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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고효율 수압식 충전 현장실험에 관한 연구

양인재, 최남수, 전철수, 이상은, 신동춘*

Study on High-efficiency Hydraulic Filling Field Experiment for 
Subsidence Protection

In-Jae Yang, Nam-Soo Choi, Chul-Soo Jeon, Sang-Eun Lee, Dong-Choon Shin*

Abstract Hydraulic filling methods are widely applied to suppress the land subsidence recently. But the research 
on high-efficiency hydraulic filling to protect the land subsidence is rare. In this study, field experimen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hydraulic filling method are performed by changing the property, specification of the filling 
material and injection pipe. The filling amounts using vertical injection pipe, reducing tee (ø100 mm) pipe, reducing 
tee (ø80 mm) pipe and reducing tee (ø50 mm) pipe showed 28.84 ton, 42.62 ton, 53.33 ton, and 63.33 ton respectively. 
The filling rates using reducing tee (ø100 mm) pipe, reducing tee (ø80 mm) pipe and reducing tee (ø50 mm) pipe 
showed 47.8%, 84.9% and 119.6% respectively. Filling efficiency can be incresed by using reducing tee. This study 
shows that simply changing the type of injection pip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hydraulic filling rate.

Key words Mining subsidence, Hydraulic filling, Filling efficiency, Injection pipe

초  록 최근 국내에서는 폐광산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압식 충전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충전법 적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압식 충전공법의 충전효

율 개선을 위한 충전재료의 입도, 충전관의 형태 및 충전관 직경을 변경해 가면서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를 이용하여 수직관 및 이경티관의 종류에 따른 충전량을 실험결과, 수직

관을 이용하여 수로관에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28.84 ton이였고, 10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42.62 ton, 8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53.33 ton, 50 mm 이경티

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63.33 ton으로 각각 약 47.8%, 84.9%, 119.6%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 충전관의 형태만 변경해도 충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광산지반침하, 수압식 충전, 충전효율, 충전관

1. 서 론

광산 지역은 과거 오랫동안 채굴작업에 의해서 형성

된 채굴적으로 인해서 기존시설물의 안정성은 물론 신

규시설물 건설 시에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조업 중

이거나 폐광된 갱도 위에 구조물들이 위치되는 광산지

역에서는 지하 공간의 붕괴로 인해 지표면에서 트러프

형 침하(trough) 또는 싱크 홀(sink-hole)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채굴 공동이 조성된 지

역 상부에 분포되는 기초 지지층(암반층)의 처짐과 함

몰에 의해 초래된다(Karfakis, 1993).
과거 오랜시간 폐광산에 의한 자연환경 오염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노출되지 않아 일반 국민

들에게는 폐광산에 의한 피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

고, 폐광산에 의한 환경오염의 특성상 국부적이며, 광범

위하지 않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공사를 실시하면서 과거 광산지역 

인근 주민들의 광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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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수압식 충전은 입자형 재료와 물

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슬러리 형태로 만든 후, 관을 

통해 이송시켜 공동을 충전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많

은 양의 재료를 단기간에 충전 가능하나 충전재의 관리가 

곤란하고 충전의 정도는 충전물의 안식각에 좌우된다. 또
한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충전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벽이 필요하며, 유입되는 물로 인하여 공동주변 모암

이 물을 흡수하고 취약해져 붕괴되고 유입된 물의 배수처

리를 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Kwon & Nam, 2007).
2000년대 이후부터는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도로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기존시설물 보강뿐만 아니라 신규시설물의 지반보

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채굴적 보강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채굴 공동에 채움재로 사용된 

재료로는 시멘트 몰탈 및 밀크를 이용한 그라우트 충전

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래를 충전재

로 하여 채굴적을 충전하여 원천적인 지반보강을 실시

하였다(정영옥, 2008).
국내에서는 물금광산, 금곡광산, 무극광산 지반보강공

사를 수압식 충전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수압식 충

전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모형실험 및 현장실험을 통

해 수압식 충전 선단장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반보

강공사의 충전법 적용시 충전재 다음으로 공사비에서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입공 천공의 물량을 효과적으

