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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수압 시공 조건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지반의 이완 및 손상의 발생 그리고 시설물내

로의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 및 지수설계 및 시공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라우팅 공사는 현재 지하철건설, 고속

철도건설, 각종 산악터널건설, 하천·저수지 재방 신설 및 보수공사 등에 년간 수조원 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설

계 및 시공관리에 대한 관리기준이 정밀하지 못하여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클 것

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다. 그라우팅 기술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중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

지만 기술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고 정립된 관리기준이 부재하여 신뢰성의 낙후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수

압 조건에서 지반재해 저감을 위한 최신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다.

ABSTRACT In the high water pressure construction conditions, it is important that the failures and damages occurrence in

the neighboring ground and impermeable prevention methods (design and construction) for a inflow of seawater into structures.

Grouting construction markets include a subway construction, a railway construction, a mountain tunnel construction, a new &

reinforced construction of river & reservoir levee with big budget per every years. but, there are economic loss about

desig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parts because that management criteria is not accurate but depends on experiences.

Even though grouting technology are using vitally in the major constructions of national levels, it is still serious about the

low-reliability problems and the no-criteria problems. there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provides the fundamental

research about the neo-grouting technology for the decreasing of ground disaster in a high water pressure conditions.

KEYWORDS High water pressure conditions, neo-grouting technology, decreasing ground disaster, fundamental research

1. 서 론

고수압 조건의 지하구조물 시공기술은 일반 육상에서

지하구조물의 건설과 달리 열악한 주변조건이 설계 및 시

공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암반내 설치하고자 하

는 해저시설물의 경우 고수압 조건에서 시설물 자체의 건

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지반의 이완 및 손상의 발생 그

리고 시설물내로의 해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 및 지

수설계 및 시공이 중요한 관건이다. 지하구조물 주변의 손

상영역의 발생은 특히 과지압조건의 지반에서 중요한 사

항이 된다. 과지압 지반의 경우 불균질한 토압이 작용하게

되므로 지압의 상태에 따라 지하구조물의 설계를 달리하

여야 하며 지하구조물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지압의 작용은 지하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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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횡단면뿐만 수직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해수로부터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해저 시설물 자체의 안

정성 확보 및 경제적인 시공을 수행하기 위한 해석기술의

개발 또한 필수적이다. 해저터널의 시공 당시 해수의 유입

은 정수압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심도에 따라 고

수압이 작용하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해저터널의 통합관리형 그라우팅 시공관리 시스템 개발은

해저시설물 건설에 있어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라우팅 공사는 현재 지하철건설, 고속철도건설, 각종

산악터널건설, 하천·저수지 제방 신설 및 보수공사 등에

연간 수 조원 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설계 및

시공관리에 대한 관리기준이 정밀하지 못하여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클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성과에 따

라 설계 및 시공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시행한다

면 경제적 측면의 손실율을 감소는 물론이고 그라우팅 시

공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시공에 기

여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우팅 기술은 국가

적 차원의 대규모 중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인 기술

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술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고 정립된

관리기준이 부재하여 신뢰성의 낙후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수압 조건에서 지반재해저감을 위한

최신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함

이 그 목적이다.

2. 고수압조건의 그라우팅 시공 선행기술 조사분석

고수압 조건의 그라우팅 시공 선행기술 조사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수압조건의 터널 그라우팅 적

용구분과 그라우팅재료에 대한 정의, 고수압 조건의 그라

우팅과 지하수유입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암반의 특성인

자연구 및 그라우팅 시공시 필요한 요소기술 및 연구개발

이 필요한 주입관리기술들(Stop criteria)에 검토가 될 수 있

다(그림 1 참조). 

세계적인 연구의 추세를 살펴보면 Stop criteria라는 분야

의 연구가 북유럽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를 중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결국에는 고수압조건의

그라우팅 시공기술들의 요소들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정립하고 고수압 조건에서 그라우팅 시

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공관리기법 혹은 시공관리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 솔류션(Integration Solution)

을 제공하는 것이다. 

