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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그라우팅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기술인 그라우팅 재료, 그라우팅 장비 그리고 시공관리기술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세계적인 기술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그라우팅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향후 해외시장 진

출시 갖추어야할 시방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라우팅 재료는 200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고침투 및

고강도가 발현되는 극 초미립자 시멘트(1.5 μm)를 개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김진춘 등(2014)은 마이크로시멘트계열의 하

이브리드형 그라우트재료를 개발하고 있다. 최신 그라우팅 장비개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국가별 혹은 프로젝트별

시방서를 우선 검토하였으며 시방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료사양 그리고 믹서, 펌프, 교반기 혹은 팩커에 대한 요구스펙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있어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각 국에서 제시한 시방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시공

관리기술은 크게 1~4세대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ICT와 그라우팅 기술을 융합하는 4세대 연구가 북유럽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및 핀란드), 일본 및 한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핵심용어 Grouting technology, Grout material, Grouting equipment, Grouting construction control technology, ICT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on global technology trend in each of composing technology, such as grouting material,

grouting equipment, and construction management technology, which grouting technology has been founded upon to improve

relatively inadequate domestic grouting technology and to establish the global standard for overseas expansion in the future. As

far as grouting material is concerned, while High-Penetration and High-Strength micro cement (1.5 µm) has been developed in

2000’s in Japan, JinChun Kim et al. (2014) has been developing hybrid type micro cement grouting material and examining specifica-

tions of different kinds of projects and countries to analyze the trend of grouting equipment development. The specification con-

tains detailed requisite specification for materials, mixers, pumps, agitators, and packers and it has to satisfy the standard

of different countries to win global contracts. Grouting management technology can b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genera-

tions and Scandinavian countries, such as Sweden, Norway, and Finland, Japan, and South Korea are recently doing vigor-

ous researches on the Fourth generation which merges grouting technology with ICT. 

KEYWORDS Grouting technology, Grout material, Grouting equipment, Grouting construction control technology, ICT

1. 서 론

그라우팅 기술(grouting technology)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기술로는 크게 그라우팅 재료, 그라우팅 장비 그리고 시

공관리기술이 있다. 그라우팅 재료는 2000년대부터 일본

에서는 고침투 및 고강도가 발현되는 극 초미립자 시멘트

(1.5 μm)를 개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김진춘 등(2014)은

마이크로시멘트계열의 하이브리드형 그라우트재료를 개

발하고 있다. 또한, 최신 그라우팅 장비개발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국가별 혹은 프로젝트별 시방서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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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검토하였으며 시방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료사양 그리

고 믹서, 펌프, 교반기 혹은 팩커에 대한 요구스펙까지 상

세하게 기술되어있어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각

국에서 제시한 시방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은 크게 1~4세대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ICT와 그라우팅 기술을 융합하

는 4세대 연구가 북유럽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및 핀란드),

일본 및 한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요소 기술의 세계적인 기술동향을 조사 및 분석

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그라우팅 기술을 향상시키

며 향후 해외시장 진출시 갖추어야할 시방서 기준 등을 효

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 재료개발 기술동향

1802년 프랑스의 기술자 Charles Berigny가 지반침하로

손상된 수문 기초의 공동부를 채우고 기초밑에 석회와 점

토의 불안정한 주입재를 주입하여 퇴적된 충적층을 안정

화시키기 위해서 약액주입을 적용한 이래 약액주입에 의한

지반개량의 역사는 약 200년이 경과 되었다. 당시 Charles

Berigny는 ‘procedure of grouting’을 최초로 제안함으로써

약액주입의 개념을 기술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Kutzner, 1996). 1926년 독일의 Dutchman H. Joosten이 순

수 용액형 화학약액 주입재를 이용한 Joosten공법을 개발한

이후 약액주입의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Joosten공

법의 특징은 고농도 물유리와 염화칼슘이 동시에 주입되어

혼합되면 순간적으로 실리카겔을 형성하면서 20~80 kgf/cm2

정도의 높은 압축강도 경화체를 만들고 화학작용에 대한

변화도 극히 작았다. 그러나 매우 고가이고 점도가 높았기

때문에 세사층에는 침투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草野

一人, 1983). 1980년대 이후 환경과 지하수 보호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면서 유럽에서는 화학약액 주입이 거의 사라

