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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drainage systems were proposed to drain the leakage of groundwater in 

the existing underground concrete structures. The system consists of drainage board, 

wire mesh, fixed nail, and mortar with mineral. In order to increase constructability, 

the drainage board and wire mesh were attached on the surface of cement concrete 

using the air nailer and fixed nail. The mortar with 30% of blast furnace slag was 

sprayed on the drainage board and wire mesh using the spray mortar equipment. The 

field test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in a conventional concrete lining tunnel and 

concrete retaining wall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drainage system in the field. 

There was no problem with performance degradation in the drainage system for three 

years after construction. The bond strength tests were performed on the sprayed mortar 

at 14 days and about 3 years after field test construction. In case of attaching the wire 

mesh on the drainage board, the bond strengths of the sprayed mortar were 1.04 MPa 

at 14 days and 1.46 MPa about 3 years. In case of the drainage board without the wire 

mesh, the bond strengths of the sprayed mortar were 1.13 MPa at 14 days and 0.89 

MPa, less than 1 MPa of bond strength criteria, about 3 years.

Keywords: Underground structure, Groundwater, Leakage, Induced drainage, 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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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내로 누수된 지하수를 유도하여 배수하는 유도배수공법을 제시하였다. 유도배수공

법은 유도배수판, 철망, 고정핀,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로 구성된다.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유도배수판 및 철망은 공압타

카와 고정핀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하였다. 고로슬래그미분말을 30% 혼입한 모르타르는 뿜어 붙임 모르타

르 장비를 사용하여 유도배수판 및 철망 표면에 타설하였다. 유도배수공법의 현장 시공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하여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서 시험시공을 수행하였다. 시험시공 완료 3년 후 유도배수공법은 성능저하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령 14일과 3년에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부착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도배수판 표

면에 철망을 적용한 경우 뿜어 붙인 모르타르의 부착력은 재령 14일에 1.04 MPa, 재령 3년에 1.46 MPa로 측정되었다. 

철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착력은 재령 14일에 1.13 MPa로 측정되었지만, 재령 3년에는 0.89 MPa로 기준 부착력 

1 MPa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주요어:지하구조물, 지하수, 누수, 유도배수, 부착력

1. 서 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속

적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가되어 가

고 있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은 터널, 하수박스, 공동구 등이 있다. 도로 및 철도 터널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수량과 연장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도로터널의 총 길

이는 약 1,418 km이고, 철도터널의 총 길이는 약 611 km이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6). 또한, 하수박스 및 공동구의 건설은 도시계획 정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하수관로의 경우 2011년 기준 118,000 km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09).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가장 손상이 많이 되는 하수 박스 구조물의 경

우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500 km 구간에서 보수·보강이 수행되어 있으며,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구간은 매

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2).

운영 중인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보수·보강이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반영구적인 재료로 인식

된 콘크리트가 노출된 환경에 따라 장기 내구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용목적 및 주변환경에 의해 지

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등의 열화 현상들이 급속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대책공법이 충분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내구성이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소수의 특정구조물에서만 제한적으로 콘크리트 열화 원인에 따른 손상 방지 대책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

이다(Mehta, 1993; Nevilie, 1995; Kim, 2009).

특히, 지하에 건설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토압과 같은 외력 및 주변 환경에 의한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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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내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관리 기준 및 체계는 변상 원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변상결과에 중점을 

두어 상태평가 및 보수·보강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열화 원인 및 손상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지하 콘크리

트 구조물의 안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한다. 열화 원인 분석 및 손상 결과 분석을 

통한 안정성 판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대책 및 보수·보강 수립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Oh, 2005; Kim, 2008; Lee, 2009; Choo, 2011).

지하에 건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손상은 균열과 누수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은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다양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원인으로 발생된다. 발생된 균열을 통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지하

수에 포함된 다양한 이온들과 시멘트의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콘크리트 균열이 증가하고 누수가 확대된다

(Kim, 2009; Michael, 1993).

