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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도심지 지하 교통망 건설 중 터널굴착 공정에 적용하는 차수 그라우팅 공사의 과학적 및 공학적인 이론적 기반 체계적인 시
공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터널 차수그라우팅 공사의 시공품질을 어느 누가 시공을 하더라도 시공품질이 향상
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개선된 터널 차수그라우팅의 주요내용은 크게 터널 차수그라우팅 적용구분과
그라우팅재료에 대한 정의, 지하수 수압조건의 그라우팅과 지하수유입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암반의 특성인자연구 및 그라우팅 시
공시 필요한 요소기술 및 주입관리기술들에 검토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연구의 추세를 살펴보면 이론적 기반 과학 및 공학적인 그라
우팅 분야의 연구가 북유럽국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본, 독일 및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 차수 그라우팅 시공기술들의 요소들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정립하여 터널 차수 그라우팅 시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공 프로세스를 포함한 통합 솔류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용어: 터널, 차수 그라우팅, 그라우팅 시공 프로세스, 역해석, 재료선정방법

ABSTRACT
This study is planned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systematic construction process based on the scientific and engineering theory of the
water-sealing grouting construction applied to the tunnel excavation proces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downtown underground traffic
network, so that the construction quality of the relatively backward domestic tunnel water-sealing grouting construction is improv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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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ly maintained no matter who constructs it. The main contents of the improved tunnel water-sealing grouting can be largely
examined in the classification of tunnel water-sealing grouting application and the definition of grouting materials, the correlation analysis
of groundwater pressure conditions with groundwater inflow,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bedrock, and the element
technologies and injection management techniques required for grouting construction. Looking at the trends in global research, research
in the field of theoretical-based science and engineering grouting is actively progressing in Nordic countries (Sweden, Finland, Norway,
etc.),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lgorithm is established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lements of tunnel water-sealing grouting construction techniques to provide an integrated solution including a construction process that
can effectively construct tunnel water-sealing grouting construction.

Keywords: Tunnel, Water-sealing grouting, Grouting construction process, Inverse analysis, Material selection method

1. 서 론
최근들어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지의 상부교통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도권 교통망을 빠르게 연결할 목적과 구
간별 상시교통지체를 해결할 목적으로 다양한 지하화 교통망 건설사업(GTX노선 건설 및 각종 지하화 교통망 건설 등)이 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도심지 지하화 교통망의 특성상 대부분 구간이 도심지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로 계획되어 있다(Kim et
al., 2021).
현재 터널 굴착공사 중 적용하는 보조공법인 차수·보강 그라우팅 기술은 1세대기술에서 4세대기술까지 현장에서 적용하
고 있는데 1세대 기술은 국내·외 현장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최대주입압력기준, 최소주입량기준 및 최대주입최적기준으로
설명 할 수 있다. 2세대 기술은 댐 그라우팅에 주로 사용하는 GIN-method(Lombardi, 2003)라 불리는 기술이며 3세대 기술
은 시공 전·중 최적의 주입압-주입시간을 계산 할 수 있는 GT-method(Hollmen, 2008)이며 4세대 기술은 이론적 모델기반
알고리즘 그라우팅이라 불리는 RCG method(Kobayashi and Stille, 2008) 및 ROG method(Yaghoobi Rafi, 2010)이다.
본 연구의 개선된 터널 차수그라우팅의 프로세스로 구현한 기술은 3∼4세대 기술을 응용 개발한 기술이다. 구현한 기술은
주입 전 및 후의 지하수 유입량평가, 그라우팅 재료의 선정을 위한 절리간격평가, 터널차수 그라우팅시공에 필요한 그라우팅
주입압력평가기술, 팩커의 제거시간 평가기술 및 주입된 현장시공데이터를 이용한 역해석 재료선정기술은 새롭게 응용 적
용한 기술이다.
본 연구는 00도시철도공사 현장에 개선된 터널 차수그라우팅 프로세스 기술을 차수 그라우팅 시공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그 차수 그라우팅 결과에 의하면 차수성능이 목표기준값을 만족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개선된 기술이
터널 차수그라우팅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그 그라우팅 실제 주입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역해
석에 의한 새로운 주입재료 선정방법을 제안하였다.

