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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건설현장의 악조건과 갈수록 까다로워진 설계,

시공여건때문에주입공법(Grouting)의필요성및활용

실적이급증하고있는것이세계적인추세이다. 그러나,

주입공법은 ① 약액의 정확한 주입범위 및 주입고결토

의강도증대효과등지반개량의확실성, ②주입효과판

정법, ③ 주입재의 내구성 및 ④ 환경공해문제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자연지

반토는 매우 불균질하기 때문에 설계시 주입범위를 정

한다하더라도실제목적한범위에충분히주입되지않

는경우가허다하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

주입방법 또는 시공에 자체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많은노력이계속되어실용화되고있으나아직도많은

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1)

본 고에서는 주입공법의 최근 기술개발 동향을 개략

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개발완료되어

실용화 단계에 접근된 컴퓨터를 이용한 시공관리 기법

(Computer Aided Grouting Evaluation System)의

적용성에관해서소개하고자한다.

2. 주입공법개요

2.1 적용범위

건설공사시 차수 및 지반보강을 위한 연약지반 개량

공법은 모래 등 양질의 흙으로 치환하는 방법, 지반의

토립자를다짐하여고 도화시키는방법, 고화재를지

반에 주입하거나 혼합처리하여 고결시키는 방법, 파일,

지오그리드등타재료를사용하여보강하는방법등크

게4가지로구분할수있다.

그라우팅이라고하는주입공법은이중에서고결시키

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1802년 프랑스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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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를 채우고 기초밑에 석회나 점토의 불안정한 주입

재를 주입하여 퇴적된 충적층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약액주입공법을 적용한 이래 그라우팅의 역사는 약

200년이 경과되었으며 토질조건별 주입공법의 적용형

태는<그림1>과같다.2)

<그림1>에서볼수있듯이그라우팅에의한지반개량

은 침투주입이 가장 양호한 적용형태이지만 그 적용범

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토사지

역이나 암반기초지반에서 침투주입의 역을 확대하기

위해서시공장비및재료의개선을위한노력이세계적

으로꾸준히진행되어왔지만국내의경우그라우팅기

술수준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주입공법에 의한 지반개량 형상은 <그림

2>에서와같이『불량한할렬맥상주입⇒양호한할렬맥

상주입⇒불량한침투주입⇒양호한침투주입⇒균질

한 침투주입』순으로 발전되어 간다. 동일한 지반조건

이라면시공장비및재료의성능개선에의해서가급적

침투주입의 상위단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스

럽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시공장비 및 재료의 기술수

준낙후로그라우팅에의한지반개량단계가대부분불

량한 할렬맥상주입 또는 양호한 할렬맥상주입 단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라우팅에 의한 지반

개량의효과가미약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림 1. 토질형태별 주입공법의 적용형태

그림 2. 주입공법에 의한 지반개량 모식도

약액이 토립자 간극에 완전히 충전되서 겔 화되고, 양호하게 고결된 부분

처리 또는 향을 받지 않은 원지반 부분

약액이 토립자 간극에 충분히 충전은 되었으나 약액의 성능변화에
의해서 고결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부분

약액의 침투 향으로 압축 또는 압 작용을 받아서 토성치가
개선된 부분

지반을 할렬맥상으로 침투한 약액의 경화물 또는 기존 공극에
충전한 경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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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개발 동향

주입공법에관한세계적인기술동향은 1980년대까지

는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및일본등이자신들의

기술을독점적으로활용하여왔으며1990년대에들어서

서는경제력을바탕으로한일본이적극적인 기술개발

로세계적인각종학회및현장에서두각을보이고있다. 

그라우팅기술발전은프랑스, 이탈리아및독일과같

이오래된문화재가많은지역, 일본, 캐나다등과같이

지하구조물 시설을 많이 건설하는 국가 지역에서 주도

되고있다. 일본의强化土엔지니어링, 캐나다와미국의

컨소시엄회사인ECO Grout Group, 미국Houston 대

학의 Center for Innovative Grouting Materials

and Technology, 프랑스의솔레탕쉬연구소등이대표

적으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이들의 주 연구내용을 요

약하면<표1>과같다.

그라우팅에의한지반개량공법은 1960년대근대적인

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져 정착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에 알려진 공법의 종류만도 20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이 분야에 관한 선진국의 기술발전 동향을 분석해보면

재료개발, 공법개발 및 시공관리기술개발로 구분할 수

있으며최근의세계적인연구개발분야를요약하면 <표

2>와같고, 국내의경우주로재료중심의기술개발이진

행되어왔으며그현황은<표3>과같다.

