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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eal material mixing ratio of tunnel umbrella arch reinforcement 

method. Currently, there is no clear standard for the proper gelation time and curing 

time of the Seal material in Korea, and the quality control is also difficult because it 

cannot be verified. In response, the ratio of the mixture of the seal material was 

composed of four types of indoor experiments, and the amount of gelation time and 

bleed was checked. In addition, a non-cart penetration test confirmed the curing time 

and compared the ratio of each combination. Further experiments on W/C 120% 

identified the effect of mixing speed and time on the seal material. A total of three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based on indoor experiments, and the size and strength of 

bulb formation were compared by checking the curing time of the specimen and main 

injection. Comparisons show that the lower W/C, the stronger the strength, the larger 

the size of the bulb, and the faster the hardening time appea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gelation time and curing time, it was deemed that the mixing ratio of W/C 120% 

is most appropriate when applied to the actual site.

Keywords: Seal material, Umbrella arch reinforcement method, Mixing ratio, 
Gelation time, Bleeding

초 록

본 연구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의 Seal재의 배합비 결과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국내

에는 Seal재의 적정 겔화시간 및 초결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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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어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Seal재의 배합비를 4가지로 구성하여 실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를 통해 겔화시간 및 블리딩양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카트침 관입 실험을 통해 초결시간을 확인하고 각 배합비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W/C 120%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교반 속도와 시간이 Seal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내실험을 기반으로 총 3가지의 배합비에 대한 현장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시료의 초결시간 확인 및 본주입을 통한 구

근 형성 크기와 강도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W/C가 낮을수록 강도가 강하고 구근의 크기가 크며, 초결 시간이 빠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겔화시간과 초결시간 결과를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 시 W/C 120%의 배합비가 가장 적절

할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실링재, 강관다단 그라우팅, 배합비, 겔화시간, 블리딩

1. 서 론

최근 도시화로 인해 지하철, 통신구,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지반자체를 터널의 주지보재로 이용하는 NATM 공법을 이용하여 시공을 하며(Hong et al., 

2013), 시공되고 있는 지하공간 보강 공법의 대부분은 그라우팅 기술을 이용하여 지반의 물성치를 개선하는 개념

으로 시행되고 있다(Cho et al., 2010).

NATM 터널 보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은 주입재의 침투효과에 의해 차수 및 주변

지반의 보강과 함께 지반의 이완 및 지압의 확대 등을 방지하므로 사질토, 점성토, 풍화토 파쇄대층 및 풍화암 등 

다양한 지반에 적용될 수 있다(Park and Im, 2004).

연약한 지반이나 토피가 적은 굴착면의 안정 및 붕괴방지를 위해 강관 삽입 및 그라우팅에 의한 구조적 보강으

로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강관다단 그라우팅은 Seal재 및 주입재의 품질관리에 따라 안정성이 좌우될 수 있

으며, Seal재 및 주입재의 적정 겔화 및 경화시간을 정량화하는 것이 강관다단 그라우팅 보강 품질 확보의 관건이

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8).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Seal재의 적정 겔화시간 및 본 주입재의 경화시간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주입 후에도 이를 확인 할 수 없어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al재의 W/C 및 교반방법 등으로 나누어 Case를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재

료의 분리를 판단하기 위해 블리딩량 측정, Seal재의 겔화 시간측정을 위한 기울기 실험, Seal재의 경화시간 측정

을 위한 비카트 침 관입시험을 하여 Seal재의 정적 W/C를 평가하고 추가로 현장실험을 진행하여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2. Seal재의 기능 및 역할

강관다단 그라우팅에 적용되는 Seal재는 1980년대 이탈리아의 트레비사가 개발한 우산망 보강공법(PRUM)

에 최초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물 균열부의 보수보강에도 자주 사용되는 Sealing재는 균열부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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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Sealing하여 본 주입재를 밀실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효율을 높여주는 재료이다.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

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지반 내로 주입재를 주입하기 위해 강관과 천공홀 간극을 Sealing재로 채워 본 주입재가 

주입부 외부로 역류를 방지하여 지반 내로 밀실하고 충분히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Seal재는 주입 후 천공홀 내 큰 부피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너무 큰 강도를 갖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라우트 본 

주입 시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지고, 적정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쉽게 분사될 수 있어야 하

며, 고결강도가 약하고, 부피가 팽창하여 공간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Seal재는 

고결상태가 아닌 겔화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Seal재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 Seal재가 유출되어 부피가 줄어서는 안된다.

