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25 August, 2021

Revised: 12 September, 2021

Accepted: 14 September, 2021

Ⓒ 2021 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

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PEN ACCESS

*Corresponding author: Yong-Seok Seo

E-mail: ysseo@cbu.ac.kr

농업용 저수지 제체에서의 그라우팅 주입효과 

확인방법의 검증

김형신1ㆍ문성우2ㆍ임국묵3ㆍ서용석4*

1충북대학교 방재공학 학과간협동과정 박사과정, 2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박사 후 연구원, 
3(주)한세지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4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Inspection Method Validation of Grouting 

Effect on an Agricultural Reservoir Dam

Hyeong-Sin Kim1ㆍSeong-Woo Moon2ㆍKookmook Leem3ㆍYong-Seok Seo4*

1Ph.D. Student,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Post-Doctor, 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CEO, Hanse GeoEngineering Co., Ltd.
4Professor, 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hysical, mechanical, hydraulic, and geophysical tests were applied to validate methods of inspecting 

the effectiveness of grouting on an agricultural reservoir dam. Data obtained from series of in situ and 

laboratory tests considered four stages: before grouting; during grouting; immediately after grouting; 

and after aging the grouting for 28 days. The results of SPT and triaxial tests, including the unit 

weight, compressive strength, friction angle, cohesion, and N-value, indicated the extent of ground 

improvement with respect to grout injection. However, they sometimes contained errors caused by 

ground heterogeneity. Hydraulic conductivity obtained from in situ variable head permeability testing 

is most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effectiveness of grouting because the impermeability of the ground 

increased immediately after grouting. Electric resistivity surveying is useful for finding a saturated zone 

and a seepage pathway, and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MASW) is suitable for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grouting, as elastic velocity increases distinctly after grouting injection. MASW 

also allows calculation from the P- and S- wave velocities of dynamic properties (e.g., dynamic elastic 

modulus and dynamic Poisson’s ratio), which can be used in the seismic design of dam structures.

Keywords: agricultural reservoir dam, grouting effect, physical and mechanical methods, in-situ 

permeability test,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MASW

초 록

농업용 저수지 제체에 대한 그라우팅 주입효과 확인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물리 ‧ 역학적 방법, 수리학

적 방법,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내시험과 현장시험을 통하여 획득한 데

이터들은 그라우팅 주입단계에 따라 ① 그라우팅 이전, ② 그라우팅 중 ③ 그라우팅 직후, ④ 그라우트재 

재령 28일 이후로 구분하여 획득되었다. 시추과정에서 획득되는 단위중량, 압축강도, 마찰각, 점착력, N

값(관입저항치)의 경우 지반 개량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지반의 불균질성에 기인하는 한계도 나타났다. 

현장 투수시험으로 측정된 투수계수는 그라우트재가 고결되기 이전에도 차수성이 확인되어 그라우팅 

직후에 저수지 제체의 개량효과를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비저항탐사는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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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팅 이전 저수지 제체에 발달하는 포화대와 누수영역 파악 활용에 적합하였다. 표면파탐사(MASW)는 그라우팅 주입 이후에 탄성파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이 뚜렷하여 개량효과를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탄성파 속도를 이용하여 동적특성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내진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용 저수지, 그라우팅 주입효과, 물리 ‧ 역학적 방법, 현장 투수시험, 전기비저항탐사, 표면파탐사

���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지지력을 향상시키거나 투수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그라우팅 공법의 지반개량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물리 ‧ 역학적 방법(콘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 사운딩 및 시료채취, 코어링, 시험굴착, 공내재하시험, 

신축계, 침하판, 밀도시험, 평판재하시험 등), 수리학적 방법(현장 및 실내 투수시험, 관정양수시험, 위어(weir) 등), 지구

물리학적 방법(탄성파탐사, 음향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레이다탐사, 표면파탐사 등), 화학적 방법(수소이온농도 측정, 시약

판별법 등) 등이 있다(Byle and Borden, 1995). 물리 ‧ 역학적 방법은 지반의 강도 및 단위중량 증가, 수리학적 방법은 투수

계수 감소, 지구물리학적 방법은 전기전도도 감소, 탄성파 속도 증가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라우팅의 주입효과를 판단한다.

농업용 저수지 제체는 일부 기초 지반조사 해석의 부적절성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

지만,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중 및 외력에 의해 노후화되어 구조가 취약해지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제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Park et al., 2002). 노후화된 저수지 제체의 보수 ‧ 보강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공법은 그라우팅 공법이다. 다만 일반적인 지반개량과 달리 제체에서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제체 코어

물질이나 기초지반의 물리 ‧ 역학적 특성을 개량하여 차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체 구성물질의 강도

특성도 일부 향상된다.

