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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자갈층에서 터널시공을 위한 굴착 전 그라우팅 보강 사례

김치환*

Pre-reinforcing Grouting a Sand Gravel Layer for Tunnelling

Cheehwan Kim*

Abstract Pre-reinforcement with umbrella arch grouting is conducted around a tunnel where a portion of the upper 

part of the tunnel is located in a sand and gravel layer. Surroundings of a first tunnel situated below groundwater 

table are reinforced with LW or SSM that is composed of ultra-fine cement and injected into multi-stages through 

large diameter steel pipes. With them, a first tunnel is safely excavated without both leaking of groundwater and 

fallings of sand and gravel from the arch. A second tunnel where groundwater is drained down to the bedrock 

is reinforced with jet grouting. The effect of the pre-grouting reinforcement is monitored by checking whether 

groundwater is dripping or sand or gravel is falling from the arch of the tunnels.

Key words Sand and gravel layer, Multi stage grouting through large diameter steel pipe, Jet grouting, LW injection 

volume, SSM injection volume

초  록 터널의 윗부분이 모래자갈인 지층에서 터널을 시공하기 위하여 터널천정부를 그라우팅으로 굴착 전에 

미리 보강하였다. 지하수가 있는 구간에서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LW 혹은 초미립자시멘트의 SSM을 주입하여 

지하수 유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모래자갈층의 강도를 높여 터널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었다. 지하수가 배수되

어 버린 구간에서는 제트그라우팅으로 보강한 후 터널을 시공하였다. 그라우팅 주입 후의 보강효과는 터널굴착 

중 지하수의 유출 여부와 터널천정의 모래자갈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탈락하는지 여부로 확인하였다.

핵심어 모래자갈층, 강관다단그라우팅, 제트그라우팅, LW 주입량, SSM 주입량 

1. 서 론

지하철과 같은 길이가 긴 구조물은 양호한 지반 만을 

선택하여 노선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지반일지

라도 터널을 시공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 때로는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터널

의 심도를 최소화함에 따라 지표면 가까운 느슨한 흙 

속에 터널을 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보강하

지 않은 자연상태의 지반은 터널을 시공할 수 없을 정

도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터널구조물을 유지하고 터

널작업 중 안전을 위하여 지반의 강도를 높이고 투수성

을 낮추는 처리과정을 거친 후 터널을 굴착해야만 한다. 

연약한 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은 치환공법, 압밀배수공

법, 다짐공법, 동결공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터널시

공을 위한 개량공법은 그라우팅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라우팅 주입재료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경제적

이고 강도개선효과가 큰 시멘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수위가 높은 모래자갈의 충적층을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강할 때 주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용하였던 여러 대처방법과 지하수가 배수된 모

래자갈층에서 제트 그라우팅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먼저 연약지반 개량과 관련하여 그라우팅에 대한 연

구보고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목공법연구회

(1999)와 천병식(2005)은 일반적인 그라우팅의 종류와 

특성 및 주입 시 유효반경, 주입압력 등의 이론과 계산

을 연구 보고하였다. 그 외 사질토에서의 그라우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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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관련하여 시멘트 그라우팅 주입성을 입자의 크기, 

상대밀도, 실트와 점토 함유량, 물시멘트비율, 주입압력

을 변화시켜 연구하여 위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주입

성에 대한 새로운 식을 제시한 연구(Suat and Ahmet 

2002), 지반의 투수계수를 기준으로 투수계수가 5×10
-5 

cm/sec 보다 작을 때는 주입재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

을 것을 제안하였고 또 세립토의 양이 6% 이상이면 시

멘트그라우팅은 주입압이 높더라도 주입이 멈추는 것

을 보고한 연구(Littlejohn 1985), 흙과 주입재의 입자 

크기만을 비교하여 주입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

나 마이크로시멘트에 대하여 간극비, 세립토의 양, 균등

계수, 곡율계수, 물-시멘트 비율을 고려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주입성을 보고한 연구(Liao et al 2011), 사질

토에서 주입에 따라 발생하는 여과작용을 공극율, 주입

농도를 고려해 시간경과와 흐름에 따라 해석적으로 또 

수치해석적으로 보고한 연구(Maghous et al 2007), 주

입재의 입자 크기와 균열 틈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여과작용으로 인해 주입이 안되는 현상을 보고한 연구