2.1 국내외 그라우팅 시공관리기법에 대한 조사분석

그라우팅 시공관리기법 중에서 그라우팅 정지기준이란

용어를 영어식 표현으로는 ‘Stop criteria’라고 단순하게 표

기하지만 단지 그라우팅의 정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라우팅 시공관리기법은 크게 1~4세대 기술까지 발전하

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주입량을 예측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라우팅 주입을 암반 층 혹은 토

사층에 적합한 이론모델을 개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입량을 예측하여 실측주입량을 동조화시킴

으로써 결국 그라우팅 성능과 비용 면에서 최적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국

내에서도 토사층 등 다차원(多次元)토질에 주입이 가능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래 그림 2는 국내외 사용되는 시공관리

기법을 세대별로 조사 분석한 내용이며 고수압조건의 지

반재해저감을 위한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로는 GT-method

(Gustafson& Stille 2005), ROG method(Kobayashi&Stille 2008,

J.Y. Rafi 2010) 및 m-ROG method(김진춘 2014)로 조사·분

석되었으며 다음절에 각 기법들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기

술하였다.

2.2 고수압 조건에 적합한 최신 그라우팅 시공관리기법 조

사분석

2.2.1 GT-method(Gustafson& Stille 2005)

1) 연구배경

GT-method(Grouting–Time method는 그라우팅을 위한 정

지기준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라우트 침투길이와 그라우팅

시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인 방법이다. 이는 스

웨덴의 Chalmers 공과대학교(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와 Royal 공과대학교(Royal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개발된 그라우팅 방법이다. 

그림 1. 고수압조건의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 선행기술 조사

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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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라우팅 침투길이- 그라우팅 시간의 관계

이 방법의 주요 쟁점은 주입동안 걸리는 시간이다. 이론

상으로, 최대침투거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한한 시간이

걸린다. 식 (1)는 상대적인 침투거리를 나타낸 수식이며 침

투길이와 그라우팅 시간 간의 기본적 관계는 상대적 침투

길이(ID)는 천공홀 작업에 의해 잘려있는 모든 절리들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Gustafson and Stille 2005). 고유

그라우팅 시간은 Gustafson and Stille(2005)에 의해 식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서 Imax는 최대침투길이, t0는 고

유의 그라우팅 시간, τ0는 전단응력, μ0는 그라우팅의 점성

및 Δp는 적용한 압력을 나타낸다.

(1)

(2)

고유시간은 1차원 가능침투길이의 약 88%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며 2차원 가능침투길이의 약 59%에 도

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3) GT-method의 활용방안

GT-method는 설계된 그라우팅 침투길이를 선정한 후 그

라우팅 설계에 필요한 인자인 그라우팅 시간과 주입압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흐름의

차원은 암반의 절리가 견고하다면 1차원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라우팅 시간은 t(1D)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절리가 많다면 2차원으로 가정하여 t(2D)를 사용한다. 그림

3은 GT-method를 이용하여 그라우팅 시공에 필요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한 것이다.

침투길이(설계두께)를 선정하여 최적의 그라우팅시간

및 주입압을 계산한 결과는 “Design window”라고 불린다.

결과에 의하면 설계인자들 즉 입력값 들이 각각 I=3.2 m,

τ0=13Pa, μ0=12 mPas, bhydr=19.1 μm일 경우 주입압 5 MPa

일 때 침투시간은 약 25 min이며 주입압 9.52 MPa일 때 약

6 min정도 주입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입압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은 지반의 안정에 불리하므

로 대략 안정적인 주입압은 5 MPa로 설정하고 주입시간은

25 min이 걸린다고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라우팅 현장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현장이 거의 없으므로 Design

window에서 얻어진 설계값은 Cross check 용도로 사용되

어야 한다. 

