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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칠 방수 멤브레인이 시공된 터널 라이닝의 

수분이동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이철호, 최순욱, 강태호, 장수호*

A Numerical study on the Moisture Transport of Concrete Tunnel 

Linings with the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Chulho Lee, Soon-Wook Choi, Tae-Ho Kang, Soo-Ho Chang*

Abstract The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is installed between shotcrete to provide crack bridging and hence 

prevent flow of liquid water as a waterproofing system. Because of its material characteristics, the sprayable 

membrane can be constructed at more complex structure than sheet membrane. The main component of the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is a polymer-based material, therefore, moisture can migrate through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materials by capillary and vapor diffusion mechanisms. The moisture transport mechanisms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degree of saturation and may influence the pore pressure and risk of freeze-thaw 

damage on concrete linings and membrane. In this study, long-term hygrothermal behavior was simulated with 

considering moisture transport and long-term effects on saturation of tunnel linings. From the simulation, due to 

water absorption and vapor transport properties of sprayable membrane, change of relative humidity and water content 

in tunnel lining can b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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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뿜칠 방수 멤브레인은 숏크리트 사이에 시공되어 라이닝 크랙을 통한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공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뿜칠 방수 멤브레인은 방수 시트에 비해 복잡한 단면에도 

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 사례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뿜칠 방수 멤브레인은 폴리머로 구성된 재료로서 

투수성이 매우 낮지만 수분의 이동에 의해 포화가 되고 이로인해 콘크리트 재료에 간극수압이나 동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수분이동과 계절변화를 고려하여 숏크리트 

라이닝의 열-습도 전달 장기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통해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수분 흡수 작용과 수분 

이동으로 인한 상대습도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장기적 변화를 모사할 수 있었다.

핵심어 뿜칠 방수 멤브레인, 터널, 방수, 수분이동, 수치해석

1. 서 론

뿜칠형 방수 멤브레인(sprayable waterproofing mem-

brane)은 폴리머로 구성된 방수 목적의 재료로 시공이 

간편하고 인력동원이 기존 방수 공법에 비해 적으며 타

설 두께가 3 mm 내외로 크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최근 1차 숏크리트 이후 뿜칠형 방수 멤브레인을 시

공하고 2차 숏크리트를 시공하는 복합 방수 구조가 터

널 내 방수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Gomes, 

2005; ITA/AITES, 2013; Maidl, 2013; Lemke, 2014; 

Holter, 2015). 특히, 국제터널협회(ITA)에서는 뿜칠형 

방수 멤브레인에 관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

어서(ITA/AITES, 2013) 유럽에서는 사용 실적이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뿜칠형 방수 멤브레인은 터널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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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rawing of the sprayed concrete lining structure with constituent materials and water exposure (Holter, 2015)

면에 연속적으로 시공되며 표면의 강한 부착력을 발휘

하는 재료로서 숏크리트와 구조적으로 잘 결합된 복합

구조를 이룬다. 특히 습식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상이한 

재료 사이에서 완전한 접촉을 이룬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Holter, 2016). 뿜칠 방수 멤브레인은 이러

한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기반암과 라이닝에 크랙이 발

생하여 물이 이동되더라도 강한 부착력과 연속적인 타

설면으로 인해 터널 내부로 물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하지만 뿜칠 방수 멤브레인은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역에서 고려가 되고 터널 라이닝 

내부에 방수 멤브레인 외에 다른 재료들은 시공하지 않

기 때문에 지반으로부터 터널 라이닝 구조 방향으로 모

세관에 의한 증기 포화가 가능하고 터널 내부 공기 중

으로 수분의 이동도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Fig. 1과 

같이 숏크리트 내부의 크랙과 모세관이나 증기 이동, 

온도 변화 등으로 복잡하게 발생한다(Holter, 2015).

뿜칠 방수 멤브레인에 사용되는 EVA(Ethyl-Vinyl-Acetate) 

계통의 재료는 물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물을 

흡수하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될 때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lter, 2015). 이러한 현상은 시공

된 방수 멤브레인의 수분 변화를 야기하고 멤브레인의 

접촉 인장 강도나 재료적 변형과 같은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Holter and Geving, 2016). 