로 줄일 수 있고, 지반보강공사의 특성상 정밀조사 결과

만 가지고 지하 채굴적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

을 볼때 충전을 위한 천공작업은 실패율이 약 20～30%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히 주입공 천공 물량만 줄이는 것

이 아니라 주입공 천공 시간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시

켜 시공비 전체의 절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압식 충전공법 충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선단장치 

개발을 위한 수조 모형실험 및 현장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수조실험으로부터 고안된 다양한 선단장치의 충전

효율 검증을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김태혁,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압식 충전공법의 효율성 평가

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충전재료, Sand Pump, 
물(70%)+모래(30%) 배합비 및 실규모 장비를 사용하

여 채굴적으로 가정한 수로관에 충전재료의 입도, 충전

관의 형태 및 충전관 직경별 다양한 조건별로 충전실험

을 진행하여 충전 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2. 수압식 충전 현장실험

2.1 실험방법

채굴적 지반보강 공사시에 사용되는 충전재료, Sand 

Pump, 충전플랜트, 양수기, 발전기, 물(70%)+모래(30%) 
배합비 및 실규모 장비를 사용하여 채굴적으로 가정한 

수로관에 충전재료의 입도, 충전관의 형태 및 충전관 

직경을 변경해가면서 실험을 실시하고 그 충전효과를 

비교･검토하였다.

2.1.1 채굴적 묘사

실제 채굴적에 충전실험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다양한 

조건별 반복실험 및 충전양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

하여 Fig. 1과 같이 L : 28,000 mm, W : 1,500 mm, 
H : 1,500 mm 크기의 수로관을 2열로 배치하였고, 수
로관을 채굴적으로 가정하에 실험을 실시하였다.

2.1.2 펌프제원

수압식 충전에 사용된 Sand Pump는 실제 수압식 충

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운전

중에도 변속이 가능하도록 Control Panel을 추가로 제

작하였다. 펌프 제원은 Table 1과 같다.

2.1.3 실험조건

충전실험은 충전 효율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표위에 수직관(L : 28 m, W : 1.5 m, H : 1.5 m)을 

설치하고, 충전관은 수로관 중앙에 설치하여 좌우측으

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하수위를 형성하기 위

하여 수로관 바닥에서 1 m 상단까지 물을 채우고, 물+
모래의 중량비로 70% : 30% 맞추고 충전을 시작하면

서 수로관 양끝단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조

절하면서 충전실험을 진행하였고, 일정시간 흐른 후 물

+모래 넘침현상이 발생하면 실험을 종료하였다(Fig. 2, 
Fig. 3, Table 2).

충전량 및 안식각을 계산하기 위하여 부유물이 완전

히 침강한 다음 물빼기 작업을 실시한 후 각 지점별 높

이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충전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모식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실제 현장은 채굴공동 상부가 막혀있지만 본 연구에

서 채굴공동으로 가정한 수로관은 Open되어 있어 충전

시 Overflow현상 억제 및 채굴공동과 유사한 현장조건

을 만들기 위하여 수로관에 덮개를 설치한 후 현장에서 

수로관에 물을 채워 지하수위를 형성한 후 Overflow현

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충전관 주위에 덮

개를 설치하였다. 덮개 설치 후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잠
시 동안 Overflow현상을 억제할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덮개설치 후 Overflow
현상 발생시 실험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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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cavation (b) Installation of structures

(c) Arrangement of structures (d) Ready for test

Fig. 1. Structures for the field experiments

Table 1. Sand pump specifications

Items Pump Specifications
Motor Capacity 40HP
Discharge Rate Q = 1.2 m3/min

Lift Height H = 25 m
Frequency 10 ～ 60 Hz
Generator 380 V

Impeller Type Closed Type
Transmission Inverter Type

Table 2. Conditions of the field experiments

Items Conditions
Size of structures L : 28 m, W : 1.5 m, H : 1.5 m
Groundwater level 100 cm of level from the bottom of the irrigation piping

Height of fall 250 cm of height from the bottom of the irrigation piping
Discharge depth 50 cm of depth from the bottom of the irrigation piping

