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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차수 그라우팅 시공 프로세스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A Development of Tunnel Grouting Programme using A Research of 
Grouting Construction Process

김진춘*·유병선**

Jin-Chun Kim* and Byung-Sun Yoo**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터널 차수 그라우팅 시공기술들의 요소들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정립하여 터

널 차수 그라우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터널 차수 그라우팅 시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공 프로세스를 포함한 통합 솔

류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한 터널 차수 시공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000현장에 적용하였으며

개발기술 적용 후 루전값은 Lu=0.31 이며 지하수 유입량을 평가한 결과 0.19 l/min으로 평가되었으며 개발기술 적용 전 유입

량은 6.69 l/min 이므로 주입 후 약 35배정도의 차수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어 터널 차수그라우팅 공사가 아주 양호한 것으

로 판단되어 개발된 터널 차수 시공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이 추후 터널 차수 그라우팅 공사에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ntegrated solution which includes construction process that allows

effective tunnel grouting and to develop a tunnel grouting programme by establishing an algorithm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on

tunnel grouting construction technique factors. In order to verify the developed tunnel grouting procedur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me, they are applied on certain work sites. Values after the application are Lu = 0.31 and ground-water inflow =

0.191/min where as the pre-application value of ground-water inflow is 6.691/min which is approximately 35 times larger.

This shows that Tunnel grouting construction effect is significant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cess and

the programme on future tunnel grouting construction.

KEYWORDS Tunnel grouting, Water inflow, Tunnel grouting programme, Tunnel grouting construction process

1. 서 론

터널 차수그라우팅의 주요내용은 크게 터널 차수그라우팅

적용구분과 그라우팅재료에 대한 정의, 고수압 조건의 그

라우팅과 지하수유입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암반의 특성

인자연구 및 그라우팅 시공시 필요한 요소기술 및 주입관

리기술들에 검토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연구의 추세를 살

펴보면 이론적 기반 과학 및 공학적인 그라우팅 분야의 연

구가 북유럽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본, 독일

및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 차수 그라우팅 시공기술들의 요소들

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정립하여 터널

차수 그라우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터널 차수 그라우팅

시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공 프로세스를 포함한 통

합 솔류션을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 

2. 터널 차수그라우팅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 개발

터널 차수그라우팅의 요소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기술은

주입 전 및 후의 지하수 유입량평가, 그라우팅 재료의 선정

을 위한 절리간격평가, 터널차수 그라우팅시공에 필요한

그라우팅 주입압력평가 및 팩커의 제거시간평가를 위한

주입된 재료의 전단강도평가 등의 기술이다. 프로그램 개

발에 사용된 언어는 C#.Net/Basic.Net/C++ (Visual Studio)

이며 최신 OS(WINDOWS 7/10/NT)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2.1 지하수 유입량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지하수 유입량은 아래 이론을 이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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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erg, 1961; Swedish National Road Administration, 1994).

식 (1)은 그라우팅 주입 전 암반에서 사용되고 식 (2)는 그

라우팅 후 암반에서 사용된다. 주입 전후의 지하수 유입량은

그라우팅 전후의 효과를 판정 할 수 있다. 그림 2는 주입 전

지하수 유입량 이론을 이용한 프로그램 구현화면이다. 그

림 3은 주입 후 지하수 유입량 이론을 이용한 프로그램 구

현화면이다. 

(1)

(2)

여기서, 

Q = 터널에 유입량(m3/s)

k = 그라우팅 된 영역 밖에서 암반의 수리전도도(m/s)

kg = 그라우팅 된 영역에서의 수리전도도(m/s)

h = 터널 중심에서 물의 수두로서 물의 압력으로 표현됨(m)

Rt = 터널의 반경(m)

R
0
 = 활동하는 물의 반경(m), 일반적으로 2.h로 예측함

tg = 그라우트존의 범위(m)

ξ = 접촉 상수(the skin factor) (-)

2.2 절리간격 평가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절리간격 평가는 아래 식 (3)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Sisavat et al., 2003; Eloranta, 2007; Fransson, 2001). 절리의

간격 평가결과는 재료의 선정방법에 사용된다. 그림 4는

절리간격 평가 프로그램을 구현한 화면이다. 