(Daniel and Håkan 2008), 주입이 멈추는 원인을 주입

재와 간극의 크기를 비교하여 균열 틈의 막힘, 여과현

상, 주입압의 부족의 3가지로 분류하여 보고한 연구

(Axelssonet et al 2009), 에폭시레진 주입 후 지반의 강

도와 투수계수 등이 개선･변화된 것을 측정･보고한 사

례가 있고(Anagnostopoulos et al 2011), 심도 8~20 m

의 자갈층을 보통시멘트와 미립자시멘트 그라우팅과 

30 cm간격의 파이프루프로 보강한 후 터널을 시공한 

사례가 있다(Chen and Hsieh 1996).

또 제트그라우팅에 대한 연구로는 제트그라우팅의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잉간극수압, 연직방향변위와 

수평방향변위를 계측한 것(Imanishi and Yamauchi 

1996), 사질토에서 제트그라우팅으로 보강 후 천반터널

을 시공한 결과 지표침하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음을 

보고한 연구(Coulter and Martin 2004, 2006), 유한요

소법으로 제트그라우팅에 의해 지표침하 감소효과와 

주입공의 간격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였으며(Christian 

et al 2004), 제트그라우팅 주입 후 강도의 증가는 주입

압력이 아니라 주입량에 따라 나타났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Babak and Morteza 2009).

국내에서도 그라우팅 시공 중 주입압과 주입량의 변

화를 주입 중 자동측정하여 주입을 조정한 연구 보고

(Chun et al 2008)와 그라우팅으로 지반을 보강한 후 

터널을 시공한 연구로 저심도의 한강 사질충적층에서 

그라우팅과 미니파이프루프 공법으로 터널을 시공한 

사례(Chun and Chung et al 1996), 심도 12 m 청계천 

부근 모래충적층에서 여러 종류의 그라우팅으로 보강 

후 지하철 터널을 시공한 것을 보고한 사례가 있다(Chun 

and Choi et al 1996).

이번 논문은 저심도 터널의 천정부가 지하수위가 높

은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도록 시공하였을 때 그 부분을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과 제트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

강한 후 터널을 안전하게 시공한 사례를 보고한 것이다. 

저심도 풍화암에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강한 터널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보고한 바 있으나(Kim 2005, 2010, 

2013a, 2013b, 2013c; 대림산업주식회사 2006), 이번 

모래자갈층은 풍화암과 다르게 입자 사이의 강도는 더 

작고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터널을 굴착할 때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또 이와 같은 모래자갈층에서 터널의 

심도마저 얕아 지반의 느슨함으로 인하여 터널시공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더욱이 일부 구간의 터널 직상부

에는 빌딩들이 있고 지상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터널을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 따

라서 몇 차례의 시행단계를 거쳐 모래자갈층을 성공적

으로 보강한 그라우팅 방법인 LW와 SSM으로 주입한 

강관다단그라우팅 시공방법과 제트그라우팅 공법에 대

한 경험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곳은 

서울지하철 9호선 노선 중 하나인 918공구이다. 이 공

구에 대한 시공과 계측사례를 보고(Kim 2015a, 2015b)

한 바 있고 이번에는 그라우팅보강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지하철 918공구의 위치와 노선도는 참고문헌(서

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b)에서 볼 수 있다.

2. 지형과 지질

본 공구는 한강변 남측부 노선의 일부 구간인데 옛 

하천인 송파강의 모래와 자갈층을 매립하여 현재의 지

형이 되었다. Fig. 1은 본 공구 시추공 내에서 촬영한 

자갈과 모래를 보인 것이다. 더 상세한 지형과 지질의 

특성은 참고문헌(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a, 

Kim 2015a, 2015b)에 서술되어 있다.