ID
I

I
max

----------=

t
0

6Δpμg

τ
0

2
----------------

t

tD
-----= =

그림 2. 국내외 그라우팅 시공관리 기술 동향 분석

그림 3. GT-method를 이용한 그라우팅 설계(Kalle Hollm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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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ROG method(Kobayashi&Stille 2008, J.Y. Rafi 2010)

1) 연구의 배경

최초의 시도로는 M. Brantberger et al.(2001)가 그라우트

침투영역의 예측을 위한 수치적 계산방법을 구성하기 위

하여 시도한 것이었다. 그들은 만일 절리간격과 침투된 그

라우트재의 마찰각을 알 수 있다면, 그라우트 영향범위 및

과다파쇄를 제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Kobayashi and Stille

(2008)은 분석방법으로 수치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절

리의 차원에 따르는 상대적 시간과 침투를 정의하였다. 다

음 절에서 자세히 이론을 설명하였다. 

2) 침투와 시간 관계

그라우트는 빙햄유체(Bingham fluid) 중의 한가지 이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점성과 항복응력의 요소로 구성

된다. 주입중단(the stop criterion)은 τ<τ0 일 때의 상태이며

Δp.b < 2Iτ0가 되므로 최대침투길이(Imax)는 식 (3)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침투특성을 분석적으로 수식화하기 위하여

고유의 그라우팅 시간(t0), 상대적 그라우팅 시간(tL) 그리

고 상대적 침투길이(IL)를 아래 식 (4)~(6)와 같이 정의하였

다. 여기서 b는 무한간격, τ는 전단응력, μ는 점성, Δp는 적

용한 압력을 나타낸다.

(3)

(4)

(5)

(6)

3) ROG method의 활용방안

ROG method는 그림 4와 같이 실시간 주입량을 예측하여

실측주입량과 동조화 시킬 수 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입 홀의 채워지는 시간이 흐른 후에 예측된 주입량

그래프는 현장에서 기록된 실제 주입량 그래프와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이며 ROG method의 실제 현장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2.3 m-ROG method(김진춘 2014)

1) 개발배경

m-ROG method(multi-dimensional real-time optimization

grouting)는 국내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와 (주)한국지

오텍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술로서 고수압조건의 그라

우팅 시공시 파쇄대가 심한 3차원이상의 다차원 주입모델을

개발하여 침투범위와 그라우팅 주입중단 결정을 할 수 있

는 차세대 그라우팅 시공관리 방법이다.

2) 다차원지반에서의 그라우트재의 침투

그라우트재가 구면침투 되는 경우, 그림 5와 같이 형성

되는 그라우팅 영역은 시간 단계에 따라서 반지름이 점차

증가되는 형태로 모사 가능하며, 이때 증가되는 그라우팅

영역은 시간 단계 별로 형성된 shell로 생각할 수 있다. 증

가되는 반지름을 미소한 크기로 생각할 경우 그라우팅 영

역이 증가되는 시간 또한 미소한 크기가 되어 각각의 시간

단계에 따라 다른 점도 값을 적용할 수 있다.

3) m-ROG method를 이용한 현장적용사례 연구

그림 6은 00 화력발전소의 매립층인 토사층지반에서 시

공한 도면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7은 실측주입량곡선과

예측된 주입량곡선을 비교한 분석 자료이며 결과를 보면

실측주입량곡선과 예측된 주입량곡선이 아주 일치하는 것을

I
max

Δp
2τ

0

--------
⎝ ⎠
⎛ ⎞ b⋅=

t
0

6Δp μg⋅ /τ
0

2
=

tD t/t
0

=

ID I/I
max

=

그림 4. ROG method를 이용한 주입량의 예측(J.Y. Rafi 2010)

그림 5. 시간 단계별 형성되는 침투영역(김종선 2005)

그림 6. 00화력발전소 그라우팅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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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또한, 그림 8은 한계주수시험에서 구한 Pmax와

Pmin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 관리기준에 관한 개발 및 구현

내용이며 그림 9는 예측된 데이터의 50%의 값을 하한계로

하며 150%의 값을 상한계로 하는 관리기준에 대한 개발

및 구현내용이다.