2.3 주입공법 시공 중 피해사례

주입재를 지반에 주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5~15kg/㎠의 압력을 가한다. 주입재가 어느정도 주입

되면주입량이감소하고압력이갑자기상승한다. 이때

주입을 멈추지 않으면 지반내에서 연약한 부분으로 수

압파쇄현상이 발생하여 균질한 주입이 형성되기 어렵

다. 이와같이지반내에서급작스런압력상승으로인한

표 1. 세계적인 그라우팅 연구기관과 연구실적

구분 연구소 및 업체명 축적기술내용
早稻田大學 理工學總合硏究所 (森麟 敎授) 大深度地下の開發(Deep Mixing Grouting)

일 본 ·强化土 ENG(島田俊介 社長, 多久實 敎授) 
永久 Silicasol 藥液

·三信建設(佐藤式 專務)

미 국
University of Houston ; Center for Innovation Grouting

기초지반보강 주입재료 및 그라우팅 기술
Materials and Technology(Professor(C. Vipulanandan)

캐나다
·The ECO Grouting Specialists Ltd.(Alex A. Naudts)

토목구조물 보수·보강
·Multiurethanse Ltd.(Peter White)

표 2. 최근의 세계적인 기술개발 분야

분 야 세 부 내 용

① 초미립자화 기술 개발Suspension
② 수화속도 제어기술 개발

Grouting ③ 유동성 조절 혼화제 이용기술 개발

Solution ④ 고내구성 실리카졸계 주입재 개발

Grouting
⑤ 고강도형 무기염류계 주입재 개발
⑥ 속경성 주입재 개발

⑦ In Situ Soil Injection Simulator 개발
시공관리 ⑧ Computer Aided Grouting 

Evaluations System 개발

표 3. 국내 주입재의 종류 및 제조업체 현황

주입재종류 기술명 제조업체

초미립자시멘트계 MSG공법 한일시멘트외2개업체

물유리계 LW, SGR공법 태풍화학외10여개업체

우레탄계 SRU, RTU, DGU 신한케미텍외2개업체

아크릴레진계 Acrylic Resin 뉴텍건설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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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팅효과저하를막기위해서는주입펌프를수시로

중단시키든가가압을조절할수있는별도의장치가필

요하다. 그러나, 주입펌프를수시로중단시키는것은시

공속도를지연시키고주입호스가막힐가능성이커지기

때문에주입펌프를중단시키는일은거의없다. 따라서,

주입펌프의가동을중단시키지않고지반내의급작스런

압력상승을일으키지않도록주입펌프후단부에주입율

조절밸브를 장착하여 주입압과 주입율을 관리할 수 있

는시스템이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국내현장에서

는이와같은관리장치가도입되어있지않았고그필요

성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주입공사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고, 주입압력의 급작

스런상승에의해서인접구조물에측방유동이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 다. <그림 3>은 이러한 비

효율적인주입으로인하여발생될수있는대표적인문

제점들을예시한것들이다.

주입압과 주입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여

주입시공을 관리할 수 있다면 주입 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고에는국내에서개발되어실용화단계에와있는

주입압(p)과 주입율(q)을 자동으로 관리함으로서 시공

중에발생가능한피해사례를제어하면서시공할수있

는 그라우팅 시스템의 현장적용성, 즉 <표 2>의 ⑦, ⑧

에해당되는기술에관해서소개하고자한다.

3. 자동관리그라우팅시스템; 
Automatic Grouting System

3.1 적용범위

본기술의목적은댐및제방의신설및유지관리, 도

심지및산악터널, 해저지역장대터널등에서필수적

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라우팅에 대한 시공조건을 현장

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공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그라우팅 자동화 시스템(Automatic Grouting

System ; 이후AGS라명칭한다)을개발하여컴퓨터를

그림 3. 주입시 발생되는 문제점

(c) Case 3 : 그라우팅 팽창압으로 인한 측방유동

(b) Case 2 : 공동충전시 미충전부분 발생

(a) Case 1 : 파쇄주입으로 인한 지반융기

지반융기

파쇄주입

공동(Cavity)

