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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uting, which is applied for the increase of ground strength and the decrease of
permeability, is complex process because of several reasons, so the process needs to
be elaborated. Injection process in consideration of ground condition and optimization
of grouting sequence is essential. In this study, GIN (Grouting Intensity Number),
multiple of injected grout volume and pressure, is revised to consider injection pressure reduction and joint opening during grouting process. A revised GIN process is
evaluated through a field test. A revised GIN, considering ground condition, injection
pressure, follows GIN envelope and produces rational grouting process. The result of
a revised GIN reduces permeability of the ground in the order of 10-1~10-2 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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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차수 및 보강을 목적으로 암반 내 수행되는 그라우팅은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운 작업공
정 이므로 세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가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불연속면의 틈 사이
로 주입되는 그라우트의 주입거동을 최적화 하면서 지반조건에 대응하는 주입방법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입압과 주입재 체적의 곱인 GIN (Groutin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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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를 보완하여 JRC에 따른 주입압의 감소 현상 및 주입압력으로 인한 절리의 열
림 현상을 고려한 수정 GIN 기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현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지반조건에 대응하는 GIN의 산정 및 주입압과 주입양의 제어를
통해서 GIN의 한계를 준용하여 주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합리적인 그라우팅 작업의
수행이 가능하였으며 지반의 투수계수 또한 10-1~10-2 cm/sec 수준의 저감을 보였다.
주요어: 그라우팅, GIN, 암반절리, 마찰 저항, 절리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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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반보강 및 차수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그라우팅 공법은 터널의 굴착면 보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반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공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용되는 빈도에 비해 그라우트의 주입과정에 대
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그라우트의 주입과정은 재료의 시간과 주변환경에 따른 상태변화, 주입되는 절리
등 불연속면의 조건 등에 의존적인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주입설계를 하기에는 주입환경, 재료의 불확실성으
로 한계가 있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각자의 경험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라우팅 공법은 체계적인 설계와 시공을 통해 당초 기대하는 효과가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철
도터널의 공사에서도 지반보강 및 차수의 목적으로 그라우팅 시공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단순히 주입압
(p)과 주입속도(q)를 기록만 하고 있으며 주입 시공관리는 현장기술자의 경험적 판단으로 결정되므로 불확실성
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또한, 주입작업에 대한 데이터가 빈약하여 그라우팅 품질관리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도 문제로 지적된다.

Fig. 1. Grouting volume with depth

Fig. 1의 사례는 국내 댐 그라우팅 공사현장의 단계별 주입물량 데이터로써 주입량이 단계별로 일정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심도별로 주입단계가 구성되고, 가장 깊은 심도인 첫 번째 주입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주입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감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주입 결
과는 그라우팅 주입에 있어 제어주입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첫 단계에서 최대로 주입할 수 있는 만큼의 주입재
를 주입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입된 그라우트는 주변 지반으로 침투하기도 하지만 2번째 단계의 위치로 역류할
수도 있다. 따라서 1단계의 주입이 2단계의 주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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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면 Fig. 2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즉 일정한 크기의 그라우트 구근 형태가 아닌 불규칙한 형태의 주입 체
적이 형성된다. 이러한 결과로 위치별 일정한 차수효과나 지반 강도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일정한 양
의 주입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그라우트 주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GIN grouting

Traditional grouting

12 Step (-2.5m)
11 Step (-5.0m)
10 Step (-7.5m)
9 Step (-10.5m)
8 Step (-12.5m)
7 Step (-15.0m)
6 Step (-17.5m)
5 Step (-20.0m)
4 Step (-22m)
3 Step (-25m)
2 Step (-27.5m)
1 Step (-30m)

(a)

(b)

Fig. 2. Uncontrolled grouting (a) vs. controlled grouting (b)

