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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암반에 마이크로 파일을 그라우팅하여 시공할 경우에 암반과 그라우트 접촉면에 발생

되는 부착력을 특수 제작된 부착력실험용 몰드와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그라우팅 방법(압

력식, 중력식)을 달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압력식의 부착력과 일축압축강도가 중력식보다

크게 나타났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건물의 기초보강, 사면안정, 지하 구조물 및

매설구조물의 보호 그리고 구조물의 지지 또는 지반

보강에 앵커(anchor), 마이크로파일(micro-pile), 쏘

일네일링(soil-nailing) 등 천공과 그라우팅을 이용한

공법들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파일은

주변 구조물이나 지반 그리고 환경에 최소한으로 영

향을 주면서 시공되며, 협소하고 접근성이 불량한

지역과 모든 종류의 토질조건에서 시공이 가능한 장

점으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경사시공이 가

능하며 고압 그라우팅으로 인한 주면마찰력의 확보

가 가능하고 인장과 압축을 동시에 저항이 가능하

며, 시공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이 적은 공법이다. 마

이크로파일은 그라운드 앵커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라우트와 지반의 마찰력으로 강재가 지지하는 외부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한다. 마이크로파일의 선단지

지력은 직경(일반적으로 300mm 이하)이 작으므로

보통 무시하며, 그라우트/지반 부착력은 주로 지반

조건이나 그라우팅 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1)
그

라우팅 방법에는 크게 중력에 의한 중력식 그라우팅

(gravity grouting)과 가압에 의한 압력식 그라우팅

(pressure grout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라우팅의 3～6회 반복 주입에 따른 공동 발생 및

충진 불량 등의 문제점을 지닌 중력식보다 1회의 압

력 그라우팅만으로 중력식보다 보강 성능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압력식 그라우팅을 적용한 시공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압력식 그라우팅은 토사지반에

서 압력으로 인한 유효경 증가에 따른 부착력 증가

등의 보강효과가 향상되어 중력식 그라우팅에 비하

여 전체적인 안전율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다.2) 그러

나 가압에 따른 그라우트와 지반 사이의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여 경험적인 설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암반과 그라우팅 사이의 거동특성, 즉 암반과

그라우트 접촉면의 부착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 제작된 부착력실험용 몰드와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암반과 그라우팅 사이의 거

동, 즉 부착력을 그라우팅 방법을 달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실내 실험

2.1 실험 장비

이 연구에서는 암반과 그라우팅 사이의 부착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부착력실험용 몰드(높이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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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5cm)와 만능시험기(최대 5ton)를 사용하였고, 압력

식 그라우트 주입을 위하여 콤프레셔(compressor), 압력

저장탱크를 사용하였다. 부착력실험용 몰드는 중력식과

압력식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었다. 각 장비를 그림 1과

2에 나타내었다.

(a) 중력식 몰드 (b) 압력식 몰드

[그림 1] 부착력측정용 몰드

[그림 2] 실험 장비

2.2 실험 조건 및 방법

실험용 그라우트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물/시멘트

비(W/C, 중량비)가 0.5 인 시멘트 밀크를 만들고 압

력식과 중력식 몰드를 준비하여 그라우팅방법에 따

라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였다. 압력식 그라우팅은

압력식 몰드에 5kg/cm
2
의 일정한 압력으로 준비된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였으며, 이 때 주입하는 반대

쪽 출구로 시멘트 밀크가 유출될 때까지 주입하고

시멘트 밀크가 유출되는 시점에서 유입구의 밸브를

잠궈 그라우트체의 성형이 완료될 때까지 몰드내의

압력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중력식 그라우팅은 중력

식 몰드에 시멘트 밀크를 가득 부어 넣어 그라우트

체를 성형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그라우트는 7일 동

안 양생시켜 부착력실험과 압축강도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착력실험은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

이 몰드내에 형성된 그라우트를 압축시켜 몰드로부

터 밀어낼 때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하여 부착력의

크기를 알아보았다. 그림 4는 부착력실험의 모식도

이다.

[그림 3] 부착력실험

[그림 4] 부착력실험 모식도

이와 같은 실험 방법으로 압력식 그라우팅 4개,

중력식 그라우팅 1개를 제작하여 부착력실험으로 부

착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그라우트체를 완전히 몰드

에서 뽑아낸 후에 이를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압축강

도를 비교․측정하였다. 실험 조건을 표 1에 정리하

였다.

[표 1] 실험 조건

Case
그라우팅

방법
물/시멘트비

펌프압력

(kg/cm
2
)

1

압력식
0.5 5

2

3

4

5 중력식

3. 실험 결과

3.1 부착력실험

부착력실험결과로 중력식 그라우팅보다 압력식 그

라우팅에서 응력이 크게 나타나 압력식의 부착력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약 2배 이

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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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식으로 그라우팅한 4개의 경우 결과가 거의 일

치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결과값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착력측정용 몰드가 제작될 때 완전히 똑같은

몰드 벽의 표면을 제작할 수 없는 제작단계에서 발

생하는 오차로 판단된다.

Strain (%)
0 10 20 30 40 50

Stress (kg/cm
2 )

0

5

10

15

20

25

30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그림 5] 부착력실험 결과

3.2 압축강도시험

압축강도시험은 부착력실험 종료 후에 추출된 그

라우트체를 KS F2405 기준에 의거하여 일축압축시

험을 하였다. 실험결과로 중력식 보다 압력식에서의

일축압축강도가 크게 나타나 압력식으로 그라우팅

한 그라우트체의 강도가 중력식의 경우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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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축압축시험 결과

3.3 시료형상

압축강도시험 종료 후에 중력식과 압력식 각각의

그라우트체 표면을 230배 확대하여 보았다. 230배

확대하여 그라우트체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로 그림

7과 같이 중력식 그라우트체의 경우에 크기가 일정

하지 않은 기포가 촘촘하게 많았고 압력식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적고 작은 기포들이 존재하였다. 이

를 통하여 그라우팅방법에 따라 그라우트체의 형성

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으며, 압력식의 경우에 중력

식보다 그라우트체가 더욱 조밀하게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a) 압력식 그라우트 (b) 중력식 그라우트

[그림 7] 230배 확대 분석한 그라우트체

4. 결 론

이 연구는 암반과 그라우트 접촉면 사이에 발생하

는 부착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착력실험과 일축압

축강도시험을 하였다. 부착력실험과 일축압축시험결

과 중력식보다 압력식의 부착력과 일축압축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형성된 그라우트체를 230배 확대

하여 표면을 분석한 결과, 압력식의 그라우트체 형

성이 중력식의 그라우트체보다 더욱 조밀하게 형성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암반에 마이

크로파일을 시공할 경우에 중력식으로 시공하는 방

법보다 압력식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보강효과가 증

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자료는 아직 미흡하며,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사

이 연구는 (주)도담이앤씨에서 주관하는 “양방향

압력식 소구경 파일공법 개발” 연구 사업의 일환으

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김원철, 조천환, 이정훈 “마이크로파일의 개념 및 분

류” 한국지반공학회학회지, 제3권, 제4호, pp. 24-29,

2002.

[2] 정경한, 박성원, 최항석, 이충원, 이인모 “가압 그라우

팅 쏘일네일링의 인발저항력 증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24권, 제4호, pp. 101-114,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