미충전 부분미충전 부분

충전 부분

Fill

그라우팅 팽압으로 인한
측방유동(Lateral Flow)

그라우디팅 팽창압

그라우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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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현장관리 체계(Computer Aided Grouting

Procedure)를구축함으로서그라우팅에대한정 도를

향상시키는것이다. 즉, 대상지반의특성에적합한임계

주입압(pcr)과 임계주입율(qcr)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

반특성에 적합한 주입재료와 공정을 조합하며, 임계주

입압(pcr)과 임계주입율(qcr)의 한계 내에서 그라우팅이

시행되도록 관리하며, 주입압(p), 주입율(q), 주입시간

(t)과의관계를실시간으로확인하여주입특성을판정하

며, 주입공의 Step 및 주입공별로 평균 주입압과 누적

주입량을 기록하거나 각 단위의 시간대(초, 분, 시간,

일, 월 등)별로 p~q~t chart를 기록하는 절차를 체계

화시킴으로서현장에서의즉시대응가능한정 시공

및 다양하게 기록된 데이터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가능

한 그라우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현장적용

을통해서AGS의실용성을확인할수있었다.

AGS는 주입펌프와 주입관 사이에 <그림 4>와 같이

설치하며, 기존 그라우팅 시스템의 적산유량계 부문을

간단하게 AGS로 교체함으로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므

로현재국내에서적용되고있는LW, SGR 및MSG 등

약액그라우팅은 물론이고,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및

FRP다단 보강그라우팅 등 거의 모든 그라우팅에 적용

이가능하며, 시스템교체로인한비용상승이거의없기

때문에 AGS는모든그라우팅에필수적인시공관리기

술로적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2 AGS 구성

3.2.1 시작메뉴

AGS는 ① 시험시공, ② 설계마법사, ③ 임계주입압

(pcr)과 임계주입율(qcr)의 한계내에서그라우팅이시행

되도록 관리하는 Monitoring, ④ p~q~t chart 생성,

⑤ p~q~t chart로 대상지반의 주입유형을 판정하여

지반특성에 적합한 주입재료와 공정(Shot)을 조정하는

단계, ⑥ 주입공의 Step 및 주입공별로 주입압과 누적

주입량을기록하거나각단위의시간대(분, 시간, 일, 월

등)별로 p~q~t chart를 기록하는 등 각종 생성 Data

를Exel File로저장하거나, Word Format으로구성하

여 자료를 기록하는 단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림 5>와

같이구성된다.

3.2.2 시험시공

(1) 한계주수시험

토사지반에서침투주입으로양호한고결시킬수있는

한계주입압(pcr)과 한계주입율(qcr)을 현장에서 결정할

그림 5. 시작메뉴그림 4. AGS 설치위치도

노트북

펌프

분석

주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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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ag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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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실 험 자 료 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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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선단장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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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재 Return

주
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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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on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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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시험으로시험모식도와시험개요는<그림6>과

같다.

(2) 루젼시험

암반기초지반에서단계별로압력을변화시키면서주

입하여 암반의 상태를 파악한 후 주입설계인자(Lu, K,

주입재종류, 주입압, 주입율등)를결정할수있는시험

으로시험모식도와시험개요는<그림7>과같다.

3.2.3 설계마법사

주입목적, 대상지반의특성과시험시공결과에의해서

공법, 재료 및 시공인자를 선정하고, 천공수량 및 주입

량을산출하는일련의그라우팅설계과정을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으로 ① 토질별 주입형태 및 재료선택기

준, ②공간격선정방법, ③주입율선정기준등이설계

기준자료로 제공되며, ④ 천공수량 산출서, ⑤ 주입량

산출서, ⑥ 설계물량 집계표 등 설계수량 산출근거

Data sheet로 제공된다. 설계마법사 시작단계 메뉴는

<그림8>과같다.

3.2.4 Monitoring

임계주입압(pcr)과임계주입율(qcr) 범위내에서실시간

으로그라우팅상황을확인하면서스텝별, 각주입공별

주입과정을 관리하는 단계로, 이상 주입현상이 발생할

경우원인을분석하고적절한대응방안을조처할수있

는과정으로서화면구성은<그림9>와같다.

