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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지하수위 하부에서 수행되는 터널이나 지

하공간 굴착현장에서는 과도한 지하수 유입방지와 지반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차수 및 지반보강 그라우팅이 필

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의 그라우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입재료나 공법개발에 대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그라우

팅 시공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라우팅 장비의 개

량이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현재 국내 그라우팅에 사용되는 그라우팅 

장비는 대부분 재래식 장비인 적산유량계를 사용하여 작

업자가 수동으로 밸브의 개폐를 조절함으로써 주입압력 

및 유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숙련도에 따라 그라우팅의 품

질이 크게 좌우된다. 또한 수동작업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제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입기

록이 롤페이퍼 방식으로 출력되므로 주입압력 및 유량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어 그라우팅 결과 정리 및 분석에

도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기존 장비는 펌프의 용량이 충

분하지 않아 수심이 깊은 해저 및 하저 구조물과 같이 고

수압이 작용하고 과도한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적

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Intel-

ligent Grouting by Expert Navigation, 이하 IGEN)은 

고수압 조건 또는 과도한 지하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자동제어 프로그램

을 이용한 정압/정량 주입제어가 가능하여 전통적 방법에 

의한 그라우팅(전통 그라우팅) 및 GIN 방법에 의한 그라

우팅(GIN 그라우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기사

에서는 IGEN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성능을 입증하기 위

해 그라우트 비교시험 및 IGEN의 현장적용 사례에 대하

여 기술하였다. 그라우트 비교시험에서는 기존 장비를 이

용한 전통 그라우팅과 IGEN을 이용한 전통 그라우팅 및 

GIN 그라우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

한 IGEN을 이용하여 터널붕괴현장 지반보강 그라우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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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IGEN)의 개요도 그림 2. 펌프와 모터 및 인버터로 구성된 구동부

표 1. 시스템 구성과 각 시스템의 제원 및 주요 기능

시스템 구성 제원 및 주요 기능

구동부

- 고압 대용량 펌프(2대), 모터, 인버터로 구성

- 펌프성능: 최대유량 138ℓ/min, 최대압력 83bar

- 인버터를 통한 모터 회전속도 조절로 그라우트 펌프 제어

다중 주입시스템

- 분배시스템, 압력계, 유량계로 구성

- 주입방식에 따라 최대 6개(또는 3개) 주입공에 동시 주입 가능

- 토사 및 암반에서 다양한 주입방식(1, 1.5, 2.0 shot) 가능

제어시스템

(그라우팅 자동제어 프로그램)

- 그라우팅 주입압력 및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

- 주입압력/유량이 목표값으로 유지되도록 모터 회전속도 자동제어

- 자동제어에 의한 정밀한 정압/정량 주입 가능

- 전통 그라우팅 및 GIN 그라우팅(히빙방지) 모두 적용 가능

- 주입전 지반조사 시험(Lugeon test, 한계압력) 자동화 

사와 가압지보 터널공법을 이용한 영동고속도로 하부 통

과공사 현장의 가압백 그라우팅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그 효율성 및 우수성을 검증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2.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IGEN)의 구성 

IGEN은 그림 1과 같이 구동부, 다중 주입시스템 및 제

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제원 및 주요 

기능은 표 1과 같다.

2.1 구동부

구동부는 그림 2와 같이 고압･대용량 펌프 2대와 펌프

를 구동하는 모터, 그리고 주입압력에 따른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펌프의 최

대 주입유량과 최대 주입압력은 각각 138ℓ/min과 83bar

로 1, 1.5, 2 shot 등 주입방식에 따라 최대 주입가능 공

수, 주입유량 및 주입압력이 결정된다(표 2 참조). IGEN의 

펌프로 주입가능한 최대유량은 6개의 주입공에 주입을 하

더라도 46ℓ/min로써 기존 펌프의 최대주입유량 약 35ℓ

/min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IGEN의 펌프는 기존 

펌프와 달리 주입유량과 주입압력 간에 상충관계(trade 

off)가 없기 때문에 최대 주입유량으로 주입하더라도 최

대 주입압력 83bar까지 제한없이 주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 다중 주입시스템

다중 주입시스템은 펌프로부터 공급된 주입재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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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입방식과 주입공 수에 따른 최대 주입유량 및 압력

1 shot 1.5/2 shot

동시 주입공 수 최대 주입유량(ℓ/min) 동시 주입공 수
최대 주입유량(ℓ/min)

(A액 + B액)
최대 주입압력(bar)

1 276
1

276

(138+138)

