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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칠 방수 멤브레인 시작품의 기초 물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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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Fundamental Properties of a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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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i-Sung Hwang, Myung-Sik Choi

Abstract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has been considered as a substitute for a sheet waterproofing membrane 

in a variety of underground excavation works. However, fundamental properties of sprayble waterproofing membrane 

have not been fully given yet. In this study, a new two-component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prototype 

was developed. In addition, its physico-mechan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wo kinds 

of thin spray-on liners where constitutive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From 

direct tensile tests, the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with elongations at break between 250% and 300% showed 

much higher ductility than TSLs. However, the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had a limitation as a support 

member since its bond strength and loading capacity was lower than those of TSLs. From three-dimensional X-ray 

CT images, the porosity of the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was estimated to be 26.13%. However, most 

of pores which might have been generated during membrane curing were not observed to be interconnected but 

isolated.

Key words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Thin Spray-on Liner, Waterproofing, Support, Physico-mechanical 

properties

초  록 뿜칠 방수 멤브레인은 다양한 지하 굴착 현장에서 종래의 시트 방수 멤브레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수 

재료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특성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작된 액상과 분말의 2성분 뿜칠 방수 멤브레인 시작품에 대한 물리적․

역학적 특성들을 측정하였다. 또한 구성재료와 시공방법인 유사한 박층 뿜칠 라이너와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신장율은 약 250~300%로서 TSL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

로 매우 큰 연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부착강도와 지지력은 박층 뿜칠 라이너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어 지보재로서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원 X-ray CT 촬영에 의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공극률은 26.13%로 분석되었으나, 대부분의 공극들은 양생 과정 중에 형성된 것으로서 서로 연결되

어 있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뿜칠 방수 멤브레인, 박층 뿜칠 라이너, 방수, 지보, 물리․역학적 특성

1. 서 론

지하 굴착공사 중에 유입된 지하수는 구조물의 성능

과 내구성을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굴착구간 

인근의 지표침하나 지반함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다(Nakashima et al., 2015). 특히, 

과다한 누수는 시공 중에 공사비용 증가와 공사 지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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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e sprayed concrete lining fully bonded with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Fig. 2. Typical construction procedures of a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야기할 수 있으며, 운용 중에도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와 지하 구조물의 내구수명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ITAtech, 2013).

지하 굴착구간의 차수 및 방수 대책으로서 PVC 등의 

재질로 제작된 시트 방수 멤브레인(sheet waterproofing 

membrane)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시트 방수 멤브레인을 설치한 후에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하기 때문에, 시트 방수 멤브레인이 파손

될 경우에는 누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가 어렵다. 또

한 시트 방수 멤브레인은 지보재인 숏크리트 라이닝과 

구조체인 콘크리트 라이닝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숏크리트 라이닝과 콘크리트 라이닝을 복합체로

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Nakashima et al., 2015).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은 

높은 부착성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Fig. 1과 같이 콘

크리트 또는 숏크리트 라이닝과 일체화되어 복합 구조

체(composite structure)로서 기능을 발현할 수 있고 이

로 인해 라이닝의 두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Holter, 2015; Makhlouf & Holter, 2008; Thomas, 

2009). 특히, ITAtech(2013)에서는 두께 약 5 mm의 뿜

칠 방수 멤브레인을 통해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

록 규정하고 있다. Fig. 2와 같이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소형의 타설장비와 갱내 믹싱장비를 활용하여 타설되

기 때문에 인력타설(manual spraying)의 경우에도 타설

속도가 50~100 m
2
/hr로 시트 방수 멤브레인과 비교할 

때 방수시공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시

트 방수 멤브레인의 설치가 어려운 피난연락갱, 교차터

널, 대피구간 등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조건에서

도 뿜칠 타설시공에 위해 쉽게 방수 시공이 가능하다.