그림 6. 한계주수시험 그림 7. 루젼시험

그림 8. 설계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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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p~q~t chart 생성및주입유형판정

임계주입압(pcr)과임계주입율(qcr) 범위내에서분(m),

시간(h), 일(d)단위로 p~q~t chart가 생성되는과정을

확인할수있으며, 생성된 p~q~t chart를 표준유형과

비교함으로서 현재 주입되고 있는 지반의 주입유형과

지반상태를유추할수있다. 본단계에서주입유형을판

정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입공법과 주입재료의 적

합성, 주입압및주입율, 주입공패턴등설계인자수준

의 적정성 등을 판정하는 단계로 화면출력의 예는 <그

림10>과같다.

3.2.6 지반주입현황도

① 주입홀 및 깊이별로 주입량과 주입압력분포를 실

시간으로 관측 및 기록할 수 있는 기능과 ② 주상도와

대비하여대상지반의특성에따른주입재의주입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주입공사 집계표(Grouting Profile

그림 9. Monitoring

그림 11. 지반주입현황 관측부 그림 12. Data File 저장형식

그림 10. p~q~t chart 



4242

컴퓨터로도출한주입압(p)~주입율(q)~시간(t) 차트를활용한선진주입공법

기술기사

Section)을갖춘것으로화면구성은<그림11>과같다.

3.2.7 Data file

시험시공, 설계마법사, p~q~t chart 생성, 지반주입

현황도등모든Data를기록저장하여사후관리를지원

하는 기능으로 Data는 Excel과 Word 포맷으로 기록

및출력전환이가능하고화면구성은<그림12>과같다.

3.3 p~q~t chart를 이용한 주입압 관리

3.3.1 주입압관리기준

(1) 주입압은 주입재가 대상 지반에 양호하게 주입될

수있도록하여야할뿐만아니라주입에의하여지반이

할렬(Hydraulic Fracturing)되거나 융기되는 것을 방

지할수있도록결정한다.

(2) 주입관, 주입호수, 주입펌프의 부하, 인접구조물

이나 지장물에 대한 향을 고려하여 최소주입압은

3P'(P'=간극수압)로 하고 최대한계주입압은 5P'로 설정

한다.

(3) 정량주입으로 주입하면서 계획된 주입량이 허용

압 이하에서 압력의 상승이 없을 경우에는 주입작업을

계속하고, 한계압력의 범위 내에서 이상적인 상승압력

의 곡선을 나타낼 경우에는 주입작업을 종료하게 된

다.(그림13)

(4) 계획된주입량이한계압력에도달되지않은상태

에서도 주입압력 곡선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완전한 충전으로 추정하여 주입작업을 종료하게 된다.

단, 저속·저압 주입인 경우 주입압력이 1~2kgf/cm2

정도만상승하여도주입이완료된것으로판단할수있

다.(그림14)

(5) 주입압은저압주입으로통상 3~7kgf/cm2으로하

며 지하수위 하부 지반에 대해서는 간극수압보다 커야

하고간극수압의3~5배이내로조절해야한다. 단, 암반

에서의 주입압은 전등력(total stress)의 4배까지 가능

그림 13. 변화가 없는 주입형태

그림 14. 급격한 변화 주입형태

그림 15. 주입압 관리 3단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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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토사층의 주입유형 판정 및 조치방안

p~q~t chart 유형판정 및 조치방안
AA형형 :: 주주입입개개시시 후후 적적당당한한 시시간간에에 pp가가 반반응응을을 보보여여 급급상상승승

① 사질토에서 이상적인 침투주입 경우

BB형형 :: 주주입입압압력력이이 상상승승하하지지만만 구구배배가가 비비교교적적 완완만만하하고고 쉽쉽게게 목목표표 주주입입압압에에 도도달달하하지지 않않음음

① 점성토의 양호한 맥상주입 경우

② 사질토에서 침투주입을 목표로 하지만 일부 맥상주입이 나타나고 토질이 예상보다

느슨한 경우

③ 침투주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입재의 농도가 낮고 겔타임이 긴 경우

④ 약액의 일부가 대상지층 밖으로(상부 점성토 혹은 경계면 등) 유출되고 있는 경우
CC형형 :: 압압력력이이 전전혀혀 상상승승하하지지 않않거거나나 오오히히려려 하하강강함함

① 점성토에서 맥상으로 주입되면서 주입재가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있는 경우

