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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dification of the previously proposed
drainage system for catching the partial leakage of underground concrete structures.
Two techniques were proposed for applying the drainage system only to the leaking
parts. One was for conveying leaking groundwater to the collection point in the
drainage system and the other was for conveying the collected groundwater to the
primary drainage system of the underground concrete structure. Four waterproofing
materials for conveying leaking groundwater to the catchment point of the drainage
system, Durkflex made of porous rubber material, KE-45 silicone adhesive with super
strong adhesion, Hotty-gel made of polymeric materials and general silicone adhesive
were evaluated for waterproofing performance. Hotty-gel only showed perfect
waterproof performance and the other three waterproof materials leaked. The
modified drainage system with Hotty-gel and drainage pipe with fixed saddle to
convey the leaking groundwater from the catchment point to the primary drainage
system were tested on the concrete retaining wall. The waterproof performance and
the drainage performance were evaluated by injecting 1,000 ml of water in the back of
the modified drainage system at the 7-day, 14-day, 21-day, 28-day, 2-month and
3-month. There was no problem in waterproof performance and drainage performance
of the modified drainage system during 3 months. In order to evaluate the construction
period and construction cost of the modified drainage system, it was compared with
the existing leaching repair method in surface cleaning stage, leakage treatment stage,
and protective barrier stage. Total construction period and construction cost were
compared in considering the contents of work, repair material, construc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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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time, and total number of worker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in each construction stage, it was
concluded that the modified drainage system could save construction period and construction cost compared to the
existing leaching repair method.
Keywords: Underground structure, Groundwater, Leakage, Waterproofing material, Drainage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안된 전단면 유도
배수시스템을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누수된 부분에만 유도배수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누수된 지하수를 유도배
수시스템내에서 집수 지점으로 유도하는 기술과 집수된 지하수를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수 시설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술을 추가 제안하였다. 유도배수시스템내로 누수된 지하수를 집수 지점으로 유도하기 위한 4가지 방수 재료들, 즉, 다
공질의 고무 재료인 Durkflex, 초강력 접착력을 가진 KE-45 실리콘 접착제, 폴리머 계열 재료인 Hotty-gel 및 일반 실리
콘 접착제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방수 재료 Hotty-gel만 완벽한 방수 성능을 보였고 나머지 3가지 방수 재료들
에서는 누수가 발생하였다. 선정된 방수 재료 Hotty-gel과 집수 지점에서 배수시설로 누수된 지하수를 이동시키기 위한
배수관 및 고정 새들(saddle)을 추가한 유도배수시스템을 콘크리트 옹벽에서 시험 시공하였다. 재령 7일, 14일, 21일, 28
일, 2개월, 및 3개월에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 배면에 1,000 ml의 물을 주입하여 방수 성능과 유도배수 성능을 평가하였
다. 재령 3개월까지 방수 성능 및 유도배수 성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의 총
공사 기간 및 공사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표면 정리 단계, 누수 처리 단계 및 단면 복구 단계별로 기존 누수 보수 공법과
비교하였다. 작업 내용, 보수 재료, 시공 장비, 작업 시간, 작업 인원 등을 고려한 개략적인 총 공사 시간 및 공사비에 대하
여 비교하였다. 각 시공 단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은 기존의 누수 처리 공법보다 총 공사 기간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어: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지하수, 누수, 방수 재료, 배수