지고 용액형에 필적하는 침투성을 발휘하는 초미립자시멘

트에 대한 연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초미립자시멘트

에 관한 기초적 특성평가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larke 등(1984)은 초미립자시멘

트의 기초물성을 평가하여 시멘트계 주입재의 고침투성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천 등(1997)에 의해서 지반

표 1. 재료개발의 기술개발 변천과정

연 대 재료개발 공법/시스템 개발 사회정세

1802년 ·점토+석회 ·광산개발기

1824년 ·포틀랜드시멘트

1887년 ·물유리+염화칼슘 ·단관스트레이너공법 ·산업발전의 여명기

1900~1940년대
·물유리+염류반응제

·점토+시멘트

·고결시간 조절 가능

·Lugeon Test 확립 

·Joosten공법

·댐건설 융성기

1950년대

·무기물유리(MI)

·물유리+시멘트(LW)

·고분자(AM-9)

·롯드주입공법

·LW공법
·산업의 고도성장

1960년대

·아크릴아미드

·아크릴산염류

·수지 등 유기물계

·복합그라우팅

·멘젯튜브공법
·석유화학의 발달로 신재료 활용 증대

1970년대

·유기·무기계 순결 물유리

·중성 물유리

·실리카졸

·2중관더블팩커공법

·2중관순결공법

·2중관식 고압분사 그라우팅

·신규기술 증대(복합/한정/강제주입) 

·샘물 오염사고 발생

1980년대

·순결·완결 복합 물유리그라우트

·현탁·용액복합 실리카졸그라우트

·CO
2
를 이용한 기·액반응그라우트

·초미립자시멘트 그라우트

·주입시스템 자동화

 -조사

 -주입관리

 -주입효과 평가

·3중관식 고압분사그라우팅

·무공해성 공법과 재료개발

·그라우팅 합리화 

·경제성 다양화 및 자동화 추구

·약액의 내구성 향상

1990년대

·초미립자시멘트(6 μm)

 -경제적 초미립화

·실리카졸

 -내구성 향상

 -무공해성 향상

·Water Milling Cement공법(일본)

·Cemill공법(Italy)

·항구그라우팅

·약액주입공법

 -신뢰성 향상 

 -주공법으로 정착

2000년대~현재

·극초미립자 시멘트(1.5 μm)

·하이브리드형 그라우트

·고침투, 고강도, 고내구성 및 환경친 

화성 그라우트

·자동화 관리 시스템(AGS)
·ROG(Soil/Rock) 

 최적화 시공 관리기법

·침투 다짐형 그라우팅

·ICT와 융합된 4세대 기술 지배

·그라우팅 환경규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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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을 위한 초미립자시멘트의 실용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초미립자시멘트에 관한 현장적용성 평가는 터널 및

댐 등 암반지대에서 차수 및 보강을 위한 주입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大貫富夫 등(1982)은 산악터

널 지반주입에 적용될 초미립자시멘트의 품질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久保田辰治 등(1992)은 암반기초의 투수성이

5Lu이하에서 초미립자시멘트를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천

공주입을 하지 않고도 설계목표 차수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초미립자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안

하고 있다. 한편 市川公彦 등(1996)은 사질지반의 액상화

를 방지하기 위한 그라우팅에서도 초미립자시멘트가 효과

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초미립자시멘트를 단독으로 사

용할 경우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침투성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Karol(1990)은 k=α×10-3cm/sec의 실트질

사질지반에서 침투주입의 한계점도를 5cps 이하 k=α×10-2

cm/sec의 사질지반에서 침투주입의 한계점도를 10cps 이

하로 제시하고 있다. Hakansson 등(1992) 및 田原則雄 등

(1995)은 물시멘트비별 유동화제 종류 및 첨가량별로 유동

성 변화와 시간경과에 따른 전단응력을 검토한 결과 유동

화제의 종류는 폴리카본산 카르복실계가 가장 적합하고

최적 첨가량은 초미립자시멘트량의 중량비로 2~3% 사용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고침투 및 고강도가 발현되는