Water : Sand Water (70%) : San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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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ydraulic filling equipment for the field experiments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hydraulic filling

Fig. 4. Schematic diagram (filling amount)

(a) Pouring of concrete (b) Curing of concrete

(C) Hydraulic filling field experiment

Fig. 5. Cover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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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size (mm) Percent finer by 
weight(%)

No.10 ～ No.18 87.7

No.18 ～ No.35 73.3

No.35 ～ No.50 50.7

No.50 ～ No.100 15.7

No.100 16.3

(a) Containing 16.3% fine-grained sand passing No.100 sieve (grain-size distribution curve)

Grain size (mm) Percent finer by 
weight(%)

No.10 ～ No.18 57.2

No.18 ～ No.35 34.7

No.35 ～ No.50 22.0

No.50 ～ No.100 9.6

No.100 9.0

(b) Containing 9.0% fine-grained sand passing No.100 sieve (grain-size distribution curve)

Fig. 6. Grain-size distribution curve

(a) Containing 16.3% fine-grained sand passing No.100 sieve (b) Containing 9.0% fine-grained sand passing No.100 sieve

Fig. 7. Filling material

2.2 현장실험

2.2.1 충전재 종류

기존 수압식 충전에 사용된 충전재는 No.100체 통과

량이 10.0%를 넘지 못하며, 이 사항은 기존에 시공된 금

곡광산, 삼산제일광산, 무극광산 지반보강공사 시방서

에 규정되어 있어서 시방서 입도규정에 맞는 충전재를 

현장에서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MIRECO, 2010a, 
2010b,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방서 입도규정을 개

선하고자 No.100체 통과량이 9.0%인 마사토와 No.100체 

통과량이 16.3%이상인 모래를 이용하여 충전실험을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압식 충전재는 Fig. 6과 같이 

No.100체 통과량이 16.3%인 모래와 No.100체 통과량

이 9.0%인 마사토를 사용하여 충전실험을 진행하였다. 
입도별 충전효율을 비교·검증함으로서 수압식 충전재료

의 입도별 충전효율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이에 충전재 입도규정(관리기준)을 개선하고자 미립

분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이상인 모래(a)를 이

용하여 충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Fig. 7과 같이 충전에 

사용되는 충전재로 현장 주위에서 모래보다 수급이 용

이하며, 가격이 저렴하면서 입도가 굵은 마사토(b)를 이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충전재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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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injection pipe

(b) Angle of the pipe = 90° (c) Reducing tee 100 mm (minor diameter)

(d) Reducing tee 80 mm (minor diameter) (e) Reducing tee 50 mm (minor diameter)

Fig. 8. Vertical injection pipe, Angle of the pipe = 90° and reducing tee pipe

2.2.2 충전관의 형태 및 직경

충전관의 형태 및 직경에 따른 충전 효율을 검증하고

자 Fig. 8과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수직관(a)에 3가지 

크기의 이경티를 연결하여 충전관을 제작하였으며, 각
각 90°관(b), 100 mm 수직관에 100 mm 이경티 연결(c), 

100 mm 수직관에 80 mm 이경티 연결(d), 100 mm 수
직관에 50 mm 이경티(e)를 연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으며, 기존 수압식 충전에 사용하던 수직관은 신규로 

제작된 충전관과의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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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lling start to vertical injection pipe

(d) Filling to vertical injection pipe (c) Stop filling

Fig. 9. Field experiments (vertical injection pipe)

(b) Filling to Angle of the pipe = 90°

(a) Filling start to Angle of the pipe = 90° (c) Filling from to Angle 
of the pipe = 90°

(d) Stop filling
(Angle of the pipe = 90°)

Fig. 10. Field experiments (angle of the pipe = 90°)

2.3 실험결과

2.3.1 수직관과 90°관 실험결과

수직관 충전실험은 Fig. 9와 같이 수로관에 물을 채워 

지하수위를 형성한 후 충전을 시작하였고(a), 충전중에 

수로관이 넘치는 시점까지 충전하였다(b). 충전 완료 후 

물을 양수하여 모래의 충전양상을 확인하였다(c).
90°관 충전실험 역시 수직관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충