3. 고수압 조건의 해외시공사례 및 최신 그라우팅 

시스템 조사 분석

3.1 고수압 조건의 그라우팅 해외시공사례 조사분석

고수압 조건의 그라우팅 시공사례를 통해 시공된 터널의

시공깊이, 수압, 그라우팅 압력 및 펌프용량 등을 분류하

여 고수압조건의 그라우팅 시스템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

해 검토하였다(표 1 참조). 검토결과에 의하면 고수압 조건의

그라우팅 주입은 20~100 bar 이상의 그라우팅 압력 이 필

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수압 조건의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의 연구수행에 필

요한 정보인 Probe hole 결과에 따른 차수 그라우팅 시행

기준을 조사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검토결과에 의하면

100 m/B.H 당 1~2L/min~60L/min 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확

인되었다. 

3.2 고수압 조건의 그라우팅 시스템 장비 조사분석

고수압 조건의 그라우팅 시스템 조사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고수압 조건에서 그라우팅 시공사례를 조사하고 문

헌조사를 통해 고수압 조건의 그라우팅 시스템인 All-in-

one assembling equipment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구성

하고 고수압 조건에서 검토해야할 주요 요소기술들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0은 고수압 조건의 그라우팅

시스템 구성 모식도를 나타낸다. 

 

그림 7. m-ROG method 구현

그림 8. P
max

와 P
min
 이용 관리기준 구현

그림 9. 실시간 자동 관리 상하한계 구현

표 1. 해외사례를 통한 그라우팅 시공깊이, 수압, 그라우팅압 및 펌프압 조사분석표

국가 터널명 시공깊이 수압 그라우팅 압력 최대 펌프압

핀란드 ONKALO 약 200 m 35 kg/cm2 35~115 kg/cm2 200 kg/cm2

노르웨이 Akrafjord 약 600 m 46 kg/cm2 70 kg/cm2 100 kg/cm2

네덜란드 Nilsion 약 150 m 15 kg/cm2 100 kg/cm2

중국 샤면 샹안 약 60 m 6 kg/cm2 20~60 kg/cm2

스위스 Gotthard Base 약 1400 m 120 kg/cm2 150 kg/cm2

노르웨이 Bragernes 약 150 m 20~90 kg/cm2

노르웨이 Lunner 약 300 m 50~70 kg/cm2

노르웨이 Eiksund 약 500 m 29 kg/cm2 58~87 kg/cm2

노르웨이 Baneheia 약 20~40 m 50~80 kg/cm2

스웨덴 Lundby 약 5~35 m 25 kg/cm2

노르웨이 Bekkestua 30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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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그라우팅 믹서(Grouting Mixer)

일반적으로 시멘트와 물 그리고 첨가제가 믹서에서 혼

합된다. 여러 가지 형태의 믹서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값이 저렴한 Paddle mixers가 사용되고 있으나, 고 품

질의 그라우팅을 기대하는 고수압조건의 그라우팅에는 적

합하지 않으며 Turbo mixer가 아주 적합하다. Turbo형 믹

서기는 원심분리형 펌프가 아주 높은 속도로 그라우트를

순환시켜주는데 그 속도는 약 1300~1400 rpm이고 최고 속

도는 약 1435 rpm이다. Turbo mixer는 격렬한 와류와 고전

단(high shearing) 작용을 하여 신속하게 완전한 혼합이 되

도록 할 뿐 아니라 혼합이 다 된 주입재를 교반기로 보내

는데 사용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믹서는 약 500 rpm이며

국산이 아니다. 또한 해외장비조사에서 1300~1400 rpm 사

양을 가진 제품은 Atlas Copco’s 사의 Cemix mexer와 Hany

사(http://www.haeny.com)의 HCM collidal mixer로 파악되

었다(그림 11).

3.2.2 그라우팅 교반기(Grouting Agitator)

그라우트 재료는 저점도 유지와 침전을 막기 위해 항상

교반기에서 교반시켜줘야 한다. 교반기는 그라우팅 준비를

위해 교반 통에 넣어서 작동시킨다. 교반기는 느린 속도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는 현탁액형 그라우트재가 균질한 상

태를 유지시켜주고 발생된 거품들을 제거시켜준다. 교반

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믹서의 2배 정도이며 약 60 rpm의

속도로 교반된다. 고성능 agitator 제품은 Atlas Copco사의

Cemag agitator와 Hany사의 HRW agitator로 조사되었다(그

림 12).