유럽 최대 규모의 터널 공사인 영국 런던의 Crossrail 

프로젝트에서 쉴드TBM 구간을 제외한 천공-발파 시공 

전 구간에 뿜칠 방수 멤브레인이 적용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ITAtech(2013)에

서도 뿜칠 방수 멤브레인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작사를 위주로 뿜칠 방수 멤브레

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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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liminary mixing conditions of the power component for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Mixing conditions #1 #2 #3 #4 #5

Materials

(wt. %)

Alumina Cement 30 30 30 20 40

CSA 30 30 30 20 40

Calcium carbonate 37 36.5 34.5 54.3 14.7

Nano silica 2 2 4 4 4

Lithium carbonate 0.1 0.1 0.1 0.1 0.1

Citric acid 0.3 0.3 0.3 0.3 0.3

HPMC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 0.5 0.5 0.7 0.3

Antifoaming agent 0.3 0.3 0.3 0.3 0.3

Synthetic fiber 0.3 0.3 0.3 0.3 0.3

Total sum (wt %) 100 100 100 100 100

물성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Holter,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을 개발하

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서, 멤브레인 재료의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적․역학적 특성들을 

평가하였다. 특히, 종래의 분말 1성분 방수 멤브레인으

로 인한 타설 중 분진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액상

과 분말의 2성분으로 구성된 멤브레인 재료의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방수 멤브레인에는 지보 성능이 요구되지

는 않지만, 구성재료와 시공방법이 매우 유사한 박층 

뿜칠 라이너(Thin Spray-on Liner, 이하 TSL)와의 성능

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말형 TSL 시작품에 대한 

Chang et al.(2015)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2. 뿜칠 방수 멤브레인 시작품의 제작

2.1 시작품의 예비 배합조건

본 연구에서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시작품에 대한 

최적 배합을 도출하고자, 다음의 Table 1과 같은 시험

배합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의 시험배합은 

분말 재료에 대한 것이며, 액상 재료로는 방수 기능 발

현에 효과적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말 재료의 배합

조건에 적합한 액상 폴리머(VINNAPAS 547ED)를 사

용하였다. 이상의 액상 폴리머와 분말재료의 중량비는 

3:1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인장강도를 확보하고 파괴 시

의 신장율(elongation at break)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러로 사용되는 탄산칼슘을 첨가하였다. 탄산칼슘은 

백색도도 높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도료 및 고무 등의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재료로서, 뿜칠 방수 멤브

레인의 점도를 개선과 신장율 증가에 효과적이다.

멤브레인이 타설면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틱소트로피(thixotropy) 특성을 부여하고자 나노 

실리카(nano silica)를 첨가하였다. 여기서 틱소트로피

란 유동이 있거나 압력이 작용할 때에는 액체에 가까운 

졸(sol) 상태가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점도가 높은 

겔(gel)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멤브레인 내부의 공극을 줄이기 위하여 소포제(anti-

foaming agent)를 소량 첨가하였으며, 알루미나 시멘트

(alumina cement), CSA(Calcium Sulfo Aluminate) 및 

탄산칼슘의 함량을 조절하여 충분한 신장율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시작품의 최적 배합조건 도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타설 시공 시에 멤브레인 재료

의 점도가 너무 낮으면 멤브레인의 흘러내림이 크게 발

생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점도가 너무 높으면 시공

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멤브레

인의 기본적인 역학적 특성인 인장강도와  파괴 시의 신

장율 이외에도 멤브레인에 적합한 점도의 확보가 필요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기 위한 증점제

(Table 1의 HPMC)의 첨가 여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Table 1의 #1 및 #2 배합), 증점제에 따른 인장강

도와 파괴 시의 신장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참조). 따라서 증점제가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역

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1의 #2와 #3 배합을 비교해보면, 나노 실리카

의 첨가량이 2배 증가되어도 인장강도와 파괴 시의 신

장율은 소폭 상승하여(Fig. 3 참조) 나노 실리카 역시 

틱소트로피 특성에 주된 영향을 끼치고 역학적 특성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재료 성분인 알루미나 시멘트와 CSA

가 인장강도와 파괴 시의 신장율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

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장강도가 커질수록 

파괴 시의 신장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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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sential properties of a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ITAtech, 2013)

Property Test method Minimum requirement

Bond to substrate

ASTM 1583/C 1583M (pull-off method) or 

EN ISO 4624 (but using a 50 mm dolly) or 

EN 1542

0.5 MPa within 28 days after membrane 

application

Double bond

(to substrate and inner lining). 