전관만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Fig. 10과 같이 수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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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field experiment (Vertical injection pipe)

Items
Amount of filling Filling time

(min)
Angle of repose

(°)Water (ton) Sand (ton)

1st 55.76 23.90 30 15 ～ 19

2nd 56.96 24.41 32 19 ～ 20

3rd 58.31 24.99 34 18 ～ 19

4th 54.27 23.26 28 17 ～ 20

Average 56.33 24.14 31 15 ～ 20

Table 4. Results of field experiment (Angle of the pipe = 90°)

Items
Amount of filling Filling time

(min)
Angle of repose

(°)Water (ton) Sand (ton)

1st 100.87 43.23 58 13 ～ 14

2nd 90.51 38.79 52 12 ～ 13

3rd 95.55 41.09 55 13 ～ 15

4th 92.19 39.51 53 12 ～ 13

Average 94.86 40.66 55 12 ～ 15

Fig. 11. Amount of filling (Vertical injection pipe) Fig. 12. Amount of filling (Vertical injection pipe)

에 물을 채워 지하수위를 형성한 후 충전을 시작하였고

(a), 충전중에 수로관이 넘치는 시점까지 충전하였다

(b)(c). 충전 완료 후 물을 양수하여 모래의 충전양상을 

확인하였다(d).
충전관의 형태별 수직관과 90° 관을 이용한 충전실험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각각 Table 3, 
Table 4, Fig. 11, Fig. 12와 같다. 실험의 오차를 줄이

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4차례 실험을 실시하여 

그 평균값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수직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 평균값

이 24.14 ton이였고, 90° 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

래 충전량이 40.66 ton으로 약 68.4% 증가하는 것으로 

수직관에 비해 90° 관이 충전 효율이 좋은 것으로 계산

되었다.

2.3.2 수직관 실험결과(모래)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를 이용하여 

수로관 덮개 유무에 따른 충전량 비교･분석을 위한 충

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5, 
Fig. 13과 같다. 덮개가 없는 수로관에 충전한 경우 모

래 충전량이 24.14 ton이였고, 수로관 덮개를 설치하고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28.84 ton으로 약 19.5% 증
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를 이용하여 

수로관 덮개 유무에 따른 충전량을 비교･분석 결과, 덮
개 유무에 따른 충전량의 차이가 4.7 ton으로 거의 동일

한 충전량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로관 덮개를 설치하였

지만 충전중 수로관과 덮개 사이에 틈으로 충전물이 

Overflow되어 충전실험을 중단한 후 충전량을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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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field experiment (Vertical injection pipe)

Items Amount of filling to Sand 
(ton)

Filling time
(min)

Angle of repose
(°)

(un)covered 24.14 31 15 ～ 20

covered 28.84 35 15 ～ 20

Table 6. Results of field experiment (Vertical injection pipe and reducing tee pipe)

Items Amount of filling to Sand 
(ton)

Filling time
(min)

Angle of repose
(°)

Vertical injection pipe 28.84 35 15 ～ 20

reducing tee 100 mm 42.62 50 20 ～ 22

reducing tee 80 mm 53.33 55 19 ～ 22

reducing tee 50 mm 63.33 60 13 ～ 14

Fig. 13. Amount of filling (Angle of the pipe = 90°) Fig. 14. Amount of filling (Vertical injection pipe and 
reducing tee pipe)

결과, 그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수로관 

덮개 설치에 따른 충전량 효율증대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2.3.3 수직관 및 이경티관 실험결과(모래)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를 이용하여 

수직관 및 이경티관의 종류에 따른 충전량을 비교･분석

을 위한 충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6, Fig. 14과 같다. 수직관을 이용하여 수로관에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28.84 ton이였고, 10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42.62 
ton, 8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

전량이 53.33 ton, 5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63.33 ton으로 각각 약 47.8%, 84.9%, 
119.6%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는 현재 채굴