3. 모래자갈층의 공학적 특성

시추조사 때 채취한 흙을 통일분류법(USCS)으로 분

류하면 점토인 CL, 모래인 SP-SM, SP, SM, 자갈인 

GP, GW이었다. 점토의 비중은 2.68~2.69, 함수비는 

26.6~29.7%이고 액성한계는 34~38%, 소성한계는 21.8~ 

23.4%이었다. 모래의 비중은 2.64~2.65, 함수비는 5.9~ 

27.3%이었다. 또 자갈의 비중은 2.64~2.65 함수비는 

5.9~12.3%이었다. Fig. 2는 채취한 흙의 입도분포를 보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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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 of sand (background) and gravel (irregular 
filled shape)taken in a borehole (서울특별시도시기

반시설본부 2011a)

(a) Clay

(b) Sand

(c) Gravel

Fig. 2. Soil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s (서울특별시도시기

반시설본부 2011a)

Fig. 3. Longitudinal section of both the geology and tunnels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b)

본 공구 터널구간에서 매립층 두께는 1~3.6 m, 그 하

부에 충적층의 두께는 9~23 m이다. 그라우팅을 주입한 

충적층은 자갈섞인 모래, 모래섞인 자갈이 느슨~매우조

밀 상태로 표준관입시험값은 5~50회의 타격변화에 약 

1~3 cm 관입될 정도였다.

지표면 아래 약 7.1~8.6 m에서 지하수위가 측정되었

다. 지반의 투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위강하법, 수압

시험법, 순간충격시험법과 양수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

였는데 모래충적층의 투수계수는 약 1.59×10
-4

~3.34× 

10
-3 

cm/sec, 자갈충적층은 약 2.14×10
-4
~9.04×10

-3 
cm/sec 

풍화토에서 약 2.57×10
-4

~1.17×10
-3 

cm/sec이었다. 순간

충격시험으로 구한 투수계수는 약 1.09×10
-4

~3.22×10
-3 

cm/sec이었다. 암반은 절리와 무결암이 혼재된 특성상 

측정된 투수계수의 범위가 크게 나타났고 투수계수는 

약 6.89×10
-3

~6.91×10
-7 

cm/sec이었다.

더 상세한 토층두께와 공학적 특성은 참고문헌(서울

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a, Kim 2015a, 2015b)에 

보고되어 있다.

4. 터널단면과 보강방법

터널은 Fig. 3의 종단도에서 왼쪽부분과 개착구간을 

지나 오른쪽의 2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를 터널 1

과 터널 2로 구분하였다. 터널단면은 각각 Fig. 4, Fig. 5

와 같다. 지표에서 터널 천단부까지의 심도는 약 20m인

데 기반암까지의 깊이도 약 20 m 내외이므로 1 터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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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 (a) A cross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s of the first tunnel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b)
(b) A longitudinal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s of the first tunnel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b)

                          (a)                                            (b)

Fig. 5. (a) Cross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 of a second tunnel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b)
(b) Longitudinal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s of a second tunnel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b)

천정부는 종단상 충적층과 기반암의 토층경계을 위아

래로 넘나들므로 Fig. 3에서 BH3~BH5 사이 구간처럼 

터널의 천정부가 충적층일 경우가 있었다. 충적층은 점

착력이 없는 모래와 자갈이므로 강도가 극히 작다. 또 

지하수위가 높아 터널을 굴착하는 순간 모래가 지하수

와 함께 천정에서 떨어지므로 이를 막는 보강공법을 해

야 하였다. 또 2 터널에서는 충적층과 두꺼워 기반암과

의 경계선이 터널천단에서 약 1~3 m 아래에 나타나 1 

터널보다 더 넓은 부분을 굴착 전 보강하여야 했다. 

즉 터널굴착 중 터널천정부에서 지하수와 함께 모래

자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막장의 전

방 천정부를 굴착하기 전에 미리 보강하였는데 터널막

장 전방 천정부를 보강하는 여러 공법(Nam et al 2002; 

Nam 2002) 중 1 터널은 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으로 2 

터널은 제트그라우팅공법으로 보강하였다. 

1 터널의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은 터널을 굴진하기 

전에 터널막장 전방 천정부에 강관을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배열한 후 강관 내에서 여러 개의 짧은 주입구간

으로 나누어 높은 주입압력으로 그라우팅하는 공법이

다. Fig. 4는 1 터널의 횡단과 종단상의 보강도인데 터

널 아치부에 지름 114 mm, 길이 12 m의 강관을 횡간

격 약 30~50 cm로 4 m 굴진할 때마다 재보강한 결과 

단면상 3겹의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터널천정부를 보

강한 것이다. Fig. 5는 2 터널의 제트그라우팅 보강도이

다. 제트그라우팅 공법은 터널을 굴진하기 전에 터널막

장 전방 천정부에서 시멘트계주입재를 고압분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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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nd and gravel falling in a first tunnel face
(after Kim 2015a)

(b) Magnified view of sand and gravel layer on 
a first tunnel face (after Kim 2015a)

(c) Small funnel in a first tunnel arch 
after LW grouting (after Kim 2015a)

(d) Groundwater falling in the first tunnel even 
after LW grouting (after Kim 2015a)

(e) No groundwater leaking after SSM injection in 

the first tunnel (after Kim 2015a)

Fig. 6. 