극 초미립자 시멘트(1.5 μm)를 개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김진춘 등(2014)은 마이크로시멘트계열의 하이브리드형

그라우트재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이상적인 침투주입

을 가능하게 하는 그라우트 재료개발로서 고분말 및 저점

도의 특징을 가지며 실트질샌드층까지 침투주입을 확장시

키고 어떠한 복합조건의 지반에서도 다양하게 적용 할 수

있으며 고침투성, 고강도성, 고내구성 및 환경친화성을 특

징으로 하는 그라우트이다. 이와 같이 그라우트재료개발

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진행 중이며 재료개발의 기술개

발변천과정은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3. 장비개발 기술동향

그라우팅 장비개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국가별

혹은 프로젝트별 시방서를 우선 검토하였으며 시방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앞 절에서 언급한 재료의 요구스펙 그리고

믹서, 펌프, 교반기 혹은 팩커에 대한 요구스펙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있어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각 국에서

제시한 시방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표 2, 표 3).

표 2. 해외국가/프로젝트별 그라우팅 시방서 비교표(1)

발주처/

발행년도
JRC 프로젝트/2008  Technical specification/2008 UFC/2004

국가 싱가포르 중국 미국

주요 목적 주롱섬 해저 저장시설 구축 수리시설물을 위한 그라우팅 공사 그라우팅 방법 및 장비에 대한 지침서

재료

시

멘

트

일반

시멘트

·분말도: > 380 m2/kg
·D95: < 60 μm

시

멘

트
 

일반

시멘트
·D95 : < 80μm

시

멘

트

Type I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

ultra fine
·분말도: > 1500 m2/kg
·D99: ≤ 10 μm

Fine
·dry-milling/super 

 fine/well-milling
Type II

황산염에 강함/수화열이 적

음

micro
·분말도: > 1500 m2/kg
·D99: ≤ 20 μm

Stable
·블리딩율 > 5% at 
2hours

Type III 조기강도 용

Mixed ·첨가재 사용 Type IV 그라우팅에 거의 사용안함

Pasty ·소성항복강도 > 20Pa Type V 그라우팅에 사용안함

실리카 흄 ·D99 : < 1 μm 물유리
·물유리계수: 2.4~3

·보메도: 30~45
점토 그라우트

점토, 벤토나이트, 시멘트, 

화학첨가제 등

벤토나이트
·액성한계 > 400

·입자크기 > 80 μm
벤토나이트 · 소성지수 <14

아스팔트 

그라우트
·지하수의 과다 출현시 등

기타재료
·물/석회석/플라이애쉬, 

모래/기타 첨가제 등
기타재료

·모래/플라이애쉬/

 기타 첨가제 등
화학적 그라우트

·물유리계

·고분자계

그라우트 믹서/교반기
·colloidal type

 (rpm: 1,200~1,500)
·high speed mixer (rpm: 1200이상)

·교반기 사양 없음

·High-speed colloidal-type mixers

·교반기 : 30rpm

그라우트 펌프
· 최대압: 50kgf/cm2 이상

· 토출량: 250 l/min

·펌프압: 최대압력의 1.5배 이상

·변동범위: 그라우팅 압력의 20%이하

·목적에 적합한 펌프사용

·Screw-Type Pumps : 40kgf/cm2 이상

팩커
· 싱글 팩커

· 더블팩커

·그라우팅 압력에 적합

·지질학적 조건에 적합
·AX/BX/EX/NX 홀크기에 적합한 팩커사용

특이사항 ·재료에 대한 시험자료 엄격 ·압력계: 그라우팅압력의 2~2.5배 측정가능
·믹서/펌프/교반기/팩커에 대한 표준도면 제

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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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그라우팅 장비는 통합형으로 그라우팅 장비가

개발되는 추세인데 장비의 구성항목으로는 Cement silo,

Agitator, Grout pump, mixer 및 controll unit and logger로 구

성되어 있다. 통합형장비의 선두주자는 스웨덴 Atlas copco사

와 스위스 Hany사가 있으며 그 외 이탈리아 Tecniwell사 그

리고 일본의 Koken사가 있고 국내에서는 단일품목을 제작

하는 업체는 있으나 통합형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 및 제작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표 4). 