공동 충전재 입도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No.100체 통

과백분율이 10.0% 이내 모래로 충전실험을 진행한 결

과, 수직관에 비해 이경티관 직경이 작을수록 충전효율

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경티관 직경이 

작을수록 토출되는 압력이 증가하여 수평으로 충전재

를 멀리 보내 충전시간 및 충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4 수직관 실험결과(마사토)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와 No.100체 

통과백분율이 9.0% 인 마사토를 이용하여 따른 충전량 

비교·분석을 위한 충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7, Fig. 15과 같다. 모래를 이용하여 수

로관에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24.14 ton이였고, 마
사토를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마사토 충전량이 37.54 
ton으로 약 55.5%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와 No.100체 

통과백분율이 9.0% 인 마사토를 이용하여 따른 충전량 

비교·분석을 위한 충전실험을 진행한 결과, 두 조건 모

두 수로관에 충전재가 Overflow 되는 시점에서 실험을 

종료하였으며, 모래와 마사토의 충전시간은 각각 31분, 
45분이였다. 마사토의 충전량이 모래의 충전량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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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field experiment (Vertical injection pipe)

Items Amount of filling to Sand 
(ton)

Filling time
(min)

Angle of repose
(°)

Vertical injection pipe
(Containing 16.3% fine-grained sand 

passing No.100 sieve)
24.14 31 15 ～ 20

Vertical injection pipe
(Containing 9.0% fine-grained sand 

passing No.100 sieve)
37.54 45 20 ～ 25

Table 8. Results of field experiment (Vertical injection pipe and reducing tee pipe)

Items Amount of filling to Sand 
(ton)

Filling time
(min)

Angle of repose
(°)

Vertical injection pipe 37.54 45 20 ～ 25

reducing tee 100 mm 40.77 48 25 ～ 28

reducing tee 80 mm 42.99 50 22 ～ 24

reducing tee 50 mm 43.59 52 22 ～ 24

Fig. 15. Amount of filling (Vertical injection pipe) Fig. 16. Amount of filling (Vertical injection pipe and 
reducing tee pipe)

은 이유는 마사토가 모래보다 수평방향으로 밀어내는 

토출압이 좋아 수평방향으로 멀리 보내 충전량이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2.3.5 수직관 및 이경티관 실험결과(마사토)
No.100체 통과백분율이 9.0% 인 마사토를 이용하여 

수직관 및 이경티관의 종류에 따른 충전량을 비교·분석

을 위한 충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8, Fig. 16과 같다. 수직관을 이용하여 수로관에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37.54 ton이였고, 10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마사토 충전량이 

40.70 ton, 8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마사토 충전량이 42.99 ton, 5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

여 충전한 경우 마사토 충전량이 43.59 ton으로 각각 

약 8.6%, 14.5%, 16.1%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No.100체 통과백분율이 9.0% 인 마사토를 이용하여 

수직관 및 이경티관의 종류에 따른 충전량을 비교･분석

을 위한 충전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직관과 이경티관의 

충전량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마사토의 경우에

는 충전효율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2.3.6 수직관 실험결과(모래+마사토)
모래와 마사토를 1 : 1 비율로 혼합한 후 충전량 비교·

분석을 위한 충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

하면 Table 9, Fig. 17과 같다.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를 이용하여 수로관에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 평균값이 24.14 ton이였고, 모래+마사토를 사용

하여 충전한 경우 충전량이 41.60 ton으로 약 72.3% 증
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두 조건 모두 수로관에 충전재가 Overflow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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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field experiment (Vertical injection pipe)

Items Amount of filling to Sand 
(ton)

Filling time
(min)

Angle of repose
(°)

Vertical injection pipe
(Containing 16.3% fine-grained sand 

passing No.100 sieve)
24.14 31 15 ～ 20

Vertical injection pipe
(Containing 16.3% fine-grained sand 

passing No.100 sieve+Containing 9.0% 
fine-grained sand passing No.100 sieve)

41.60 50 20 ～ 23

Table 10. Results of field experiment (Vertical injection pipe and reducing tee pipe)

Items Amount of filling to Sand 
(ton)

Filling time
(min)

Angle of repose
(°)

