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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치도

1. 서론

서울양양고속국도는 서울~동홍천(78.5km)구간은 2009

년 10월에 개통되었고 현재 동홍천~양양구간(71.7km)이 

201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다.

서울~양양고속국도가 준공되면 서울과 양양간 운행 

소요시간은 종전의 3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

되며 동해고속국도, 당진~영덕간 고속국도와 연계되어 

앞으로 동서, 남북축 간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중 동홍천~양양 14공구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

동리에서 양양군 서면 서림리까지의 구간으로 국내 최장

대 도로터널이며 세계 11위인 인제터널(10.96km)과 서림

1, 2터널 그리고 소교량 6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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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제터널은 장대터널로서 환기 및 방재가 더욱 중

요하여 설계 시부터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비상시를 

대비한 방재설비로서 화재 시 화재구간을 자동 인지하여 

소화할 수 있는 물 분무 설비가 전 구간에 계획되었으며, 

57개의 피난연락갱이 설계기준보다 짧게 200m 이내로 

설치가 되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배려하였다. 이 밖

에도 졸음방지로 주행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00m 구

간 4개 구간에 특수경관 조명을 계획하였다.

본 고에서는 당 현장의 주요 친환경 설계에 반영된 고

성능 숏크리트 재료인 시멘트광물계 급결제를 사용함에 

있어 그동안의 품질성능, 시공성, 환경영향성, 경제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소개하고자 한다.

2. 시멘트광물계 급결제

2.1 개요

숏크리트는 뿜어 붙이는 특성으로 지반에 부착하여 급

격히 경화하는 특성과 함께 조기에 강도를 발현하여 후속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한 

강도를 발휘하여 영구적으로 1차 지보재료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결제의 품질과 콘크리트의 제반여

건에 따라 무더기 붕락에 의한 리바운드 증가 및 작업능

률의 저하 등 품질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국내 대부분의 

현장에서 급결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초기강도가 낮고 

장기강도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

서는 선진국가에서는 환경에 유해한 급결제의 사용을 금

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러한 급결제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국내현실은 세계적 흐름에 뒤쳐져있다 할 수 

있다.

시멘트광물계 급결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급결력이 우수

하여 단층파쇄대 등 연약지반, 깊은 여굴 시공, 차수효과

가 탁월하며 또한 초기강도가 높아 무더기 붕락 억제로 

터널 안정성에 매우 유리하며, 급결제 변동량에 따른 강

도변화가 적고 장기강도 손실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또

한 종래의 약품계통이 아닌 시멘트계 이므로 강재부식 및 

인체 유해성이 적고, 급결제 사용량 및 리바운드량이 적

어 폐콘크리트량 저감 등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2.2 수화 메카니즘 및 미세구조 관찰

시멘트광물계 급결제는 가장 급결력이 뛰어난 C12A7계

(칼슘알루미네이트)를 주재료로 하며 시멘트와 결합 시 

결정질보다는 비정질의 상태일 때 더 급결력이 우수하다.

C12A7은 수화하면 C2AH8과 C4AHx(x는 19 또는 13)의 

혼합물을 생성시키며, Card house상 구조를 형성하지만 

시멘트와 혼합하면 시멘트 중의 Ca(OH)2 및 CaSO4와 반

응하여 급속히 에트린자이트(3CaO･Al2O3･3CaSO4･32H2O)의 

침상결정을 생성시켜 급결하게 된다. 수화초기에 형성된 

침상형 에트린자이트는 시멘트의 수화를 저해하지 않으

므로 초기강도가 높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강도를 나타

낸다.

시멘트광물계와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의 미세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시멘트광물계는 재령 1시간에 이미 침상

의 에트린자이트가 거미줄처럼 생성되어 시멘트 입자들

을 결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령 1일에는 시멘

트 입자가 수화되면서 생성된 C-S-H겔이 성장하여 에트

린자이트와 엉켜 치밀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의 초기 수화물은 Ca(OH)2와 

반응하여 생성된 C3AH6와 NaAlO2(소듐알루미네이트)의 

가수분해시 나타나는 Al(OH)3 및 NaOH의 자극에 의해 

생성된 C-S-H겔이 혼재된 것으로 추측되는 물질이 시멘

트 입자에 덮히고 있는 것이 관찰되며 재령 1일에는 미반

응 시멘트 입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C-S-H겔로 완전히 

덮힌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미반응 시멘트 입자와 물이 접촉하는 것

을 방해하여 장기적인 수화를 방해하게 되며, 이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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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멘트광물계 재령1시간 (b) 알루미네이트계 재령1시간

(c) 시멘트광물계 재령1일 (d) 알루미네이트계 재령1일

그림 2. 급결제 종류에 따른 재령별 수화물의 미세구조

2~5m1~3m

그림 3. 시멘트광물계 습식 숏크리트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 구조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

2.3 시공시스템

그림 3은 시멘트광물계 급결제를 사용하는 복합 에어

인젝션 시스템으로 구성된 습식타설 장비로서 일본에서 

시멘트광물계 급결제를 시공하는 장비는 국내 시공여건

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을 숏트 차

량에 장착한 전용장비를 개발하였다. 이 장비는 콘크리트 

부유 및 노즐에서의 가속을 위한 에어인젝션링과 분말공

급장치 및 급결제 투입을 위한 Y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압축공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피스톤 펌프식 장비의 

단점인 맥동현상을 극소화하였다. 