Only in case of double-bonded 

membranes

ASTM 1583/C 1583 M

(pull-off method)

0.5 MPa within 28 days after application of 

final concrete layer

Watertightness

Based on EN 12390-8 with adaptation for 

inclusion of a spray applied membrane;

Based on EN 14891, Part A7, for the concrete 

mix design

Zero penetration of water through the 

membrane

Crack Bridging
EN 1062-7

Method A: C1 Static Tensile Test

Class A5

Min. 2.5 mm

Flammability EN ISO 11925-2
Class E

as defined in EN 13501-2+A1

Chemical resistance

According to EN 14414, Method A (acid 

solution) and Method B (alkali solutions). 

Resistance against chloride (at 10% chloride 

concentration)

Testing based on EN 14414 Method A or B 

shall be according to the groundwater 

chemistry of the project as specified by the 

designer

a) There shall be no visual sign of degradation

b) Comparison of the tensile properties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of the tested specimen with those of a 

control sample. The acceptance criteria 

shall be a maximum change of 25% compared 

to the control sampl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of the membrane

Resistance to leaching
According to EN 14415, in hot water (Method 

A), and aqueous alkaline liquids (Method B)

a) There shall be no visual sign of degradation

b) Comparison of the tensile properties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of the tested specimen with those of a 

control sample. The acceptance criteria 

shall be a maximum change of 25% compared 

to the control sampl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of the membrane

c) The loss in mass of the sample shall not 

be greater than 5% compared to the control 

sample

Fig. 3. Tensile strength and its corresponding elongation at 

break from preliminary mixing tests

이상과 같은 총 5개의 시험배합 조건에 대한 검토 결

과로부터, 적정 점도를 유지하면서 인장강도와 파괴 시

의 신장율이 모두 평균치 이상 발현되는 #3 배합을 뿜칠 

방수 멤브레인 시작품의 최종 배합조건으로 결정하였다.

3.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성능평가 시험

3.1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성능기준

ITAtech(2013)에서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성능기

준과 그에 따른 표준시험을 Table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EFNARC(2008)에서 지보재로 사용되는 TSL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인장강도, 파괴 시의 신장율, 지지

력 등의 성능지표들과는 달리, ITAtech(2013)에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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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e A hardness measurement (b) Direct tensile test

(c) Three-point bending test (EFNARC, 2008) (d) Pull-off test for bond strength

Fig. 4. Tests to evaluate physio-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at different curing ages

밀성(watertightness), 크랙브리징(crack bridging) 등과 

같이 방수 성능에 특화된 성능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ITAtech(2013)과 EFNARC(2008)의 공통적인 성능지

표는 타설면(substrate)에 대한 부착강도(bond strength)

이나, ITAtech(2013)에서는 EFNARC(2008)에서 제시

하고 있는 TSL의 재령 28일 부착강도 기준인 1 MPa 이

상보다 작은 수치인 0.5 MP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2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및 시험체 제작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 제시된 수밀성, 난연성 및 

내구성 특성들보다는 새로 개발한 뿜칠 방수 멤브레인 

시작품의 기초적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들에 중

점을 두었다. 이에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경화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쇼어경도(Shore A hardness)와 함께, 

앞서 2장의 예비 배합시험에서 기초적인 물성으로 활용

한 인장강도, 파괴 시의 신장율 및 부착강도를 측정하

였다. 또한 지보 성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TSL과 유사

하게 폴리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특징을 고려

하여, Chang et al.(2015)과 Han et al.(2013)이 TSL의 

지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던 EFNARC(2008)

의 TSL 지지력 평가 시험방법을 함께 병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시험결과들을 외

국산 TSL 재료(Han et al., 2013, 이하 Material T)와 분

말형 국산 TSL 시작품(Chang et al., 2015, 이하 Mix 

#N1)에 대해 수행된 선행 시험결과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액상 

폴리머와 최적 분말재료(Table 1의 #3 배합)를 3:1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시험체들을 제작하였다. 특히, ITAtech 

(2013)에서 추천하는 바와 같이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두께를 5 mm로 일정하게 하여 시험체들을 제작하였다. 