강관을 천공삽입하고 그 내부를 통하여 그라우팅하는 

공법이다. 터널 아치부에 지름 114 mm, 길이 12 m의 

강관을 횡간격 60 cm로 6 m 굴진할 때마다 보강한 결

과 2겹의 제트그라우팅으로 터널천정부를 보강한 것이

다. 두 공법으로 터널천정부를 미리 보강한 후 굴착할 

때에는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보강하였다. 보강한 숏크

리트 두께는 20~25 cm, 록볼트 길이는 4 m, 간격은 1 m

를 표준으로 시공하였다(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b).

5. 그라우팅 작업과 보강효과

2개의 터널 중 굴착 전 터널천정부를 강관다단그라우

팅으로 보강한 1 터널의 그라우팅보강 작업과 그 효과

를 먼저 서술한다.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공하는 

그라우팅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그

에 대한 대응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여 향후에 시

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시공 

중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강관다단그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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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W and SSM injection volume per hole 

을 위하여 강관을 약 50 cm 횡간격으로 설치하였는데 

천공한 후 롯드를 빼면 공 주변의 모래가 함몰되고 공

이 막혀 강관을 삽입할 수 없으므로 천공과 동시에 강

관이 삽입되는 자천공으로 시공하였다. 시공 초기단계

에서는 강관을 2열로 배치하였다. 처음에는 주입재로 

시멘트를 사용하여 약 20 kg/cm
2
의 압력으로 주입하였

다.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멘트만 주입하여 보강효과

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멘트만의 주입으로는 지하수 

유입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차츰 LW도 혼용하였다. 즉 

그라우팅의 주입재는 시멘트 현탁액과 LW로 구성하였

다. 시멘트 현탁액의 조성은 물시멘트비가 1.68로 시멘

트 500 Kg에 물을 800L를 혼합하여 1000 L가 되는 비

율로 만들었다. 또 LW는 A액과 B액으로 나누어져 있

다. A액의 조성은 규산 250 L, 물 250 L를 혼합하여 

500 L로, B액은 시멘트 250 Kg, 물 420 L를 혼합하여 

500 L가 되는 비율로 만들었다. LW주입시공 초기단계

에서는 시멘트현탁액 주입을 100% 혹은 시멘트현탁액 

주입을 70%로 LW주입을 30%로 하였다. 주입되는 그

라우팅 양은 주입공의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주입단면

에 따라 주입효과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그라우팅으

로 보강을 마쳤는데도 터널천정부를 굴착할 때 강관과 

강관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지하수의 유출과 함께 모래

와 자갈이 연속적으로 떨어졌고 이를 막기 위하여 굴착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숏크리트로 보강하였다. 그러나 

지하수와 함께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모래 때문에 숏크

리트가 쉽게 부착되지 않아 보강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

렸다. 그 결과 터널주변 지반의 손실과 더딘 시공작업

으로 터널의 변형과 지표침하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터널과 지상건물의 안정과 터

널 내 작업의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보강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라우팅으로 보강한 모래자갈층의 강관들 사이에서 

모래가 떨어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관의 간격을 

50 cm에서 약 35 cm 이내로 좁게 설치하고 주입재의 

비율을 시멘트현탁액 50%, LW 50%로 LW비율을 높

여 주입하였다. 그 결과 강관들 사이에서 지하수와 모

래입자가 떨어지는 것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좀 더 개

선이 필요하였다. 즉 주입압은 20 kg/cm
2
까지 상승할 

때까지 혹은 더 이상 주입되지 않을 때까지 주입하였으

나 지하수 유입과 모래자갈의 낙하 현상이 육안상 뚜렷

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6(a)와 (b)

는 LW주입 후 굴착한 터널 막장면 사진으로 (a)는 터

널천정부에 모래자갈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는 상

태이고 (b)는 터널 천정부 모래자갈층을 확대한 것이다. 