일반적으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 균열을 보수하여 누수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보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수공법을 적용하면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다른 구간에서 발생한 균열들을 통하여 2차 및 3차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Kim, 2012; Kwon, 

2008). 이러한 차수공법의 대안으로 터널 내로 누수된 지하수를 터널 내의 배수구로 유도하는 유도배수공법도 적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도배수공법도 시공후 2∼3년이 경과하면 시공한 재료가 탈락하거나 유도배수

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수 또는 유도배수 공법 적용 후 얼마되지 않아 누수가 되는 원인

으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수/보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위해 교통차단과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과 같은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지하 콘크리트구조물에서 보수/보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직·

간접적인 손해는 더욱 더 클 수가 있다. 따라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은 신속한 시공과 2차 및 3차 손

상이 발생하지 않는 공법이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서 발생한 지하수의 누수를 유도하여 배수하는 공법중 신속하고 장

기내구성을 갖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공법은 다양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미관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단면 복구 및 미관을 확보하면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신

속하게 시공할 수 있는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의 배합을 선정하였다. 신속한 시공과 누수된 지하수를 유도 배수하

기 위한 유도배수판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도배수공법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뿐 만 아

니라 콘크리트 표면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험시공을 수행하여 성능을 검증하

고 분석하였다. 

2. 유도배수공법

2.1 정 의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도배수공법은 Fig. 1과 같이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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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누수된 지하수를 원활하게 배수하여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다른 구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격실방수하는 

것이다. 이는 누수가 발생한 지점을 보수·보강하는 기존 방식에서는 주변지역에서 2차, 3차 누수가 발생하는 문

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도배수공법은 유도배수판, 철망, 고정핀, 뿜어 붙임 모르타르로 구

성되어 진다. 유도배수공법의 첫 번째 주요공정은 공압타카와 고정핀을 적용하여 누수가 발생한 콘크리트 표면

에 유도배수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유도배수판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발생한 누수를 지하 콘크리트 구조

물 측벽하부에 있는 배수구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주요 공정은 유도배수판 표면에 공압타카와 고정핀

을 사용하여 철망을 부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면 복구 및 미관확보를 위해 시공되는 뿜어 붙임 모르타르가 유도

배수판 표면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주요 공정은 뿜어 붙임 모르타르 장비를 이용하여 

유도배수판 표면 및 철망에 단면 복구 및 미관확보를 위한 모르타르를 뿜어 붙여 타설하는 것이다. 

Fig. 1. Drainage system for disposal of groundwater leakage

2.2 유도배수판

유도 배수판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균열로부터 누수된 지하수가 배수구까지 원활하게 흘러 갈수록 있도록 개

발되었다. 또한, 누수된 지하수가 콘크리트 표면과 유도배수판 사이를 흐를 때 지하수에 포함된 토사를 비롯한 부

유물로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는 유도배수판의 설계도,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된 유도배수판의 제원은 가로 50 cm, 세로 

50 cm, 두께 3 mm이다. 이것은 누수가 발생하는 콘크리트 단면의 크기와 형상에 상관없이 유도배수판을 서로 연

결하여 부착하는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2(b)와 (c)에서 보여주듯이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내로 누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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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유도배수판에 가로 2 cm, 세로 4 cm, 높이 1 cm의 타원형 돌출부를 만들었다. 타원형 

돌출부의 표면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과 접촉하고 돌출부 사이로 누수된 지하수가 유도 배수될 수 있도

록 하였다.

Fig. 2(b)와 (c)에서 보여주듯이 유도배수판내에 총 8개의 원형 돌출부(○표시)와 유도배수판 양측면에 각각 5

개씩 총 10개의 원형 돌출부(□표시)를 만들었다. 유도배수판내 원형 돌출부는 지름 3 cm, 높이 1 cm이며, 유도

배수판 양측에 있는 원형 돌출부는 지름 1.75 cm, 높이 1 cm이다. 원형 도출부 표면에 고정핀을 사용하여 유도배

수판을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고정시킬 수 있다. 고정핀 적용을 위한 원형 돌출부는 유도배수판보다 두께

를 늘려 유도배수판이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였다.