2. 개선된 터널 차수그라우팅 시공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개발
개선된 터널 차수그라우팅의 프로세스로 구현한 기술은 주입 전 및 후의 지하수 유입량평가, 그라우팅 재료의 선정을 위한
절리간격평가, 터널차수 그라우팅 시공에 필요한 그라우팅 주입압력평가, 팩커의 제거시간 평가기술이며 이 기술들은 Kim
and Yoo(2018)가 국내 최초 개발한 것을 업데이트한 것이고 주입된 현장시공데이터를 이용한 역해석 재료선정방법은 새롭
게 개발한 기술이다.
기존기술에서는 시공전 현장투수계수시험 및 루전시험을 실시하고 주입중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으며 주입후 주입효과
분석에서도 현장투수계수시험 및 루전시험을 실시하고 작업을 종료한다. 개선된 기술에서는 주입전 현장투수계수시험 및
루전시험결과값을 이용하여 주입전 지하수유입량을 계산할수 있으며 절리간격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주입재료를 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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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주입중에 반드시 필요한 주입압력의 하한값 및 최대값을 평가하여 주입시 지반붕괴, 지반파쇄, 재료미충전, 재료유
출 등을 방지할수 있고 주입이 완료된 후에는 주입재와 지하수압력의 관계를 이용한 팩커의 제거시간을 계산하여 시공품질
을 높일수 있는 주입시간에 주입팩커를 안전하게 제거하며 주입후 현장투수계수시험 및 루전시험을 실시하여 주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시공후 지하수유입량을 계산하여 시공전후의 지하수유입량을 비교하여 터널차수그라우팅 효과를 판단할수
있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improved and existing technologies
Division

Improved Technology

Existing Technology

1. Before Test

1) Water Permeability test
2) Lugeon Test
3) Water Inflowing Evaluation

1) Water Permeability Test
2) Lugeon Test

2. Grouting

1) Grouting Material Selection
2) Hydraulic Aperture of Fracture
3) Grouting Pressure
4) Automatic Injection
5) Packer’s Removing Time

1) Grouting Material Selection
2) Only Injection

3. After Test

1) Water Permeability test
2) Lugeon Test
3) Water Inflowing Evaluation

1) Water Permeability Test
2) Lugeon Test

2.1 지하수 유입량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지하수 유입량은 아래 이론을 이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Wiberg, 1961; Swedish National Road Administration, 1994).
식 (1)은 그라우팅 주입 전 암반에서 사용되고 식 (2)는 그라우팅 후 암반에서 사용된다. 주입 전후의 지하수 유입량은 그라우
팅 전후의 효과를 판정 할 수 있다. Fig. 1은 주입 전 지하수 유입량 이론을 이용한 프로그램 구현화면이다. Fig. 2는 주입 후
지하수 유입량 이론을 이용한 프로그램 구현화면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언어는 C#.Net/Basic.Net/C++
(Visual Studio)이며 최신 OS(WINDOWS 7/10/NT)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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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터널에 유입량(  )
=

그라우팅 된 영역 밖에서 암반의 수리전도도(m/s)

 = 그라우팅 된 영역에서의 수리전도도(m/s)
 = 터널 중심에서 물의 수두로서 물의 압력으로 표현됨(m)
 = 터널의 반경(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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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하는 물의 반경(m), 일반적으로  로 예측함
 = 그라우트존의 범위(m)
=

접촉 상수(the skin factor)(-)

Fig. 1. Evaluation of the inflow of groundwater before
injection

Fig. 2. Evaluation of groundwater inflow after injection

2.2 절리간격 평가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절리간격 평가는 아래 식 (3)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Sisavath et al., 2003; Eloranta, 2007; Fransson, 2001). 절리의
간격 평가결과는 재료의 선정방법에 사용된다. Fig. 3은 절리간격 평가 프로그램을 구현한 화면이다.

 




여기서,  =




 


(3)

침투계수(  )

 = 절리의 수리적 간격(m)
=

중력 가속도(   )

 =

물의 동 점성(Pas)

 =

물의 밀도(  )

2.3 절리간격에 따른 재료의 선정 방법
시멘트재료의 평균입경분포크기(  )는 상기 식 (3)을 이용하여 평가한 절리간격 평가값(b)보다 3배정도 적어야 한다
(Bergman et al., 1970; Tolppanen and Syrjanen, 2003; K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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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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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라우팅 압력 평가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그라우팅 압력(  )은 아래 식 (5)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다(Brantberger et al., 2001; Egger, 1974; Houlsby, 1990; Warner,
2004; Gustafson and Stille, 2005). Fig. 4는 그라우팅 압력 평가 프로그램을 구현한 화면이다.
 ≤    

(5)

여기서,  = 그라우팅 압력(Pa)
 = 지하수위 압력(Pa)
 = 암반의 밀도(  )

g = 중력 가속도(   )
H = 지표면아래로의 깊이(m)

Fig. 3. Hydraulic Aperture of Fracture Evaluation

Fig. 4. Grouting Pressure Assessment Program

2.5 팩커의 제거강도 평가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팩커의 제거시 필요한 그라우트의 전단강도는 아래 식 (6)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다(Axelsson, 2006). 팩커의 제거강도 평가
및 팩커의 제거시간 평가 프로그램을 구현한 화면은 Fig. 5 및 Fig. 6과 같다.
  
