수가 동일할 때 전체 강성이 최대

:   전체스프링 강성 (직렬배열)

규칙적 배열로 균일함

이상적인 Filler Curve에 가까움

균일할수록 강함 Puzzle Soil Puzzle Soil의 입도분포 곡선

L+++
=

321

total

k
1

k
1

k
1

1
k

totalk

강성기초

Stable, compacted fill
extends one-half the

influence depth.

Only the soil grains
inside this stress bulb “feel”
the weight of the foundation

Influence depth
(ID)=2xB

Stress bulb

강성기초

전단저항력
작용면적

Stress bulb

δ 침하

δi작은 변형
(δi)

큰 변형
(δj)

δi < δj

δj

δ

δδ

Stress bulb



주변에서 볼 수 있는 Jamming Frictional force

석축(견치돌)은 왜 가파르게 될까요? 

Puzzle Soil의 원리
→ 마찰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q

09

입경차이와 맞물림 등급

1
4

3
2

Question ?

!Answer



Puzzle Soil

꼬인 줄 Tetrapod

겹친 전화번호부 수수께끼 [interleaved phonebooks]

맞물림 조건이 아닌 국수 면발은 쉽게 뽑히게 된다.

<약 1400년 전 축조된 첨성대>
상부의 원통형벽돌 축조방법과

Puzzle Soil의 맞물림 원리가 매우 유사하다.

미끄러지지 않다.

tan50˚ ≒ 1.2

발생지진 리히터 규모 8.0 이상

맞물림 골재이기 때문에
지반거동이 어렵다.

꼬인 줄과 같이 강한 마찰력이 발휘되는 Puzzle Soil Method

입경차이와 맞물림 등급
잘 뽑힘

마찰력  :  
2

n(n+1) times

Puzzle Soil은 지진에도 강하다

10

Soil

더 잘 미끄러지다.

tan35˚ ≒ 0.7

발생지진 리히터 규모 6.5

맞물림 골재가 아니라서
지반거동이 쉽다.



① 계측에 의한 확인

② 전산 시물레이션(PFC) 재현

- 13 + 19mm(Puzzle Soil)

Puzzle Soil은 쇄석골재간의 마찰력 발생으로 잡석보다 상부하중을 더 잘 감소시킴.

신기술 제 1079호
특허 제 10-1426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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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Soil Reinforcement effect

· 신기술 (NET) 인증
· 기술명 : Jamming을 유발시키는 Puzzle Soil 지반보강 및 개량 기술
· 국방부 시범적용 신기술로 선정

(하중, ton/m2)

하중재하(Φ450) 토압계

· Puzzle Soil 1 · · Puzzle Soil 2 · 잡석

응력저감효과



Jamming된 Layer의 마찰면적 증가로 연약지반 보강

퍼즐쏘일 Layer의 자유물체도(Free Body Diagram)

평형방정식

마찰말뚝거동

Layer Jamming Concept

Puzzle Soil 보강 응력구근

Puzzle Soil의 흙쐐기 Layer Jamming Frictional forc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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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반
침하응력 전달

Puzzle Soil
(강한토사)

연약층
(약한토사)

응력구근
영향범위 밖

최대저항력
최저필요침하량

Jamming
마찰력

큰 마찰력
작은 침하량

작은 마찰력
작은 침하량

최소필요저항력
최소침하량

j(amming)Puzzle
Soil

연약지반

흙쐐기

Pp
수동토압

q·dps = j + r·dps jamming =

for Φ=50°, H=0.5m, jmax  = 27ton/㎡

마찰면적 n배 증가 효과

F = n·(μ·P ·w · L)
μ = 마찰계수
n = Layer 갯수

2·tan Φ·Pp 
Fs·dps

⇒

· dps  
· Fs

= 퍼즐쏘일 직경 (평균: 25mm=       m)
= Jamming 안전율 (=3.0)

40
1

r

q

q

dps
q·dps

r·dps

흙쐐기
self-confinement



0

10

20

30

40

0 20 40 60 80
하중(t/m2)

PBT1(퍼즐T=500)
PBT3(퍼즐T=250)
PBT4(40mm골재T=500)
PBT5(원지반)

0.6
0.4

PBT1(퍼즐T=500)
PBT2(퍼즐T=250)
PBT3(40mm골재T=500)
PBT4(무보강)

0

10

20

30

40

0 20 40 60 80
하중(t/m2)

PBT1(원지반)
PBT2(25mm골재T=400)
PBT3(퍼즐쏘일T=400)

0.42

0.58

개념도

품질개선 가능 및 용이 불가능

가능 불가능

항상 만족 불가능

수식계산

요구조건

규칙성 골재(Puzzle Soil) 불규칙성 골재(일반골재)

: 침하량 비교비교분석 [Puzzle Soil vs 일반골재]

13

장기침하량 감소효과 확인 : 원심실험 (Centrifugal experiment)

