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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ck grouting is important to improve the waterproof efficiency and mechanical 

strength of rock medium with joint for utilizing the underground rock space such as 

tunnel. The grouting materials typically has been used the cement materials, which 

represent Bingham fluid model. This model can express the relationship of viscosity 

and yield strength. In addition, it is dependent with elapsed time. The grouting injec-

tion performance can be deteriorated with an increase of viscosity and yield strength 

in the grouting process if the time dependence is ignor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viscosity and yield strength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water- 

cement ratio and time dependence in the laboratory test. Numerical simulation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grout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ime dependence 

of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viscosity model. Given the results, the grouting 

injected distance and cumulative grout volum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the 

time dependence of grouting material was considered. This stud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ime dependence of viscosity and yield strength, will 

be meaningful to the design of grouting injection in field applications.

Keywords: Grouting, Time-dependence, Bingham fluid, Injection performance,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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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터널과 같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암반 그라우팅 공법을 통하여 암반의 차수 및 강도특성을 향상시켜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반 절리 내 그라우팅을 위한 주입재는 주로 Bingham 유체에 해당하는 시멘트계열

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ingham 유체 모델은 점성도와 항복강도의 특성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특성은 시

간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시멘트 주입재료의 시간 경과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라우팅 주입설계를 실

시하는 경우, 그라우팅 과정에서 주입재의 점성도 및 항복강도의 증가에 따라 주입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라우팅 주입재료의 물-시멘트 배합비율, 시간 경과에 따른 점성특성(점성도, 항복강도) 측정 및 분석 실내실험을 실시

하였다. 실내실험을 통하여 파악한 점성모델을 이용하여 그라우팅 주입재의 시간의존 특성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해석결과,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단일 점성특성을 적용한 해석에 비하여 그라우팅 주입

거리 및 누적 주입량이 감소하여 주입성능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그라우팅 주입

재의 시간 경과에 따른 점성모델 및 해석결과는 향후 그라우팅 주입 현장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그라우팅, 시간의존 특성, Bingham 유체, 주입성능, 수치 시뮬레이션

1. 서 론

지하 암반 내 터널은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 환경적 제약의 극복 및 도심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심도 암반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산지 및 해양조건에 큰 영향을 받

는 지상조건에 비하여 터널과 같은 구조물 설치에 유리하다(Kim et al., 2017). 국내의 경우, 도로터널은 2019년 

기준 2,600여 개소 터널이 운영 중이며 총 연장길이는 약 2,000 km에 해당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 현재 운영 중인 터널의 수는 최근 10년 전에 비하여 거의 100%까지 증가하였으며, 향후 기

술 및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반은 주로 무결함 암반(intact rock)과 절리(joint)와 같은 수많은 불연속면(discontinuity)으로 구성된다. 절

리는 인장강도가 매우 낮은 암반 내 분리면에 해당하며, 터널 시공을 위하여 절리가 다수 포함된 암반의 굴착이 

실시되는 경우 절리에서부터 역학적 변형이 발생될 수 있다(Meng et al., 2019). 특히, 다수의 불규칙적인 절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절리는 주변 지하수의 유동 경로에 해당하게 된다(Moon, 2013). 만약 이러한 절리를 통

하여 주변 지하수가 지하공간 내 유입된다면 터널의 침수로 인하여 지하공간의 활용성이 저하되며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Panthi and Nilsen, 2005). 따라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서는 암반 그라우팅

과 같은 공법을 적용하여 절리 암반의 차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암반 그라우팅은 암반 절리 내부에 충전재료를 주입하여 절리의 간극(aperture)을 채우는 공법이다. 이러한 암

반 절리 보강공법의 목적은 암반의 강도를 증대시키고 투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다양한 지하공간 개발 프로

젝트에서 적용되고 있다(Rafi and Stille, 2014). 암반 그라우팅은 지압, 초기 포화조건, 절리 분포, 절리 간극 및 거

칠기 등과 같은 암반 절리환경 특성과 주입재료의 밀도, 체적변형률, 점성도 및 항복강도 등과 같은 주입재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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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주입성능(e.g., 내구성, 침투성, 주입량 등)이 달라질 수 있다(Saeidi et al., 2013). 이외에도 그라우팅 주

입성능은 주입압력, 동적주입방식, 주입시나리오 등과 같은 주입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Mohammed et 

al., 2015). 이러한 영향요인 중 주입재료 특성은 주입재의 종류와 적용방식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변경 및 조절

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라우팅 주입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한다.