≥ 


(6)

여기서,  = 지하수 압력(Pa)
 = 천공홀의 길이(m)
 = 천공홀의 반경(m)
=

그라우트의 전단응력(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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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valuation of the removal strength of the packer

Fig. 6. Evaluation of removal time of packer

2.6 역해석에 적용된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역해석에 의한 재료선정기술은 그라우팅 주입예상시간평가 이론을 응용하여 사용한다(Gustafson and Stille, 2005). 식
(7)은 1차원에서의 주입예상시간 평가 이론이며 식 (8)은 2차원에서의 주입예상시간 평가 이론이다. Fig. 7는 역해석에 이용
된 프로그램 구현 화면이다.

    
  

(7)


    

 

(8)


여기서,   
  
 = 상대적 침투길이
 = 상대적 그라우팅 시간

Fig. 7. An estimated injection time evaluation program used in inve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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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된 터널 차수그라우팅 기술 적용 및 역해석에 의한 새로운 재료선정
3.1 적용현장 현황 및 시공계획
본 시험시공은 00도시철도 0호선 건설공사(0공구) 중 도심지 지상에서 터널굴착 암반층영역 차수그라우팅 공사 테스트
베드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함으로서 터널 굴착 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수 유입에 대하여 방지함으로서 본 공사의 작업효율
및 안정성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험시공의 그라우팅 주입홀 간격은 C.T.C = 0.5 m 및 홀 길이는 L = 12.0 m이다.
시험 홀은 총 3공을 삼각형 배열로 천공하였으며 2홀은 주입 전 검사 홀(PH) 및 시험 홀 1개의 홀은 시공 후 확인 홀(CH)로
계획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홀은 No. H39번 홀이다. Fig. 8은 본 현장의 전체계획도면이다.

Fig. 8. Test construction plan drawing and No.H39 location drawing

3.2 주입 전 지하수유입량 평가
주입 전 루전시험에서 측정된 평균 루전값은 Lu = 18.56(투수계수 환산: 2.02×10-4 cm/sec)이며 이를 이용하여 주입터널
의 지반조건 및 지하수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하수의 유입량은 5.78 L/min(지하수 높이; 12.5 m)으로 평가되었다
(Table 2).
Table 2. Evaluation result table of groundwater inflow before injection
Before Grouting Inflow Estimation for the Tunnel
NO

Title

Description
Lugeon value

Symbol.
3

dm /m/min

Equation

Value

non-grouted rock

18.56

1

Lug_k

2

R_t

the radius of the tunnel

m

3.5

3

h

water pressure/water head (in tunnel centre)

m

12.5

4

Xi

the skin factor

-

0
-7

5

k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rock mass outside

m/s

Lug.*1.3*10

2.4128E-06

6

R_o

the active radius of flow, general = 2 h

m

2h

25

3

7

Q_w

application for a non-grouted rock

m /s
d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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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9633
5.780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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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의 터널 내 지하수의 허용유입량은 50 L/min/터널100 m 이하이므로 대략 터널 100 m당 대략 10개 막장에서 지하
수가 유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약 57.8 l/min의 지하수가 유입되어 차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투수계수로 환산한 수치
(2.02×10-4 cm/sec)를 검토했을 때에도 주입지반이 그라우팅 차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다.

3.3 절리의 간격 평가 및 재료의 선정
절리의 간격을 평가하기위해 주입 전 측정된 루전값이 이용된다. 루전값은 Lu = 18.59이며 절리의 간격을 구하기 위한 프
로그램에 입력한 결과 절리간격은 164 μm로 평가되었다(Table 3). 절리의 간격은 주입재료의 입경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한 요소인자이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평균입경이 절리의 간격에 비하여 1/3정도 작아야 재료의 침투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현장의 절리의 간격은 164 μm이며 평균입경이 가장 큰 분말도 4000 cm2/g정도의 그라우트의 경우 약 17.1 μm이며
분말도 4000 cm2/g 그라우트(17.1 μm×3) < 164 μm이 되므로 분말도 4000 cm2/g 그라우팅 재료를 본 현장에 사용하였다.
Table 3. Interval Evaluation Results Table for Hydraulic Aperture of Fracture
Hydraulic Aperture of Fracture
NO
1