83

2 138

3 92
2

138

(69+69)4 69

5 55.2
3

92

(46+46)6 46

그림 3. 분배시스템

(a) 1 shot 주입

(b) 1.5 또는 2 shot 주입

그림 4. 주입방식에 따른 분배시스템에서의 주입 흐름도

채널로 분배하기 위한 각종 배관(분배시스템)과 계측장치

인 압력계 및 유량계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참조). 각 

펌프는 차단밸브로 연결된 2개의 블록에 일대일로 연결되

어 그림 1에서와 같이 블록을 통해 각각 3채널씩 모두 6

채널로 분배할 수 있다. 블록간 차단밸브는 1 shot 주입

인 경우 차단밸브를 열고 사용하여 최대 6개의 주입공에 

동시에 주입할 수 있으며, 1.5 shot이나 2 shot 주입의 경

우 차단밸브를 닫고 사용하여 최대 3개의 주입공에 동시

에 주입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2.3 제어시스템

제어시스템의 그라우팅 자동제어 프로그램은 계측기로

부터 측정된 주입압력과 주입유량값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여 목표압력 또는 목표유량에 도달하도록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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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유량 제어 그라우팅 자동 수행 (b) 전통 그라우팅 자동 수행

(c) GIN 그라우팅 자동 수행 (d) 단계별 그라우팅 주입설정

(e) 수압시험(Lugeon 시험) 자동 수행

그림 5. 그라우팅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라우팅 및 수압 시험

로 제어하며, 여러 가지 시험 수행 로직을 포함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그라우팅 및 수압시험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① 압력/유량 제어에 의한 그라우팅(그림 5(a))

② 전통적 방법에 의한 그라우팅(그림 5(b))

③ GIN 방법에 의한 그라우팅(그림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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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라우팅 주입 실시간 모니터링

(b) 시험결과 워드 파일로 저장 (d) 자동 작성된 수압시험 결과보고서

(c) 시험결과 데이터 파일로 저장

그림 6. IGEN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 자동 저장기능

④ 단계별 그라우팅(그림 5(d))

⑤ 수압시험(Lugeon 시험)(그림 5(e))

또한 그라우팅 자동제어 프로그램은 시험과정을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를 워드파일 및 

데이터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여 시험 후 현장에서 지반의 

주입특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시험 후 결과분석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수압시험의 경우 엑셀파일 형

태의 결과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지반

의 투수계수 등 지반의 수리적 특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

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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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등록증 (b) 등록출원 상표권

그림 7.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IGEN)의 지적재산권

그림 8. 그라우팅 시험구간 구분 및 시험공 배치

2.4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의 지적재산권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은 현대건설에서 자체 연

구과제를 수행하여 개발된 기술로 “그라우팅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등록번호: 제10-0981007호)”의 특허 1건과 “IGEN 

(Intelligent Grouting by Expert Navigation(출원번호: 

제41-2011-0030410호)”에 대한 상표등록출원 1건을 보

유하고 있다(그림 7 참조).

3. 그라우팅 비교시험

기존장비와 IGEN의 그라우팅 방법별 효과 비교와 

IGEN의 성능점검을 위하여 그라우팅 비교시험을 실시하

였다. 비교시험은 기존 장비를 이용한 전통 그라우팅 시

험구간(T구간), IGEN을 이용한 전통 그라우팅 시험구간

(I구간) 및 GIN 그라우팅 시험구간(G구간)의 3개 구간으

로 나누어 실시하였다(그림 8 참조). 또한 그라우팅 시험 

전후로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초음파 주사검층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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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그라우팅 시험항목 및 수량

항목 수량 비고

1. 시추조사 13공 주입 전의 지층 특성 파악

2. 수압시험 43회 주입 전･후의 지반 수리 특성 파악

3. 공내재하시험 6회 주입 전･후의 암석강도 특성 파악

4. 초음파주사검층 5회 주입 전･후의 암반의 불연속면 상태 파악

5. 주입시험 9공 주입특성 파악, 주입방법 및 장비의 효과 비교

(a) T구간 주입전후 수압시험 결과 비교 (b) I구간 주입전후 수압시험 결과 비교

그림 9. 각 시험구간 별 수압시험 결과 비교

표 4. 비슷한 Lugeon값을 갖는 구간에서 수행한 전통 및 GIN 그라우팅에서 주입량과 주입시간 비교

구간 시험심도 배합비(w:c) Lugeon 압력(kgf/cm2) 주입량(시멘트, kg) 주입시간(분) 비고

T 16.5∼21.5 7:1, 5:1, 1:1 2.30 10.0 384(109+113+162) 49+40+60(149) T-1 공

G 9.0∼14.0 1:1 2.39 8.0 26.8 22.5 G-1 공

등을 실시하여 지반 개량효과를 확인하였다. 비교시험시 

수행한 시험항목은 표 3과 같다.