또한 그라우트 재료는 시멘트를 주로 사용하며 물과 혼합된 경우 Bingham 유체 특성을 가지며, 그라우트가 전
달되는 불연속면의 조건 또한 틈이나 거칠기가 일정하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그라우트의 흐름 및 양생과정에
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수다. Sagong and Ryu (2018)는 전산유동해석을 통해서 절리면 내 거칠기에 따른 그라
우트의 유동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JRC 값의 증가 혹은 W/C비의 감소에 따라 압력손실이 발생하며
W/C/비(Water/Cement ratio, 물/시멘트 비)와 JRC (Joint Roughness Coefficient)에 따른 압력손실을 제안하였
다. Jeon et al. (2010)은 절리틈과 JRC에 따른 주입압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절리의 간극이 작을수
록 그리고 절리가 거칠수록(JRC 값이 증가) 주입압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Lombardi (1996)는 그라우팅 과정에서 정량적 주입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GIN (Grouting Intensity Number)
을 제안하였다. GIN은 그라우트 주입 체적과 주입 시 최종 주입압의 곱이며 허용 가능한 주입 에너지의 개념이다.
기존의 그라우팅 방법은 정량주입의 개념으로서 일정량 혹은 주입속도(시간당 주입량)가 특정치에 도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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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중단하는 개념이나 GIN 그라우팅은 주입 기준(GIN = Pmax × Vmax)을 설정하고 포락선 안쪽에서의 주입과
정(Fig. 3 참고)이므로 상대적으로 주입량이 기존 주입대비 GIN 주입이 적은 경우가 다수이다(Shahzad et al.,
2017). 이는 각 심도별 적절한 양을 주입할 수 있으므로 과다 혹은 과소 주입의 방지를 통해 균일한 주입범위의 생
성 및 재료의 비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며, 기존 주입공법 시 발생하는 과다주입, 재료분리, 수압
파쇄(hydro fracturing) 혹은 들뜲(hydro jacking)을 최소화할 수 있다.

Fig. 3. Example of GIN grouting (Lombardi, 1996)

Chun et al. (2008)은 그라우팅 적용 시 주입범위 균질화 및 지반개량의 확실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주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정립하고자 주입압(p)-주입속도(q)-시간(t) 관계의 차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
다. 주입압과 속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에서 주수시험을 통해 p-q-t 차트를 생성하
고 이를 통해 지반 내부를 분석함으로서 주입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현장에서 시행하는 그라우팅의 주
입압은 비교적 과한 압력으로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적은 압력을 주어 주입 시공한 결과, 목표수준을 만족하는 사
례를 보고한바가 있다.
GIN 그라우팅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반의 특성별 정량주입 설계 및 시공 시 주입의 제한을 통해 과소, 과다주입
을 방지하고자 주로 댐 보강공사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다. Lombardi (1996), Turcote et al. (1994) 등은 GIN 적
용 방안을 제안한바가 있으나 주입압을 산정하는 세부적 방법이나 절리내부의 여건에 따라 주입압을 보정해주는
압력손실계수, 가압으로 인해 절리 내부의 체적이 증가함을 보정해주는 체적증가계수 등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지반의 자중을 고려한 주입압의 산정, 절리의 거칠기(JRC)를 이용한 압력손실계수와 체적증가계수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 GIN 그라우팅의 개념을 수정 보완하였고 수정된 GIN 공법의 현장 적용을 통해서 공법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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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N 그라우팅 기법의 개념
2.1 GIN Grouting 주입관리 방법
GIN 공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입대상 지반에 대한 적절한 GIN 값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며, 특정한 GIN 값
을 선정함에 따라서 주입 대상 지반에 발달한 불연속면을 통해 주입재가 주입되며 충진이 이루어진다. 충진이 진
행되면서 주입량(V)은 점차 감소하고 일정한 단면을 통해서 가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진으로 인한 단면 감
소로 작용압(P)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Fig. 4를 보면 일정한 GIN값을 주입압-단위길이당 누적주입량(P-V)
그래프에 도시하여 포물선형태의 GIN 곡선(①)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라우팅 주입과정에서 측정되는 주입압과
단위주입량의 관계를 표현하면 곡선(②)와 같은 그라우팅 궤적을 기록하게 된다. 이 그라우팅 궤적이 GIN 곡선
(①)과 만날 경우 그라우팅을 중지하는 것이 GIN 공법의 기본개념이다(Pf (종료시점의 주입압), Vf (종료시점의
주입 체적)).

(a) GIN curve and grouting path

(b) Penetrability curve
Fig. 4. Grouting process of a borehole stage (Lombardi, 1996)