1. 서 론
도로 터널, 철도 터널, 지하철, 상하수도, 전력구 등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또한 도심지내에서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가, 문화공간, 체육시설을 위한 지하공간 개
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가기간교통망 확대로 2000년을 기점으로 도로 터널 및 철도 터널의 수량과 연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으로 총 연장 약 1,418 km의 도로 터널들이 운영 중이며, 건설되어 운영 중인 철도 터널의 총 연장
은 약 611 km이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6).
미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에 따라 하수박스 및 공동구의 건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말 기준으
로 하수관로는 약 118,000 km정도 건설되어 운영 중이다(Kim et al., 2009(c)).
지하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은 토압, 수압, 인접구조물의 영향을 받고 다양한 유해성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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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지하수와 접촉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구조물 내부 표면은 배기가스, 하수등 유해한 물질들에 노출된다.
이러한 내외부의 환경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등의 변상 및 열화 현상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변상 및 열화 현상 중에 균열과 누수가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Choo et al.,
2011; Kim et al., 2009(b); Lee et al., 2009). 특히,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내부로 지하수가
흘러나와 고이거나 겨울철에는 고드름을 발생시켜 사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유도배수 또는 방수처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부분적인 누
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유도배수 처리를 수행하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는 유도배수와 방수
처리를 병행하여 처리한다(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2004);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15)). 그러나 도로 터널, 철도 터널, 지하철 등 같이 운송이 목적인 지하 콘크리트 구
조물에서는 교통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누수에 대한 보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누수 처리를
위한 유도배수 또는 방수처리를 위한 보수 작업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품질 및 장기 내구성에 문제를 발생 시키도
한다.
신속한 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규격화된 유도배수판을 사용한 유도배수시스템이 제안되었다(Kim et al.,
2009(a); Kim and Yim, 2017). 제안된 유도배수시스템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콘크리트가 열화되고 누수가 발생
할 경우 적용하는 전단면 누수 처리 및 단면 복구 방법이다. 제안된 전단면 유도배수시스템을 부분적인 누수가 발
생하는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까지 시공하여야 하므로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보수 공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 기존 유도배수시스템을 수정하여
누수되는 범위에만 유도배수시스템을 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누수가 발생하는 범위에만 유도배수시
스템을 적용할 경우 누수처리를 위한 총 공사 기간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유도배수시스템 내부로 누
수된 지하수를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수시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다.

2. 유도배수시스템의 개선
2.1 개 요
Fig. 1은 운영중인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으로 누수된 지하수를 유도배수하는 동시에 열화된 콘크리트
단면을 복구하기 위해 제안된 전단면 유도배수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09(a); Kim and Yim,
2017).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로 유출된 지하수를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측벽 하부에 있는 배수 시설로 유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지하수 흐름을 원활하게 위한 돌기를 가진 유도배수판(가로 500 mm × 세로
500 mm × 두께 3 mm), 와이어 매쉬 및 뿜어 붙임 모르타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의 시공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1단계로 유도배수판이 설치 될 콘크리트 단면을 철 브러쉬로 청소한다. 2단계는 공압타카와 타카핀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유도배수판을 고정시킨다. 여러 개의 유도배수판을 겹쳐서 연결할 경우 각각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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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판이 겹치는 부위에 실리콘 접착제를 도포하여 접착한다. 3단계는 유도배수판 위에 공압타카와 타카핀(고정
핀)을 사용하여 와이어 매쉬를 부착시킨다. 마지막 단계로 유도배수판과 와이어 매쉬 단면에 모르타르를 뿜어 붙
여 마무리 단면 복구작업을 수행한다.
Fig. 1에서 보여주는 유도배수시스템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된 내부 표면 복구 및 누수된 지하수를 유
도배수하기 위한 전단면 복구 공법이다. 만일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서만 누수가 발생할 경우 유도배수시
스템을 터널 상부에서부터 터널 측벽 하단까지 유도배수시스템을 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터널 측벽에서 누수
가 발생하지 않아도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서 누수된 지하수를 측벽 하부에 있는 배수 시설까지 유도배수
하여야 하므로 시공 재료비 및 작업시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운영중인 철도 및 도로 터널들의 보
수/보강시 기차 및 차량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보강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제한된 작업구
역에서 연속적인 보수/보강이 불가능할 경우 보수/보강에 대한 품질 및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에 제안된 유도배수시스템을 지하수가 누수된 부분에만 적용하도록 수정/보완한다면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
고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Fig. 1. Drainage system for conveying of groundwater leak (Kim and Yim, 2017)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만 유도배수시템을 시공하고 누수된 지하수
를 유도배수시스템의 한 지점으로 집수하여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측면 하부 바닥에 있는 배수시설까지 유도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유도배수시스템 내부로 누수된 지하수가 유도배수시스템 측면과 하부면으로 유출되
지 않고 집수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유도배수판이 콘크리트 표면에 완전 밀착되게 하는 방수 방안이 필
요하다.
Fig. 2는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된 유도배수시스템의 개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하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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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fied drainage system for conveying of groundwater leak