Holter and Geving(2016)은 뿜칠형 방수 멤브레인이 

시공된 터널에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자연 암반 경

계면에 위치한 라이닝은 100% 모세관 포화도(DCS, 

degree of capillary saturation)를 보였으며 라이닝 표면

으로 갈수록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뿜칠형 방수 

멤브레인이 시공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수

분의 이동으로 인해 지반으로부터 터널 내부에 노출된 

라이닝 표면까지 수분 이동과 모세관 흡수 현상으로 수

분이 라이닝 내부에서 이동한 것을 실험적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동결 실험과 크랙 브리징 실험을 통해 방수 

멤브레인 내부의 수분의 영향으로 영하 3도에서 1 mm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서 겨울철 영하

의 온도를 유지하는 국내의 조건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

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에 활발히 수행

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공 실

적이나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터널 

내부의 수분 변화를 사전에 이해하여 뿜칠 방수 멤브레

인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폴리머를 기반으로 하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

은 터널 구조에서 수행되는 구조 해석과는 별개로 수분 

이동이 검토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용되는 재

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재료가 아니고 수분 포

화 상태에 따라 장기 물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

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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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ssumed tunnel section for numerical analysis with 
the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멤브레인이 시공된 복합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분 

이동과 모세관 흡수로 인해 변화하는 터널 라이닝의 수

분 변화를 수치해석 방법으로 검토하였으며 연구에서 

고려한 해석 방법은 터널 라이닝에서 수분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동결 문제나 간극 수압 문제를 검토하기 위

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분이동 모델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온도와 습도 변화를 모사할 수 

있는 상용 프로그램인 WUFI 2D(WUFI, 2014)를 사용

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유동적인 2차원 온도와 수

분 이동을 모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증기 확산과 모세관 

수분 전달, 재료의 수분 저항력을 고려한다(Künzel, 1995). 

또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은 불투수층에 가깝고 터널 

라이닝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도 기반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Darcy 흐름은 여기

에 고려되지 않는다. WUFI 2D(WUFI, 2014) 해석에 사

용된 지배 방정식의 1차원 형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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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는 수분 함유량 (kg/m3), t는 시간(s), gw는 

모세관 압으로 인한 액체 전달 밀도(kg/m2s), gv는 증기 

확산 밀도(kg/m2s)이다. 지배 방정식에 사용된 모세관 

압과 증기의 흐름에 관한 계수는 아래 식 (2)와 (3)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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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액체 전도 계수(kg/ms), 는 증기 투수

계수(kg/msPa), 는 상대습도(%), p는 증기압(Pa)이다. 

수분 이동 해석에서 무게 함수비 대신 상대습도를 쓰는 

이유는 해석상 상이한 재료 사이에서도 함수비보다 상

대습도가 상대적으로 재료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하

기 때문이다. 액체 전도 계수 와 모세관 전달 계수 

 (m2/s)와의 관계는 아래 식 (4)와 같다.






 (4)

여기서 (kg/m3)는 수분 저장 함수(moisture storage 

function)의 도함수이다(Künzel, 1995). 그런데, 만약 

재료의 표면에서 자유수 접촉을 통해 모세관 흡수 현상

이 발생하거나 외부의 자유수가 제거되고 남아 있는 물

이 재료 내부로 재분배( ) 되는 경우, 는 모세관 

흡수 계수인 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특정 재료의 

와 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

을 거쳐야 하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WUFI(2014)에

서는 를 다음 식 (5)와 같이 수분 함유량(w)에 따른 

간편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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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는 단기 모세관-물 흡수 계수 (kg/m2s0.5), 

w는 수분 함유량(kg/m3), wf는 포화 상태에서의 수분 

함유량(kg/m3)을 나타낸다. w와 wf는재료의 수분 탈착

(desorption) 실험에서 나타난 상대습도와 수분 함유량

과의 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3. 수분이동 해석

3.1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고려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이 포함된 터

널 복합 라이닝 구조의 개념도는 Fig. 2와 같다. 그림에

서 좌측 기반암에서부터 1차 숏크리트가 타설되고 이후 

뿜칠 방수 멤브레인이 시공되며 마지막으로 2차로 숏크

리트가 타설된 모양으로 단면을 구성하였다. 해석에 사

용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두께(t)는 3 mm로 가정하였

으며 1차 숏크리트의 두께는 200 mm, 2차 숏크리트의 

두께는 60 mm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터널 

단면은 기존 문헌(Holter, 2015; Holter, 2016; Holter 

and Geving, 2016)에서 실측한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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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erical material model

Fig. 4. Annual temperature of the inside tunnel (Lee, 2012)

작성되었다.

가정한 터널 구조를 해석 모델로 작성한 그림은 Fig. 3

과 같다. 해석 모델에서는 기반암을 직접 모델링 하지

는 않고 포화된 상태를 가정하여 경계조건으로 사용하

였으며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40 mm 단위로 모델을 분

할하였다. 뿜칠 방수 멤브레인 주변은 해석 정확도를 위

해 양쪽에 2 mm만큼 더 분할하여 격자가 자세히 분배되

도록 하였다. 기반암으로부터의 수분 이동을 1차원 흐름

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의 상하부는 무한 경계

조건으로 고려하였다. 터널 내부 조건에 해당하는 우측

면은 연중 온도와 상대습도를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해

석에 사용된 직사각형 격자의 수는 10,816개 이고 해석

은 1시간 단위로 총 5년 동안 모사되었다.