② 주입재가 지표로 유출되는 경우

③ 지표근처의 공극으로 유출되는 경우

④ 지하매설물 내로 유출되는 경우

⑤ 희석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주입재가 충분히 겔화되지 않고 넓게 확산되는 경우
DD형형 :: 상상승승된된 주주입입압압이이 어어떤떤 시시점점에에서서 돌돌연연 강강하하하하고고 그그 후후 회회복복되되지지 않않음음

① 주입관 주변 packing이 파괴되고 주입재가 유출되는 경우

② 주입속도가 너무 빨라 지반을 교란하면서 유출되는 경우

③ 지반의 공극이나 약한 부분을 만나 맥상주입으로 전환되어 주입되는 경우

EE형형 :: DD형형 상상승승하하강강 패패턴턴을을 반반복복하하며며 주주입입압압력력이이 상상승승해해감감

① 주입시간에 비해 겔타임이 짧은 경우

② 먼저 주입되어 겔화한 주입재가 후에 주입된 주입재에 의해 순차적으로 할렬파괴되면서

침투하는 경우로 적절한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FF형형 :: 주주입입개개시시 직직후후에에 주주입입압압이이 급급상상승승하하여여 허허용용압압력력을을 넘넘어어버버림림

① 토층이 조 한 경우

② 겔타임이 너무 짧은 경우

③ 주입관이 막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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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암반층의 주입유형 판정 및 조치방안

p~q~t chart 유형판정 및 조치방안
AA11 형형 :: 최최고고압압력력에에 도도달달한한 후후 압압력력은은 균균일일하하게게 유유지지되되면면서서 주주입입율율은은 감감소소함함

① 균열이 주입재로 채워지면서 최고의 압력에 도달한 후에도 수개의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고 다시 이들 틈새가 채워지는 경우.

② 가장 이상적인 암반 주입형태로 거부반응(Refusal)이 일어날 때까지 정압주입을

계속해야 함.

AA22 형형 :: 최최고고압압력력에에 달달한한 후후에에도도 압압력력은은 계계속속 상상승승하하며며,, 주주입입율율은은 일일정정함함

① 최고압력에 도달한 후 균열의 열림(Opening)현상으로 일시적인 압력저하 후

주입재가 채워지면서 압력이 다시 상승

② 이때는 주입량이 허용량 이내이더라도 주입을 중단해야함

③ 최종압력이 시방서 압력보다 높더라도 적당히 펌프속도를 낮춰서 재 주입하되

시방압력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함
BB11 형형 :: 최최고고압압력력에에 달달한한 후후에에도도 압압력력과과 주주입입율율이이 일일정정하하게게 유유지지됨됨

① 최고압력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균열로 들어가는 경우

② 커텐지수벽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③ m당 50~75kg의 시멘트 주입 후 균열이 부분적으로 고결된 주입재로

막힘(Sealing)이 발생되고 48시간 경과 후 재천공, 재주입을 실시함

BB22 형형 :: 주주입입압압력력과과 주주입입율율이이 어어느느정정도도 올올라라갔갔다다가가 급급격격히히 떨떨어어짐짐

① 최고압력에서 다른 균열(New Cracks)이 열리는 경우

② 이 균열을 채우기 위해 압력과 주입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압력이 서서히 상승함

③ 만일 2차 최고압력에 도달하 는데도 압력과 주입율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면

B1곡선 처리 경우처럼 48시간 경과 후 재천공, 재주입을 실시함

CC11 형형 :: 압압력력이이 어어느느정정도도 올올라라간간 후후에에 변변함함없없이이 일일정정수수준준을을 유유지지하하지지만만 주주입입율율은은 계계속속 상상승승함함

①구조대 층리를 따른 누출, 주입공 상부 또는 연결공간의 누출, 지층암괴가 융기되는 등의 경우

② 누출이확인되거나주입구간(Stage) m당75kg이상주입되면주입을중단하고48시간지난후재천공, 재주입

③ 누출공은 쐐기 등을 박아 탈출을 방지하고 누출공 인접 미주입공은 즉시 공내 세척을

실시하여 본 주입 이전에 폐색되는 것을 방지해야함

④ 지반융기 현상이 발견되면 주입을 즉시 중단함
CC22 형형 :: 압압력력이이 어어느느정정도도 상상승승하하 다다가가 갑갑자자기기 떨떨어어지지지지만만 주주입입율율은은 변변함함없없이이 일일정정함함

① C1형과 마찬가지로 구조대를 통한 누출, 주입공간의 연결누출, 지반의 융기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로 C1형과 같은 방법을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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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현장조건에따라서는주입속도와주입압의검토

를통하여최대주입압범위내에서결정할수있다.