암반 절리 충진을 위한 그라우팅 주입재료는 경화제의 종류에 따라 현탁액형 및 용액형 주입재가 활용되고 있

다. 현탁액형 그라우팅 주입재료는 시멘트를 경화제로 사용하며, 용액형 그라우팅 주입재료는 무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을 경화제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감수제, 유동화제, 급결제 등 첨가제가 그라우팅 주입재

와 함께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암반 그라우팅 현장에서는 주입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시멘트 

재료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You et al., 2012). 시멘트 재료는 그라우팅 목표 주입성능 발현을 위

하여 설계된 물-시멘트 배합비율(Water-Cement Ratio, W/C)로 물과 함께 배합되어 현탁액 형태로 암반 절리에 

주입된다. 이처럼 시멘트 재료를 그라우팅 재료로써 단독으로 활용하는 경우 물-시멘트 배합비율은 그라우팅 주

입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Lee et al., 2017). 이외에도 시멘트 재료의 입자크기, 시간 경과에 따

른 시멘트 재료의 양생정도(시간의존성)에 따라 그라우팅 재료의 주입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Kobayashi and 

Stille, 2007; Liu et al., 2020).

시멘트 재료를 이용하여 암반 그라우팅 주입성능을 평가한 실험적 및 수치해석적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다. 

Stille and Gustafson (2010)은 암반 그라우팅 주입현장에서 절리의 투수특성에 따라 그라우팅 주입방식을 설계

하였다. 또한, 그라우팅 주입과정에서 물-시멘트 배합비율 및 주입압력을 변화시키며 주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주입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실내실험을 통하여 그라우팅 주입재료 내 미세입자의 

함량에 따른 주입성능이 평가되었으며, 이산화 규소(SiO2)가 그라우팅 재료에 포함되는 경우 절리의 기밀성능

(sealing efficiency)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Liu et al., 2020). 또한, 수치해석 방법을 활용

하여 불규칙 절리 네트워크에서 그라우팅 주입압력, 수치해석 메쉬의 크기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성능 평가가 실시

되었다(Liu et al., 2021). 이외에도 개별요소법(Distinct Element Method, DEM)을 이용하여 절리의 간극(aper-

ture), 수직강성(normal stiffness), 간격(spacing), 방향(orientation) 및 초기 공극압, 주입재료의 점성도와 항복강

도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성능 민감도 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Saeidi et al., 2013).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우 시간 경

과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재의 물성(i.e., 점성도, 항복강도) 변화가 고려된 연구결과가 아니며, 물과 시멘트 배합 

직후의 초기 물성을 사용한 그라우팅 주입성능만을 평가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그라우팅 주입재료의 점성특성을 반영하여 그라우팅 주입성능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 기존 암반 그라우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 및 배합비율을 선정하고 물과 시멘트 배합 후 점성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실험적 데이터를 적용하여 주입재료의 시간 경

과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성능을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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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라우팅 주입재료 및 점성도 측정실험 방법

2.1 주입 유체의 점성특성

그라우팅 주입 유체의 유동은 뉴턴 유체(Newtonian fluid) 특성과 Bingham 유체(Non-Newtonian fluid) 특성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뉴턴 유체의 경우, 유동 발생을 위하여 전단응력(shear stress)이 작용할 때 항복강도(yield 

stress)와 관계없이 전단율(shear rate)이 발생되는 특성을 지닌다(Fig. 1). 이와 반대로 Bingham 유체의 경우, 항

복강도를 초과하는 전단응력이 작용될 때 전단율이 발생, 즉 유체의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뉴턴 유체는 