3.2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해석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유도하는 경계조건은 

터널 내부의 조건이다. 터널 내부의 온도는 터널 바깥 

대기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터널 벽면의 온도와 터널 내부의 온도에 따라 습도

도 달라진다. Lee(2012)는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철도 

폐터널에서 1년이상 내부온도를 모니터링 하고 이를 삼

각함수 형태로 Fig. 4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Lee(2012)

는 터널 내부의 연중 평균온도가 주변지역 대기의 평균

온도와 유사한 12.85 °C로 나타났으며 연중 편차는 7.5 °C

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제시한 

터널 내부의 평균온도는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연중

편차는 문헌 값의 절반인 3.75 °C를 경계조건으로 적용

하여 내부온도 편차가 완화된 터널 조건으로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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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arameters used in the hygrothermal simulation (SINTEF, 2011; Gomes, 2005; Holter et al., 2013; Holter, 
2015; Holter, 2016; Holter and Geiving, 2016)

Material Parameters Unit Value

Sprayed concrete

Density kg/m3 2297

Capillary absorption number  0.0054

Vapor permeability kg/msPa 0.74×10-12

Moisture content at saturation kg/m3 228

Moisture content at RH 60% kg/m3 123

Moisture content at RH 95% kg/m3 194

Thermal conductivity W/mK 3.0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Undirectional absorption number  0.0036

Vapor permeability kg/msPa 0.9×10-12

Moisture content at RH 60% kg/m3 135

Moisture content at RH 95% kg/m3 145

Thermal conductivity W/mK 0.45

다. 우리나라 장마철을 고려하여 터널 내부의 상대습도

는 8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적용하였다. 상대습도는 연

중온도와 유사한 경향을 갖도록 하였으며 평균 상대습

도는 75%이고 연중 편차는 25%로 적용하였다.

Holter and Geving(2016)은 터널 라이닝에 대한 현장 

실측을 통해 현장의 DCS(degree of capillary saturation)

가 100%에 가깝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반암의 상대습도를 100%로 가정하고 경계조

건으로 적용하였으며 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 것

으로 가정하였다. 해석에서 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정

할 경우, 기반암 경계조건의 모세관 흡수 계수( )는 

로 대체된다. 일반적으로 는 보다 작은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Holter, 2016), 본 연구에 가정한 

기반암의 경계조건으로 인해 해석에서 는 크게 고

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습도 80% 이하에서 는 

0으로 가정하였다.

3.3 재료의 물성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재료

의 물성은 현장 계측과 실내실험을 수행한 기존 문헌

(SINTEF, 2011; Gomes, 2005; Holter et al., 2013; Holter, 

2015; Holter, 2016; Holter and Geiving, 2016)을 참고

하여 가정하였다. 해석에 입력되는 재료별 증기 확산 

저항 계수(vapor diffusion resistance factor)는 재료별

로 가정한 증기 투수계를 통해 산정하였으며 Schirmer

의 간편식(WTA 6-2-0, 2004; Slanina and Šilarová, 

2009)을 사용하였다. 숏크리트와 뿜칠 방수형 멤브레인

의 간극률은 정의에 따라 포화된 상태의 수분 함유량을 

사용하여 적용하였다. 숏크리트의 열전도도는 문헌에서 

제시하는 값으로 3.0 W/mK을 적용하였으며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경우 비정상 열선 측정법(Lee et al., 2010)

을 사용하여 측정한 재료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였다. 

초기 조건은 상대습도 95%에 해당하는 수분 함유량

으로 숏크리트와 뿜칠 방수 멤브레인에서 각각 194, 

145 kg/m3
을 가정하였으며 초기온도는 9.5 °C로 설정하

였다. 일반적으로 숏크리트가 물에 노출되어 외부조건 

없이 물을 흡수할 때 재료 내부의 상대습도는 90-9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NTEF, 2011). 