Vertical injection pipe 41.60 55 20 ～ 25

reducing tee 100 mm 44.63 55 24 ～ 26

reducing tee 80 mm 45.83 56 20 ～ 22

reducing tee 50 mm 48.64 60 18 ～ 20

Fig. 17. Amount of filling (Vertical injection pipe) Fig. 18. Amount of filling (Vertical injection pipe and 
reducing tee pipe)

에서 실험을 종료하였으며, 모래와 모래+마사토의 충전

시간은 각각 31분, 50분이었다. 2.3.4절과 같이 모래+
마사토의 충전량이 모래의 충전량보다 많은 이유는 마

사토가 모래보다 수평방향으로 밀어내는 토출압이 좋

아 수평방향으로 멀리 보내 충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된다.

2.3.7 수직관 및 이경티관 실험결과(모래+마사토)
모래와 마사토를 1 : 1 비율로 혼합한 후 수직관 및 

이경티관의 종류에 따른 충전량 비교･분석을 위한 충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10, 
Fig. 18과 같다. 수직관을 이용하여 수로관에 충전한 경

우 충전량이 41.60 ton이였고, 100 mm 이경티관을 사

용하여 충전한 경우  충전량이 44.63 ton, 80 mm 이경

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충전량이 45.83 ton, 5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충전량이 48.64 
ton으로 각각 약 7.3%, 10.2%, 16.9% 로 증가량이 미

비한 것으로 나타나 충전효율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 것

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채굴적 지반보강 공사시에 사용되는 

충전재료, Sand Pump, 충전플랜트, 양수기, 발전기, 물
(70%)+모래(30%) 배합비 및 실규모 장비를 사용하여 

채굴적으로 가정한 수로관에 충전재료의 입도, 충전관

의 형태 및 충전관 직경을 변경해가면서 실험을 실시하

였다.
실제 채굴공동은 지하수위로 공동이 채워져 있고 상

부가 막혀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반복 실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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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관에 물을 채워 지하수위를 형성한 후 수로관에서 

실험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현장실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와 수직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 평균값이 24.14 
ton이였고, 90° 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

전량이 40.66 ton으로 약 68.4% 증가하는 것으로 수

직관에 비해 90° 관이 충전 효율이 좋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2. No.100체 통과백분율이 16.3% 인 모래를 이용하여 

수직관 및 이경티관의 종류에 따른 충전량 비교·분
석을 위한 충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수직관을 이용

하여 수로관에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28.84 ton
이였고, 10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42.62 ton, 80 mm 이경티관을 사용

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53.33 ton, 5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63.33 ton으로 각각 약 47.8%, 84.9%, 119.6%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경티관 직경이 

작을수록 토출되는 압력이 증가하여 수평으로 충전

재를 멀리 보내 충전시간 및 충전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No.100체 통과백분율이 9.0%인 마사토를 이용하여 

수직관 및 이경티관의 종류에 따른 충전량을 비교·
분석을 위한 충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수직관을 이

용하여 수로관에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37.54 
ton이였고, 10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

우 모래 충전량이 40.70 ton, 80 mm 이경티관을 사

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이 42.99 ton, 5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모래 충전량

이 43.59 ton으로 각각 약 8.6%, 14.5%, 16.1% 으
로 수직관과 이경티관의 충전량 차이가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나 마사토의 경우에는 충전효율 증대를 기대

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4. 모래+마사토를 이용하여 수직관 및 이경티관의 종

류에 따른 충전량을 비교･분석을 위한 충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수직관을 이용하여 수로관에 충전한 

경우 충전량이 41.60 ton이였고, 100 mm 이경티관

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충전량이 44.63 ton, 8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충전량이 45.83 
ton, 50 mm 이경티관을 사용하여 충전한 경우 충전

량이 48.64 ton으로 각각 약 7.3%, 10.2%, 16.9% 
로 증가량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충전효율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5. 기존 수압식 충전에 사용된 충전재는 No.100체 통

과량이 10.0%를 넘지 못하게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

어서 충전재 선정에 제약을 받았지만, 본 연구를 통

해 No.100체 통과량이 10.0% 이상인 충전재를 이용

시 충전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공사시 시방서의 입도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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