다음 단계의 개선방안으로 터널천정부 주변에 그라우

팅 주입두께를 늘리기 위하여 강관을 2열에서 3열로 증

열하고 LW를 주입하였다. 강관의 열수를 3열로 증가시

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의 빌딩지역 하부를 굴착할 

때에 LW그라우팅으로 보강한 곳에서 굴착과 숏크리트 

보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하수가 쏟아졌다. 강관을 3

열로 하여 주입두께를 늘려 LW로 주입 보강하였지만 

지하수와 함께 떨어지는 모래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자

갈과 큰 조약돌도 함께 낙하하면서 강관들 사이로 공극

이 점점 확대되고 깊고 길어져 세 번째열의 강관이 설

치된 깊이까지 확장된 일도 있었다. 이때는 작업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강관 사이로 지하수 용출이 

과다한 곳은 우레탄공법으로 추가 보강하여 지하수 용

출을 막고 충적층도 보호하였다. Fig. 6(c)는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강관 사이의 모래자갈이 함께 쓸려 천정이 

함몰된 상태를, Fig. 6(d)는 주입보강에도 불구하고 지

하수가 폭포처럼 다량 쏟아지는 상태를 보인 것이다.

Fig. 7은 강관다단그라우팅에서 주입작업을 한 터널

막장의 위치에 따라 주입된 그라우팅 양을 보인 것이다. 

Fig. 7에서 터널을 시공하기 시작한 곳은 32710이고 32520 

방향으로 굴진하였다. Fig. 7에서 32710에서 32620까

지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은 주로 LW를 주입한 구간으

로 주입공당 주입량이 점차 증가하였음에도 예상한 정

도의 주입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높은 그라우팅 주입

압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유출되고 모래자갈이 서로 

부착되지 않고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때 주입재인 시

멘트의 입자가 모래자갈층의 공극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크고 또 세립토가 섞여 클로깅(clogging)이나 여과

작용에 때문에 효과적인 주입이 되지 못 한 것으로 판단

하여 주입재를 입자가 더 작은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터널보강을 위한 주입효과를 더 높이기 위하여 입자

가 더 작은 주입재로 바꾼 것은 초미립자시멘트 SSM(soil 

multi improvement silica sol grouting method)이었다. 



모래자갈층에서 터널시공을 위한 굴착 전 그라우팅 보강 사례472

Fig. 8. Jet grouting injection volume per hole in 2nd step

Fig. 9. Sand and gravel layer after jet grouting in the second 
tunnel (after Kim 2015a)

SSM은 강알칼리의 물유리 성분에서 알칼리를 제거하

고, 산성영역에서 실리카졸을 주입하여 물유리의 약점

인 용탈현상을 제거하고, 초미립자시멘트를 사용하여 

작은 공극에도 주입될 수 있도록 침투성을 향상시킴으

로써 지반의 강도를 높이고 투수성을 낮추면서도 내구

성이 좋은 고결체를 형성하게 된다. SSM도 A액과 B액

으로 나누어져 있다. A액의 조성은 규산 18 L, 물 176 L

에 경화제인 기류산을 6 L 혼합하여 200 L로, B액은 

SSM-R 6 Kg, SSM-O 80 Kg, 물 172 L를 혼합하여 

200 L가 되는 비율로 조제하였다. 주입방법은 1.5shot 

방식인 LW와 달리 고결시간이 짧아 2shot 방식으로 주

입한다. 주입공당 주입량을 비교한 Fig. 9에서 원형표시

는 SSM으로 주입한 곳인데 LW 최대 주입량 보다 최고 

약 70% 더 주입된 것을 알 수 있다. SSM으로 7회 주입

보강한 후 32591에서 32575 구간을 다시 LW로 주입

하였으나 이때 주입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SSM으로 주입재를 바꾸어 3회 더 보강하면서 터널을 

시공하였다. SSM으로 시공하였을 때 그라우팅의 주입

량이 증가한 결과 지하수 유출이 거의 없고 모래입자가 

떨어져 탈락하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터널천정부

를 굴착할 때에도 강관과 강관 사이에 있는 모래와 자

갈이 서로 부착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Fig. 6의 (e)는 

SSM으로 주입보강한 후 터널을 굴진하였을 때 나타난 

터널의 굴착면을 보인 것이다. 터널천정부에 노출된 강

관 사이의 모래자갈이 견고하게 서로 부착되어 있고 강

관과 지반이 밀착된 상태에서 지하수도 유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입방법으로 보강한 후 빌

딩이 있는 사유지 하부구간의 터널을 굴진･통과하였다. 