반면, Chang et al.(2015)과 Han et al.(2013)의 연구에

서 사용된 TSL의 두께는 3 mm였다.

이상과 같이 계획한 각 시험방법별로 재령 7일, 14일 

및 28일 조건에서 최소 3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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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ypical curing status of a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at different Shore A hardness conditions (Stubberfield, 2016)

Shore A hardness
Curing status of a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Achieved at 20°C

65% rH after
Note

Not measurable Frist skin, very soft 1 hr 　

5~10 Skin, slightly sticky, still  pasty 2 hrs 　

15~25

Recommendation not to overspray  before 

achieving this shore. Sufficient adherence is 

achieved, but product is not adequately cured.

6 hrs
Overspray @ Shore 

hardness > 25

30~40
Homogenous fully cured membrane. High 

residual water amount softens the material.
20 hrs 　

50
Membrane can be oversprayed with sprayed 

concrete
24 hrs ~ 2 days

Shotcrete spray @ Shore 

hardness > 50

75~85 Fully cured and dried membrane > 10 days
Pull-off test @ shore 

hardness > 75

Fig. 5. Shore A hardness for the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and a powder-type TSL

3.3 쇼어경도 측정결과

쇼어경도는 ITAtech(2013)의 품질관리 성능지표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Table 3과 같이 뿜칠 방수 멤

브레인의 경화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Stubberfield, 2016).

본 연구에서는 ASTM(2015)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뿜칠 방수 멤브레인 시작품과 Chang et al.(2015)

의 연구에서 영구적인 지보재 성능을 만족한 분말형 

TSL 재료(이하 Mix #N1)에 대해 재령별 쇼어경도를 

측정하였다(Fig. 4a 및 Fig. 5). 측정결과, 재령 7일 이

후에는 두 재료의 쇼어경도가 모두 수렴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분말형 TSL 재료의 경도가 뿜칠 방수 멤브레

인의 경도보다 약 10 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앞선 Table 3의 자료와 본 연구의 측정 결과를 비교

하면,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추가 타설이 가능한 수준

인 쇼어경도 25는 제작 후 약 4.8시간에 발현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숏크리트의 후속 타설이 가능한 수준인 

쇼어경도 50는 약 16.3시간 후에 도달하였다. 초기재령 

이후로 뿜칠 방수 멤브레인보다 TSL의 경화 속도가 빨

라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인발시험(pull-off test)이 가능한 수준인 쇼어경도 

75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과 TSL에 대해 각각 5일 및 

2.6일 후에 발현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양생 조건에서 뿜칠 방수 멤브레인

의 경화속도는 TSL보다는 다소 느리나, 재령 7일 이후

로는 경도 값이 일정한 수치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단, 

이상의 측정결과는 온도 25°C 내외 및 상대습도 약 

50~60%의 실험실 조건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실제 시

공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자료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직접인장강도 측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EFNARC(2008)에서 규정하고 있는 

ASTM(2010)의 시험방법에 따라 뿜칠 방수 멤브레인

의 직접인장강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Chang et al.(2015)

의 연구에 제시된 2종류(Material T 및 Mix #N1)의 

TSL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Fig. 6).

분석결과, 2종류의 TSL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

작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재령 7일 인장강도 역시 2 

MPa을 초과하여, EFNARC(2008)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 지보재로서 TSL의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하지만, TSL과 비교할 때,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재령

별 평균 인장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Fig. 7).

직접인장시험에서 측정된 파괴 시의 신장율 역시, 

EFNARC(2008)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괴 시의 신장율 

기준인 10%를 모두 상회하였다(Fig. 8). 그러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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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nsile stress-strain curves for the waterproofing 

membrane and two kinds of TSLs (Day 14)

Fig. 7. Direct tensile strengths of the waterproofing membrane 

and TSLs at different curing ages

Fig. 8. Elongation at break of the waterproofing membrane 

and TSLs at different curing ages

방수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 쉽게 파단되지 않아야 하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특성 상, 본 연구의 뿜칠 방수 멤