트 구조물 표면에 유도배수시스템의 유도배수판을 완전 밀착시켜기 위한 방수 방안과 유도배수시스템에서 집수
된 지하수를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측벽 하단의 배수 시설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배수시스템의 측면과 하부면에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과 유도배수판사이 공간을 완
전히 밀폐시키는 완전 방수 재료를 선정하였다. 방수 재료는 유도배수시스템내에서 누수된 지하수가 유도배수시
스템의 측면 및 하부면을 따라 집수 지점으로 흐르는 안내 역할을 한다. 또한 누수된 지하수를 유도배수시스템의
집수 지점에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수시설까지 보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가지 개선 방안들을 추가로 적용한 유도배수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대상으로 실외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만 기존 유도배수시스템에서 사용된 뿜어 붙임 모르타르, 유도배수판, 와이어 매쉬,
공압타카에 의한 타카핀(고정핀)은 그대로 활용하였다.

2.2 개선 방안
Fig. 3에서 보여 주듯이 유도배수시스템 내부에서 누수된 지하수를 집수 지점으로 보내기 위하여 4가지 방수
재료들을 선정하였다. 4가지 방수재료들에 대한 접착 성능, 방수 성능 및 시공성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최
종 방수 재료를 선정하였다.
Fig. 3에서 보여주듯이 첫 번째 선정 재료인 Durkflex는 건축물의 결로 방지 및 동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고
무 발포 보온단열재이다. 다공질의 고무 재질로 방수 효과가 있고 사용이 용이하며 제작하려는 형상 및 치수에 대
한 제한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방수 재료 Durkflex는 공장 제품으로 요구되는 넓이와 높이에 따라 구매하고
절단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두께와 넓이가 각각 10 mm인 Durkflex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유도배
수판과 콘크리트 사이에 설치 시 압축되어 차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시공 전 유도배수판에 부
착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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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hape

Durkflex

KE 45 silicon sealant

Hotty-gel

Silicon sealant
Fig. 3. Waterproofing materials

두 번째 선정 재료인 KE 45 실리콘 접착제는 기존의 일반적인 실리콘 접착제와 같은 형태이지만 고성능 접착
력 및 고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주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시공에 제약이 없고 재료의 수
급이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유도배수판 내부에 부착시 필요한 일정 두께의 형성이 어렵고 콘크리트 표면에 이물
질이 있거나 습기가 있는 경우 접착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세번째 선정 재료인 Hotty-gel은 폴리머 계열로 외국에서는 욕실 및 주방의 방수 마감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내마모성, 내약품성 및 방수 성능이 우수하며 외부 온도 -30°C ~ +80°C에서도 부착력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료 자체가 점착력 및 탄성을 가지고 있고 압착 시 방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단면 형태와 두께는
금형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압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체 점착력때문에 시공전 유도배수판 표면에 이물
질이 있을 경우 점착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와 높이가 각각 10 mm인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Hotty-gel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선정 재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접착제이다. 실리콘 접착제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수 재료들과 성능 비교를 위하여 선정하였다.
Fig. 4는 유도배수시스템의 집수 지점으로 모인 지하수를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수 시설로 이동시키기 위
한 배수관과 고정 새들(saddle)을 보여주고 있다. 배수관은 유도배수시스템의 집수 지점에 연결하는데 단면 복구
를 위한 뿜어 붙임 모르타르를 타설할 때 배수관의 파손이나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재료의
변형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강성을 가진 알루미늄 배수관을 선정하였다. 알루미늄 배수관은 두께가 얇아 가공이
용이하여 장기 누수로 인한 부식 등의 염려가 없다. 또한, 알루미늄 배수관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존에 상용화된
관을 사용하므로 새롭게 금형을 제작하는 등 추가 제작 비용이 없다. 배수관의 단면은 한쪽 면이 개방된 곡선 형
태를 가지고 있다. 개방된 면을 콘크리크 표면에 부착한 후 곡선 형태의 단면을 가진 고정 새들(saddle)을 배수관
표면 위에 설치한다. 고정 새들(saddle) 양쪽에 있는 구멍에 공압타카로 타키핀을 적용하여 배수관을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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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ipe for conveying groundwater leak