국내 행정규칙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대상의 댐과 저수지를 보수 ‧ 보강하기 위한 그라우팅 주입 시, 전기비저

항탐사와 현장투수시험을 수행하여 그라우팅 후의 주입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MAFRA, 2017). 하지만 위 평

가법에 대해서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 Oh and Sun(2004)에 의하면 전기비저항탐사는 제체에서 함수비

가 높은 곳이 연약하거나 저비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점토질 모래(SC)에 해당하는 지반에서 점토와 같은 세립

자가 유실되는 영역은 오히려 비저항의 상승효과를 가져와 고비저항을 보이므로 표준관입시험과 육안검사 등을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Bae et al.(2018)은 전기비저항치 만으로는 제체의 강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MASW(Multi-

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를 실시하여 전단파속도(Vs)를 통해 제체의 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지보수를 위해 그라우팅 주입을 실시하는 농업용 저수지 제체를 대상으로 주입단계별로 물리 ‧ 역학적 

방법(단위중량, 삼축압축시험, 표준관입시험), 수리학적 방법(실내 및 현장 투수시험), 지구물리학적 방법(전기비저항탐

사, MASW) 등을 적용하여, 주입단계별 그라우팅공법의 주입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입효과 평가방법의 적절

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

�������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 1종시설물로서 2002년, 2008년, 2013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결과 “C(보통)”등급으

로 분류되었고, 내구성 확보 및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1까지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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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한 그라우팅 주입구간은 No.7+00~No.10+19(L = 79 m) 구간이다(Fig. 1). 시추공은 제당 중심선에서부터 공 간

격 2 m, 열 간격 1 m의 2열 지그재그 식으로 배치되었고, 공별 주입순서는 8 m 간격으로 후열을 선주입하고 전열을 후주

입하였다. 분석 자료의 수집 및 획득을 위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의 일정은 Table 1과 같으며, 그라우팅이 실시되기 이전

의 데이터는 해당 저수지의 수리시설 개보수 시추조사보고서를 참고하였다(Chungbuk Aqua Exploitation, 2018).

Fig. 1은 그라우팅 주입 구간과 실내시험(단위중량시험, 삼축압축시험, 실내 투수시험)을 위한 시료채취와 현장시험(현

장 투수시험, SPT, MASW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을 수행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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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Period Field test and sampling

Before grouting
2018.08 1st SPT, 1st Lab. test

2019.05 1st In-situ permeability test

During grouting

2019.07.01~2019.07.23 1st Grouting of the back row

2019.10.22 1st Electric resistivity survey, 1st MASW

2019.10.28~2019.11.02 2nd Grouting of the back row

2019.11.04 2nd Electric Resistivity survey

2019.11.03~2019.11.12 1st Grouting of the front row

Immediately after grouting

2019.11.14 3rd Electric Resistivity survey, 2nd MASW

2019.11.18~2019.11.19 2nd SPT, 2nd In-situ permeability test

2019.11.19~2019.12.06 2nd Lab. test

2019.11.29 4th Electric Resistivity survey

Aging the grouting for 28 days

2019.12.24 5th Electric Resistivity survey

2020.01.15 6th Electric Resistivity survey

2020.01.16 3rd MASW

2020.02.05 3rd SPT, 3rd In-situ permeability test

2020.02.05~2020.02.24 3rd Lab. test

2020.02.20 7th Electric Resistiv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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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들은 그라우팅 주입 시점을 기준으로 ① 그라우팅 이전, ② 그라우팅 중, ③ 그라우팅 직

후, ④ 그라우트재 재령 28일 이후, 총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라우트재 재령 28일 이후를 구분한 이유는 

시멘트가 물과 혼합되어 28일 후 80%, 90일 후 90%, 3년 후 100%의 경화력을 보이고,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

우 역학적인 계산 시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 �����

물리 ‧ 역학적 특성 자료에는 실내 및 현장시험으로부터 획득한 단위중량, 삼축압축강도, 점착력 및 마찰각, 관입저항치

(N값) 등이 있다. 실내시험을 위해 채취된 시료의 개수 및 위치 정보는 Table 2와 같으며, 시료는 시추작업을 통해 코어형

태로 채취되었다. 실내시험 시 습윤 및 건조 단위중량 측정은 KS F 2306(2020), 삼축압축강도 시험, 점착력 및 마찰각 산

정은 KS F 2346(2017)의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표준관입시험 시에는 KS F 2307(2017)에 따랐으며, 심도별 1.5 m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	
��������������	��������	�����������������	���������������������

Grouting stage Number of samples Location

Before grouting 1 No.7+10 (7.0~8.0 m)

Immediately after grouting 3

No.8+03 (7.0~8.0 m)

No.9+00 (4.0~5.0 m)

No.9+00 (7.0~8.0 m)

Aging the grouting for 28 days 1 No.8+03 (7.0~7.8 m)

�������

수리학적 특성 자료는 현장 및 실내에서 투수시험을 실시하여 투수계수를 획득하였다. 실내 투수시험은 KS F 2322(2020) 

기준에 근거하여 비교적 투수계수가 작은 흙에 적용하는 변수위 투수시험을 적용하였다. 실내 변수위 투수시험은 일정한 

단면과 길이를 가진 시험체 내에서 일정한 수위차를 초기상태로 하여 물이 통과할 때의 수위 강하량과 그 경과 시간을 측

정하는 시험법으로, 그라우팅 이전에 1회, 직후에 3회, 재령 28일 이후에 1회 실시되었다. 현장 투수시험은 시추조사와 병

행하였고, 시추공 내에서 변수위법을 이용하여 그라우팅 이전에 4회, 직후에 1회, 그라우트재 재령 28일 이후에 1회 실시

되었다.

���������

그라우팅 진행단계에 따른 차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탐사와 MASW 탐사를 수행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수평탐사 방법인 쌍극자배열법(Dipole-Dipole Array)을 이용하여 1개 측선(95 m)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MASW

탐사는 2 m 간격으로 배열된 24개의 수진기(Geophone)를 이용하여 측선당 길이 46 m, 두 측선의 자료를 획득하였고, 각 

측선마다 25개의 기록을 획득하였다.

���‧ ���������

시추결과에 의하면 제체 마루에서 심도 2.7 m까지는 실트질 모래(CM)로 구성된 성토층이 분포하고, 그 이하 심도에서

는 세립질 점토(CL)로 구성된 제체의 중심 점토층(심도 2.7~16.5 m)이 분포하였다. 농업용 저수지 제체에서 시행되는 



��������	
�������������������� ∙ 385

그라우팅은 차수능력의 향상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물리 ‧ 역학적 특성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라우팅에 의한 중심코어 

물질의 강도특성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

단위중량의 경우 그라우팅 이전 단계(1.85 g/cm3)에서 재령 28일 이후 단계(1.96 g/cm3)로 갈수록 습윤단위중량은 증

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Fig. 2a). 건조단위중량의 경우 그라우팅 이전과 직후(평균)가 1.52 g/cm3로 동일하지만, 재령 28

일 이후의 값이 0.06 g/cm3 증가하였다(Fig. 2b). 따라서 습윤단위중량과 건조단위중량 모두 그라우팅 이전보다 그라우팅 

이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중심코어에 분포하는 균열에 그라우트재가 주입되어 단위중량이 소폭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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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트 주입에 따른 강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삼축압축시험을 통해 산정된 압축강도, 마찰력, 점착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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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트재가 고결됨에 따라 구속압 별 압축강도는 Fig. 3a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찰각은 그라우팅 이전보다 

직후가 3.73°, 재령 28일 이후 시료는 8.50° 더 크게 나타났으며(Fig. 3b), 점착력은 이전보다 직후(평균)와 재령 28일 이후 

시료가 각각 13.47 kPa, 4.93 kPa 더 높게 나타났다(Fig. 3c). 그라우팅 직후(평균)가 재령 28일 이후 시료보다 점착력이 큰 

이유는 주입약액의 침투 특성에 따른 개량범위의 불균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Geotech Technology Institute, 

2012). 즉, 그라우팅공법이 적용된 지반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시료는 지반의 불균질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여 중심코어의 그라우팅 이전과 직후, 재령 28일 이후의 N값(타격횟수)의 변화를 검

토하였다. Fig. 4에서 그라우팅 직후의 곡선을 살펴보면 심도 3~7 m에서 N값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라우팅 직후

의 N값은 그라우팅 이전의 N값보다 평균 2.2회 증가하여 나타났다. 그라우트재 재령 28일 이후의 N값을 살펴보면 심도 

3.0~10.5 m에서는 그라우팅 이전보다 동일하거나 1~3회 정도 소폭 증가하였으며, 심도 12.0~15.0 m에서는 그라우팅 이

전보다 1~3회 정도 감소하여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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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실시되는 것과 같이 그라우팅 이전, 직후, 재령 28일 이후에 각 1회씩 표준관입시

험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N값의 불규칙성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심코어가 균질