물(water) 또는 화학 용액형 그라우팅 재료가 있으며, Bingham 유체로는 시멘트 현탁액이 있다. Bingham 유체는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는 전단응력, 는 항복강도, 는 점성도, 는 전단율을 나타낸다. 점성도의 경우, 전단응력과 전단율의 

비율로써 시멘트 현탁액의 물-시멘트 배합비율, 시간 경과에 따른 경화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시멘트 

재료를 그라우팅 주입재료로 활용하는 경우 Bingham 유체 특성에 해당하는 점성도 및 항복강도에 따라 그라우

팅 주입성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주입 유체의 점성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1. Characteristics of flow model for Bingham fluid and Newtonian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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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재료 준비 및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는 암반 그라우팅 주입재의 시간 경과에 따른 점성특성 평가를 위한 실험재료로 마이크로시멘트

(micro-cement)와 물을 사용하였다. 마이크로시멘트는 국내 S사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입자크기

(particle size diameter) 중 D95 및 D50은 각각 18 µm, 6 µm에 해당한다. 비중(specific gravity)은 2.95, 분말도

(fineness)는 6,990 cm2/g에 해당한다. 배합수는 20 ± 2°C 온도 조건의 수돗물을 주입재 배합에 사용하였다.

그라우팅 주입재료의 배합비율에 따른 점성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물-시멘트 배합비율(water-cement ratio, 

W/C (-))은 기존 암반 그라우팅 연구에서 사용하는 배합비율을 참고하였다. 암반 그라우팅 현장에서는 그라우팅 

주입재 물-시멘트 배합비율로 1.0~2.0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Jeoung et al., 2016; Mu et al., 2021). 물-시

멘트 배합비율이 3.0을 초과하는 경우, 블리딩(bleeding)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응결시간(setting time)이 증가하

며 강도 또한 낮아지게 된다. 또한,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1.0보다 작은 경우 점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라우팅 주입재로 적합하지 않다(Pantazopoulos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라우팅 

주입재의 물-시멘트 배합비율을 1.0과 2.0으로 설정하여 점성도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ookfield 사의 회전형 점도계(DV2T)와 UL 어댑터(UL adapter)를 사용하여 시멘트 그라우트

의 점성도를 측정하였다(Fig. 2). 회전형 점도계는 데이터 저장 및 조작 장치와 스핀들(spindle)로 구성되며, 설정

한 전단율로 스핀들이 회전하여 발생하는 전단 저항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UL 어댑터는 챔버(chamber)

와 원통형 스핀들로 구성되며 회전형 점도계에 부착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암반 그라우팅에 사용되는 주입

재료의 점성도는 폭이 좁은 암반 절리(0.5~10 mm 이내)에 주입되기 때문에 점도가 낮은 주입재료 및 배합비율을 

Fig. 2. Setup for viscosity measurem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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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Barton, 1978). 하지만 기존의 단순 회전형 점도계는 낮은 점도에 해당하는 암반 그라우

팅 주입재의 점성도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도가 낮은 유체의 점성도 측정이 가능한 UL 어

댑터를 사용하여 점성도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2.3 점성도 측정실험 및 시간의존 특성 분석방법

시멘트 그라우팅 주입재는 시간 경과에 따라 점성도와 항복강도가 증가하는 재료에 해당한다. 시간 경과에 따

라 발생하는 주입재의 물성 변화는 암반 절리 내 주입되는 그라우팅 주입재의 주입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라우팅 주입설계 시 시간 경과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재의 점성특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라우팅 주입재의 점성도 측정을 위하여 시험편은 물-시멘트 배합비율 1.0과 2.0으로 준비하였다. 배합수와 

시험편의 온도는 20 ± 0.5°C를 유지하였으며, 배합 시험편은 직경 30 mm, 높이 130 mm의 점성도 측정 챔버에 

16 mL의 양에 해당한다.