위의 시행착오에 따르면 터널현장에서 그라우팅공법으

로 터널을 보강할 때에는 주입효과를 알기 위한 시험이 

어려우므로 주입량을 기준으로 보강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즉 주입량이 증가하면 지반의 작

은 간극에도 주입재가 침투하여 보강효과가 높을 것인

데 주입량을 증가시키려면 주입재의 입자가 작아야 하

기 때문이다. 주입재의 입자가 크면 주입압력을 일정하

게 유지할 경우 주입량 증가 없이 지하수는 계속해서 

유입되었다. 주입재의 입자가 큰 상태에서 주입량을 높

이기 위하여 주입압을 높이게 되면 수압파쇄가 발생하

고 지반은 더 약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입압을 높일 

수 없는 경우에는 주입재의 입자가 작은 것으로 주입하

여야 할 것이다. 주입의 효과는 Fig.7의 주입량과 Fig. 

6(d), Fig.6(e) 비교에서 보듯이 지하수가 더 이상 유입

되지 않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그라우팅 비용

을 절약하려고 주입재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하여 공

기가 더 늘어났고 작업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제트그라우팅으로 보강한 2터널의 사례이다. 

2 터널은 모래자갈의 충적층이 1 터널보다 두꺼워 터널

상반의 중간높이 부분에서 기반암과의 경계가 나타났

다. 2 터널의 시종점은 개착구간과 연결되어 있다. 2 터

널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2 터널의 시종점부에 연결된 

긴 개착구간은 이미 굴착이 끝났기 때문에 투수계수가 

큰 충적층 내의 지하수는 좌우 개착구간으로 유출되어 

지하수위가 하강한 상태였다. 평면상에서 볼 때 2 터널

의 중심으로부터 약 10 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지하

수위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지표면에서 깊이 약 

7.1~8.6 m이었으나 2 터널을 시공할 때 그 깊이가 약 

15 m 이하로 하강한 상태였다. 이를 기준으로 횡단면상

의 침윤곡선을 유추하면 굴착될 터널의 중심부에서의 

지하수위는 충적층과 암반층의 경계선까지 하강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 터널굴착을 시작하기 전 막장전방의 

터널천정부를 강관과 함께 제트그라우팅으로 보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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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강영역 원호 양 끝단의 풍화암 등 암반부분은 강

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강하였다. 보강한 제트그라우팅

공의 횡간격은 약 60 cm이었다. 제트그라우팅은 2 단

계로 나누어 시공하였다. 먼저 강관과 함께 분사구를 

통하여 물과 시멘트의 혼합유체를 분사구를 통하여 분

고압으로 분출하여 천공을 하면서 강관도 함께 삽입한

다. 유체가 분출되는 압력은 약 40 MPa이고 분출한 유

체는 모래자갈을 분쇄하면서 유체와 혼합시켜 연약지

반을 개량한다. 제트그라우팅으로 개량된 부분의 직경

은 약 80 cm로 주입공의 간격 약 60 cm 보다 크게 함

으로써 인접한 주입공이 서로 연결된 개량체가 되도록 

하였다. 분사유체는 시멘트 760 Kg에 물 760 L을 혼합

하여 1000 L가 되는 비율로 조제하였다. 분사량은 1분

에 135 L이고 1 m를 분사･천공하는데 약 6분이 소요되

었다. 길이 12 m의 주입공을 분사･천공하는데 약 9.52~ 

9.7 m
3
의 분사유체가 주입되었다. 2단계로 강관을 통하

여 시멘트 현탁액과 LW를 다단계로 주입하였다. 시멘

트 현탁액의 조성은 물시멘트비가 1로 시멘트 760 Kg

에 물을 760 L를 혼합하여 1000 L가 되는 비율로 만들

었다. LW는 A액과 B액으로 나누어져 있다. A액의 조

성은 규산 250 L, 물 250 L를 혼합하여 500 L로, B액

은 시멘트 380 Kg, 물 380 L를 혼합하여 500 L가 되는 

비율로 만들었다. Fig. 8은 2 터널에서 2단계 공당 주입

양을 위치별로 나타낸 것이다. 터널시공 시작위치인 32908

에서 32941까지는 주입압이 약 20 kg/cm
2
에 도달할 때

까지 주입한 양이고 그 후는 약 0.95m
3
의 일정한 양을 

주입한 것이다. 2터널은 모래자갈층이지만 지하수가 없

는 조건에서 제트그라우팅의 보강효과가 양호하게 나

타나 굴착 중 터널천정부에서 보강영역을 뚫고 떨어지

는 모래나 자갈도 없었고 유입되는 지하수도 없었다. 