일반적으로 시멘트와 물 그리고 첨가제가 믹서에서 혼

합되며 고 품질의 그라우팅을 기대하는 그라우팅에는 Turbo

(colloidal) mixer가 아주 적합하다. Turbo형 믹서기는 원심

분리형 펌프가 아주 높은 속도로 그라우트를 순환시켜주

는데 그 속도는 약 1,300~1,400 rpm이고 최고 속도는 약

1,435 rpm이다. Turbo(colloidal) mixer는 격렬한 와류와 고

전단(high shearing) 작용을 하여 신속하게 완전한 혼합이

되도록 할 뿐 아니라 혼합이 다 된 주입재를 교반기로 보내

는데 사용된다(표 5). 

그라우트 재료는 저점도 유지와 침전을 막기 위해 항상

표 3. 해외국가/프로젝트별 그라우팅 시방서 비교표(2)

발주처/

발행년도
북유럽국가의 터널그라우팅 연구/2008 Grouting for tunnel/2012 Grouting of Rock and Soil/1996

국가 핀란드 호주 독일/Dr. Kutzner

주요 목적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터널그라우팅

지침
터널그라우팅을 위한 지침 암반 및 토사지반에 따른 그라우팅 지침도서

재료

시

멘

트

OPC ·d
95

 < 128 μm

그라우팅 재료

순수 시멘트 그라우트

시

멘

트

OPC 블레인 : > 3,000 cm2/g

최대입자직경: 100μm
d
95

 : < 50 μm
점토/벤토나이트/시멘트Rapidly 

setting
·d

95
 < 64 μm B.F.C

충진재
Micro ·d

95
 <20 μm Fine 블레인: > 8,000 cm2/g

최대입자직경: 20 μm
d
90

 : <15 μm

특수 재료

ultra fineUltra fine ·d
95

 < 15 μm 고침투성 재료

실리카 흄 ·규산액 콜로이달 용액 규산소다 및 첨가제 점토 현탁액 형 충전

벤토나이트 ·블리딩 감소 등 화학용액 고분자계 모래 대공동 충전

기타 ·플라이애쉬 등 기타 유기재료 및 수지 등 첨가재 규산소다, 기타재료

통합형 장비
·각요소기술 및 자동기록

장치를 트럭에 탑재

·hany사의 차량탑재 모델 제시

·이동식 그라우팅 컨테이너

그라우트 믹서
· 터보 믹서
·1,300~1,400 rpm

·콜로이달 믹서 ·콜로이달 믹서

교반기
·저점도 및 침전방지
·60 rpm

·거품이나 공기를 제거하는 기능 포함

그라우트 펌프
·100 kgf/cm2

·피스톤 펌프

·100kgf/cm2 이상

·전기유압식 펌프
·double-acting pumps

팩커
·슬리브형 팩커

·유압식 팩커

·싱글팩커

·더블팩커

특이사항
·altalscopco/hany사 장비 

언급함
·믹서를 제외하곤 장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차량탑재 형식이지만 단순 챠트 기록방식

표 4. 국가별 통합형 그라우팅 장비 조사 및 분석

회사명 Atlas Copco Hany Tecniwell KOKEN

국가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장비사진

특이사항

·고수압 조건의 통합형 그라우

팅 장비 구축 경험 다수 있음

·믹서, 펌프, 교반기 및 팩커에 

대한 개발협의가 가능함

·단순 자동제어 방식 채택

·고수압 조건에 적합한 요소장

비들로 구성됨

·믹서, 펌프 및 교반기 등에 대

한 스펙 자료 파악가능 

·단순 자동제어 방식

·고수압 조건에 사용 할 수 있

는 장비들로 구성됨

·펌프와 믹스에 대한 간략한 

스펙만 알 수 있음

·단순 자동제어(P~Q) 채택

·고수압 조건에 사용할 수 있

는 장비들로 구성

·펌프 및 믹서의 스펙을 대략 

알수 있음

·단순 자동제어(P~Q)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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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에서 교반시켜줘야 한다. 교반기는 그라우팅 준비