Puzzle Soil의 침하량
상대 감소율

동일치환두께(mm)
(Puzzle soil, 일반골재)

치환두께가 두꺼울수록
침하량 감소율 증대

장기 침하량 감소 효과가 확인됨

즉, 침하가 적게 일어남

0

10

20

30

40

0 40 80 120 160 200
하중(t/m2)

PBT 1 ( Φ400, 일반토사 )
PBT 2 ( Φ400, 퍼즐쏘일 )

0.3

0.7

치환두께 300mm

평판시험의 재하판 크기 67 gravity

모형 실제 기초

12.06m X 12.06m

치환두께 400mm 치환두께 500mm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시간(일)

사질토층 지중응력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시간(일)

점토층 지중응력

상재하중 130mm

130mm

80mm

80mm

465mm

155mm

256.6 kPa

변위계

치환지반층

사질토층

점토층

토압계

Well-graded

Well-graded

Puzzle Soil

Puzzle Soil

약 63%
감소

약 25%
감소



광명역 D환승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대형규격크기 2종류(Φ450, Φ700)의 재하시험 6회 실시

재하시험위치

Φ450평판 Φ700평판

Puzzle Soil 큰 기초하부 거동

14

PBT72

PBT71

PBT70

9,600

PBT40 Puzzle Soil 층 2

Φ450
color color

Φ700

PBT42 PBT72
PBT41 PBT71
PBT40 PBT70

시험No. 시험No.
250

250 Puzzle Soil 층 1

Very soft layer

 (하중, ton/㎡)

1ㅡ
8

1ㅡ
2.5

1ㅡ
20

 (하중, ton/㎡)

PBT42PBT41

0

20

40

60

80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0 20 40 60 80 100

PBT40
(Φ450+very soft layer)

PBT70
(Φ700+very soft layer)

PBT41
(Φ450+Puzzle Soil 250mm)

PBT42
(Φ450+Puzzle Soil 500mm) PBT72

(Φ700+Puzzle Soil 500mm)

PBT71
(Φ700+Puzzle Soil 250mm)

1ㅡ
10

1ㅡ
2

1ㅡ
20

하중 저감과 침하량 저감은 퍼즐두께에 의존

PBT40 : 원지반 PBT70 : 원지반 PBT42 : Puzzle Soil PBT70 : Puzzle Soil

· 공사명 : 광명역 환승주차장 3차공사
· 공종 : 토공사   · 위치 : X7, X4
· 내용 : 평판재하시험
· 일자 : 2017.12.19

· 공사명 : 광명역 환승주차장 3차공사
· 공종 : 토공사   · 위치 : X7, X4
· 내용 : 평판재하시험
· 일자 : 2017.12.19

· 공사명 : 광명역 환승주차장 3차공사
· 공종 : 토공사   · 위치 : X7+6400,Y5
· 내용 : 평판재하시험
· 일자 : 2017.12.19

· 공사명 : 광명역 환승주차장 3차공사
· 공종 : 토공사   · 위치 : X7+6400,Y5
· 내용 : 평판재하시험
· 일자 : 2017.12.19



설계근거 및 개념도 : KBC 2016.04.13

Puzzle Soil(전면기초)의 거동 모드(behavior mode)

Puzzle Soil(전면기초) + 말뚝기초 = 말뚝전면융합기초(Piled raft foundation)

15

100% 말뚝

20~50% 말뚝 + Puzzle Soil 보강

30% 이상 절감

Pile foundation Spread foundation

Subsurface layer

Supporting layer

Subsurface layer

Supporting layer

Piled raft foundation

Puzzle Soil(전면기초)과 말뚝의 하중분담 그래프

말뚝 갯수 절감 및 공기 단축

변위

하중

총 하중

말뚝 저항력

Puzzle Soil 저항력

최적구간

설계 및 시공 실적

① 구로동 44-2번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지하 2층, 지상 15층)
②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지하 3층, 지상 12층)
③ 영종 하늘도시 C7-6-2 / 6-4 근생시설 신축공사
    (지하 6층, 지상 22층)

Puzzle
Soil



15층 이상 고층구조물

15층 이하 저층구조물

현장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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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및 공장

지하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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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0 80 120 160 200 240

PBT1(원지반) PBT2(원지반)
PBT3(퍼즐쏘일T=300) PBT4(퍼즐쏘일T=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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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120

PBT1(원지반) PBT2(퍼즐쏘일T=30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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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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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120

PBT1(원지반) 일반잡석골재(T=400)역해석
PBT2(25mm골재T=400) PBT3(퍼즐쏘일T=40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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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0 20 40 60 80 100 120

PBT1(Φ450, 퍼즐쏘일T=750)
PBT2(Φ450, 퍼즐쏘일T=750)