4. 수분이동 해석 결과

수분 이동 해석 결과는 특정 지점과 시간에서 상대습

도(%)로 제시되는 값과 절대 수분 함유량(kg/m3)으로 

나타난다. 또한 해석 경계면에서 수분 유속(moisture 

flux, kg/m2s)을 산정할 수 있다. 해석 결과는 매 시간 

기록되도록 하였으며 조건에서 적용한 5년간 결과가 기

록되었다. 따라서 특정 시간과 위치에서 경계면에서 발

생한 수분 유속과 수분 조건을 계산 시점부터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해석 결과는 숏크리트 내

부의 상대습도와 절대 수분 함유량 변화, 기반암 경계

에서 발생하는 터널 내부로의 수분 유속을 검토하였다.

Fig. 5는 기반암에서부터 터널 내부까지 방향으로 나

타난 시간당 상대습도 변화를 나타낸다. 1년간 2차 숏

크리트 부분을 통해 터널 내부로 수분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방수 멤브레인의 상대습도는 초

기조건으로 사용한 95%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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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ion result of relative humidity (RH) in the 
sprayed concrete

Fig. 6. Moisture content in the sprayed concrete given as 
degree of capillary saturation

Fig. 7. Moisture content in the sprayed concrete given as 
degree of capillary saturation at 3rd year

나타났다. 하지만 3년이 흐른 뒤에는 기반암으로 이동

되는 수분에 의해 기반암 방향 멤브레인 주변의 상대습

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차 숏크리트 표면

을 통해 빠져나가는 수분의 이동보다 기반암으로부터 

이동되는 수분의 양이 많기 때문으로, 이러한 점이 방

수 멤브레인의 상대습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해석

시간 5년 뒤에는 방수 멤브레인 주변 숏크리트의 상대

습도가 초기상태보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방수 

멤브레인을 통한 수분의 이동으로 2차 숏크리트의 상대

습도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6는 해석된 결과를 DCS(degree of capillary 

saturation)로 표현하여 나타낸 것이다. DCS는 모세관 

포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료에 포함된 물의 무게

와 모세관 포화 상태에서의 물의 무게 간 비율로 정의된

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반암 

방향의 숏크리트의 DCS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터널 내부 방향의 숏크리트도 처음 3년간은 변화가 크

지 않다가 기반암 방향의 숏크리트 층의 DCS가 증가함

에 따라 터널 내부 방향의 숏크리트 층도 시간이 지남

에 따라 DCS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뿜칠 방

수 멤브레인이 투수성이 거의 없는 재료이지만 모세관 

수분 이동을 통해 수분이 이동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성능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7은 해석시간 3년째에 연중 

DCS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터

널 내부의 습도 변화로 인해 멤브레인과 터널 벽면 사

이의 변화가 계절에 따라 크게 나타나지만 기반암 방향

의 숏크리트의 DCS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은 숏크리트와 기반암 경계의 시간에 따른 수분 

유속을 나타낸다. 주어진 조건에서 기반암으로부터 터

널 내부 방향의 수분 유속은 초기 6.8×10-8 kg/m2s으로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지만 5년 

뒤에도 1.6×10-8 kg/m2s 나타나서 1일 단위 면적당 1.4 



뿜칠 방수 멤브레인이 시공된 터널 라이닝의 수분이동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218

Fig. 8. Moisture flux at the rock-concrete interface

cm3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헌(Holter and 

Geving, 2016)에서 보고한 방수 멤브레인을 통한 수분 

유속인 3.7 또는 2.8 kg/m2s 보다는 작은 양이지만 지속

적으로 터널 내부 방향으로 수분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분 유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중 최댓값과 최솟값이 점점 수렴해 가는 모

양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이 시공된 터널 라

이닝 구조의 수분이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주요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1. 뿜칠 방수 멤브레인이 시공된 조건을 가정하여 터널 

라이닝 구조를 구성하고 수분 이동 해석을 위한 재

료의 물성을 정의할 수 있었다. 터널 라이닝 구조의 

수분 이동을 발생 시키는 터널 내부 공기 조건은 기

존 문헌에서 보고한 우리나라 폐터널에서 측정한 연

중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2. 시간이 지날수록 기반암 방향의 숏크리트의 DCS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터널 내부 방향의 숏크

리트도 처음 3년간은 변화가 크지 않다가 기반암 방

향의 숏크리트층의 DCS가 증가함에 따라 터널 내부 

방향의 숏크리트 층도 DCS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3. 주어진 조건에서 기반암으로부터 터널 내부 방향의 

수분 유속은 초기 6.8×10-8 kg/m2s으로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지만 5년 뒤에도 

1.6×10-8 kg/m2s 나타나서 1일 단위 면적당 1.4 cm3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어진 조건에서 수분 이동 해석을 수행한 결과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포화된 기반암으로부터 수분 이동

에 의해 라이닝 구조의 상대습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뿜칠 방수 멤브레인이 시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의 이동으로 인해 물이 유출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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