이때 곡선 ③은 q/p (단위시간당 주입량/주입압)-단위길이당 누적주입량의 관계로, 누적 주입량에 따른 주입재
의 침투능을 나타낸 것이다. 그라우팅이 진행될수록 단위시간당 주입능(q/p)은 “0”에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Fig.
4에서와 같이 주입과정 상 q/p의 곡선에서 주입재의 침투율이 0이 되는 지점을 사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작
업 진행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GIN은 개념적으로 보면 주입 에너지의 형태이며 수식적으로는 주입압(P)과 단
위주입량(V)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GIN = P × 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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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 그라우팅은 가압 그라우팅 주입으로 인한 hydraulic uplift 위험을 최소로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점성
을 띄는 그라우트재를 주입하기 위해 압력을 가함에 있어 hydraulic uplift의 발생으로 절리 내부의 손상이 발생하
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때 uplift force (Fmax)는 절리틈(E)에 작용하는 주입압(P)와 그라우트의 점착력(C)과 주입반경(R)과의 관계
에서 구할 수 있다. 절리틈에 작용하는 주입압과 그라우트의 주입거리 및 점착력의 상관관계는 식 (1)로 표현이
가능하다(Lombardi, 1996).
⋅

   →    and     
⋅


(1)

여기서, P = 주입압력, V = 주입량, R = 침투반경 혹은 주입재 이동거리(m), E = 절리틈, c = 점착력(kN/m2), V는
주입반경을 고려한 그라우트의 체적이다. 침투반경과 주입압을 고려한 최대 uplift force는 식 (2)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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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max
⋅
 max   → 



(2)

여기서, Fmax = uplift force (N), t = 절리틈의 1/2이다.
최대 uplift force를 고려한 GIN 계산식은 식 (3)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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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kp = 압력감소계수, kv = 체적증가계수이다. 압력감소계수(kp)는 그라우트의 유동 시 절리벽면에서 발생
하는 마찰로 인한 압력수두 감소를 반영하는 계수이며, 체적증가계수(kv)는 주입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리틈의
증가 현상을 고려하는 계수로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2.2 GIN값의 설계인자

한계주입압으로 표현될 수 있는 Fmax는 절리내에 주입압을 가할 시 발생되는 uplift force를 의미하며 주입 압력
으로 인해 상재하중 및 상부 구조물의 중량, 주입되는 절리의 상부지층의 반작용이 발생하는 파괴형상을 고려하
여 계산되어야 한다. 심도에 따른 파괴모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심도 3 m와 12 m 조건에서 대한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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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pth of 3 m

(b) depth of 12 m

Fig. 5. Numerical analyses results with grouting at different depth

지층 내의 절리에서 그라우팅 주입압이 작용했을 때 암반의 인장파괴가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되어 점진적인
파괴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FLAC2D를 이용하였다. Axi-symmetric 모델과 Mohr-Columb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그라우팅 주입반경을 1.5 m로 가정한 상태에서, 상부로부터 각각 3 m와 12 m, 지점에 20 mm 두께를
갖는 150×20 mm의 절리를 형성하였고 절리 내 주입압에 따른 암반층의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았다.
FLAC2D를 이용하여 Mohr-Columb 해석모델을 통한 간단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대상 암반은 경암,
보통암, 연암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 주입압의 증가현상만 보일뿐 유사한 파괴모드가 확
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암조건에서 확인된 파괴모드를 Fig. 6에 표현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암반의 물
성값은 Table 1과 같다.

(a) Grouting depth of 3 m, Injection pressure of 0.97 bar (b) Grouting depth of 12 m, Injection pressure of 4 bar
Fig. 6. Tensile fracture during grouting in soft rock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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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poor rock mass

Poor rock condition

Bulk modulus (MPa)

Cohesion (MPa)

83.3

0.5

Friction angle (deg.) Tensile strength (MPa)
24

0.01

해석 결과는 Fig. 6과 같이 절리 내부에 그라우트재의 주입반경을 기준으로 수직방향으로 인장파괴의 양상이
초기에 발생함이 확인되었으며, 파괴의 형상은 원기둥 형태이다. 따라서 주입압의 최대경계값이며 uplift force의
한계값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주입되는 절리 선단에서 수직의 원기둥 범위만큼 상부지반 체적을 고려하고, 인장
파괴를 유발한 대상 암반의 인장강도로 원기둥 둘레의 전단저항력을 정의하여 Fmax를 산출한다(Fig. 7 참고).
(4)

 max    

여기서, W = 자중,  = uplift force에 반하는 전단력(인장강도 × 원기둥 형상 범위의 둘레)