3. 방수 재료 선정
3.1 시험체 제작
실외 콘크리트 옹벽에서 방수 재료 선정을 위한 유도배수시스템 시공 시 적용될 유도배수판들을 제작하였다.
Fig. 5에서 보여주듯이 4개의 유도배수판 내부 측면 및 하부에 4가지 방수 재료들을 적용하였다. Fig. 5에서 유도
배수판 하부 모서리 지점에 표시된 원은 방수 재료에 의해 집수된 물을 유도배수시스템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개
방된 부분이다. 개방된 부분의 길이는 약 5 cm 정도이며 방수 재료의 방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과
유도배수시스템사이에 부어진 물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a) Durkflex

(b) KE 45 silicon sealant

(c) Hotty-gel

(d) Silicon sealant

Fig. 5. 4 types of waterproof materials attached on the drainage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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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방수 재료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5종류의 유도배수시스템을 콘크리트 옹벽에 시공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4가지 방수 재료들을 적용한 4개의 유도배수판들과 방수 재료를 적용하지 않은 1개의 유도배수판을 적
용하여 유도배수시스템을 시공하였다. 시공 순서는 기존의 유도배수시스템을 시공하는 순서와 동일하다.
Fig. 6의 (a)는 방수 재료를 적용하지 1개의 유도배수판과 4가지 방수 재료를 적용한 4개의 유도배수판을 공압
타카에 의한 타카핀으로 콘크리트 옹벽에 부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착된 유도배수판 표면위에 공압
타카, 타카핀 및 고정꺽쇠를 사용하여 와이어 매쉬를 부착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의 (b)는 콘크리트 옹
벽에 부착된 유도배수판과 와이어 매쉬 표면에 모르타르를 뿜어 붙여 단면을 정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a) 및 (b)에서 유도배수시스템 하부 모서리 지점에 표시된 타원은 방수 재료 성능 평가를 위하여 유도배수시스
템 배면에 물을 주입하였을 때 방수 재료의 의해 집수된 물을 유도배수시스템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개방된 부분
이다.

(a)

(b)
Fig. 6. Drainage boards constructed on the concrete retaining wall

방수 재료 Durkflex는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유도배수판에 부착이 용이하고 다공성 고무 재질로 콘크리트 표
면과 밀착도 양호하여 전체적으로 시공성이 우수하였다. 또한 시공 후 유도배수판 측면 및 하부에서 압착이 잘 되
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방수 재료 KE-45 실리콘 접착제의 사용 방법은 일반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여 유도배수판
내부의 측면과 하부에 적용하기가 매우 용이하였다. 그러나 KE-45 실리콘 접착제는 일반 실리콘 접착제와 같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유도배수판에 적용하여 콘크리트 단면에 부착 시 아래로 흘러 내리는 단점을 발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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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단점은 일반 실리콘 접착제를 유도배수판에 적용하여 콘크리트 단면에 부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그래서 유도배수판을 콘크리트 옹벽에 부착 후 유도배수판 측면 및 하부에서 유도배수판과 콘크리
트 옹벽 표면 사이를 KE-45 실리콘 접착제와 일반 실리콘 접착제로 다시 채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Hotty-gel은 재료 자체의 점착력이 커서 유도배수판에 부착 시 주변의 이물질이 잘 붙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달라붙은 이물질은 물 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Hotty-gel 자체의 점착력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Hotty-gel
자체의 점착력과 탄성으로 콘크리트 옹벽에 공압타카와 타카핀으로 압착하여 부착된 유도배수판은 우수한 부착
성능을 보였다.

3.2 방수 성능 검증
4가지 방수 재료를 적용한 유도배수시스템의 방수 및 유도배수 성능을 재령별로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는 유
도배수시스템 시공 후 재령 7일, 14일, 21일 및 28일에 유도배수시스템 배면에 물을 부어서 수행하였다. 방수 재
료의 성능 검증 기간은 여름에 수행되었고 낮 최고 온도는 30°C 이상이였다. 또한 사용중인 콘크리트 옹벽에 시
공된 유도배수시스템들은 외부에 노출되어 다양한 환경(더위, 비, 햇빛, 이슬,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C 이상 등
등)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는 거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고, 외부의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수 성능 검증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보다 혹독한 환경하에서 수행되므로 재령 28
일이면 각각의 방수 재료가 가지고 있는 방수 성능을 충분히 검증할 것으로 판단하여 실외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7. Waterproof testing on the drainage boards with 4 types of waterproof materials