Fig. 3에서 보여주듯이 각각의 유도배수판을 연속하여 겹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배수판 가장자리에 폭 1 

(a) Design

(b) Front side (c) Back side

Fig. 2. Drainag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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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겹치는 구간을 만들었다. Fig. 3은 2개의 유도배수판을 서로 겹쳐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3(a)은 

겹쳐 연결된 2개의 유도배수판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폭 1 cm의 겹치는 구간은 유도배수판 표면과 단차를 두

어 겹쳐서 연결된 2개의 유도배수판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연결을 위한 겹치는 구간은 누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Fig. 3(b)과 (c)는 2개의 유도배수판을 겹쳐서 연결하였을 때 

유도배수판의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고 있다.

(a)

(b)

(c)

Fig. 3. Overlapped drainage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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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면 복구용 보수재료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내에서 누수된 지하수를 유도배수하기 위하여 유도배수판을 콘크리트 표면에 시공한 후 

유도배수판 표면을 처리하고 미관확보를 위하여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를 적용하였다. 또한 광물질 혼입 모르타

르는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뿜어 붙이는 공법을 채택하였다.

단면 복구용 보수재료를 위하여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와 잔골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유동화제는 멜라민계인 백색분말을 사용하였다.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특성상 지하수 및 CO2를 비롯한 유해 가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단면 복구 및 미관확보

를 위하여 모르타르의 장기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장기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광물질 

혼화재료인 고로슬래그미분말(SG)와 실리카흄(SF)을 채택하였다. Table 1에서 보여주듯이 광물질 혼화재료의 

최적 배합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준 모르타르(OPC) 배합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20%(SG20), 30% 

(SG30), 및 50%(SG50)로 치환한 모르타르 배합을 선정하여 공학적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Table 1. Mixture proportion of mortar with mineral

Symbol W/C
OPC

(g)

SG

(g)

SF

(g)

fine aggregate 

(g)

high-range 

water-reducing agent 

(g)

OPC

48.5

364 - - 636

B × 5%
SG20 280 70 14 636

SG30 245 105 14 636

SG50 175 175 14 636

*B: C+SG+SF

2.4 부착재료 및 철망

지하수 누수가 발생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유도배수판를 부착하기 위하여 Fig. 4(a)에서 보여주듯이 

공압타카와 고정핀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시공속도 및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Fig. 4(b)는 유도배수판 표면

에서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탈락 방지를 위한 철망과 유도배수판표면에 철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꺽쇠를 보

여주고 있다. Fig. 4(c)의 왼쪽은 공압타카와 고정핀을 사용하여 유도배수판을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부착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4(c)의 오른쪽은 공압타카, 고정핀 및 고정꺽쇠를 사용하여 철망을 유도배수판 표

면에 부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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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Attaching materials and wire mesh

3. 단면 복구용 보수재료

3.1 실험방법

Table 1에서 제시된 4종류의 배합 모르타르들을 KS L 5105규정에 따라 유동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Fig. 

5에서 보여주듯이 뿜어 붙임 모르타르 장비를 사용하여 4종류의 모르타르에 대한 압축강도, 휨강도 및 부착강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편들을 제작하였다.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0 × 50 × 50 mm 크기의 시편들을 제작하였다. 압축강도는 lime 수용액에서 일

정기간 양생한 시편을 이용하여 KS L 5105에 의거하여 재령 3, 7, 14, 28일 일때 측정되었다. 부착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바탕시험체 크기는 600 × 600 × 100 mm로 제작하였다. 바탕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약 50 MPa이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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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강도는 4.7 MPa이다. 제작된 바탕 콘크리트 시험체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면서 4종류의 보수 모르타르들