회전형 점도계의 스핀들과 회전속도에 따라 전단율(shear rate, ) 및 측정 가능한 점성도 범위가 달라지기 때

문에 측정 재료에 적합한 스핀들과 회전속도(revolution per minute, RPM)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et al., 

2021). 점성도 측정에 사용한 회전형 점도계 모델에서 측정 가능한 회전속도는 0.1~200 RPM에 해당한다. 또한, 

UL 어댑터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는 Table 1과 같이 스핀들 회전속도를 설정하여 점성도 측정실험을 수행하

였다. 점성도 측정실험은 600초 동안 실시하였으며, 각 케이스를 3회 측정 및 평균하여 시간의존성을 고려한 점

성특성을 평가하였다.

Table 1. Values of rotational speed for viscosity measurement test in this study (based on DV2T with UL adapter)

Revolution per minute (RPM) Shear rate (s-1) Viscosity range (mPa ‧ s)

  10 12.23 0~640.0

  30 36.69 0~213.3

  50 61.15 0~128.0

  70 85.61 0~91.4

100 122.3 0~64.0

150 183.5 0~42.7

3. 암반 그라우팅 점성유체의 시간의존 특성 측정결과

3.1 점성도 측정 결과

물-시멘트 배합비율과 시간의존 특성은 그라우팅 주입재의 점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

에 암반 절리 내 주입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Kim and Lee, 2022). 본 연구에서는 물-시멘트 배합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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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2.0으로 설정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재료의 점성도를 평가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은 

물과 시멘트 배합 직후(t = 0 s)와 배합 600초 후(t = 600 s)에 각각 점성도를 측정 및 분석하였다.

3.1.1 물-시멘트 배합비율(W/C)의 영향

물-시멘트 배합비율에 따른 점성도 측정 결과,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1.0 → 2.0) 점성도는 감소하

는 양상을 보였다. Fig. 3은 전단율에 따른 물-시멘트 배합비율 1.0과 2.0의 점성도 측정 결과에 해당한다. 물과 시

멘트의 배합 직후(t = 0 s), 전단율이 12.23 s-1인 경우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일 때 1.0일 때보다 점성도가 91.3%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전단율이 183.5 s-1인 경우에는 77.3% 낮은 결과를 보였다(Fig. 3(a)). 마찬가지로 배합 

600초 후(t = 600 s)에는 전단율이 12.23 s-1인 경우,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일 때 1.0보다 점성도가 84.3%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전단율이 183.5 s-1인 경우에는 72.3% 낮은 결과를 보였다(Fig. 3(b)). 암반 그라우팅을 위하여 

물과 시멘트가 배합되는 경우 수화반응이 발생하여 경화(hardening)되며, 이때 배합에 사용된 물이 수화반응에 

필요한 물보다 많이 공급된다면 주입재의 점성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증가하

는 경우 점성도는 감소한다.

점성도 측정을 위한 스핀들의 회전속도(전단율)가 증가할수록 점성도가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점성도 감소는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낮을수록 큰 결과를 보인다. 배합 직후(t = 0 s) 물-시멘트 배합비율 1.0인 경우, 전단율이 

증가할 때(12.23 → 183.5 s-1) 점성도는 약 88.4% 감소하였으며,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인 경우에는 점성도가 

약 69.6% 감소하였다(Fig. 3(a)). 이와 마찬가지로 배합 600초 후(t = 600 s) 물-시멘트 배합비율 1.0인 경우, 전단

율이 증가할 때(12.23 → 183.5 s-1) 점성도는 약 89.8% 감소하였으며,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인 경우에 점성도

는 약 81.9%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3(b)).

(a) t = 0 s (b) t = 600 s

Fig. 3. Results of viscosity according to shear rate with water-cem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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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시간 경과의 영향

회전형 점도계를 사용하여 점성도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 시작 후 일정 시간 동안 점성도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Fig. 4). 이러한 원인으로는 점성도 측정을 위한 측정 챔버 내 스핀들이 회전하면서 

그라우팅 주입재의 교란이 발생하여 점성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Sagong et al., 2018). 또한, 점성도 측정 과정

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자중으로 인한 재료분리가 발생하여 점성도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Fig. 5). 사전

실험 결과, 물-시멘트 배합 직후 약 20초 간 점성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후 점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대한 그라우트 주입재의 점성특성을 점성도 측정 시작 20초 경과 후 

분석 및 평가하였다.