Fig. 7은 재령 28일에 수행된 유도배수시스템의 방수 성능과 유도배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방수 재료가 적
용되지 않은 유도배수시스템(Fig. 7에서 왼쪽 첫번째)에서 방수 성능 검증을 위해 유도배수시스템 배면에 주입된
물은 유도배수시스템 하부로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실리콘 접착제(Fig. 7에서 오
른쪽 첫번째)를 적용한 유도배수시스템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도배수시스템 하부로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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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재료 Durkflex(Fig. 7에서 왼쪽 두번째)를 적용한 유도배수시스템에서 집수 및 외부 배수를 위해 개방된
왼쪽 하부 모서리 부분에서 주입된 대부분의 물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유도배수시스템 하부로도 물이 스며 나오
듯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공성 고무 재료인 Durkflex의 재료 특성상 완벽한 방수 성능을 나타
내지 못 하였다. 특히, 많은 양의 지하수가 누수되는 경우에는 차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방수 재료 KE 45 실리콘 접착제(Fig. 7에서 왼쪽 세번째)를 적용한 유도배수시스템에서도 집수 및 외부 배수
를 위해 개방된 오른쪽 하부 모서리 부분에서 주입된 대부분의 물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도 Durkflex를 적
용한 유도배수시수템과 동일하게 하부로 물이 스며 나오듯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 45 실리
콘 접착제는 일반 실리콘 접착제보다 강력한 접착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 경과와 함께 경화되면서 콘크리트
표면과의 밀착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간이 경과된 후 많은 양의 지하수가 누수되는 경우에는
차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방수 재료 Hotty-gel(Fig. 7에서 오른쪽 두번째)를 적용한 유도배수시스템에서 집수 및 외부 배수를 위해 개방
된 오른쪽 하부 모서리 부분에서 주입된 모든 물이 배출되었다. 3가지의 다른 방수 재료를 적용한 유도배수시스
템들과 달리 하부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방수 재료 Hotty-gel을 적용한 유도배수시스템의 방수 능력이 다
른 3가지 방수 재료들보다 뛰어났으며 유도배수판 내부에서도 집수가 잘 되고 집수 지점에서 물의 배출이 원활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분 누수가 발생하는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유도 배수를 위한
방수 재료로 Hotty-ge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유도배수시스템 실물 실험 및 검증
4.1 실외 시험 시공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부분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전단면 복구 및 유도배수를 위한 기존 유도배수시스템의
적용 시 공사비 및 시공 시간 증가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된 유도배수시스템의 실물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2가지 개선 사항, 집수 및 유도 배수를 위한 방수 재료와 집수된 지하수를 배수시설까
지 이동시키는 배수관을 적용한 유도배수시스템을 콘크리트 옹벽에서 시험 시공하였다.
Fig. 8은 개선된 유도배수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Fig. 8(a)와 (b)는 유도배수시스템에 적용되는 유도배수판,
방수재료인 Hotty-gel, 배수관 및 고정 새들(saddle)로 구성된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수재료인
Hotty-gel은 유도배수판 내부로 누수된 지하수를 측면 및 하부를 흘러 나오지 않게 방수하고 집수 지점으로 모으
기 위해 유도배수판 측면과 하부에 부착하였다. 유도배수판 하부 모서리에 위치한 집수 지점에서는 길이 약 3 cm
정도 방수재료인 Hotty-gel을 부착하지 않고 개방하였다. 개방된 부분은 집수된 지하수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집수된 지하수을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수 시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배수관과 고정 새들(saddle)을 유도
배수판 하부 모서리에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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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side

(b) Back side

Fig. 8. Prototype of modified drainage system

Fig. 9에서 보여주듯이 방수 재료인 Hotty-gel과 배수관 및 고정 새들(saddle)을 추가하여 수정한 유도배수시
스템을 사용중인 콘크리트 옹벽 표면에 시험 시공을 하였다. Fig. 9는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의 시험 시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방수 재료인 Hotty-gel을 유도배수판에 부착하고 배수관 및 고정 새들(saddle)을 유도배수판 하부 모
서리에 설치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기존 전단면 유도배수시스템을 시공하는 절차를 따라 시험 시공을 수행하였다.