Title

Description

Symbol.
3

Value

non-grouted rock

18.59

Lug_k

Lugeon value

2

d

the thickness of the formation

m

1.5

3

rho_w

density of water

t/m3

1

dynamic viscosity of water

2

0.000001

4

eta_w

5

dm /m/min

Equation

m /s
2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

6

k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rock mass

m/s

Lug.*1.3*10^-a

2.4167E-06

7

T

transmissivity

m2/s

kd

3.2505E-06

8

bhydr.

hydraulic aperture of fracture

9.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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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m

0.000164345
164.3449602

3.4 그라우팅 압력의 평가
본 현장에 적합한 그라우팅 압력은 최소 3.6 kg/cm2(0.36 MPa)에서 최대 21 kg/cm2(2.1 MPa)까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
어 시험시공에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Table 4).
Table 4. Grouting Pressure Assessment Results Table
Estimation fo Grouting Pressure
NO

Title

Description

Symbol.

1

h_w

the hydraulic head

m

2
3

rho_w
rho_r

density of water
density of rock

Equation

Value
12.5

3

1

3

2

2

t/m
t/m

4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

9.8

5

H

depth below ground surface

m

40
2

6

p_w

groundwater

t/m

7

p_g_max

maximum grouting pressure

MPa

p_g<3rho_rgH-2p_w

2.107

8

p_g_min

minimum grouting pressure

MPa

>3p_w

0.367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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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팩커의 제거 시간 평가
팩커의 제거시간을 평가하기위해서는 팩커의 제거를 위한 그라우트의 전단강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여야 한다. 팩커
를 제거하여도 이상이 없는 상태의 그라우트의 저항강도라고 할 수 있다. 평가에 필요한 지반 및 그라우팅 시공에 필요한 인
자 중 본 현장의 지하수의 수두 12.5 m, 홀의 길이 12 m, 홀의 직경은 105 mm이며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그 결과값이 평
가되는데 그라우트의 전단강도는 267 Pa로 평가되었다(Table 5). 점도의 실험에 의한 그라우트의 항복강도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작성하면 아래 Fig. 9와 같으며 항복강도가 약 267 Pa 정도의 강도가 나오기까지 시간과 상관관계를 그려보면 대략
4.5~5시간정도 지나야 팩커를 제거해도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본 현장에 필요한 팩커의 제거시간은 약
4.5~5시간 후에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였다.
Table 5. Packer Removal Strength Assessment Results Table
Shear Strength of Grout for Removing Packers
NO

Title

Description

Symbol.

1

h_w

the hydraulic head

m

12.5

2

l_b

the length of the borehole

m

12

3

R_D

Diameter of borehole

mm

4
5
6

R_b
p_w
Tau

the radius of borehole
groundwater pressure
shear strength of grout

Equation

Value

105
-3

m

R_D/2 *10
2

0.0525

kN/m

122.5

kPa

0.26796875

Pa

tau>P_wR_b/2l_b

267.96875

Fig. 9. Evaluation Graph of removal time of packer

3.6 주입 후 지하수 유입량 검토 및 개발기술의 실효성 검토
주입 후 루전값은 Lu = 3.12이며 지하수 유입량을 평가한 결과 2.25 l/min 이다. 주입전 유입량은 5.78 l/min 이므로 주입
후 약 2.25배정도의 차수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선된 터널차수 그라우팅 프로세스를 이용한 본 현장의 터널 차수
그라우팅 공사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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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valuation result table of groundwater inflow after injection
After Grouting Inflow Estimation for the Tunnel
NO

Title

Description

Symbol.
3

Equation

Value

1

Lug_k_g

Lugeon value

dm /m/min

grouted rock

3.12

2

Lug_k

Lugeon value

dm3/m/min

non-grouted rock

18.56

3

R_t

the radius of the tunnel

m

3.5

4

h

water pressure/water head( in tunnel centre)

m

12.5

5

t_g

the extension of the grouted zone

m

3

6

Xi

the skin factor

-

7

k_g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grouted zone

m/s

Lug.*1.3*10-7

4.056E-07

0

8

k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rock mass outside

m/s

Lug.*1.3*10-7

2.4128E-06

9

R_o

the active radius of flow, general = 2 h

m

2h

25

3

10
11

Q_w
Q_g

application for a non-grouted rock
application for grouted rock

m /s
3

dm /min
m3/s
3

dm /min

2pikh/((ln(R_o/R_t) +Xi))
2pik_h/(ln(R_t+t_g)/(R_t))+
(k_g/k)*ln(R_o/R_t+t_g)+Xi)