Fig. 4. Concept for variation of viscosity behavior during viscosity measurement test

Fig. 5. Bleeding process of cement grouting material during viscosity measurem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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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도 측정은 스핀들의 회전속도를 10~150 RPM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전실험 결과, 스핀들의 회전

속도가 과도하게 낮거나(<30 RPM) 높은 경우(>100 RPM) 시간 경과에 따른 점성도 측정값의 신뢰도가 낮은 결

과를 보였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점성도 측정실험에서 스핀들의 회전속도는 점성도 측정 가능 범위에 해당

하는 30 RPM ( = 36.69 s-1)과 100 RPM ( = 122.3 s-1)으로 결정하여 점성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라우팅 주입재 배합 후 시간 경과(20 → 600 s)에 따른 점성도 측정 결과는 Fig. 6과 같다. 물-시멘트 배합비율

이 1.0인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30 RPM일 때 약 22.0% 증가하였으며 100 RPM일 때 약 11.4%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인 경우, 회전속도 30 RPM과 100 RPM 각각 약 110.8% 및 65.8%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다. 해당 결과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점성도 증가율은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1.0 → 

2.0)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증가할 때 시멘트 입자의 수화반응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점성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시멘트 배합 후 시간이 경과(20 → 600 s) 하는 경우, 회전속도에 따른 점성도 값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전속도 30 RPM 및 100 RPM에 따른 점성도 측정 결과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1.0인 경우 배합 20

초 후(t = 20 s)에서 점성도 차이는 약 27.5 mPa ‧ s, 배합 600초 후(t = 600 s)에서의 점성도 차이는 약 35.6 mPa ‧ 

s로 29.5%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6(a)). 또한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인 경우 배합 20초 후(t = 20 s)에서

의 점성도 차이는 약 2.7 mPa ‧ s, 배합 600초 후(t = 600 s)에는 7.4 mPa ‧ s로 약 174.1%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앞선 물-시멘트 배합비율에 따른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스핀들의 회전속도에 따라 점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

다. 스핀들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그라우트가 활발하게 교란되기 때문에 시멘트 입자 간 응결이 억제되어 경

화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a) W/C = 1.0 (b) W/C = 2.0

Fig. 6. Results of viscosity according to time with water-cem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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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복강도 측정 결과

항복강도는 유체가 흐를 수 있는, 즉 유동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최소의 전단응력 값에 해당한다. 시멘트 그라

우팅 주입재료는 항복강도를 가지는 Bingham 유체에 해당하므로 암반 그라우팅을 위해서는 주입압력이 항복강

도를 초과해야 한다(Håkansson et al., 1992). 이처럼 항복강도는 암반 절리 내 그라우팅 주입재 주입을 위하여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물성에 해당한다.

3.2.1 물-시멘트 배합비율(W/C)의 영향

물-시멘트 배합비율에 따른 항복강도 분석 결과,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증가(1.0 → 2.0)할 때 그라우팅 주입재

의 항복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7은 물-시멘트 배합비율 1.0과 2.0의 전단율에 따른 전단응력을 

측정한 결과에 해당한다. 배합 직후(t = 0 s)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일 때 항복강도는 0.119 Pa으로 분석되었으

며,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1.0인 경우 항복강도는 1.384 Pa로 파악되어 약 11.6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배합 

600초 후(t = 600 s)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1.0인 경우 항복강도는 1.962 Pa로 분석되어,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일 때 항복강도 0.334 Pa에 비하여 약 5.9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증

가할수록 수화반응에 필요한 물의 공급량이 충분하고 시멘트 입자 간 마찰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 t = 0 s (b) t = 600 s