- 시간 경과에 따라 블리딩의 과다로 인하여 부피가 변화되고, 천공홀을 밀실하게 충진하지 못하면 안된다.

- 본 주입재 주입 시 주입 압력에 의해 쉽게 Seal재가 파괴되어 분사될 수 있어야 하고, 본 주입재 그라우트의 역류

는 충분히 방지해야 한다.

- 본 주입재를 주입하는 작업시간 동안 겔화상태가 최소 4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작업시간 내 Seal재의 경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어 본 주입재의 주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실내실험

3.1 실험개요

Seal재의 현장적용에 앞서 Seal재가 가져야 할 조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실내 실험을 진행하였다. 충족하

는 배합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4가지의 배합비(455%, 90%, 120%, 150%)를 선정하였다. 배합비 455%의 경우 

“소구경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사시방서(안)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8)”을 통해 확인한 배합비로서, 

공단 기준 배합비이다. 이 경우 블리딩양이 많아 다른 실험 조건의 경우 배합비를 낮추어 선정하였다.

각 배합비에 대한 겔화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겔화 및 블리딩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법 및 결과는 

아래 3.3과 같다. 또한 초결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비카트 침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

멘트 응결시험(KS L ISO 9597, 2019)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법 및 결과는 아래 3.4와 같다.

3.2 Seal재 배합 및 배합비

Seal재의 배합은 물, 시멘트, 벤토나이트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전자저울을 활용하여 정확한 계량을 한 후 교반

기로 교반하였다. 교반 방법에 있어 재료의 동시 교반 방법과 벤토나이트 선 교반 방법을 사용하였다. 동시교반의 

경우 계량된 시료들을 동시에 300초 동안 고속 교반하는 경우이며, 벤토나이트 선 교반의 경우 물과 벤토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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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50초 동안 교반 후 시멘트를 추가하여 150초 동안 고속 교반을 진행하였다. 각 배합비 및 교반 방법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Mixing case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Mixing method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Mixing method

Case 1 455

Simultaneous 

mixing

Case 1-1 455

Bentonite primary 

mixing

Case 2   90 Case 2-1   90

Case 3 120 Case 3-1 120

Case 4 150 Case 4-1 150

3.3 겔화 및 블리딩 측정

겔화 시간 측정은 “강관다단 그라우팅에 적용하는 속경성 Sealing재 개발” (Shin et al., 2019)을 참고하였으며, 

Seal재를 45도 및 90도로 기울여 흐름 정도를 파악하였다. Seal재가 흐름정지 상태일 때를 겔화로 판단하였으며, 

블리딩량은 교반 후 24시간이 지난 뒤 측정하였다. 겔화 측정 방법은 Fig. 1과 같다.

(a) 45 degree (b) 90 degree

Fig. 1. Gelation time measurement

3.3.1 겔화시간 측정 결과

Seal재의 겔화 판단을 위하여 1시간 간격으로 기울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진행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Gelation time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Gelation time (hr)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Gelation time (hr)

Case 1 455 6 Case 1-1 455 3

Case 2   90 4 Case 2-1   90 2

Case 3 120 5 Case 3-1 120 3

Case 4 150 6 Case 4-1 1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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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교반의 경우 약 4~6시간 후 겔화를 보이며, 벤토나이트 선 교반의 경우 약 2~5시간 후 겔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벤토나이트 선 교반이 동시 교반보다 더 빠른 겔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3.3.2 블리딩 측정 결과

각 배합비에 해당하는 Seal재의 24시간 경과 후 재료 분리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동시 교반 블리딩 상태

는 Fig. 2와 같다.

Fig. 2. Measurement of simultaneous mixing bleed

동시 교반의 블리딩을 확인해보면 Case 2와 Case 3은 블리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

합비(W/C)가 커지면 커질수록 블리딩양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1의 경우 약 35%, Case 2의 경우 

약 5%, Case 3의 경우 약 7%, Case 4의 경우 약 25%의 블리딩을 보인다.