를 위해 교반 통에 넣어서 작동시킨다. 교반기는 느린 속도

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는 현탁액형 그라우트재가 균질한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발생된 거품들을 제거시켜준다. 교

반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믹서의 2배 정도이며 약 60 rpm

의 속도로 교반된다(표 6).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는 펌프의 타입은 2가지로 압축

된다. 밸브가 없는 펌프타입인 the progressive cavity 펌프

와 밸브가 있는 펌프타입인 피스톤식 펌프가 있으며 펌프

의 토출량과 압력은 고품질의 그라우팅 주입을 위해 적합

한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토출량과 압력은 주입작업동안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실제 터널 그라우팅 현장에

서는 약 100 kgf/cm2까지 주입압력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사

용되고 있으며 그라우트 주입시 필요한 압력은 그라우트

재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충분히 높아야

한다(표 7). 

팩커는 그라우팅의 분류 즉 본시공, 시험용 및 차수용 등에

따라 천공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밀폐시켜주는데 사용

된다. 천공홀을 막음으로써 압력은 구속이 되고 그라우트가

절리와 틈새를 침투하게 한다. 천공된 홀 속에 팩커의 팽창

장치를 이용해 단단히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한다. 팩커의

내부에 그라우트 주입 튜브가 있으며 리턴 밸브형 혹은 리

턴 밸브가 없는 형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팩커의 팽창부는

천공홀에서 팩커를 단단히 일체화 시키기 위해서 잡아주

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팽창 셀 앵커를 일체화시킨 특수팩

커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압축형팩커는 외부튜브에

표 5. 국가별 그라우팅 Turbo(colloidal) Mixer(믹서) 조사 및 분석

회사명 Atlas Copco Hany Tecniwell ChemGrout

국가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장비사진

주요

사양

믹서타입 콜로이달 믹서 콜로이달 믹서 콜로이달 믹서 콜로이달 믹서(터보)

최대 RPM 1,435 rpm 1,400 rpm 1,400 rpm 1,400 rpm

특이사항

·콜로이달 타입으로서 최고 

rpm은 1,435이며 고수압 터

널조건에 적합함

·고속전단믹서형태의 콜로

이달 믹서로서 rpm은 약 

1,400 이상 가능하며 고수

압 터널조건에 적합함

·개방 임펠러 펌프타입으로

서 고수압조건에 적합하며 

rpm은 1,400이상임

·자체 구동 기능을 가진 터보

형 콜로이달 믹서로서 rpm

은 대략 1,400이상이며 고

수압 터널조건에 적합함

   

 

표 6. 국가별 그라우팅 Agitator(교반기) 조사 및 분석

회사명 Atlas Copco Hany Tecniwell ChemGrout

국가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장비사진

주요

사양

구동

방식
전기식, 유압식 or 공압식 모터  전기식, 유압식 모터  전기식 모터 전기식, 유압식 or 공압식 모터 

rpm 60 rpm  60 rpm 60 rpm 60 rpm

특이사항

·공기 및 거품을 제거하고 침

전을 방지하여 균일한 현탁

액 상태 유지

·현탁액의 거품을 제거하며 

균일한 현탁액 상태 유지

·회전식 날개로 온도 저감 

·0.75 kW 전기식 모터

·현탁액을 천천히 저어주며 

재료분리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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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핸들을 돌려서 내부튜브에 부착된 rubber sleeve(고

무재질 슬리브) 가 기계적으로 팽창되는 원리에 의해 단단

히 공벽과 밀착되게 된다. 압축형 팩커는 두가지 타입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재사용 팩커와 일회용 팩커로 나눌 수

있다. 팩커의 팽창압은 펌프 혹은 압축공기를 통해 주입 할

수 있다. 현재 팩커는 작업 중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있으며 고 수압 조건에서 사용되어야 할 팩커

는 국내에서는 제작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표 8). 