9.6334E-05
5.78007918
3.7658E-05
2.2594979

3.7 역해석을 이용한 새로운 재료선정방법 제안
역해석에는 실제 주입된 주입차트를 이용한다. 실주입챠트를 P∼q∼t chart라고 하며 역해석에 사용될 데이터는 재료의
점도, 주입압력, 주입시간 등이다. H29번 홀 주입심도 G.L-13.6 m∼G,L-17.0 m 구간의 주입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7). Fig. 10은 주입예상시간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산범위 1.5 m, 주입시간 43분이 나올때까지 시뮬레이션한
그래프이다.
Table 7. Actual injection P~q~t chart of Borehole No. H39
Injection No. H39 (CH-2)

Boring Depth: G.L-0.0 m ∼ G,L-17.0 m
Injection Depth: G.L-13.6 m ∼ G,L-17.0 m

Injection Time: 43 min
Injection Quantity: 1,89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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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ffusion Width-Injection Estimated Time Simulation Graph

역해석에서 사용된 실제 주입데이터는 재료의 점도 10 mPas, 재료의 항복강도 1 Pa, 평균주입압력 0.5 MPa(5 kg/cm2), 주
입시간 43분(실제 주입된 시간)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알고자하는 값은 절리의 간격이다. 그 결과값은 26.95 μm으로 해석되
었다(Fig. 11). 앞장의 루전값을 이용해 계산된 현장의 절리간격(164 μm)과 역해석에 의해 계산된 절리간격(26.95 μm)이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루전시험값은 순수한 물(Pure water)을 사용하여 시험한 값이고 역해석에서 계산된 값은 시공
시 적용한 시멘트-물을 배합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소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11. Inverse Analysis Results Derived Screen

일반적으로 주입재료의 평균입경이 절리간격보다 3배정도 작아야 그라우팅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된다고 여러 연구자들
이 제안하고 있다(Bergman et al., 1970; Tolppanen and Syrjanen, 2003; Kim and Yoo, 2018). Fig. 12는 주입재료의 분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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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평균입경을 알 수 있는 그래프이다. 역해석에서 구한 절리의 간격은 26.95 μm이므로 분말도 4000 cm2/g, 분말도
6000 cm2/g은 적용될 수 없다. 평균입경이 4.2 μm인 분말도 8000 cm2/g 재료만 가능하므로 본 홀 혹은 본시공에서는 분말도
8000 cm2/g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주입성능을 발휘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추후 다양한 그라우팅
현장에 시공전 시험시공시 재료의 역해석에 의한 정밀한 방법에 의한 선정방법을 본시공시에 이용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Fig. 12. Average particle size according to the degree of powder in the injection material

4. 결 론
본 연구는 개선된 터널 차수그라우팅 프로세스를 이용한 현장적용 및 현장에 적용된 자료를 이용한 역해석에 의한 시험시
공 및 본 시공에 적용하기 위한 재료선정 연구로서 최초 버전(Kim and Yoo, 2018)에서 개발된 프로세스의 일부 오류를 개선
하여 시험시공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그 시공결과를 이용하여 역해석에 의한 새로운 재료선정방법을 제안하였다.
(1) 개선된 터널 차수 시공프로세스의 요소기술은 주입 전 지하수 유입량평가, 절리간격평가 및 재료의 선택, 그라우팅 압
력평가, 팩커의 제거강도평가 및 제거시간평가 및 주입 후 지하수 유입량 평가, 주입전후 지하수유입량 비교를 통한
주입효과 평가 및 역해석에 의한 재료선정방법 기술이다.
(2) 현장시험현장의 상황은 주입 전 루전시험에서 측정된 루전값은 Lu = 18.56이며 이를 이용하여 주입터널의 지반조건
및 지하수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하수의 유입량은 5.78 l/min으로 평가되어 그라우팅에 의한 차수시공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본 현장은 주입 후 루전값은 Lu = 3.12이며 지하수 유입량을 평가한 결과 2.25 L/min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입 전 유입
량은 5.78 L/min이므로 주입 후 약 2.5배정도의 차수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선된 터널차수 시공 프로세스
를 이용한 차수 그라우팅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실제 시공된 재료는 분말도 4000 cm2/g을 적용하였지만, 역해석에 의하면 절리의 간격이 다소 작게 평가되어 분말도
8000 cm2/g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그라우팅 현장에 시공전 시험시공시 재료의 역해석에
의한 정밀한 방법에 의한 선정방법을 본시공시에 이용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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