벤토나이트 선 교반의 블리딩은 Fig. 3과 같다.

Fig. 3. Measurement of bentonite primary mixing bl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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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나이트 선 교반의 블리딩을 확인해보면 동시 교반과 유사하게 Case 2-1과 Case 3-1은 블리딩이 거의 발생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합비(W/C)가 커지면 커질수록 블리딩양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1-1의 경우 약 10%, Case 2-1의 경우 약 0%, Case 3-1의 경우 약 4%, Case 4-1의 경우 약 9%의 블리딩을 보

인다. 동시 교반과 벤토나이트 선 교반을 비교해보면 벤토나이트 선 교반의 경우 블리딩이 더 작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4 비카트 침 관입실험

Seal재 초결 시험은 비카트 침 시험기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관입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투명 플라스틱 통

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Fig. 4와 같이 상, 중, 하 위치에 비카트 침 시험을 진행하였다.

(a) Top (b) Middle (c) Bottom

Fig. 4. Penetration test of vicart needle

비카트 침 실험 방법은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 응결시험(KS L ISO 9597, 2019)및 수경성 시멘트의 

표준주도 시험 방법(KS L 5102, 2016)에 따라서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체를 시험기에 놓은 후 

초결침이 시험체에 닿게 하여 고정시킨다. 눈금을 0으로 맞춘 후 보정추를 올린다. 고정나사를 풀러 초결침이 내

려가도록 하며 30초 후 값을 읽는다. 또한 측정값이 10 mm 이내가 되는 시간은 소성이 없어지고 일정한 임의 압

력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굳어 졌을 때인 초결에 달하였다고 판단한다.

위 방법을 통해 3시간 단위로 총 18시간 동안 비카트 침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각각의 비카트 침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Case 1과 Case 1-1을 제외한 배합비의 경우 약 9~12시간 사이에 모

두 초결 상태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합비가 낮은 Case 2와 Case 2-1의 경우가 가장 빨리 초결 상태에 

달하였으며, Case 1과 Case 1-1은 18시간 후에도 모든 지점이 관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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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1-1

(c) Case 2 (d) Case 2-1

(e) Case 3 (f) Case 3-1

(g) Case 4 (h) Case 4-1

Fig. 5. Penetration test of vicart need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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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내 실험 결과 분석

겔화 및 비카트 침 관입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s of experiment

Mixing ratio (%) Classification Gelation time (hr) Initial set time (hr) Elapsed time (hr)

455
Case 1 6 - -

Case 1-1 3 - -

  90
Case 2 4   8~11 4

Case 2-1 2   8~10 6

120
Case 3 5 11~13 6

Case 3-1 3   9~11 6

150
Case 4 6 11~12 5

Case 4-1 4 11~14 7

대부분 시료의 겔화시간은 동시 교반 기준으로 6시간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벤토나이트 선교반의 경우 2~5시

간의 겔화시간이 배합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었다. 또한 경화 시작 전까지 작업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5~6시간

이 소요되며 이를 충족하는 배합은 Case 2~4이다. 하지만 Case 4의 경우 블리딩양이 많으며, Case 2의 경우 동시 

교반에서 겔화 후 급격히 경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3.6 교반 속도 및 시간의 영향 검토

현장 적용에 있어 Case 3의 배합비가 가장 적절한 것을 축소모형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교반 속도와 교반 

시간이 Seal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Case 3의 배합비와 동시 교반 방법

을 사용하여 2가지의 Case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추가 구성한 Case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dditional mixing case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Mixing method

Case 3-2
120

Low speed, 5 min mixing (simultaneous mixing)

Case 3-3 High speed, 10 min mixing (simultaneous mixing)

3.6.1 겔화 및 블리딩 측정

앞서 진행한 실험방법과 동일한 조건을 통해 Case 3-2, Case 3-3의 겔화 시간과 블리딩양을 측정하였다. 추가

로 검증한 겔화 시간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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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dditional gelation time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Gelation time (hour)

Case 3-2
120

6

Case 3-3 4

추가 실험을 확인한 결과 Case 3-2는 6시간, Case 3-3은 4시간의 겔화시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저속 교반 

보다 고속 교반의 겔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분 고속 교반(Case 3-3)의 경우 5분 고속 교

반(Case 3)보다 겔화 시간이 빠르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진행한 블리딩 측정은 Fig. 6과 같다.