4. 시공관리 기술동향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은 크게 1~4세대 기술까지 발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ICT와 그라우팅 기술을 융합하는 4

세대 연구가 북유럽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및 핀란드), 일

본 및 한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라우팅 주입

을 암반층 혹은 토사층에 적합한 이론모델을 개발하여 컴

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입량을 예측하여 실측주입

량을 동조화 시켜 결국에는 그라우팅 성능과 비용면에서

표 7. 국가별 그라우팅 Pump(펌프) 조사 및 분석

회사명 Atlas Copco Hany Tecniwell ChemGrout

국가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장비사진

주요

사양

주요기능 Double acting Double acting  Double effect piston Double acting

작동방식 유압식 유압식/전기식 유압식/전기식 유압식

토출량 200 l/min 200 l/min 150 l/min 121 l/min

최대펌프압 215 kgf/cm2 200 kgf/cm2 90 kgf/cm2 138 kgf/cm2

특이사항

·유압으로 작동하며 Double 

acting 기능이 구비되어 압력의 

끊어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고수압 조건 사용가능

·자동압력 조절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음

·저압 혹은 고압 주입조건

에 사용가능함

·Double effect piston 기능 탑재

·고수압 조건 사용가능

·믹스+펌트+교반기 일체형

·유압으로 작동하며 Double 

acting 기능이 구비되어 압력의 

끊어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고수압 조건 사용가능

   

 

표 8. 국가별 그라우팅 팩커 조사 및 분석

회사명 Atlas Copco GMA Hany ChemGrout

국가 스웨덴 스웨덴 스위스 미국

장비사진

주요

사양

·압축식 팩커

 - 기계식

 - 유압식

·슬리브형 팩커

 - 공압식

 - 유압식

·최대작용압력: 130 kgf/cm2

·오픈 팩커

·저압용 팩커

·고압용 팩커

·일회용 팩커

·재사용형 팩커

·최대작용압력: 100 kgf/cm2

·슬리브형 팩커 

·싱글팩커 

·더블팩커

·핸드팩커 

·최대작용압력: 100 kgf/cm2

·드라이브 팩커

·기계적 팩커

·슬리브형 팩커 

·최대작용압력: 100 kgf/cm2

특이사항

·팩커에 대한 다양한 분석자료 

보유

·세계적인 유통망 보유

·노르웨이에 강력한 영업유통

망을 보유한 터널공사를 위한 

그라우팅 팩커 공급 회사

·팩커에 대한 상세 분석자료가 

부족함

·팩커에 대한 상세 분석자료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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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J.Y. Rafi, 2010).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국내에서도 토사층 등 다차

원(多次元)토질에 주입이 가능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국

내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진춘,

2014). 아래 그림 1은 국내외 시공관리기법을 1세대~4세대

기술로 분류한 내용이다. Kobayashi and Stille(2008) 및 J.Y.

Rafi(2010)가 개발한 ROG method는 1~2차원 즉 암반층에만 적

용 가능하였으나 김진춘 등(2014)이 개발한 ROG method는 3

차원의 복잡한 지반 혹은 암반층의 파쇄대가 심한 지층 등

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법은 그라우팅 주입중단 결

정을 현장의 데이터를 역해석하여 최적의 주입량을 실시

간으로 예측하면서 주입중단을 자동으로 결정 할 수 있는

4세대 주입관리기술이다(그림 2).

1세대 기술의 가장 기본은 대상지층에서 그라우트의 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입 완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완료기준을

위한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허용된 최대 압력(P
max

)으로 설

그림 1. 제1세대~4세대 시공관리기술 조사

그림 2. 4세대 주입관리기술(김진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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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다. 간단히 적용하는 방법은 그라우팅은 그라

우팅 압력이 한계 압력에 도달했을 때 그 시간 이후 5~10분

후에 정지 할 수 있으며 그 시간동안 압력은 거의 최대압력에

근접해야 한다. 최대체적(V
max

)은 완료기준으로 고려한 높

은 압력이 있거나 혹은 없든지 그라우팅을 완료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라우트배합의 물-시멘트비는