(6) 주입관리는예상주입량을기준으로하여주입압

에의해그림과같이3단계로관리한다.(그림15)

3.3.2 주입유형판정및조치방안

그라우팅의성공은정해진압력에서암반이나토사층

의현장조건에손상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절리나공

극에들어가는주입량에의해좌우된다. 따라서보이지

않는지하에서는어떻게주입이되고있는지를알기위

해서 p~q~t(pressure-consumption-time) 관리가

필수적이며 p~q~t 곡선의 몇가지주요패턴(Pattern)

과 해석에따라서적절한주입압, 주입율및주입재농

도(w/c비)를 조절하거나 주입계속, 주입중단여부 등을

판단할수있다.

지금까지는주입중에반드시기록되는주입압의데이

터인p~t chart(주입압의시간경과변화)가효율적으로

이용되지않았다. 이것은지반및주입조건의차이에의

해서p~t chart가어떻게변화하는가에대하여정립되

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주입심도나상재하중에의해,

p~t chart 및고결체가어떻게변화하는가에대해서도

규명되어있지못하다. 이러한관점에서각주입패턴에

대한해석을통한시간에따르는고결체의거동과지반

주입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토사층 및 암반층에 대해

각각 6가지패턴이제시되어있으며각패턴에대한유

형판정및조치방안은<표4, 5>와같다.

4. AGS 현장적용성평가

4.1 현장개요

충청남도 천안 아산역 부근 배방택지조성공사의 SK

현장에서 AGS를 적용한현장주입시험으로 2007년 5

월 중 약 3주간에 걸쳐서 p~q~t chart를 집중적으로

검출하여유형분석을시도하 다. 본현장의지질특성

은상부 10m 이내에매립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

의순으로균등하게분포되어있기때문에토사층과암

반층을 대상으로 p~q~t chart 유형의 변화를 단일현

장에서검출하여비교할수있는유리한입지로서단시

일내에집중적으로경제적인시험이가능하 다.

4.2 시험계획

본시험에적용한주입재표준배합비, 주입공배치는

<표6> 및 <그림16>과같다.

표 6. 주입재 표준배합

주입조건 구 분 재료배합 겔타임
초급결형 SM4.3+SC 8,000 (E형) 7~10초

겔타임
급결형 SM3.3+SC 8,000 (E형) 20~40초

성능별
완결형 SM3.3+SC 8,000 (N형) 40~90초
20% SM3.3+SC 8,000 (E형)

주입율별 30% SM3.3+SC 8,000 (E형) 20~40초
40% SM3.3+SC 8,000 (E형)

그림 16. 주입공 배치도

(a) 겔타임 성능별 시험주입공 배치도

(b) 주입율별 시험주입공 모식도

초급결형:겔타임 7~10초 급결형:겔타임 20~40초 완결형:겔타임 40~90초

주입율 : 20% 주입율 : 30%` 주입율 : 40%`



4646

컴퓨터로도출한주입압(p)~주입율(q)~시간(t) 차트를활용한선진주입공법

기술기사

4.3 AGS Operating Manual 

(1) 주입설계

본시험에앞서AGS의설계마법사를이용한현장주

입설계는<그림17>과같은Flow에따라서시행한다.

(2) 주입시공

<그림 18>에 의해서 주입공사 설계리포트가 완성되

고, 당설계리포트에따라서<그림18>과같이주입시공

이진행된다.

(3) 현장시험모식도

AGS를이용한현장시험모식도는<그림19>와같다.

(4) 시험주입

Pilot 1번공의풍화토층에서주수시험사례및연암층

에서의루젼시험사례는<그림20, 21>과같다.그림 17. 주입설계 Flow

그림 19. 현장시험 모식도

그림 20. 풍화토에서 주수시험 사례

그림 21. 연암층에서 루젼시험 사례그림 18. 주입시공 Flow

노트북

펌프

분석

주입재

AGS
믹서

agitator

p~q 정보수집

압력(p)~
속도(q)측정

한계주입압(pcr), 
한계주입율(qcr) 측정

p~q~t chart 검출

주입선단장치
적용

주입재

주입재 Return

주
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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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q~t chart 검출

Pilot 1번공에서p~q~t chart를검출한사례는<그림22>와같다.