Fig. 7. Mobilization of uplift force in the grouting region

그라우트의 주입 시에는 절리내부의 거칠기로 인한 압력수두 손실과 주입압 증가 시 절리 내부의 체적 증가 현
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압력손실계수(kp)와 체적증가계수(kv)를 GIN 산정에 반영하고 자 한
다. 특히 절리 거칠기를 고려한 압력손실계수(kp)에 대해서는 Sagong and Ryu (2018)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
다. 해당 연구에서는 절리의 거칠기에 따른 주입압의 압력수두 감소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압력손실 계수
는 물/시멘트비 조건에 따른 JRC와 절리틈을 변수로 하는 다항식을 도출하였다.
Bandis et al. (1983)에 따르면 수직하중의 작용에 따른 절리의 닫힘 거동은 Fig. 8과 같이 암석의 강도 및 절리
면의 거칠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입압에 따른 절리틈의 열림 혹은 닫힘 거동 또
한 Bandis et al. (1983)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암석의 특성을 고려한 식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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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ehaviors of normal stress and fracture closure for the rock discontinuity with unweathered rock (Bandis
et al., 1983)


 
 tan
 tan

(6)

 


      


여기서,  = 증가된 절리틈(mm), kni,tan는 초기 수직강성,  는 절리 압축강도(MPa), E는 초기 절리틈이다. 초기
수직강성(kni,tan)을 바탕으로 체적증가계수(kv)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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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리면의 특성과 압력변화에 따른 절리틈의 변화를 고려한 GIN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σ 

        

 
   ×  ×   ×  





 

(8)

3. GIN 그라우팅 기법의 현장 적용
3.1 현장조사
다음은 제안된 GIN 기법(식 (8))의 적용을 위하여 현장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현장에서의 주입공 배치는
C.T.C 1.5 m이며, 정삼각형 중앙내삽법으로 결정하였다. 15 m 깊이의 풍화암 지반에서 5 m씩 두 스텝으로 주입
시공이 이루어졌다. 시추조사 결과 지층의 분포는 지표로부터 매립층(0~3 m), 풍화암(3~20 m), 연암(20~30.5
m)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지반의 투수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압시험을 실시한 결과 Lu값이 풍화암에서 8.1 Lu,
연암에서 9.1 Lu으로 확인 되었다.
시추공영상분석 BIPS (Borehole Image Processing System)를 사용하여 시추공내의 암반특성을 살펴본 결과
편마암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16.3 m, 16.4 m, 17.8 m 위치에서 틈이 다소 큰 절리가 확인되었다. 시추공 내 확인
된 절리의 특성은 Table 2와 같으며 시추코어의 형태는 Fig. 9와 같다.
Table 2. Fracture characteristics at the test site

Fracture
type (%)
Total
Proportion

160

Set

1

2

3

Random

Total

Open crack
Crack > 3 mm

1

0

1

1

3

6.0%

Close crack
Crack < 1 mm

25

10

6

6

47

94.0%

26

10

7

7

50

100%

52.0%

20.0%

14.0%

1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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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re extracted from the borehole

3.2 GIN값의 산정
GIN 값의 산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입심도, 절리틈, 주입범위, 절리 거칠기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하였
으며, 본 현장에서는 JRC는 10, W/C는 1.0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조건에 맞는 압력손실계수(Kp)는 Sagong
and Ryu (2018)로부터 참고하였으며 해당 식은 다음과 같다.
 
    ×        ×     



(9)

평균 절리틈은 약 1 mm, JRC는 10의 조건으로 kp를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값은 1.06이다. 아래의 Table 3과 같
이 기초 조사를 통해 얻은 스텝 별 파라메타를 참고로 하여 식 (7)을 통해 kv 또한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모두 정리하였다. 식 (3)을 통해서 계산된 스텝별 GIN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parameters for GIN-value

Input parameter (1st step)

Input parameter (2nd step)

1

Total depth

15 m

Total depth

15 m

2

Grouting depth

10 m

Grouting depth

5m

3

Infiltration distance

4

Aperture

5

Rock unit weight

6

No. of joints

24

No. of joints

26

7

JRC

10

JRC

10

8

Joint strength (σd)

9

kp

1.06

kp

1.06

10

kv

1.001

kv

1.00

GIN-value

1.125 m

Infiltration distance

1.34 mm

Aperture

2,200 kg/m3

105 MPa

438.8 Bar.L

Rock unit weight

Joint strength (σd)