(a) Drainage board attached on concrete retaining wall

(b) Attaching wiremesh on the drainage board

(c) Spraying cement mortar

(d) Modified drainage system

Fig. 9. Construction procedure of modified drain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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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의 시험 시공을 위하여 철 브러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옹벽 표면을 청소하였다. Fig.
8(b)에서 보여주듯이 유도배수판 내부의 양쪽 측면과 하부에 방수 재료인 Hotty-gel을 유도배수판에 부착하였다.
공압타카와 타카핀(고정핀)으로 유도배수판을 콘크리트 옹벽에 부착하였다. Fig. 9(a)에서 보여주듯이 본 시험시
공에서는 2개의 유도배수판을 상하로 겹쳐 연결하였다. 유도배수판이 겹치는 부위는 일반 실리콘 접착제를 적용
하여 서로 연결하였다. 또한 부착된 유도배수판 왼쪽 하부 모서리의 집수 지점에 배수관을 연결한 후 배수관 위에
고정 새들(saddle)을 놓고 공압타카의 타카핀(고정핀)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Fig. 9(b)에서 보여주듯이 유도
배수판 표면에 와이어 매쉬를 부착시켰다. 와이어 매쉬 표면에 고정 꺽쇠를 놓고 공압타카의 타카핀(고정핀)으로
부착하였다. Fig. 9(c)와 (d)에서 보여주듯이 마지막으로 유도배수판과 와이어 매쉬 표면에 습식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모르타르를 뿜어 붙인 후 표면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옹벽 표면에 총 5개의 동일한 유도
배수시스템들을 시험 시공하였다.

4.2 성능 검증
콘크리트 옹벽에 시험 시공된 5개의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을 대상으로 방수 성능, 유도배수 성능 및 장기내
구성을 평가하였다. 유도배수시스템의 시험 시공 후 재령 7일, 14일, 21일, 28일, 2개월 및 3개월에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 평가는 육안 관찰을 통한 유도배수시스템의 상태 조사와 유도배수시스템과 콘크리트 옹벽 사
이의 틈에 일정량을 물을 주입하여 방수 성능 및 유도 배수 성능을 관찰하는 것이다.

Fig. 10. Performance evaluation of modified drainage system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의 방수 능력과 유도 배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10과 같이 1,000 ml의 물을 콘
크리트 옹벽과 유도배수시스템 사이의 틈으로 인위적으로 부었다. Fig. 10은 재령 3개월일 때 방수 성능과 유도
배수 성능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유도배수시스템의 배면으로 주입한 약 1,000 ml의 물은 집수 지점에 설치된
배수관을 통하여 흘러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뿜어 붙여진 모르타르는 약간의 실 균열이 발생하였을
뿐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0에서 유도배수시스템 하부에 액체가 흘러 내린 자국은 콘
크리트 옹벽에 방수 재료인 Hotty-gel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 표면에 도포한 플라이머가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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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내려서 만든 흔적이다. 또한 다른 유도배수시스템에서도 지속적인 물의 주입에도 집수 지점에 설치된 배수관
을 제외한 다른 구간에서 누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1은 시공 순서에 따라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과 기존의 누수 보수 공법의 상세 작업 내용 및 사용되는 재
료들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각 단계별로 작업 내용, 보수 재료, 시공 장비, 작업 시간, 작업 인원 등을 비교
함으로써 개략적인 총 작업 시간 및 공사비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Fig. 11. Comparison between existing drainage systems and modified drainage system