(3)

여기서, 

T = 침투계수(m2/s)

bhydr = 절리의 수리적 간격(m)

g = 중력 가속도(m/s2)

ηw = 물의 동 점성(Pas)

ρw = 물의 밀도(kg/m3)

Q
2πkh

R
0

Rt

-----
⎝ ⎠
⎛ ⎞ln ξ+

-----------------------=

Q
2πkgh

Rt tg+

Rt

-------------
⎝ ⎠
⎛ ⎞ln

kg

k
----

R
0

Rt tg+
-------------
⎝ ⎠
⎛ ⎞ln ξ+ +

-----------------------------------------------------------------= bhydr

12Tηw

ρwg
----------------3=

그림 1. 터널 차수그라우팅 통합 솔류션(Kalle, H. 2008; J.C. Kim & B.S. Yoo, 2018)

그림 2. 주입 전 지하수 유입량평가 그림 3. 주입 후 지하수 유입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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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료의 선정 방법

시멘트재료의 평균입경분포크기(d
50

)는 상기 식 (3)을 이

용하여 평가한 절리간격 평가값(b)보다 3배정도 적어야 한

다(Bergman et al., 1970; Tolppanen and Syrjanen, 2003; J.C.

Kim and B. S.Yoo, 2018).

(4)

식 (4)의 나눗수는 다양한 영향인자의 수에 따라 변 할 수

있으며 그 값은 2~16까지 폭넓게 변경될 수 있다(Eklund,

2005). 

2.4 그라우팅 압력 평가 프로그램 개발

그라우팅 압력(pg)은 아래 식 (5)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다

(Egger, 1974; Houlsby, 1990; Warner, 2004; Gustafson, 2005). 그

림 5는 그라우팅 압력 평가 프로그램을 구현한 화면이다. 

(5)

여기서, 

pg = 그라우팅 압력(Pa)

pw = 지하수위 압력(Pa)

ρr = 암반의 밀도(kg/m3)

g = 중력 가속도(m/s2)

H = 지표면아래로의 깊이(m)

2.5 팩커의 제거강도 평가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예

팩커의 제거시 필요한 그라우트의 전단강도는 아래 식

(6)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다(Axelsson, 2006). 팩커의 제거강

도 평가 프로그램을 구현한 화면은 그림 6이며 그림 7은 프

로그램으로 평가된 그라우트의 전단강도와 실내실험에서

구해진 배합비에 따른 그라우트의 전단강도함수의 상관관

계를 이용한 팩커의 제거시간을 평가하는 방법의 예를 나

타낸 것이다.

(6)

여기서,

pw = 지하수 압력(Pa)

lb = 천공홀의 길이(m)

Rb = 천공홀의 반경(m)

τ = 그라우트의 전단응력(Pa)

3.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시험시공 및 시공프로

세스 검증

3.1 시험시공 현장현황 및 시공계획

본 시험시공현장의 시공위치의 지층 현황은 터널갱구부

구간이며 암반등급 중 III 등급 판정을 받은 차수보강 그라

d
50

b

3
---≤

pg 3ρrgH 2pw–≤

τ
pwRb

2lb
-----------≥

그림 4. 절리간격 평가

그림 5. 그라우팅 압력 평가

그림 6. 팩커의 제거강도 평가

그림 7. 팩커의 제거시간 평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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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팅이 필요한 현장이다. 시험시공의 그라우팅 주입홀 간

격은 C.T.C=0.5 m 및 홀 길이는 L=10.0 m 이며 한 막장 당

주입수량 17홀 1열로 주입하였다. 시험 홀은 총 3공을 삼각

형 배열로 천공하였으며 2홀은 주입 전 검사 홀(PH) 및 시

험 홀 1개의 홀은 시공 후 확인 홀(CH)로 계획하였다. 그림

8은 00구간 철도건설 1공구의 터널 차수그라우팅 막장면

의 시험 홀 위치 및 주입팩커 설치 사진이다. 

3.2 주입 전 지하수유입량 평가

주입 전 루전시험에서 측정된 루전값은 Lu=25.98이며

이를 이용하여 주입터널의 지반조건 및 지하수의 높이 등

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하수의 유입량은 6.69l/min (1 hole;

천공홀 길이 10 m)으로 평가되었다(표 1, 표 2). 본 현장의

터널 내 지하수의 허용유입량은 60l/min/터널 100 m 이하

이므로 터널 100 m당 대략 10개 막장에서 지하수가 유출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약 66.9l/min의 지하수가 유입되어

차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투수계수로 환산한 수치

(3.38×10-4 cm/sec)를 검토했을 때에도 주입지반이 그라우

팅 차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다. 

3.3 절리의 간격 평가 및 재료의 선정

절리의 간격을 평가하기위해 주입 전 측정된 루전값이

그림 8. 시험 홀 위치 및 주입팩커 설치 사진

표 1. 주입 전 루전시험 결과표

구 분 주입 전의 주수시험 평가 결과

결과
DATA

Lu / K · Lu= 25.98 / K = 3.38×10-4 cm/sec

주입대책 · 빈배합(w/c=80~100%) 적용이 필요함.