만약 기대했던 것보다 홀에 그라우트 주입량이 많이 필요

할 경우 일반적으로 낮게 조절 한다. 최소주입량(Q
min

)은 역

시 최대압력(P
max

) 및 최대 체적(V
max

)과 함께 완료기준으로 사

용된다. 예들들면, 그라우트 주입량이 2분 지속할 동안 거의

0.0 dm3이 되었을 때, 그라우팅은 완료 할 수 있다. 최소주

입량(Q
min

) 기준은 일반적으로 토사 층보다는 조인트가 단

단한 암반층에서 아주 낮게 설정된다. 정기기준들, 즉, 최

대압력(P
max

), 최대체적(V
max

) 및 최소주입량(Q
min

)에 근거

한 1세대 주입완료기준은 일반적으로 그라우팅 시공시 대

부분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Lombard and Deere(1993)가 제안한 그라우팅 시공관리

방법이며 2세대로 분류된 기술인 GIN-method의 원리는 어

떤 주어진 그라우팅 간격(혹은 범위)에서 그라우팅을 위해

소요된 에너지(the energy expended)는 대략 최종 그라우팅

압력과 주입된 그라우트 체적과의 곱한 데이터에 비례 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림 3). 하지만, GIN-method는 현장 적

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Tolppanen & Syrjanen

2003 ; Axelsson 2006 ; Brantberger 2001; Rombough 2006). 

3세대로 분류되는 HK-method(김진춘, 2012)는 주입압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시험주입으로 결정한 후 최대치와 최

소치 범위안에서 주입되도록 제어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하여 주입중단에 대

한 시공관리를 다음과 같이 4가지 모드로 정립하여 현장에

서 실시간으로 적용함으로서 주입중단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주입시공관리 기법이다(그림 4).

4세대 기술 중 Kobayashi & Stille(2008) 및 J.Y. Rafi(2010)가

개발한 ROG-method는 1~2차원 지반 즉 암반에만 적용할

수 있는 주입량 예측 시스템이며 장점이라면 그라우팅 시

공관리기술의 최신의 기법이며 예측된 주입량곡선과 실측

된 주입량곡선을 실시간으로 동조화 시키며 그라우팅 비

용과 성능면에 최적의 시공품질을 구현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림 3. GIN-method(Lombardi & Deere 1993)

그림 4. HK method (김진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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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그림 5). 

김진춘 등(2014)이 개발한 ROG method는 (주)한국지오텍

과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4세대 시공관리기

술로서 토사층 혹은 파쇄가 심한 암반층 등에 적용하기 위

해 다차원 주입모델을 개발하여 침투범위와 그라우팅 주

입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라우팅 시공관리 방법이며 그

동안 다차원 지반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침투범위와 그라

우팅 주입중단 결정을 위해 구면침투모델(김종선, 2005)을

이용하여 점도변화와 동수경사변화에 의한 폐색효과를 이

용한 ROG 알고리즘 기반 관리기법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장의 data를 feedback하고 역해석하여 최적의 주입

량(Q)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면서 주입중단을 자동으로 결

정 할 수 있는 실시간 최적화 그라우팅 주입관리기술이다

(그림 6). 

5. 결 론

그라우팅 기술의 세계적인 기술동향 중 그라우팅 재료

개발은 세계적인 수준과 국내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거나

앞서고 있으며 그라우팅 장비개발은 스웨덴, 스위스, 일본,

미국 및 독일 등이 월등히 앞서고 있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버금가는 통합형 그라우팅 장비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은 크게 1~4세대 기

술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ICT와 그라우팅 기술을

융합하는 4세대 연구가 북유럽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및

핀란드), 일본 및 한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4세대 기술 중 Kobayashi & Stille(2008) 및 J.Y. Rafi(2010)가 개

발한 ROG method는 1~2차원 즉 암반층에만 적용 가능하

였으나 김진춘 등(2014)이 개발한 ROG method는 3 차원의

복잡한 토사지반 혹은 암반층의 파쇄대가 심한 지층 등에

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각 요소 기술의 세

계적인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자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그라우팅 기술을 향상시키며 향후 해외시장

진출시 갖추어야할 시방서 기준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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