GI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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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IN 값을 적용한 주입관리 시공 결과
본 현장에서 주입시험은 5 m 심도별로 주입이 이루어졌으며 각 스텝별로 주입의 결과는 Fig. 10, Fig. 11과 같
다. 첫 스텝에서의 주입심도는 지하 10~15 m 구간 사이이며 이 구간에서의 주입 패턴을 보면 초기 P-Q 곡선 상에
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당구간에서의 절리의 틈이 타이트함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구간의 절리
개수는 24개이며(틈 3 mm 이상 3개, 2 mm 이상 4개, 나머지 2 mm 이하) 배합비(C/W 1:3)에 비해 통수단면적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누적주입양이 60 L 수준에서 P-Q 곡선이 GIN 곡선과 이격이 발생하여 이 시점에서 배합
비를 변경하여(C/W = 1:2) 주입하여 GIN 곡선을 추종하도록 제어하면서 주입하였다. 최종적으로 주입은 0.4
L/min/m 시점에 도달하였을 때 중단하였다.
20

30
25

q/p (L/min / bar)

P (bar)

16
12
8
4
0
0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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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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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ccumulation] (L/m)

0
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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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Q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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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20

Q[accumulation] (L/m)

150

(b) q/p-Q chart
Fig. 10. Injection data of 1s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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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jection data of 2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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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스텝은 지하 5~10 m 사이 구간이며 배합비 C/W 1:2 조건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완만한 P-Q 곡선을
보였다. 해당구간에서의 절리의 전체 개수가 26개이며 틈 2 mm 이상의 절리가 1개이다. 1 스텝에서의 주입 결과
와 비교해 보면 틈이 넓은 절리가 소수가 있는 것 보다 다소 좁은 틈의 절리가 다수가 분포하는 상태에서의 그라우
팅 주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입능 곡선(q/p)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0에 가까
운 조건에서 주입이 중단되었다. 두 개의 스텝에서 총 주입 물량은 86, 125 L/m으로 각 스텝에 주입이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GIN 포락선을 이용한 제어 주입은 과다 주입압으로 인한 원지반의 훼손 혹은 주입재의 과다주입으로 인한 주
입재의 분산 및 주입효과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주입이 밀실하게 주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각 단계별 주입속도(q/p)의 값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인
주입압에 따른 주입양의 변화이므로 동일 주입압 조건에서는 대상 지반이 충전됨에 따라 주입양은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일 것이며 실제 Fig. 10(b)와 Fig. 11(b)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시공과정을 통한 그라우팅의
효과는 주수시험을 통해서 대상지반의 투수성을 확인하였다.
Table 4에서는 주입공에 대한 주수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입 전 후에 대한 수압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투
수계수 값이 10-1~10-2배 수준으로 감소된 결과를 보인다.
Table 4. Comparison of GIN grouting effect

Grouting depth

Permeability before grout

Strata

G.L(-)15~20 m Weathered rock
G.L(-)20~25 m

Soft rock

Permeability after grout

Change of Lu value

Lu

K (cm/sec)

Lu

K (cm/sec)

8.1

1.06 × 10-4

0.97

1.03 × 10-5

7.1 reduction

9.1

-4

0.87

-6

13.9 reduction

1.18 × 10

9.61 × 10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암반 내 그라우팅 주입시공에 있어 절리면의 특성을 고려한 수정 GIN 기법의 적용 방법을 제안
하였다. 절리면의 거칠기에 따른 압력감소 및 주입압으로 인한 절리 열림현상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현장실험을 통해 GIN 주입시공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GIN 기법을 보완하여 암반 내 절리면 내 침투 주입 시 절리로 인한 압력손실과 체적증가분을 고려한 GIN
기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압력손실계수와 체적증가계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안하여 정립하였다.
2. Uplift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도별 주입 조건을 수치해석 수행한 결과 인장파괴에 의한 원통형 파괴모
드가 일반적인 파괴모드이다. 따라서 uplift force의 계산 시 상재하중 적용 가능한 최대가압 조건은 원통형 파
괴모드를 가정하고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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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수정 GIN 기법의 적용을 위한 현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조건을 통해 도출된 수정
GIN 값의 적용을 통하여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주입시공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GIN 주입 결과 투수계
수의 감소가 10-4 cm/sec에서 10-5 내지 10-6 cm/sec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입능 곡선
(q/p)을 통해서 주입압에 따른 주입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주입시의 주입량을 사전에 예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효율적 그라우팅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계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GIN 그라우팅 기법의 고전적인 그라우팅 기법에 비해 지반 조건을 고려한 그라우팅 기법으로 여러 상황에 따
른 효율적인 그라우팅이 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주입압과 주입양의 제어를 통해서 주입되는 물량의 제어 및 효율
적인 주입을 통해 주입의 목적(차수 및 강도발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현장
및 지반조건에서 GIN 그라우팅 기법이 검증되어 효율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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