3.1 비교시험 결과

3.1.1 수압시험 및 주입시험 결과

주입 완료후 검사공에서 수행한 수압시험 결과 다음 그

림 9와 같이 모두 지반개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IGEN을 이용한 그라우팅 방법(전통 그라우팅 및 GIN 그

라우팅)의 성능이 입증되었다. 또한 표 4와 같이 비슷한 

Lugeon 값을 갖는 구간에서의 주입량을 비교했을 때 

IGEN을 이용한 GIN 그라우팅이 T구간에 비해 주입량뿐

만 아니라 주입시간도 현저하게 작아 경제적이고 효과적

인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1.2 공내재하 및 초음파 주사검층 결과

공내재하시험 및 초음파 주사검층을 통한 주입효과확

인시험 결과를 표 5 및 그림 10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세 구간 모두 지반개량효과가 나타났으나, 

IGEN을 이용한 그라우팅 시공이 전통 그라우팅이나 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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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내재하시험 및 초음파주사검층 시험 결과요약

구분
변형계수(MPa) 탄성계수(MPa) 압축강도(kg/cm

2
)

T구간 I구간 G구간 T구간 I구간 G구간 T구간 I구간 G구간

개량전 4,523 1,074 1,924 7,765 1,175 3,241 827 632 432

개량후 3,581 1,444 3,367 3,971 2,337 7,410 864 859 736

증감율(%) -20.8 +34.5 +75.0 -48.9 +98.9 +128.7 +4.5 +37.7 +70.5

T구간 I구간 G구간

그림 10. 각 시험구간 초음파주사검층 결과

그라우팅 모두 기존 장비로 시공했을 때보다 더 나은 지

반 개량효과를 보임으로써 그라우팅 시공품질이 더욱 우

수한 주입공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IGEN 성능 분석

IGEN의 성능평가를 위해 그라우팅 현장비교시험을 실

시한 결과, 수압시험과 그라우트 주입에서 효과가 입증되

었으며, 특히, GIN 그라우팅을 세계 최초로 자동으로 수

행하였으며 지반 개량효과도 전통 그라우팅에 비해 탁월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압력 제어 및 조절 탁월

IGEN은 실시간으로 주입 압력과 유량을 계측하여, 정

압/정량 주입이 가능하도록 유량 및 압력을 정밀하게 제

어할 수 있다(그림 11(a), (b) 참조). 주입 기록의 기록 최

소단위도 압력과 유량이 각각 1kgf/cm
2
 → 0.01bar와 1ℓ 

→ 0.01ℓ로 IGEN이 기존 장비보다 매우 우수하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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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자동유량계 (b) IGEN의 주입압력/유량 조절

(c) 기존 장비의 주입기록 (d) IGEN의 주입기록

그림 11. 기존 장비와 IGEN의 주입압력/유량의 유지 및 기록 정밀도 비교

11(c), (d) 참조).

2) GIN 그라우팅 자동 시공

IGEN은 최대주입압력(Pmax), 최대주입유량(Vmax) 등이 

결정되면 GIN 값, GIN 곡선 등을 산출해 GIN 그라우팅

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그라우팅 장비

이다.

3) 수압시험 자동화

IGEN은 초기 설정단계에서, 주수단계압력, 각 단계별 

유지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압력의 승압/하압, 각 단

계별 주수시간 유지 및 그 동안의 압력 유지, 주수량기록 

및 Lugeon 값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설정 조건에 

따라 시험이 종료되면 주수펌프의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

된다. 따라서 IGEN을 이용하면 수압시험을 자동화할 수 

있어 시험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4) 대용량의 주입유량

기존 장비는 펌프의 토출유량이 약 35ℓ/min이나, 

IGEN의 펌프는 138ℓ/min/ea × 2ea의 토출량을 보이고 

있어 일정량의 누수가 발생하여도 주입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

5) 다채널 시험 기능

동시에 최대 6개의 주입공에서 수압(주입)시험을 실시

할 수 있어, 수압시험(그라우팅) 대상이 많을수록 효율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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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O순환도로 보강 그라우팅 현장 위치 (b) 지표함몰 전경

(c) 현장전경 (d) IGEN을 이용한 그라우팅

그림 12. OO순환도로 OO터널 지반보강 그라우팅 공사

6) 시험결과 저장 및 보고기능 

수압시험과 주입시험의 결과가 전산파일로 저장되어, 

기록의 보관이나 검토 등에 유리하며 현장에서 분석결과 

보고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어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장비의 경우, 자동유량계 및 관리자