Fig. 7. Results of yield stress according to shear rate with water-cement ratio

3.2.2 시간 경과의 영향

물과 시멘트가 배합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수화반응이 발생하면 시멘트 입자의 응결이 발생하고 결합 구조가 

강화되어 시멘트 그라우트의 항복강도가 증가하게 된다(Struble and Lei, 1995). 시간 경과에 따른 항복강도 분석

결과, 시간이 경과할수록(20 → 600 s) 항복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8).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1.0인 경우 배합 600초 후(t = 600 s)일 때의 항복강도가 배합 20초 후(t = 20 s)일 때보다 0.542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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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일 때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약 0.196 Pa (115.7%) 

증가하였다.

높은 물-시멘트 배합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항복강도 값의 증가율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수화반응이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점성도 및 항복강도

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Nguyen et al., 2011). 비록 본 실험 결과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물-시멘트 배합비율 

1.0과 2.0의 항복강도 값의 차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Fig. 8), 이는 초기값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좁은 간극의 암반 절리 내 주입성능 향상을 위하여 물-시멘트 배합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

한 항복강도 증가율의 민감도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Fig. 8. Time-yield stress curve according to water-cement ratio

4. 암반 그라우팅 주입재료의 시간의존 특성 평가를 위한 주입 시뮬레이션

4.1 암반 그라우팅 주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암반은 무결함 암반체(intact rock) 뿐만 아니라 절리, 층리, 단층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불연속면

(discontinuity)을 포함한다.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반의 경우 불연속면의 특성에 따른 암반의 거동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암반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암반거동 수치해석을 위해 사용하는 해석기법의 종류는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 유한차분

법(Finite Difference Method, FDM),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BEM), 개별요소법(Distinct 

Element Method, DEM), DDA (Discontinuous Deformation Analysis) 등이 있다. 이 중 개별요소법은 불연속/

불규칙적인 요소들의 분포 특성 및 기하학적 특성을 모사할 수 있으며, 암반 절리 내 그라우팅의 유동 특성을 모사

하는 데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UDEC (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Zareidarmi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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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DE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반 그라우팅 주입재의 시간의존 특성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성능 평가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4.2 해석모델 및 입력물성

본 연구에서는 단일 형태의 절리를 가정하여 암반 그라우팅 주입재의 주입 거동을 모사하였다(Fig. 9). 암반 블

록은 길이 50 m, 높이 1 m의 2차원 직사각형 형태로 가정하였으며, 절리는 암반 블록의 길이 방향으로 길이 50 m 

간극 0.1 mm의 직선의 단일절리를 모사하였다. 암반 블록의 입력 물성은 밀도 3,000 kg/m³, 체적계수 10 GPa, 전

단계수 3 GPa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는 실내실험을 통하여 측정한 그라우팅 주입재의 밀도, 점성도 및 항복강

도 값에 해당하며 이를 시간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 물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 경

과에 따른 점성도 및 항복강도는 앞서 실험적으로 도출한 점성모델을 활용하였으며, 해석프로그램 내 주입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된 값을 입력 물성으로 갱신 및 반영하였다(Fig. 6, Fig. 8). 그라우팅 주입재는 1 MPa의 일정한 

압력으로 주입구를 통하여 절리의 깊이방향으로 주입을 실시하였으며. 그라우팅 주입성능은 그라우팅 주입재의 

주입거리(injected distance) 및 누적 주입량(cumulative grout volume)으로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라우팅 주입 시 절리의 간극이 일정한 유동 해석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주입재의 시간의존 특성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9. Single joint model for evaluating grouting injection performance

Table 2. Input properties of grouting material for constant viscosity case

Water-Cement ratio

(-)

Properties

Density (kg/m3) Viscosity (mPa ‧ s) Yield strength (Pa)

1.0 1,480 32.40 1.46

2.0 1,290 4.8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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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간의존 특성에 따른 암반 그라우팅 주입성능 평가결과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한 그라우팅 주입성능 평가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그라우팅 주입재의 점성도 및 항복강

도가 증가하여 그라우팅 주입거리 및 누적 주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시멘트 배합비율을 1.0으로 

설정하였을 때 주입 600초 후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주입거리는 5.4 m,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주입거리는 4.7 m로 평가되어 약 12.9% 주입거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10(a)). 이와 유사하게 물-

시멘트 배합비율을 2.0으로 설정하였을 때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에서 주입거리는 14.2 m,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한 해석에서는 10.3 m로 평가되어 약 27.5%의 주입거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10(b)).