을 두께 50 mm 정도로 뿜어 붙인 후 KS F 4715에 의거하여 재령 3, 7, 14, 28일의 부착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5. Sprayed mortar equipment and making of specimens

3.2 실내실험 결과

신속한 시공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 유동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시공시간

이 길어지게 된다. 특히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터널과 같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보수를 위한 시공 시간이 

길어질 경우 원할한 교통흐름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단면복구 및 미관확보를 위한 뿜어 붙

임 모르타르는 적당한 유동성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광물질 혼화재료가 혼입된 모르타르는 일반 모르타르와 다

Fig. 6. Results of flow test on mortars with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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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유동값이 200 m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광물질 혼화재료는 분말도가 높아 초기에 수분 흡수가 빨라 유동성

이 저하된다. 특히, 뿜어 붙이는 작업시 고온 고압에 따른 유동성 저하를 줄이기 위하여 굳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

동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Fig. 6은 Table 1에서 제안된 4종류 배합의 모르타르들에서 수행된 유동성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 

모르타르는 약 160 mm정도의 유동값을 나타내었다. 광물질 혼화재료인 SG와 SF를 혼입한 3종류 모르타르들은 

200 mm를 상위하는 유동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G와 SF의 혼입과 유동화제의 혼입으로 재료들 

사이에서 베어링 효과가 발휘되어 유동성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30%의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함유한 보수 

모르타르의 유동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7은 재령 3, 7, 14, 28일에 측정된 표준 모르타르와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및 부착강도를 보여

주고 있다.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의 모든 강도 값들은 표준 모르타르의 강도 값들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Fig. 7(a)에서 보여주듯이 광물질을 혼입한 3종류의 모르타르 압축강도는 재령 14일까지는 표준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보다 낮지만 재령 28일에는 표준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와 동등하거나 크게 평가되었다. 고로슬래그의 

혼입이 20%와 30%인 모르타르의 경우 재령 28일에서 표준모르타르를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되었

다. 고로슬래그의 혼입이 50%인 경우는 28일 재령에서 표준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와 거의 동등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화학적 특성인 잠재수경성 때문에 초기의 압축강도들과 28일 압축강도가 적

거나 동등하게 측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장기적인 압축강도 측정시 잠재수경성을 가지고 있는 고로슬래

그 미분말의 수화작용으로 인하여 표준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상위하는 결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7(b)에서 보여주듯이 본 연구에서 적용된 4종류의 보수모르타르 부착강도들은 보수보강용 모르타르의 부

착강도 기준인 1 MPa를 모두 상위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 3종류의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 부착강도들은 2 MPa

(a) compressive strength test (b) bond strength test

Fig. 7. Results of laboratory test on sprayed mor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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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의 부착강도들은 표준 모르타르의 부착강도보다도 약 1 MPa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특히, 고로슬래그의 혼입이 20% 및 30%인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들은 표준 모르타르에 비해 전

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광물질 혼화재의 영향으로 건조수축이 저하되어 부착 강도가 상승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서 시공시 모체 콘크리트의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 한 후에 표면을 습윤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모체 콘크리트가 습윤상태로 유지 되지 않을 경우 수분 증발에 의하여 건조수축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것은 보수 모르타르의 부착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모체 콘크리트의 습윤상태 유지를 시공시 꼭 주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 모르타르의 유동성 실험, 재령별 압축강도 및 부착강도에 대한 실내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30%의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함유한 보수 모르타르를 단면 복구 및 미관확보를 위한 보수재료로 선정하였다.

4. 유도배수공법의 현장 실험 및 검증

본 연구에서 제사된 유도배수공법의 현장 시공성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서 시험시공을 수행하였다. 현장 시험시공을 위한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은 과거에 철도터

널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농로로 사용되고 있다. 유도배수공법의 현장 시험시공 후 장기 내구성을 검증하기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유도배수판의 부착성능 및 배수성능과 단면보수용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부

착성능을 수행하였다.