브레인은 250% 이상의 높은 신장율을 발현하였다. 이

는 앞선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멤브레인의 신장율

을 높이기 위하여 탄산칼슘 등의 첨가재를 추가하고 액

상 폴리머의 사용량을 증가시킨 영향으로 판단된다. 반

면, 분말형 TSL 시작품의 인장강도는 비교 대상 재료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신장율은 약 25~50% 범

위로서 뿜칠 방수 멤브레인 대비 연성(ductility)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3.5 부착강도 측정결과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부착강도를 측정하고자, BS EN 

1542(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발시험을 실시하였

다. 이때 BS EN 1766(2000)에서 규정한 배합조건으로 

재령별로 각 1개씩의 콘크리트 블록시험편을 제작하였

다. 여기에 두께 5 mm의 멤브레인을 피복하고 직경 50 

mm의 원형 돌리(dolly)들을 에폭시 접착제로 단단히 접

착시킨 후, 오버코어링(overcoring)을 실시하고 인발시

험기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Fig. 4d 및 Fig. 9).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부착강도는 ITAtec(2013)에서 

멤브레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재령 28일의 최소 부착

강도인 0.5 MPa를 재령 7일에도 충분히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멤브레인의 재령 28일 평균 부착강

도는 1.07 MPa로서 TSL에 대해 EFNARC(2008)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령 28일 부착강도 기준인 1 MPa를 초

과하였으나, 일부 시험결과가 1 MPa 미만으로 나타났

다(Fig. 10). 인발시험 후에 돌리 하부면을 관찰한 결과, 

멤브레인과 콘크리트 부착면의 계면에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부착면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의 우측 사진 참조). 이는 ASTM(2013)에서 분

류한 인발시험의 파괴모드 가운데, 부착면의 파괴모드

(failure in substrate)에 해당한다(Fig. 11).

이에 멤브레인을 피복하지 않은 콘크리트 블록 시험

편(BS EN 1766 배합조건)의 표면에 대해 동일한 직경 

50 mm의 원형 돌리를 부착하고 인발시험을 실시한 결

과, 콘크리트 표면의 평균 부착강도는 1.04 MPa로서 

본 연구의 측정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Fig. 10 

참조). 특히, 인발시험 후에 분리된 돌리 하부면을 관찰

한 결과, 돌리와 에폭시 접착제 사이가 분리된 것이 아

니라 콘크리트 부착면이 파괴된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Fig. 12). 즉, 이상의 파괴모드 관찰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착강도는 멤브레인 재료 자체의 

부착강도라기 보다는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ASTM, 2013). 따라서 뿜칠 방수 멤브레인

과 같이 부착강도가 큰 재료에 대한 인발시험을 위해서

는, 콘크리트 부착면과 멤브레인 사이에서 부착 파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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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ollies detached after pull-off tests (Day 28)

Fig. 10. Average bond strengths of the waterproofing 

membrane at different curing ages

Fig. 11. Schematic of failure modes after pull-off tests (ASTM, 2013)

발생할 수 있도록 BS EN 1766(2000)에서 규정하고 있

는 콘크리트보다 높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6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지지력 평가시험 결과

EFNARC(2008)에서는 TSL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서, 선형블록지지시험(Linear Block Support 

Test, 이하 LBS시험)과 비중첩전단시험(Gap Shear Load 

Test, 이하 GSL시험)을 제시하고 있다(Chang et al., 

2015). LBS시험은 록볼트 설치 간격 사이에서의 낙반 

형상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여 TSL의 지지력을 추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암반 블록에 하중이 가해져서 

궁극적으로 TSL과 암반 블록 사이에서 부착 파괴

(debonding)가 발생하는 현상을 모사한 것이다(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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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crete substrate failure by a pull-off test for a concrete surface

(a) Fixed test sample before load is applied (b) Loaded sample with de-bond as the 

major failure mechanism

Fig. 13. Setup for TSL Linear Block Support Test (EFNARC, 2008)

Fig. 14. TSL Gap Shear Load Test (EFNARC, 2008)

반면, GSL시험은 TSL과 암반 블록 사이에서 부착 파

괴가 발생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단응력에 의해서 파괴

가 발생하는 조건의 고유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다(Fig. 14).