(a) W/C = 1.0 (b) W/C = 2.0

Fig. 10. Results of injected distance according to W/C considering time-dependent viscosity

그라우팅 주입재의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주입거리와 마찬가지로 누적 주입량 또한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1.0인 경우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한 

주입 시뮬레이션에서 주입 600초 후 누적 그라우팅 주입량은 약 4.7%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11(a)). 

또한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2.0인 경우,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한 해석에서는 누적 주입량이 약 11.7%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11(b)). 이러한 시간의존 특성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성능의 저하는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높

을수록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우팅 주입재의 주입거리 및 누적 주입량은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높은 해석결과(W/C = 2.0)에서 물-시멘

트 배합비율이 낮은 해석결과(W/C = 1.0)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0, Fig. 11). 해당 결

과에서, 그라우팅 주입설계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점성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암반 그라우팅 현장에서 목표 

주입거리 및 주입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지하공간 활용성(e.g., 지하수 유입, 역학적 불안정 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지하공간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한 그라우팅 설계가 중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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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C = 1.0 (b) W/C = 2.0

Fig. 11. Results of cumulative volume according to W/C considering time-dependent viscosity

5. 결 론

지하 암반 내 터널을 설치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팅과 같은 보강공법을 활

용하여 터널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과 주변 절리 암반의 강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암반 절리 내 그라우팅 

주입재료는 주로 시멘트 재료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멘트 재료는 배합 후 수화반응에 의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점성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라우팅 주입재의 시간의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라우팅 주입설계를 실

시한다면 목표 주입성능(주입거리, 주입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간 경과에 따른 시멘트 재료 기반의 그라우팅 주입재의 점성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실내실험을 통하여 파

악한 물성을 이용하여 시간의존 특성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성능을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1. 그라우팅 주입재료의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점성도와 항복강도는 감소한다. 실험결과, 물-시

멘트 배합비율이 증가할 때(1.0 → 2.0), 배합 직후(t = 0 s) 설정한 전단율에 따라 점성도는 약 77.3~91.3% 감

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항복강도는 약 91.4%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시간 경과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재의 점성도 및 항복강도 평가결과, 그라우팅 주입재의 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성도와 항복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물-시멘트 배합비율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라우팅 주입재 배합 600초 후 점성도는 각각 11.4~22.0% (W/C = 1.0), 65.8~110.8% (W/C = 2.0) 

증가하였으며, 항복강도는 36.9% (W/C = 1.0), 115.7% (W/C = 2.0) 증가하였다.

3. 그라우팅 주입재의 시간의존 특성(점성도 및 항복강도)을 고려한 주입 시뮬레이션 결과, 점성특성 변화를 고

려하지 않은 해석에 비하여 그라우팅 주입거리는 12.9% (W/C = 1.0)~27.5% (W/C = 2.0) 감소하는 결과를 보

였다. 또한, 누적 그라우팅 주입량은 4.7% (W/C = 1.0)~11.7% (W/C = 2.0)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간의

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설계한 그라우팅 주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장기적인 암반 내 지하공

간 활용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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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에서 평가한 그라우팅 주입재의 재료, 물-시멘트 배합비율과 점성도 및 항복강도 측정 시간은 기존 보

고된 연구에서 참고하였기 때문에 적용 현장에 따라 한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그라

우팅 주입재료의 점성특성 데이터베이스와 이에 따른 주입성능의 수치해석적 평가결과는 향후 지하 암반 공

간 활용 시 신뢰성 높은 그라우팅 주입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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