 

표 2. 주입 전 지하수유입량 평가 결과표

Before Grouting Inflow Estimation for the Tunnel

NO Title Description Symbol. Equation Value

1 Lung Lugeon value dm3/m/min non-grouted rock 25.98

2 Rt the radius of the tunnel m 3.5

3 hw water pressure/water head( in tunnel centre) m 8

4 ξ the skin factor - 0

5 k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rock mass outside m/s Lug.*1.3*10-7 3.3774E-06

6 R
0

the active radius of flow, general=2h m 2h 16

7 Qng application for a non-grouted rock
m3/s

2pikh/((ln(R_o/R_t) +Xi))
0.00011164

dm3/min 6.6986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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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다. 루전값은 Lu=25.98이며 절리의 간격을 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 절리간격은 183 µm로 평가

되었다(표 3). 절리의 간격은 주입재료의 입경의 크기를 결

정하는 주요한 요소인자이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평균입

경이 절리의 간격에 비하여 1/3정도 작아야 재료의 침투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현장의 절리의 간격은 183

µm이며 평균입경이 가장 큰 분말도 4000 cm2/g정도의 그

라우트의 경우 약 17.1 µm이며 분말도 4000 cm2/g 그라우

트(17.1 µm×3) < 183 µm이 되므로 슈퍼셈-4000 혹은 하이

브리드 그라우트-4000을 본 현장에 사용하였다. 

3.4 그라우팅 압력의 평가

본 현장에 적합한 그라우팅 압력은 최소 2.3 bar (0.23 MPa)

에서 최대 21 bar (2.19 MPa)까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시험시공에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표 4).

3.5 팩커의 제거 시간 평가

팩커의 제거시간을 평가하기위해서는 팩커의 제거를 위

한 그라우트의 전단강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여야 한다.

팩커를 제거하여도 이상이 없는 상태의 그라우트의 저항

강도라고 할 수 있다. 평가에 필요한 지반 및 그라우팅 시

공에 필요한 인자 중 본 현장의 지하수의 수두 2 m, 홀의 길

이 10 m, 홀의 직경은 105 mm 이며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

하면 그 결과값이 평가되는데 그라우트의 전단강도는

51.45 Pa로 평가되었다(표 5). 점도의 실험에 의한 그라우

트의 항복강도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작성하면 아래 그

림 9와 같으며 항복강도가 약 51.45 Pa 정도의 강도가 나오

기까지 시간과 상관관계를 그려보면 대략 3.5~4시간정도

지나야 팩커를 제거해도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됨을 알 수 있

다. 즉 본 현장에 필요한 팩커의 제거시간은 약 3.5~4시간

후에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였다. 

표 3. 절리의 간격 평가 결과표

Hydraulic Aperture of Fracture

NO Title Description Symbol. Equation Value

1 Lung Lugeon value dm3/m/min non-grouted rock 25.98

2 d the thickness of the formation m 1.5

3 ρw density of water t/m3 1

4 ηw dynamic viscosity of water m2/s 0.000001

5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9.8

6 k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rock mass m/s Lug.*1.3*10^-a 3.3774E-06

7 T transmissivity m2/s kd 5.0661E-06

8 bhydr hydraulic aperture of fracture
m

root^3(12*T*eta_w)/(rho_w*g)
0.000183743

µm 183.7425092

표 4. 그라우팅 압력 평가 결과표

Estimation of Grouting Pressure

NO Title Description Symbol. Equation Value

1 hw the hydraulic head m 8

2 ρw density of water t/m3 1

3 ρr density of rock t/m3 2

4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9.8

5 H depth below ground surface m 40

6 pw groundwater pressure t/m2 8

7 Pg_max maximum grouting pressure MPa p_g<3rho_rgH-2p_w 2.1952

8 Pg_min minimum grouting pressure MPa >3p_w 0.2352

표 5. 팩커의 제거 강도 평가 결과표

Shear Strength of Grout for Removing Packers

NO Title Description Symbol. Equation Value

1 hw the hydraulic head m 2

2 lb the length of the borehole m 10

3 Rt Diameter of borehole mm 105

4 pw groundwater pressure kN/m2 19.6

5 τ shear strength of grout
kPa

tau>P_wR_b/2l_b
0.05145

Pa 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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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입 후 지하수 유입량 검토 및 개발기술의 실효성 검토

주입 후 루전값은 Lu=0.31 이며 지하수 유입량을 평가한

결과 0.19l/min 이다. 주입전 유입량은 6.69l/min 이므로 주

입 후 약 35배정도의 차수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9. 팩커의 제거시간 평가

표 6. 주입 후 루전시험 결과표

구 분 주입 후의 주수시험 평가 결과

결과
DATA

Lu / K · Lu= 0.31 / K = 4.02×10-6 cm/sec

결 과 · 그라우팅 주입결과 차수 및 보강 효과를 확인 하였다.