본 연구에서 제작된 뿜칠 방수 멤브레인 시작품 재료

에 대해 재령별로 6개씩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LBS시

험과 GSL시험에 각각 3개씩 사용하였다. 시험 시에는 

EFNARC에서 제시한 시험 지그(jig)에 멤브레인이 하

부에 위치하도록 고정시킨 후, 파괴 시까지 중간 콘크

리트 블록에 압축 하중을 16 mm/min의 변위속도로 재

하 하였다. GSL시험 시에는 시험 지그의 하단 블록과 

좌우측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틈이 없도록 시험체를 설

치한 반면, LBS시험 시에는 블록 사이의 0.3 cm 틈을 

포함하여 지간(span)이 12.6 cm이 되도록 시험체를 설

치하였다(Fig. 15).

앞선 직접인장시험 결과의 분석 시와 마찬가지로, 

Chang et al.(2015)이 두 종류의 TSL 재료에 대해 보고

한 LBS시험 및 GSL시험 결과들을 본 연구의 뿜칠 방

수 멤브레인에 대한 시험결과들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

과, LBS시험 및 GSL시험 모두에서 뿜칠 방수 멤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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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block support test (b) Gap Shear Load Test

Fig. 15. Three-point bending tests of waterproofing membrane-coated beam specimens

(a) LBS test (b) GSL test

Fig. 16. Average linear load capacities of the waterproofing membrane and two kinds of TSLs

인의 지지력이 두 종류의 TSL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16). 

ENNARC(2008)에서는 이상과 같은 LBS시험 및 

GSL시험에서 얻어진 선형 내하력의 비율을 다음의 식 

(1)과 같이 TSL의 안전율로 제시하고 있다.









  (1)

여기서  는 TSL의 안전율, 


과 


는 각

각 GSL 및 LBS 시험으로부터 측정된 선형 내하력이다.

즉, 식 (1)로부터 GSL시험의 내하력이 LBS시험의 

내하력보다 상대적으로 커야 TSL의 안전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SL에서 파단이 

발생하지 않고 부착 파괴가 발생하면 해당 TSL의 두께

가 충분한 것으로 EFNARC(2008)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SL시험과 LBS시험에서 얻어진 내

하력의 상대적인 비율을 안전율로 정의하는 것이다.

Fig. 16의 측정결과로부터 식 (1)에 의해 두께 5 mm

인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안전율을 산정하고 Chang et 

al.(2015)의 연구에서 보고된 두 종류의 TSL 안전율과 

비교한 결과, 앞선 직접인장강도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연성이 큰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안전율이 TSL보다 재령이 진행될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산출되었다(Fig. 17).

그러나 재령 28일에 TSL의 선형 내하력(linear load 

resistance)을 5 kN/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EFNARC 

(2008)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뿜칠 방수 멤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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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afety factors of the waterproofing membrane and 

TSLs at different curing ages

Fig. 18. Linear load resistance of the waterproofing membrane 

and two kinds of TSLs

Fig. 19. An example of cross-sectional images of a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sample

인의 평균 선행 내하력은 재령 28일에 5.33 kN/m으로

서 EFNARC(2008) 기준을 만족하긴 하였으나 TSL 대

비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재령 28일 이전에는 선형 

내하력이 5 kN/m 미만으로 나타났다(Fig. 18).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제작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을 지보재인 TSL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7 3차원 X-ray CT 촬영에 의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내부 구조 평가

본 연구에서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내부 구조를 3

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X-ray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실시하였다. CT는 X선을 이용하

여 물체의 내부 구조를 3차원적으로 검사하는 비파괴기

술로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멀티튜브 X-ray CT장비

(Choi et al., 2015)를 사용하여 촬영을 실시하였다.