터널을 종점까지 시공하는 동안 터널천정부에서 지하

수가 유입되는 일은 없었으나 터널의 양쪽 측벽 충적층

과 암반의 경계선 부분은 습윤하거나 절리틈에서 약간

의 지하수가 보이는 정도였다. Fig. 9는 2 터널을 제트

그라우팅 보강 후 터널을 시공하면서 나타난 터널막장

으로 터널상부 약 1.5 m가 모래자갈층이나 지하수 유출

도 없고 모래입자의 탈락도 없는 상태이다.

6. 결 론

모래자갈층에서 터널을 시공하기 위하여 터널을 굴착

하기 전에 지반을 그라우팅으로 보강하였다. 보강방법

은 터널 내에서 막장전방 터널천정부에 길이 12m의 강

관다단그라우팅과 제트그라우팅이었다. 2개의 터널 중 

지하수가 유출되는 1 터널을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

강하되 LW로 주입･보강하였을 때에는 터널 굴착 중 지

하수가 유출되고 모래입자가 떨어졌으나 초미립자시멘

트와 실리카졸로 보강하였을 때는 주입량도 최대 약 

70%까지 증가한 결과 터널천정부에서 지하수 유출도 

없고 떨어지는 모래입자도 없었다. 또 터널구간의 시종

점이 이미 개착 시공되어 굴착할 터널 구간에서 지하수

가 배수되어 버린 2 터널에서 제트그라우팅으로 보강한 

결과 모래자갈층을 통하여 유출되는 지하수도 없었고 

모래나 자갈의 탈락도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었다.

향후 터널시공을 위하여 모래자갈층을 그라우팅으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하수의 유무와 주입재의 종

류에 따른 효과를 예측할 때 본 논문의 경험적인 사례

가 도움이 되어 시행착오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사사

본 논문은 우석대학교의 연구지원에 의해 작성되

었음.

References

1. 대림산업주식회사 (2006), 지상건물 하부통과 터널구간의 

계측치 추세예측 및 역해석.
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a),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지반조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b),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4. 천병식 (2005), 최신지반주입-이론과 실제, 원기술.
5. 토목공법연구회 (1999), 그라우팅편람, 창우출판사.
6. Anagnostopoulos, C. A., Papaliangas, T., Manolopoulou, 

S. and Dimopoulos, T. (2011),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hemically grouted sand,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26 pp. 718-724. 

7. Axelsson, M., Gustafson, G. and Fransson, Å. (2009), 
Stop mechanism for cementitious grouts at different 
water-to-cement ratios,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24 pp. 390-397.

8. Babak, Nikbakhtan and Morteza, Osanloo (2009), Effect 
of grout pressure and grout flow on soil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jet grouting operations, Int. J. 
of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46 pp.498-505.

9. Chen, Yao-Chung and Hsieh, Yu-Shan (1996), Grouting 
in near surface tunnelling in gravel layer, Grouting and 
Deep Mixing, pp. 263-268.

10. Christian, Prchler, Roman, Lackner, Lothar, Martak and 
Herbert, A. Mang (2004), Optimization of jet-grouted 
support in NATM tunnelling, Int. J. Numer. Anal. Meth. 
Geomech. 28 pp. 781-796.

11. Chun, Byung-Sik, Choi, Chang-Sik, Shin, Chang-Beum 
and Kim, Seung-Ryull (1996), Effectiveness of grouting 
for river crossing tunnelling, Grouting and Deep Mixing, 



모래자갈층에서 터널시공을 위한 굴착 전 그라우팅 보강 사례474

김 치 환

198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공학사

19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박사

Tel: 043-531-2866
E-mail: kimcheen@korea.com
현재 우석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pp.275-278.
12. Chun, Byung-Sik, Choi, Dong-Chan and Kim, Jin-Chun 

(2008),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roving reliability 
of routing by using p-q-t chart analyzing technique, 
Tunnelling Technology, Vol. 10., No. 4, pp. 383-395 (in 
Korean).