Fig. 8은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서 시험 시공된 유도배수공법의 시공 절차를 보여주

고 있다. Fig. 8(a)에서 보여주듯이 첫 번째 작업은 유도배수공법을 적용할 콘크리트 표면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 브러쉬등 사용하여 단면 정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Fig. 8(b)에서 보여주듯이 두 번째 작업은 유도배수판을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시키는 것이다. 시공속도 및 시

공성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Fig. 2에서 보여준 공압타카와 고정핀을 사용하여 유도배수판을 콘크리트 표면

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Fig. 8(c)에서 보여주듯이 세 번째 작업은 이미 부착된 유도배수판에 추가적으로 유도배수판을 겹쳐서 연결하

는 것이다. 기 부착된 유도배수판 가장자리에 실리콘 접착제를 바르고 추후 부착할 유도배수판을 겹쳐서 연속하

여 연결한다. Fig. 8(d)은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의 콘크리트 단면에 서로 연속하여 연결 부착된 유도배수판

들을 보여주고 있다.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서는 가로 2개와 세로 3개로 구성된 총 6개

의 유도배수판을 사용한 유도배수시스템이 시공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개의 유도배수판들은 서로 겹

쳐 연결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하였다.

네 번째 작업은 Fig. 8(e)에서 보여주듯이 유도배수판 표면에 철망을 부착하는 것이다. 철망은 단면 복구 및 미

관확보를 위해 뿜어 붙임 모르타르가 유도배수판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철망위에 고정 꺽쇠

를 놓고 그 위에서 공압타카로 고정핀을 쏘아서 철망을 유도배수판에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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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f)은 실내실험을 통해 결정된 30%의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치환한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를 뿜어 붙임 모

르타르 장비를 사용하여 유도배수판 표면과 철망에 타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물질 혼입 모르타르의 타

설이 완료된 표면은 약간 울퉁불퉁하여 표면정리를 수행한다.

유도배수판위에 타설된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부착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도배수판 표면에 철망을 설치한 경

(a) (b)

(c) (d)

(e) (f)

Fig. 8. Construction sequence of drain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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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유도배수시스템이 시험시공되었다. 즉 철망을 설치한 유도배수시스템과 철

망을 설치하지 않은 유도배수시스템 2가지 경우 모두를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 및 콘크리트 옹벽에서 시험

시공하였다.

Fig. 9(a)와 (b)는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서 유도배수공법을 시험시공하여 완성된 유

도배수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Fig. 9(a)의 왼쪽과 오른쪽은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에서 유도배수공법을 

시험시공한 직후와 시험시공한 후 3년이 경과된 유도배수시스템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Fig. 9(a)의 왼쪽과 오른

쪽도 콘크리트 옹벽에서 유도배수공법을 시험 시공한 직후와 시험시공한 후 3년이 경과된 유도배수시스템을 각

각 보여주고 있다. 

유도배수공법을 시험시공한 직후와 3년이 경과한 후, 유도배수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재래식 콘크리트

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서 시험시공된 유도배수시스템은 콘크리트 표면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유

도배수판 표면 및 철망에 타설한 뿜어 붙임 모르타르에서는 약간의 미세한 균열과 백태만 관찰 될 뿐 심각한 문제

(a)

(b)

Fig. 9. Drainage system after field tes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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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유도배수시스템의 유도배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유도배수시스템 상단 끝면과 만나는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부었다. 콘크리트 표면을 따라 유도배수시스템 내부

로 흘려 들어 간 물은 유도배수판의 타원형 돌기사이로 흘려서 유도배수시스템 하부로 흘러나왔다. 단면 복구 및 

미관을 위해 타설된 뿜어 붙임 모르타르 표면으로는 물의 유출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유도배수판 표면에 타설된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부착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철망을 적용한 유도배수공법과 

철망을 적용하지 않은 유도배수공법으로 시험 시공된 유도배수시스템들에 대하여 부착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0에서 보여주듯이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 시험 시공된 유도배수시스템에서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부착력을 측정하였다.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부착력 실험은 KS F 4715에 준하여 측정되었다. 