X-ray CT 촬영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두께 5 mm의 

직사각형 뿜칠 방수 멤브레인 시험체에 대해 CT촬영된 

이미지의 단면 예는 Fig. 19와 같다. 이를 통해 뿜칠 방

수 멤브레인의 내부 공극들을 3차원으로 가시화한 결과

는 Fig. 20과 같다.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표면에서는 시각적으로 공극이

나 핀홀(pin hole)들을 찾기가 어려웠으나, X-ray CT 

촬영결과에서는 내부에 상당한 공극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공극들은 Fig. 20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나, 뿜칠 방수 멤브레인이 양생되는 과정에서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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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re structures

   

(b) Enlargement of pore structures

Fig. 20. Three-dimensional visualization of pores included in a waterproofing membrane sample

Fig. 21. Pore size distribution of a 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sample

수분이 외부로 빠져 나감으로 인해 형성된 공극인 것으

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공극들에 통해 물이 뿜칠 방수 

멤브레인을 관통하여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

로 추정된다.

X-ray CT촬영을 통해 내부 공극들의 크기 분포를 분

석한 결과(Fig. 21), 공극들의 평균 체적은 0.0038 m
3
이

었으며 대부분 0.0015 m
3
 이하의 체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산출된 뿜

칠 방수 멤브레인의 공극률(porosity)은 26.13%로 나타

났으며(Table 4), 이는 Holter(2015)가 뿜칠 방수 멤브

레인을 대기압 조건에서 완전 침수시킨 후에 측정한 멤

브레인의 함수비인 30~40%(건조중량비 %)와 다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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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ion of porosity by air voids extracted from X-ray CT images

Total sample volume 

(mm
3
)

Air void volume 

(mm
3
)

Total number 

of voids

Mean void volume 

(mm
3
)

Estimated porosity 

(%)

87.46 22.86 5,948 0.0038 26.13

사한 결과이다. 향후에는 멤브레인의 투수시험 등을 통

해,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공극들이 멤브레인의 

수밀성과 수분 전달(moisture transfer)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할 계획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 종래

의 시트 방수 멤브레인을 대체할 수 있는 뿜칠 방수 멤

브레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뿜칠 방수 멤브레인 재료의 

시작품 배합을 도출하고 기본적인 물리적․역학적 특성

을 평가하였다. 특히, 향후 지보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파악하고자 Chang et al.(2015)의 기존 연구에서 보고

된 두 종류의 TSL에 대한 성능 비교도 실시하였다.

쇼어경도 측정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강성과 지보력

이 요구되는 TSL의 쇼어경도와 경화 속도가 방수 멤브

레인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측정조건

에서는 재령 7일 이후에 방수 멤브레인과 TSL의 쇼어

경도 값이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방수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 쉽게 파단되지 않아

야 하고 높은 연성을 가져야 하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

의 재료 특성상, 직접인장시험에서 측정된 멤브레인의 

파괴 시 신장율은 약 250~300% 범위로서 본 연구에서 

비교�검토한 두 종류의 TSL보다 매우 높은 신장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쇼어경도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연성이 확보된 대신 멤브레인의 강성은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에 인장강도는 TSL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FNARC(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지력 평가시험

을 실시한 결과,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안전율 자체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TSL 대비 지지력이 상대적

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특히, 재령 28일 이전에는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선형 내하력이 5 kN/m 미만으로서 충

분한 안정성을 가진 지보재로써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초기 재령에서 뿜칠 방수 멤

브레인의 선형 내하력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다면 지보

재로서의 기능도 향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뿜칠 방수 멤브레인의 부착강도

는 ITAtech(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령 28일 최소 

부착강도 기준인 0.5 MPa을 충분히 상회하였다. 그러

나 파괴모드를 관찰한 결과, 멤브레인과 부착면의 계면

에서 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콘크리트의 부착면이 파괴

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뿜칠 방수 멤브레인과 같

이 부착강도가 큰 재료에 대한 인발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부착면의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적 높은 강도

의 콘크리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차원 X-ray CT촬영에 의해 뿜칠 방수 멤브레인 시

작품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결과, 양생 과정에서 수분

의 유출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내부 

공극들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추정된 멤

브레인의 공극률은 26.13%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공극

들을 3차원 가시화해보면 대부분의 미세 공극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향후에는 이상과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뿜칠 

방수 멤브레인에 요구되는 근본적인 기능인 수밀성과 

그에 따른 장기 내구성에 대한 검증 실험을 실시할 필

요가 있으며, 실제 타설을 통한 방수성능과 시공성에 

대한 검토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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