 

표 7. 주입 후 지하수유입량 평가 결과표

After Grouting Inflow Estimation for the Tunnel

NO Title Description Symbol. Equation Value

1 Lug Lugeon value dm3/m/min grouted rock 0.31

2 Lung Lugeon value dm3/m/min non-grouted rock 25.98

3 Rt the radius of the tunnel m 3.5

4 hw water pressure/water head( in tunnel centre) m 8

5 tg the extension of the grouted zone m 3

6 ξ the skin factor - 0

7 kg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grouted zone m/s Lug.*1.3*10-7 4.03E-08

8 k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rock mass outside m/s Lug.*1.3*10-7 3.3774E-06

9 R
0

the active radius of flow, general=2h m 2h 16

10 Qng application for a non-grouted rock
m3/s

2pikh/((ln(R_o/R_t) +Xi))
0.0001116

dm3/min 6.6986853

11 Qg application for grouted rock
m3/s 2pik_h/(ln(R_t+t_g)/(R_t))+

(k_g/k)*ln(R_o/R_t+t_g)+Xi)

3.2148E-06

dm3/min 0.1928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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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를 이용한 본 현장의 터널 차

수그라우팅 공사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

거로 볼 때 개발된 터널 차수프로그램 및 시공프로세스가

추후 터널 차수 그라우팅 공사에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사료된다(표 6, 표 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터널 차수 그라우팅 시공기술들의 요소

들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정립하여 터

널 차수 그라우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터널 차수 그라우

팅 시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공 프로세스를 포함한

통합 솔류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000현장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론을 다음과 같

이 도출하였다. 

1) 터널 차수그라우팅의 주요내용은 크게 터널 차수그라

우팅 적용구분과 그라우팅재료에 대한 정의, 고수압 조건

의 그라우팅과 지하수유입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암반의

특성인자연구 및 그라우팅 시공시 필요한 요소기술 및 주

입관리기술들로 구성 되며 반드시 시공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2) 터널 차수 시공프로세스 및 차수 프로그램으로 구현 및

제안한 기술은 주입 전 지하수 유입량평가, 절리간격평가

및 재료의 선택, 그라우팅 압력평가, 팩커의 제거강도평가

및 제거시간평가 및 주입 후 지하수 유입량 평가, 주입전후

지하수유입량 비교를 통한 주입효과 평가 등의 기술들이다.

3) 000시험현장의 상황은 주입 전 루전시험에서 측정된

루전값은 Lu=25.98이며 이를 이용하여 주입터널의 지반조

건 및 지하수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하수의 유입

량은 6.69l/min으로 평가되었다. 

4) 본 현장의 프로그램에 의해 검토된 절리간격은 183 µm

이며 재료의 평균입경이 가장 큰 분말도 4000 cm2/g 정도

의 그라우트의 경우 약 17.1 µm이며 분말도 4000 cm2/g 그

라우트(17.1 µm×3) < 183 µm이 되므로 슈퍼셈-4000 혹은

하이브리드 그라우트-4000을 본 현장에 사용하여 주입하

였다. 

5) 본 현장은 지하수의 수두 2 m, 홀의 길이 10 m, 홀의

직경은 105 mm 이며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팩커의 제

거시 필요한 그라우트의 전단강도가 평가되는데 그라우트의

전단강도는 51.45 Pa로 평가 되었다. 점도의 실험에 의한

그라우트의 항복강도가 약 51.45 Pa 정도의 강도가 나오기

까지 시간과 상관관계를 그려보면 대략 3.5~4시간정도 지

나야 팩커를 제거해도 됨을 확인하였으며 이 시간을 본 현

장에 적용하였다. 

6) 본 현장은 주입 후 루전값은 Lu=0.31 이며 지하수 유

입량을 평가한 결과 0.19l/min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입 전

유입량은 6.69l/min 이므로 주입 후 약 35배정도의 차수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 및 프로세

스를 이용한 본 현장의 터널 차수그라우팅 공사가 아주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개발된 터널

차수 시공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이 추후 터널 차수 그라우

팅 공사에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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