Fig. 6. Measurement of additional mixing bleed

육안으로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Case 3~Case 3-3의 시료를 동시 확인 하였으며, 확인결과 5분 저속 교반

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는 상당히 적은 양의 블리딩이 발생하였다. Case 3의 경우 약 7%, Case 3-1의 경우 약 

4%, Case 3-2의 경우 약 21%, Case 3-3의 경우 약 5%의 블리딩을 보인다. 이를 통해 교반 시 저속 교반 보다 고속 

교반을 진행 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교반 시간이 증가할 때 블리딩 현상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6.2 비카트침 관입실험

비카트침 관입실험 또한 앞서 진행한 조건 및 방법을 동일하게 하여 진행하였으며, 측정 간격은 3시간에서 1시

간으로 줄여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추가적인 Case에 해당하는 비카트침 관입실험 결과는 Fig. 7과 같다.

1시간 간격으로 측정 결과 Case 3-2는 약 12시간, Case 3-3은 약 10시간의 경과 후 초결에 달하였으며, 일정 강

도를 발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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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3-2 (b) Case 3-3

Fig. 7. Penetration test of additional vicart needle results

4. 현장 실험

4.1 실험개요

현장실험은 ○○~○○ 철도건설사업 제○공구 건설공사를 위하여 진행되었다. 현장실험의 전경도는 Fig. 8과 

같으며, 현장실험에 적용된 실시공 Case는 Table 6과 같다. 현장실험의 경우 공단 기준 배합비인 455%와 실내실

험의 결과중 가장 적합한 조건인 배합비 120%,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한 배합비 140%를 실험 조건으로 선정하였

다. 실내실험을 통해 고속 교반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장실험의 교반은 고속교반으로 진행하였

다. 또한 Seal재 실시공에 있어 시험 시공 모식도는 Fig. 9와 같다.

Fig. 8. Field view

Table 6. Additional gelation time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Sort

Case A
120

Sealing

Case A-1 Sealing + Grouting

Case B
140

Sealing

Case B-1 Sealing + Grouting

Case C
455

Sealing

Case C-1 Sealing + G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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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ield diagram

4.2 초결 시간 판단

Seal재의 초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카트 침 관입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투명 원형 시료 통과 대구경 

일반 강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구경 일반 강관은 Φ114.0의 강관이며, 10~15° 천공각도를 유지하여 시공

하였다. 두 경우 모두 비카트 침의 관입이 10 mm 이하로 측정되면 초결에 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2.1 투명 원형 시료 통을 이용한 초결 확인

투명 원형 시료 통을 활용하여 각 Case 별 초결 시간을 확인하였다. 실험 방법은 실내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

였으며, Fig. 10은 각 Case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Case A 9 hours later (b) Case B 10 hours later (c) Case C 24 hours later

Fig. 10. Vicart measurement results of cylinder

Fig. 10을 확인해 보면 Case A의 경우 9시간까지 경과를 확인하였으며, 9시간 경과되었을 때 측정 결과 비카트 

침이 7 mm에 위치하였다. Case B의 경우 10시간 까지 지속 확인한 결과 10시간 경과되었을 때 측정결과 비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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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 9 mm에 위치하였다. Case C의 경우 24시간 경과되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나 24시간 경과되었

을 때 측정결과 비카트 침이 42 mm에 위치하며, 이는 초결 판단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각 Case의 초결 시간을 정리해 보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Hardening time results of cylinder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Elapsed time (hr) Penetration depth (mm)

Case A 120   9 7

Case B 140 10 9

Case C 455 24 (unsuitable) 42 (unsuitable)

4.2.2 대구경 일반 강관을 이용한 초결 확인

투명 원형 시료 통을 활용해 확인한 각 Case의 초결 시간을 대구경 일반 강관에 적용하여 확인해 보았다. Fig. 

11은 각 Case 별 실시공 비카트 침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Case A 9 hours later (b) Case B 10 hours later (c) Case C 24 hours later

Fig. 11. Vicart measurement results of site

Fig. 11을 확인해 보면 Case A의 경우 9시간 경과되었을 때 측정 결과 비카트 침이 0 mm에 위치하였다. Case 

B의 경우 10시간 경과되었을 때 측정 결과 비카트 침이 0 mm에 위치하였다. Case C의 경우 24시간 경과되었을 

때 측정 결과 비카트 침이 17 mm에 위치하며, 이는 초결 판단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각 Case의 초결 시간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Table 8과 같다.