13. Chun, Byung-Sik, Chung, Duck-kyo, Kim, Seung-Ryull, 
Oh, Min-Ryull and Koh, Yong-Il (1996), Tunnelling 
through an alluvial deposit, Grouting and Deep Mixing, 
pp. 269-274.

14. Coulter, S., and Martin, C. D. (2006), Effect of 
jet-grouting on surface settlement above the Aeschertunnel, 
Switzerland,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21 pp. 542-553.

15. Coulter, Steven and Martin, C. Derek (2004), Ground 
deformation above a large shallow tunnel excavated using 
jet grouting, Proc. ISRM Regional Symposium EUROK 
2004 and 53rd Geomechanics Colloquy, pp. 155-160.

16. Daniel, Eklund and Håkan, Stille (2008), Penetrability 
due to filtration of cement-based grouts,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23 pp. 389-398.

17. Imanishi, H. and Yamauchi, Y. (1996), Ground behavior 
during improvement by Jet Grouting, Grouting and Deep 
Mixing, pp. 133-136.

18. Kim, Cheehwan (2005), Stability analysis on the intersection 
area of subway tunnels by observational method, Tunnel 
& Underground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Vol. 15, No. 1, pp. 71-79 (in Korean).

19. Kim, Cheehwan (2010), Forecasting final displacement 
with displacement function using deformation measurements 
while constructing a tunnel. Tunnel & Underground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Vol. 20, 
No. 6, pp. 408-420 (in Korean).

20. Kim, Cheehwan (2013a), Relations between initial dis-
placement rate and final displacement of arch settlement 
and convergence of a shallow tunnel, Tunnel & Underground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Vol. 23, No. 2, pp. 110-119 (in Korean).

21. Kim, Cheehwan (2013b), Measurement of tunnel arch 
settlements ahead of and behind the tunnel face using 
a horizontal inclinometer and settlement pins, Tunnel & 

Underground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Vol. 23, No. 2, pp. 120-129 (in Korean).

22. Kim, Cheehwan (2013c), Characteristics of Subsidence 
above a Shallow Tunnel Excavated in Weathered Rock 
Mass, Tunnel & Underground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Vol. 23, No. 5, pp. 337-346 
(in Korean).

23. Kim, Cheehwan (2015a), Case Study of a Shallow 
Tunnelling Through Complex Strata of Sand-Gravel and 
Rock Mass, Tunnel & Underground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Vol. 25, No. 3, pp. 
244-254 (in Korean).

24. Kim, Cheehwan (2015b), Risk Of Buildings Damage Due 
To Subsidence During Tunnelling Under The Buildings 
In Sand-Gravel Layer, Tunnel & Underground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Vol. 25, 
No. 4, pp. 383-396 (in Korean).

25. Liao, Kuo-Wei, Fan, Jen-Chen and Huang, Chien-Lin 
(2011),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for groutability 
prediction of permeation grouting with microfine cement 
grouts, Computers and Geotechnics 38 pp. 978-986.

26. Littlejohn (1985), Chemical grouting. Ground Engineering, 
18, Part 1, No. 2, pp. 13-18; Part 2, No. 3, pp. 23-28; 
Part 3, No. 4, pp. 29-34.

27. Maghous, S., Saada, Z., Dormieux, L., Canou, J. and 
Dupla, J. C. (2007), A model for in situ grouting with 
account for particle filtration, Computers and Geotechnics 
34 pp. 164-174.

28. Nam, Kee-Chun (2002), A study on the reinforced 
protection to control extrusion at the face of shallow 
tunnels. Ph.D Thesis, Suwon University, pp. 57-71 (in 
Korean).

29. Nam, Kee-Chun, Heo, Young, Kim, Chi-Whan and You, 
Kwang-Ho (2002), The behavior of soil tunnels reinforced 
with RPUM and fiber glass. Tunnel Technology, Korean 
Tunnelling Association, Vol. 4, No. 3, pp. 185-193 (in 
Korean).

30. Suat, Akbulut and Ahmet, Saglamer (2002), Estimating 
the groutability of granular soils: a new approach,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17 pp. 371-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