급결제는 분말공급장치에서 압축공기와 함께 Y자관으

로 공급되며 콘크리트는 후단 인젝션링에서 부유되고 전

단 인젝션링에서 가속됨으로서 Y자관에 걸리는 압력이 감

소되어 급결제 투입이 원활하도록 하였고 Y자관과 노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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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멘트광물계 재료 흐름도

그림 5. 액상형 재료 흐름도

표 1. 급결제별 응결시간(급결제 5% 사용)

구  분 초결(분:초) 종결(분:초)

알루미네이트계 4:43 37:09

알칼리프리계 7:45 16:00

시멘트광물계 2:37 4:32

※국내 터널시방기준 : 초결 5분이내, 종결 15분 이내

그림 6. 핀 관입시험 장치

이의 재료호스 내에서 와류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되어 분

사되므로 품질의 내구성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2.4 응결시간 및 급결제 적정 사용량

응결특성은 급결제의 사용량, 숏크리트의 차수 및 부착

성능에 주요인자로 작용하며, KS F 2436을 기준으로 

KCI-SC-102 부속서 “관입저항에 따른 모르터의 응결시

간 측정방법”에 따라 시멘트 : 세골재의 비를 1:3으로 하

여 모르터를 만들어 그림 6의 프록터 관입시험기로 실내

시험을 실시하여 초결 및 종결을 각각 측정하였다.

급결제 종류별 사용량에 따른 응결특성을 보면 표 1과 

같이 알루미네이트계, 알카리프리계 급결제는 응결시간

이 과다하게 지연되는 것으로 측정되어 KCI-SC-102 기

준치인 초결 5분 이내, 종결 15분 이내의 규정에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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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급결제 종류별 사용량

(자료 : 한국도로공사, 지하공간건설기술연구단)

표 2. 급결제별 분진농도

구  분
분진농도(mg/m

3
)

측정방법
DATA 평균

기준치 3.0mg/m
3
 이하 터널 굴착거리가 

50m 이상인 지점

(막장 후방 50m)

알루미네이트계 1.12 / 1.71 1.42

시멘트 광물계 0.95 / 0.83 0.89

그림 8. 시멘트광물계 용수부위 타설 사진

지 못하고, 시멘트광물계 급결제는 적은 사용량으로도 초

결과 종결을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응결특성이 우수

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결제 종류별 사용량은 그림 7과 같다. 일반적으로 국

내 시방기준에 의하면 시멘트 대비 5%로 되어 있으나 실

제 현장에서는 응결시간이 느린 급결제의 경우 사용량이 

시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급결제 과

다 사용으로 장기강도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2.5 연약지반시공 및 차수효과

인위적으로 파이프 라인에 구멍을 뚫어 유속이 빠른 용

수에 지수성능 및 차수효과를 시험한 결과 그림 8과 같이 

급결력이 우수해 빠른 지수 및 탁월한 차수효과 및 일회 

몰아붙이기 타설 두께가 40~80cm 정도로 깊어 시공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환경성

숏크리트 작업시 급결제의 분진은 노즐에서의 혼합이 

잘되지 않거나 펌프압송식 장비를 사용할 때 펌프의 작동

교대 순간에 콘크리트의 이송압력이 저하되는 맥동현상

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급결제가 농후하게 혼입되며 발

생하게 된다. 시멘트광물계 급결제는 전술한 내용과 같이 

시공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급결제가 젖은 콘크리트와 사

전에 혼합하여 펌핑됨으로써 표 2의 결과와 같이 분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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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급결제 종류 및 재령별 휨강도

그림 9. 분진농도 측정사진

표 3. 현장 숏크리트 배합표

구 분
Gmax

(mm)

슬럼프

(cm)

W/C

(%)

S/a

(%)

단위재료량 (kg/m
3
) 유동

화제 

(kg)

강섬유

(kg)

급결제

(C×%)

광물계/액상W C S G

일반 10 10 38.3 60.3 180 470 991 652 4.70 - 5.0/8.0

강섬유

보강
10 10 37.3 60.2 177 474 993 656 4.74 40.0 5.0/8.0

적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3. 현장 숏크리트 강도, 반발율

3.1 강도

본 현장의 숏크리트에 대한 강도시험결과를 종합하면 

표 3,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휨강도는 “콘크리트 휨강

도 시험방법(KS F 2408)”에 의해 1일, 28일 재령에서 각

각 3개의 공시체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고 코어강도

는 타설 후 28일이 경과된 부위에서 코어채취기로 Φ100 

mm의 코어를 3개씩 채취하고 KS F 2405「콘크리트 압

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여 평균치로 표시하

였다. 