시험 시공된 각각의 유도배수시스템 단면에서 3회의 부착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부착력 실험은 유도배수공

법이 시험 시공된 후 14일과 3년이 경과한 후 수행되었다.

Fig. 10. Sequence of bond strength test

Fig. 11은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서 시험 시공된 유도배수시스템의 뿜어 붙임 모르타

르에서 측정된 재령 14일과 3년의 부착력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부착 력 평가에서는 유도배수판 표면

에 철망을 설치한 경우의 부착력은 1.03 MPa로 측정되었고 유도배수판 표면에 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부

착력은 1.13 MPa로 측정되었다. 철망의 설치 유·무에 상관없이 기준 부착력 1 MPa를 상위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3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 철망의 설치 유·무에 따라 부착력의 성능은 차이를 보였다. 유도배수판 표면에 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부착력은 0.89 MPa로 측정되어 기준 부착력 1 MPa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로 뿜어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되면서 유도배수판 표면과 천천히 분리되어 부착력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

다. 유도배수판 표면에 철망을 설치한 경우의 부착력은 1.46 MPa로 측정되어 초기 부착력보다 증가되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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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의 경과로 뿜어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되면서 유도배수판 표면에 설치된 철망과 일체화되고 철망이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변형을 줄여주어 부착력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특성상 광물질 

혼화재료의 혼입으로 지속적인 강도 증진에 따라 부착력 성능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상과 노출 위치에 관계없이 유도배수공법을 적용시 철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유도배수공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뿜어 붙임 모르타르 자중으로 인한 탈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Fig. 11. Results of bond strength test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 발생 부위에 대해서만 직접 차수하지 

않고 유도 배수하는 격실방수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방식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미관확보 및 보수 효과를 동

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도배수공법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1. 유도배수공법의 단면 복구와 미관 확보를 위한 광물질 혼화재료를 혼입한 모르타르를 적용하였다. 광물질 

혼화재료 혼입 모르타르를 선정하기 위하여 표준 모르타르 배합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20%, 30%, 및 

50%로 치환한 모르타르에 대한 유동성, 압축강도, 휨 강도, 부착강도에 대한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중 

고로슬래그미분말을 30% 치환한 모르타르가 표준 모르타르보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고 고

로슬래그미분말 치환비율이 다른 2종류의 모르타르보다도 약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2. 유도배수공법의 현장 시공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하여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서 시

험 시공을 수행하였다. 유도배수공법의 시공은 누수가 발행한 콘크리트 표면을 정리하고 공압타카와 고정

핀을 사용하여 유도배수판을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시킨다. 유도배수판 표면에 공압타카, 고정핀 및 고정 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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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를 사용하여 철망을 설치한다. 단면 복구 및 보수를 위해 뿜어 붙임 모르타르 장비를 사용하여 고로슬래

그미분말을 30% 치환한 광물질 혼임 뿜어 붙임 모르타르를 타설한다. 3년이 경과한 후 유도배수판 표면에 

타설된 뿜어 붙임 모르타르에서 약간의 미세한 균열 및 백태만 관찰되었을 뿐 유도배수시스템의 탈락, 유도

배수 능력저하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재래식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과 콘크리트 옹벽에 시공된 유도배수공법에 타설된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부

착력은 재령 14일과 3년에 측정되었다.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초기 부착력은 철망의 설치 유·무에 상관없이 

기준 부착력 1 MPa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3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 철망을 사용한 경우의 뿜어 붙임 모르타

르의 부착력은 초기 부착력보다 증가하였으나 철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착력은 기준 부착력인 1 

MPa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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