Table 8. Hardening time of site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Elapsed time (hr) Penetration depth (mm)

Case A 120   9 0

Case B 140 10 0

Case C 455 24 (unsuitable) 17 (un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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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구경 일반 강관을 이용한 구근 확인

Seal재와 본주입 그라우팅을 활용하여 실시공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구근의 크기를 확인해 보았다. 

Case A-1, Case B-1, Case C-1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확인한 구근은 Fig. 12와 같다.

(a) Case A-1 27 hours later (b) Case B-1 28 hours later (c) Case C-1 48 hours later

Fig. 12. Bulb formation confirmation

Fig. 12를 확인해 보면 Case A-1의 경우 27시간 경과되었을 때 약 70 mm의 구근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Case B-1은 28시간 경과되었을 때 약 60 mm의 구근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Case C-1의 경우 42시간 경과되

었을 때 약 10 mm의 구근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Table 9와 같다.

Table 9. Bulb formation review

Classification Mixing ratio (%) Elapsed time (hr) Thickness (mm)

Case A-1 120 27 70

Case B-1 140 28 60

Case C-1 455 48 10

하지만 Case C-1의 경우 초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Fig. 13(a)와 같이 쉽게 으깨지는 현상을 확인하

였다. Fig. 13(b)와 같이 Case A-1과 Case C-1을 비교한 결과 형성된 구근의 색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을 정도

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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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ngth check (b) Visual review

Fig. 13. Strength check and visual comparison

4.4 현장 실험 결과 분석

현장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Table 10과 같다.

Table 10. Analysis of field test results

Classification

Elapsed time (hr) / 

Penetration depth (mm)

Cylinder

Elapsed time (hr) / 

Penetration depth (mm)

Site

Thickness (mm)

Case A / Case A-1 9 / 7 9 / 0 70

Case B / Case B-1 10 / 9 10 / 0 60

Case C / Case C-1 24 / 42 24 / 17 10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W/C가 낮아질수록 초결에 달하는 시간은 줄어들며, 구근의 형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W/C가 커질수록 물의 양이 많아 형성된 구근의 색이 옅어지고 강도 또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

장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W/C 120%의 배합비는 초결 시간이 가장 빠르며 다른 배합비에 비해 

강도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Seal재를 각 배합비로 배합한 후 시간경과에 따른 겔화시간, 블리딩, 초결 시간 측정에 대한 실내실험을 진행하

였다.

Seal재는 유출되어 부피가 줄어서는 안되며, 시간경과에 따라 블리딩의 과다로 인한 부피 변화와 천공홀을 밀

실하게 충진하지 못하면 안된다. 또한 본 주입재 주입 시 주입 압력에 의해 쉽게 파괴되어 분사될 수 있어야 하고, 

본주입재 그라우트의 역류는 충분히 방지해야 한다. 본 주입재를 주입하는 작업시간 동안 겔화상태가 최소 4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작업시간 내 Seal재의 초결속도가 빨리 진행되어 본 주입재의 주입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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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와 초결 실험 모두 벤토나이트 선 교반 시료의 진행상태가 동시 교반 시료보다 더욱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벤토나이트의 팽윤성 때문이다. 벤토나이트의 팽윤성이 확보가 된 경우 블리딩 현상 또한 적음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팽윤성이 확보되어 농도가 진해졌을 경우 재료가 잘 섞이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들 실

험 결과를 통해 향후 시공 시 W/C 120%의 배합비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배합 시 교반은 고속으로 교반하여 블리딩 및 재료 분리를 최소화해야 하며, 재료 교반 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교반 시 반죽판, 건조시멘트, 몰드 및 밑판 부근의 온도는 20~27.5°C

로 유지하여야 하며, 혼합수의 온도는 22 ± 2.0°C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시험실의 상대 습도의 경우 50% 이상

이어야 한다. 향후 Seal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반 속도 외에 교반 날의 형상 및 크기에 대한 연구가 추가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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