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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쉴드의 굴착토 처리공법

암반 SHIELD의 굴착토 처리공법

굴착토 처리설비 System Flow Sheet

(특허 제 10-0850257호)
암반구간을 굴착하는 이토압식 SHIELD 및 Semi-SHIELD 공사에서 발생하
는 굴착토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갈, 왕사, 세사, 토사 케익 및 청수(淸水)
로 분리하는 공법입니다.

불필요한 건설폐기물 / 공사비에 막대한 영향
암반 굴착시 발생하는 굴착토는 암반이 분쇄된 자연 상태의 자갈, 모래, 토사이지만 물과
혼합되고 대전위 양,음 이온을 띄게 되면서 강한 점성을 갖게 되어 마치 반죽상태의 콘크리
트 형상으로 보여 지는 건설폐기물이 됩니다.
이는 물로 희석하여도 음·양 이온이 분리되지 않아 진동체로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현행법
상 전량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폐기물을 양산할 뿐 아니라 공사비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활용 골재로 즉시 분리 / 맞춤형 선별도 가능
저희 (주)아이렉스에서 개발한 특수 첨가제는 굴착토의 점성을 간단하게 해지하므로 진동
스크린에 의한 자갈, 모래, 토사로의 분리가 즉시 가능하며 용도 및 규격에 따른 골재의 맞
춤형 선별 또한 가능합니다.

별도의 세척수 없이 현장 세척까지 가능
또 진동 스크린 위에 고압분사의 세척장치를 부착하여 세척이 완료된 양질의 골재를 현장
에서 바로 양산해 낼 수 있으며 고속 침전조에서 처리한 청수를 세척수로 재활용 합니다.

폐기물 최저화 달성
침전된 토사는 Filter Press에서 건조케익과 물로 완전 분리하여 건조토사케익은 일반 토사
처리하고 물은 작업수로 재사용 하거나 고속 침전조 또는 수처리 설비를 통하여 SS(탁도),
PH, B·O·D, C·O·D를 조정하여 방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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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쉴드의 굴착토 처리공법

굴착토 처리설비 배치도

굴착토

굴착토 Mixing 과정

재활용 골재 분리후 세척상태

테스트용 장비

Flock 상태

Cake 탈영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C
E
P1
P2
P3
P4
P5
C1
C2
C3

DESCRIPTION
Gantry Crane
Hopper
약품투입조
Twin Mixer
Cyclone
3단 Desander
고농도 슬러리 Tank
여액 Tank
Belt Conveyor
Belt conveyor
PAC 저장조
고분자 응집제 저장조
Static Line Mixer
High/Speed Setting Tank
Filter press
Bit
여액 저장조
폭기조1
폭기조2
고압세척기(샤워설비)
CONTROL PANEL
SLURRY PUMP
약액 PUMP
약액 PUMP
SLURRY PUMP
SLURRY PUMP
FLOW-METER1
FLOW-METER2
FLOW-METER3

필타프레스 여과수 상태 - 세척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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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쉴드의 굴착토 처리공법

굴착토 처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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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스트용 장비

2. 굴착토형상

3. 굴착토 0.6㎥ 믹서에 투입

4. 분산제 투입후 점성 해지

8. 골재 선별 후 잔류 토분, 석분

7. 0.2㎜이상 세척후 상태

6. 0.7㎜이상 세척후 상태

5. 5㎜이상 골재 세척 후 상태

9. 필타프레스 여과수 상태 - 세척수로 활용

10. 건조토사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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