상기 결과로 보면 알루미네이트 급결제는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멘트광물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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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급결제 종류에 따른 압축강도(재령 28일, 코어기준)

표 4. 리바운드 실측정치(1m
3
 측정)

구  분
측정치(kg)

1회차 2회차

사용재료의 전중량(kg) 2,359.5 2,359.5

반발재료의 전중량(kg)   215.6   230.5

반발율(%)
9.1 9.8

평균 : 9.45

표 5. 알루미네이트계와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 사용공법의 경제성 비교

(유통단가)

구    분
시멘트 

광물계 

알루미

네이트계
비  고

실제 부착된 숏크리트량 (m
3
) 56,998 56,998

리바운드량 (m
3
) 5,948 9,433

전체 숏크리트 생산량 (m
3
) 62,946 66,431

숏크리트 재료비(만원) 545,650 613,993 ▼ 68,343

폐콘크리트 처리비용(만원) 83,762 132,833 ▼ 49,071

절감액(만원) ▼117,414 19.12% 절감

* 2011. 09. 30 기준으로 본 현장 숏크리트 총 생산량은 62,946(m
3
)이며, 급

결제 사용량은 시멘트의 3.87(%) 임.

*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 적용 시 리바운드율은 도로공사제시 평균data

인 13.9%를 적용하였으며, 사용량은 8%임.

결제는 모든 항목에서 품질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안정

된 물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1일 강도는 3.1N/ 

mm
2
으로 초기강도 발현이 매우 빠르고, 28일 휨강도는 

기준치의 1.7배, 코어강도는 기준치의 1.8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나 탁월한 고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3.2 현장 숏크리트 반발율(리바운드)

본 현장에서 반발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바닥에 수

거용 시트를 깔고 숏크리트를 천단 및 벽체에 타설한 후 

바닥에 떨어지는 재료를 수거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반

발율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반발율(%) = 



× 

여기서, Wr = 반발재료의 전중량

Wt = 사용재료의 전중량

본 현장의 시멘트광물계 급결제 반발율은 9.45%로써 

13.9%(도로공사 22개 현장측정 평균치)의 리바운드가 발

생하고 있는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에 비해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어 이는 시멘트광물계 급결제의 숏크리트의 부착

성능 및 우수한 응결특성으로 리바운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제성

본 현장에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말

까지의 시공기준으로 숏크리트에 관련된 비용을 실제 데

이터에 근거하여 계산한 결과 표 5와 같이 시멘트광물계 

급결제는 리바운드 손실 감소 및 이에 따른 숏크리트 반

발재인 폐콘크리트 처리 비용 등 알루미네이트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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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의 비용 절감 효과로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맺음말

국내 대표적인 장대터널인 본 인제터널 시공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고성능시멘트광물계 급결제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네

이트계 급결제와의 실내 및 실제 시공결과에서 얻어진 결

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르타르 응결시간 시험결과 시멘트광물계는 4%만 사

용하여도 KCI-SC -102 규격(초결 5분이내, 종결 15분

이내)에 적합하여 급결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

가되었고 이로 인한 효과로 단층파쇄대, 용수 부위, 깊

은 여굴에 대한 무더기 붕락이 거의 없이 타설 작업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초기강도 발현이 매우 우수하여 

터널 안정성 확보는 물론 작업능률 및 시공성이 탁월

하였다.  

2) 압축강도 시험결과(28일 코어기준)에서 시멘트광물계

는 36.8N/mm
2
로 고강도를 발현하는 등 현장시험 결

과 모든 항목에서 품질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안정된 

물성을 나타내었으며, 고강도를 발휘하여 터널 내구성

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멘트광물계 급결제를 사용한 숏크리트의 반발율(리

바운드)은 평균 9.45%로 반발율이 13.9%인 알루미네

이트계 급결제에 비해 부착성능이 우수하였으며 급결

제 사용량 및 리바운드 저감을 포함한 재료비 절감과 

이로 인한 폐콘크리트 처리 비용까지 총 19%의 비용 

절감 효과로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존의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는 피부 부식, 호흡기 

손상 등의 독성이 강하고 강알칼리성의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시멘트광물계 급결제

는 저 자극성이고 시공시의 분진이 매우 적으며 분말

이어서 즉시 경화되기 때문에 침출이 거의 없으므로 

환경오염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물리성능, 시공/경제성 및 환경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

서 시멘트광물계 급결제의 품질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최장대 도로터널인 인제터널(10.96km)

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완공에 일조한다고 할 수 있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