그림 22. p~q~t chart 검출 사례

그림 23. 연암층에서 p~q~t chart 유형판정 사례

그림 24. 풍화토층에서 p~q~t chart 유형판정 사례

(6) p~q~t chart 유형판정

Pilot 1번공에서 검출한 p~q~t

chart에대한유형판정사례는<그림

23>, <그림24>와같다.

상기 <그림 23> 및 <그림 24>의

p~q~t chart 유형판정을통해서현

재 주입시공중인 지반의 주입특성을

파악하여이상현상에대한조치방안

을시행해야한다. 본 조치방안중에

는 현재 적용중인 공법과 재료가 당

현장의지반조건에적합하지않기때

문에 당초 설계된 공법과 재료를 변

경해야할경우도포함한다.

(7) Data file

주입설계, 주수시험 및 투젼시험,

p~q~t chart 등 AGS 가종중발생

한 모든 data는 <그림 25>와 같이

Excel 포맷으로기록저장되고, 필요

시<그림26>과같이Excel 및Word

포맷보고서로출력할수있다. 

4.4 AGS의 특성 종합

AGS를현장에도입함으로서다음

과같은장점을도출할수있다.

(1) 장치교체가매우용이하다.

LW, SGR 및MSG공법등을시공

하는 기존 주입장비의 적산유량계를

AGS로 간단히 교체하여 장착한 후

본현장적용을추진하 다. 

(2) 공법과 재료를 합리적인 방법

으로선정한다.

주입시공 방법과 주입재의 표준배

합의선택은기존의경험치를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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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정하거나 본 AGS의 설계마법사에 의해서 매우

간단한절차에의해서결정할수있다.

(3) 주수시험및루젼시험을통해서대상지반의특성

에맞는주입인자를선정한다.

토사층에서는수압파쇄현상이일어나지않는한계주

입율과 한계주입압을 결정해야 하며, 암반층에서는 윈

지반을변형시키지않는주입압을선택해야한다.

(4) p~q~t chart의 유형분석을 통해서 주입중 주입

인자를조정할수있다. 

종래의공법에서는객관적인근거가부족하기때문에

주입중 주입인자를 조정하는 것은 지반에 의한 사고가

난후에나가능한일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

나, p~q~t chart의 유형분석을통해서지반상황을비

교적 정확하게 판독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압력이나 과

도한주입량을방지할수있다.

(5) 컴퓨터로Data를축적하므로다양한분석이가능

하다.

다양한 Data 분석을 통해서 공법선정, 재료선정, 주

입인자 수준설정 등 주입설계의 정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5. 맺음말

AGS는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술의 첨단기능이다. 흔

히, 첨단기술은사용성이복잡하기때문에적용성이떨

어지는경향이있지만본AGS는매우간단하게적용이

가능하다. 과도한비용상승도없다. 오히려과도한주입

재의이탈을방지할수있으므로경제성을높일수도있

다. 따라서, 향후정 시공을요구하는많은지하구조물

의차수보강그라우팅에서 AGS의적용은필수적인요

소기술이다. 본AGS가도입된다면그라우팅에대한기

존의타성과불신을벗어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

대된다.

참고문헌

1. 천병식(1998), “최신 지반주입 -이론과 실제-”, 원기술,
pp.23~37.

2. 김진춘(1999), “지반개량용 초미립자시멘트의 주입특성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7.

3. (주)한국지오텍(2003), “마이크로시멘트 현장제조 및 실시간
시공모니터링을 이용한 최적그라우팅 시스템 개발 연구”,
R&D/목적 1-07 , 건설교통부, pp.187~200.

4. (주)한국지오텍(2005), “고성능 그라우팅 자동관리 시스템
개발”,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그림 25. Excel 포맷 저장 data

그림 26. 보고용 p~q~t chart 사례



4949
Vol.9, No.2

5. (주)한국지오텍(2006), “해저지반 차수 및 보강을 위한 고성
능그라우팅개발”, 1년차보고서, 건설교통부

6. 천병식, 이한진, 정병헌(2000), "A Case Study on
Ground Improvement by ENPASOL & SINNUS
Grouting Systems",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20, No.6,
pp.507~517.8. 

7. 垂水尙志(1996), “p~q曲線及びp~tチャ-トに基づく注入形
態の檢討”, 藥液注入工法におけゐ注入效果の豫測確認手法に
關するシンポジワム, pp.145-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