첫번째 단계인 표면 정리에서 기존의 누수 보수 공법은 콘크리트 표면의 제거, 연마, 고압수 세척 또는 철근이
노출되어 녹이 발생할 경우 제거 작업등 전체 공사기간의 약 50∼60%를 차지한다. 콘크리트 표면 제거, 연마 및
고압수 세척 작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작업중 단면이 과하게 탈락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에서는 철 브러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존재하는 이물질
만 제거하는 매우 단순 작업만 수행한다. 표면정리에서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은 기존의 누수 보수 공법보다 상
당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두번째 단계인 누수 처리에서 기존 누수 보수 공법은 누수된 지하수를 집수하기 위한 장치 및 배수시설까지 지
하수를 이동시키기 위한 배수관 설치, 방수 멤브레인 설치, 점착력이 있는 코팅 재료 도포 또는 격리 판넬 설치 등
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수 작업은 크고 작은 다양한 작업 장비들이 필요하고 작업 인력도 최소 2명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은 규격화되고 가벼운 유도배수판(가로 500 mm × 세로 500 mm ×
두께 3 mm), 방수재료인 Hotty-gel, 와이어 매쉬를 사용한다. 모든 재료들은 인력으로 쉽게 이동 및 설치가 가능
하고 유도배수판 및 와이어 매쉬를 설치하기 위한 휴대용 공압타카 및 타카핀은 작업속도도 매우 빠르고 인력 사
용이 쉬운 장비이다. 또한 작업 인력도 2명이면 충분하여 협소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은 기존의 누수 보수 공법보다 전반적은 작업속도가 빨라 총 작업시간을 단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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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재료비도 기존 누수 보수 공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소형 휴대용 장비의 사용 및 작업 인력
최소화로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인 세번째 단계인 단면 복구에서 기존 누수 보수 공법은 수작업에 의한 모르타르 타설, 숏크리트 타설,
방화 재료 또는 단면 보호 재료의 도포 또는 설치 또는 페인트 도포 작업을 수행한다. 인력에 의한 모르타르 시공
은 비교적 긴 작업시간을 요구하고 숏크리트 타설은 거대한 숏크리트 장비를 요구한다. 방화 재료, 단면 보호 재
료 또는 페인트의 도포 작업은 크고 작은 다양한 장비들과 2명이상의 작업 인력을 요구한다. 수정된 유도배수시
스템은 소형 습식 스프레이 모르타르 장비를 사용하여 모르타르를 뿜어 붙이면 된다. 본 작업도 작업인력이 2명
이면 충분하고 모르타르를 뿜어 붙이므로 모르타르를 수작업으로 시공하는 방식보다 작업속도가 빠르다. 또한
기존 유도배수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뿜어 붙임 모르타르의 장기 내구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Kim and Yim, 2017).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과 기존의 누수 보수 공법들을 각 단계별로 간략하게 비교한 결과, 작업 속도, 총 작업
시간, 총 작업 인력, 총 공사비에서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이 좀 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시
험 시공된 유도배수시스템을 대상으로 장기 내구성, 장기 방수 성능 및 장기 배수 능력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안된 전단면
유도배수시스템을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누수된 부분에만 유도배수시스템을 적용하여 누수된 지하수를 유도배
수시스템내에서 유도 집수하는 기술과 집수된 지하수를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수 시설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술을 추가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1. 유도배수시스템내로 누수된 지하수를 집수 지점으로 유도하기 위한 4가지 종류의 방수 재료를 실외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다공질의 고무 재료인 Durkflex, 초강력 점착력을 가진 KE-45 실리콘 접착제, 폴리머
계열 재료인 Hotty-gel 및 일반 실리콘 접착제를 4개의 유도배수판 양쪽 측면과 하부에 부착한 후 유도배수
시스템을 콘크리트 옹벽에 시험 시공하였다. 재령 7일, 14일, 21일, 28일에 유도배수시스템 배면에 일정량
의 물을 주입하여 4가지 방수 재료들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방수 재료 Hotty-gel만 완벽한 방수 성능을 보였
고 나머지 3가지 방수 재료들에서는 누수가 발생하였다.
2. 선정된 방수 재료 Hotty-gel과 집수 지점으로 유도된 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배수관 및 고정 새들(saddle)을
추가한 5개의 유도배수시스템들을 콘크리트 옹벽에 시험 시공하였다. 2개의 유도배수판을 상하로 겹쳐서
연결하여 부착하였고 배수관 및 고정 새들(saddle)을 유도배수판 하부 왼쪽 모서리에 설치하였다. 유도배수
판 위에 와이어 매쉬를 부착한 후 모르타르를 뿜어 붙여 시공을 완료하였다. 재령 7일, 14일, 21일, 28일, 2
개월, 및 3개월에 유도배수시스템 배면에 1,000 ml의 물을 주입하여 방수 성능과 유도배수 성능을 평가하
였다. 재령 3개월까지 방수 성능 및 유도배수 성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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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의 총 공사 기간 및 공사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표면 정리 단계, 누수 처리 단계 및
단면 복구 단계별로 기존 누수 보수 공법과 비교하였다. 작업 내용, 보수 재료, 시공 장비, 작업 시간, 작업 인
원 등을 고려한 개략적인 총 공사 시간 및 공사비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각 시공 단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수정된 유도배수시스템은 기존의 누수 처리 공법보다 총 공사 기간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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