표 2. 해외시공사례를 통한 Probe hole 결과에 따른 차수 그라우팅 시행기준 조사·분석표

국가 터널명 시공깊이 100 m/B.H 당 허용기준 그라우팅 압력

핀란드 ONKALO 약 200 m 1~2L/min 이하 3.5~11.5 MPa

노르웨이 Akrafjord 약 600 m 10L/min 이하 7 MPa

노르웨이 Bragernes 약 150 m 10~30L/min 이하 29 MPa

노르웨이 Lunner 약 300 m 10~20L/min 이하 57 MPa

노르웨이 Eiksund 약 500 m 30L/min 이하 5.8~8.7 MPa

노르웨이 Baneheia 약 20~40 m 60L/min 이하 58 MPa

스웨덴 Lundby 약 5~35 m 0.5~2.5L/min 이하 2.5 MPa

노르웨이 Bekkestua 2L/min 이하 3 MPa

그림 10. 고수압 조건의 최신 그라우팅 시스템 구성 모식도

그림 11. Turbo type 고속전단 믹서 조사(rpm: 1300~1400)

 그림 12. 고성능 그라우팅 교반기(Grouting Agitator)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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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그라우팅 펌프(Grouting Pump)

실제 고수압조건의 터널 그라우팅 현장에서는 약 100 bar

까지 주입압력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문헌적 조사결과와 일치한다(표 1 참조). 그라우트 주입시

필요한 압력은 그라우트재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

반적으로 충분히 높아야 한다. 펌프가 제대로 주입하기 위

한 그라우트재의 적합한 최대 입경크기는 일반적으로 약

3~8 mm가 적당하다. 이것은 그라우팅 작업전에 반드시 확

인해야 한다. 100 kg/cm2까지 압력을 가 할 수 있는 장비조

사에서 2개의 제품이 파악되었으며 Atlas Copco사의 PUMPAC

110B15제품과 Hany 사의 ZMP 610 제품이다(그림 13).

3.2.4 그라우팅 팩커(Grouting Packers)

팩커는 그라우팅의 분류 즉 본시공, 시험용 및 차수용

등에 따라 천공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밀폐시켜주는데

사용된다. 천공홀을 막음으로써 압력은 구속이 되고 그라우

트가 절리와 틈새를 침투하게 한다. 천공된 홀 속에 팩커의

팽창장치를 이용해 단단히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한다.

팩커는 작업 중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고 수압 조건에서 사용되어야 할 팩커는 국내에서는

제작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국내에서 제

조가 가능한 팩커의 허용압력은 20 kg/cm2 이하이며 해외

에서는 100 kg/cm2까지 견딜수 있는 팩커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수압 조건에서 사용할 팩커의 가

격은 팩커 길이 0.5 m 당 400유로~2500유로 로 조사되었다

(그림 14).

4. 결 론

지금까지 고수압 조건에서의 지반재해 저감을 위한 최

신 그라우팅 기술에 대하여 크게 최신 지반조사분야, 차세

대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분야 그리고 최첨단 그라우팅

장비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조사 및 분석하

였다. 세계적인 그라우팅 기술현황을 살펴보면 고 수압 조

건에서의 지반재해 저감을 위한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은

그라우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가장 어려운 분

야에 속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외 그라우팅 기술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북유럽국가(스웨덴, 핀란드, 노

르웨이 등)이며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중 그라우팅 정지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라우팅 정지기준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Stop criteria’라

고 단순하게 표기하지만 단지 그라우팅의 정지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그라우팅 주입을 암반층 혹은 토사층에 적

합한 이론모델을 개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입량을 예측하여 실측주입량을 동조화 시켜 결국에는

그라우팅 성능과 비용면에서 최적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라우팅의 최고의 지식은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만큼 그라우팅 분야의 기술들이 이론적으로 표현

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론에

있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가 그라우팅 분야이다. 이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고수압 조건에서의

지반재해 저감을 위한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외 선진기술의 습득 및 지속적인 국가적인 연구개

발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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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수압 조건에서 주입이 가능한 펌프조사(압력 100)

그림 14. 고수압 조건에서 주입이 가능한 팩커 조사(펌프압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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