:  광안동 오피스텔 / 20층

:  종암동 근생 / 8층

:  천안 마페이 공장 / 2층

:  삼성디스플레이 공동구 및 전력구

 (하중, ton/㎡)

 (하중, ton/㎡)

 (하중, ton/㎡)

T=300,

≒(     )로 축소

 (하중, ton/㎡)

건물규모 지하 4층, 지상 20층

500 kPa

T=300~500mm

설계지내력

Puzzle Soil

· 평판재하시험 ·

건물규모 지상 8층

300 kPa

T=750mm

설계지내력

Puzzle Soil

· 평판재하시험 ·

건물규모 기초 및 S.O.G

150 kPa

T=200~500mm

설계지내력

Puzzle Soil

· 평판재하시험 ·

건물규모 공동구 및 전력구

150 kPa

T=400mm

설계지내력

Puzzle Soil

· 평판재하시험 ·

1ㅡ
10

≒(     )로 축소잡석개선

Puzzle Soil 개선
입도조절
관리개선

1ㅡ
4

1ㅡ
5



Puzzle Soil 지지력 개선 효과 (침하량 기준값 만족조건)

공법비교표

Puzzle Soil 지지력 개선 및 장단점

구   분 개량허용지지력 (kPa)

상기는 개략값이며 지반조사결과의 상세분석에 의해서 Puzzle Soil 두께가 결정

· 쇄석골재의 치밀한 맞물림으로
  Jamming 유도 ⇒ 지지력, 침하량 개선

· 공정 단순, 시공 간편
· 치환깊이 얕음, 공기 절감
· 최소 30,000원/m²  이상
  (두께와 면적, 작업여건에 따라 변동)

· 지지력 1,000kPa 이상
· 내구성 탁월, 자재 수급 용이
· 특허 및 신기술 (NET)

· 시공사례 보통
· 골재파동시 운반거리 증가

· 상부하중이 말뚝을 통해
  양호한 지지층으로 전달

· 대규모 장비 필요
· 매입공법 시 시공성 저하
· 고가
· 200,000원/m²

· 일반적인 공법
· 시공사례 다수

· 소음과 진동 발생
· 도심지 공사 부적합

·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중을 분산

Puzzle Soil구   분

개념도

개요

장점

단점

공기

개략 공사비

PHC 말뚝Top base

· 공정이 복잡, 공기 지연
· 양생기간 필요
· 전면적으로 설치
· 100,000원/m² 이상

· 원지반 대비 지지력
  최대 1.2 ~ 1.5배 증가

· 팽이사이 다짐불량
· 지지력 증대효과 미미
· 현장타설로 품질불량

조립토USCS

원지반 N값 점토질 모래  / 실트질 모래 / 자갈질 모래 점토 / 실트질 점토  / 점토질 실트 / 모래질 실트

80 ~ 400 50 ~ 250

125 ~ 500 60 ~ 425

250 ~ 600 125 ~ 510

450 ~ 225 ~

500 ~ 250 ~

550 ~

~ 5

6 ~ 10

11 ~ 15

16 ~ 20

21 ~ 25

26

비고

275 ~

세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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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Soil 시공순서도

1. 토공사 (원청시공사 작업)

5. 포설 및 다짐 (300mm 이하) 6. PBT 시험

2. 원지반 다짐 (포설면) 3. Puzzle Soil 현장반입 4. Puzzle Soil 용 쇄석골재 배합



Puzzle Soil 설계 및 시공실적

관공서 및 다중 이용시설물

18

대규모 공동주택

고층 구조물 주차시설

저층 구조물

물류센터 및 창고

화성어린이집 복합 문화센터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00부대 차기 다련장 시설사업

광주 금호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지하5 / 지상20
광안동 숙박시설

지하4 / 지상20
광안동 오피스텔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 회기역 주상복합

용인 보정동 근생

나주축산물공판장

Mapei 천안신풍리 공장

DST 로봇 공장

천안 삼성병원

진천 힙목지구 근생서교동 우진빌딩
지하1 / 지상9
이문동 근생

지하5 / 지상20
선유도 투웨니퍼스트밸리

하남시 게이트볼장

양주스포츠센터 신축

광주 대촌동 주민센터

안산 시립 하나 어린이집

지하1 / 지상13
신성 구미 송정동아파트

전주 만성지구 T블럭 연립주택

석모도 리안월드

주문진 교향리 아파트
광명KTX D환승 주차장

오산 공영주차장



puzzle soil
CONTACT

김갑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22길 5 정빌딩 3층 (우)06308

02-6352-5536
010-3233-4534

puzzlesoil@puzzlesoil.net
kgbsns@daum.net

www.puzzlesoil.net

토질 및 기초 기술사  ㅣ 대표이사



soilpuzzle

(주)부시똘 (주)사이똘특허권자 및 원천기술개발자 계열사 시공법인 (시공책임자 : 전무 이재홍 010-5411-0598)

NEW EXCELLENT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