가 기록한 자료를 상용프로그램에 재입력해야 하나, 

IGEN의 경우 주입기록이 전산파일로 바로 저장되므로 시

험자료의 양이 많아질수록 자료 분석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4. 현장적용

4.1 OO순환도로 OO터널 지반보강 그라우팅

IGEN 초기모델을 이용하여 그림 12와 같이 OO순환도

로 OO터널 붕괴 현장 지반보강 그라우팅 공사 현장에 투

입되어 보강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라우팅 보강영역은 지표함몰 부근으로 보강영역의 

횡단, 종단 및 평면도는 그림 13(a)~(c)와 같으며, 그라우

팅 주입심도는 40~50m, 전체 주입공 수는 91공이다. 주

입 중 그라우팅 기록(시간, 압력, 유량, 적산유량)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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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횡단 보강영역 (b) 종단 보강영역 (c) 평면 보강영역

그림 13. 그라우팅 보강영역

(a) 2010. 12. 03 주입기록 (b) 2010. 12. 27 주입기록

그림 14. OO순환도로 OO터널 지반보강 그라우팅 주입 기록

으로 저장하였으며 주입기록에서 그라우팅 압력이 일정

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량이 서

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여 IGEN의 우수성을 검증하였

다.(그림 14 참조). 

4.2 OO택지개발 공구 가압식 비개착 터널공법 가

압백 그라우팅

2011년 4월~8월 약 5개월간 OO택지개발 부지조성현

장에서 가압지보 터널공법의 가압백 그라우팅에 적용하

였다. 가압지보 터널공법은 강지보와 굴착면 사이의 가압

백을 이용하여 굴착시 발생하는 이완토압 이상의 압력을 

반대방향으로 작용시켜 변위발생을 방지하는 공법으로서

(그림 15 참조), 가압지보 터널공법에 적용되는 가압백 그

라우팅의 경우 터널 굴착 상부지반의 침하 및 히빙을 방

지하기 위해 정밀한 압력제어 그라우팅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따라서 정밀한 압력제어 그라우팅이 가능한 IGEN

을 적용하여 가압백 그라우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IGEN)의 우수성을 검증

할 수 있었다. 그림 16(a)는 가압 그라우팅으로 가압백이 



Vol. 14, No. 3    71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

(a) 가압백 설치 (b) 가압백 가압 중 (c) 가압 완료

그림 15. 가압백 그라우팅 개념도

(a) 그라우팅 후 가압백이 팽창된 모습 (b) 발생된 지반변위(가압백 그라우팅)

그림 16. OO택지개발 부지조성현장 가압백 그라우팅

(a) 2011. 06. 03 주입기록 (b) 2011. 06. 07 주입기록

그림 17. OO택지개발 부지조성현장 가압백 그라우팅 주입 기록

팽창한 가압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6(b)는 가압지

보 터널공법에서 발생된 지반변위로 정밀한 압력제어에 

의한 가압백 그라우팅으로 최종 지반침하 변위가 1.8mm

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OO택지개발 부지조성현장의 가압지보 터널공법 가압

백 그라우팅의 대표적인 주입기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압력

제어 방식을 통해 일정한 압력으로 가압백 그라우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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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라우팅 압력이 일정하

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량이 서서

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인텔리전트 그라우팅 시스템(IGEN)을 이용한 그라우

팅은 기존 그라우팅과의 비교시험 및 현장적용 사례를 통

해 기존의 장비를 이용한 그라우팅 시공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차수 품질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고압, 대용량 펌프를 적용함으로써 고수압, 대량

의 지하수 유입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다중 주입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주입

방식으로 1대의 장비로 최대 6공까지 동시주입이 가능하

여 그라우팅 작업의 효율성 또한 증대되었다. IGEN의 그

라우팅 자동제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그라우팅 시험 로

직을 포함하고 있어 자동으로 그라우팅 주입이나 수압시

험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장비로는 수행

하기 어려웠던 정압/정량 주입 및 전통 그라우팅을 자동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 

hydraulic fracturing이나 hydro jacking 현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고안된 GIN 그라우팅 공법을 세계최초로 자동 

구현함으로써 IGEN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그라우팅 시공 전 수행하는 수압시험(Lugeon 시험)

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시험 후 결과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성 및 편리성

을 증대하였다. 또한 IGEN은 그라우팅 데이터(주입압력, 

주입유량, 주입시간, 적산유량)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고 저장할 수 있어 주입기록 관리 및 분석을 매우 용이하

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IGEN이 향후 수행될 많은 그라우팅 공사에 적

용된다면 기존의 저수압 조건에서는 물론이고 기존의 장

비로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고수압 조건에서도 고품질의 

차수 및 지반보강 그라우팅을 쉽고 간단하며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