하다는 가정 하에 서로 인접한 위치에서 시행되는 단계별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만을 이용하여 그라우팅에 의한 지반개량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분석의 결과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검사공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대안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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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팅 이전, 직후와 재령 28일 이후 중심코어를 대상으로 실내 투수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그라우

팅 이전 시료의 평균 투수계수는 1.20 × 10-6 cm/sec, 그라우팅 직후 시료의 평균 투수계수는 1.17 × 10-6 cm/sec, 재령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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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료는 8.32 × 10-7 cm/sec로 나타났다. 그라우팅 직후에는 차수성이 크게 변하지 않지만, 재령 28일 이후에는 차수

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5). 다만, 그라우팅 직후의 3개 시료 중 하나(No.9+00 7.0~8.0 m)의 투수계

수는 1.60 × 10-6 cm/sec로 그라우팅 이전보다 투수계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 제시한 두 개의 시료를 살

펴보면 시료의 불균질성에 의한 투수계수의 분산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a)시료의 경우 시료 표면에서 관찰되는 균

열을 그라우트재가 채우지 못한 것으로 관찰되며, (b)시료는 균열을 그라우트재가 충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두 시료를 채취한 제체는 농업용수용 제체의 유지보수 누수량 허용기준(2 × 10-4 cm/sec 이하)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차수

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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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투수시험을 통하여 획득한 투수계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라우팅 이전(평균값), 그라우팅 직후 그리고 재

령 28일 이후의 투수계수를 상호 비교하였다(Fig. 7). 중심코어의 그라우팅 이전 투수계수(평균)는 3.98 × 10-4 cm/sec, 그

라우팅 직후 7.58 × 10-5 cm/sec, 재령 28일 이후 9.29 × 10-5 cm/sec로 그라우팅 주입 직후부터 차수성이 향상되었다. 현장 

투수시험으로 측정된 투수계수는 재령 28일 이후의 투수성이 그라우팅 직후보다 다소 좋게 나타나지만 변수위법이 적용

된 현장 투수시험의 정밀도를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니며, 그라우팅 주입 직후에 그라우팅의 효과를 발현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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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일한 지역, 같은 암종의 시료라 하더라도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으로 획득한 결과는 시료의 대표성, 규모, 

시험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하여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llejo and Ferrer, 2011). 본 연구에서도 현장 투수

시험과 실내 투수시험으로 측정한 투수계수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라우팅 이전 투수계수는 실내시험에서 1.20 × 10-6 cm/sec, 현장시험에서 3.98 × 10-4 cm/sec로 측정되어 현장시험 결

과가 331.7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라우팅 주입 직후에는 실내시험 결과가 1.17 × 10-6 cm/sec, 현장시험 결과가 

7.58 × 10-5 cm/sec으로 현장시험 결과가 64.8배 크게 측정되었다. 그라우트재 재령 28일 이후도 실내시험 결과가 8.32 × 

10-7 cm/sec, 현장시험 결과가 9.29 × 10-5 cm/sec으로 현장시험의 투수계수가 111.7배 크게 측정되었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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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그라우팅 단계에서 현장시험에서 측정된 투수계수가 실내시험의 결과보다 약 64.8~331.7배 크게 나타나는 이유

는 시료크기 효과와 물의 흐름조건 때문이다. Fig. 9는 시료의 크기효과를 보여주는 개념도로서, 시료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무결암에서 심하게 절리가 발달한 암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나타낸다(Hoek and Brown, 1997). 이러한 개념은 제체

의 중심코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내시험에 이용된 시료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투수계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 포함될 확률이 낮으나, 현장시험에 이용된 시료는 상대적으로 많은 균열을 포함하기 때문에 투수계수가 높게 산정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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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흐름조건은 실내 투수시험의 경우 물의 흐름이 한방향으로 제한되지만, 현장 투수시험의 경우 여러 방향(수직과 

방사상 방향)으로 흐름을 허용하므로 현장시험의 투수계수가 더 크게 측정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Lee and Chang(2007)

은 댐 및 저수지 제당 설계 시 실내시험 투수계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배 만큼 크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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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저항탐사는 Table 1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라우팅 중에 2회, 직후에 2회, 재령 28일 이후에 3회를 실시하여 총 7

회 실시하였다.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는 Fig. 10과 같이 단면도로 산출되기 때문에, 중심코어만 존재하는 심도 5~10 m 구

간의 전기비저항값(평균)을 그래프로 도시하여 비저항값의 변화를 분석하였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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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탐사결과를 살펴보면 1차탐사의 전기비저항값이 다른 차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저항값을 보인다. 전기비

저항값은 지하수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KRC, 2020)에서 연

구대상 저수지의 저수율을 확인하면 Table 3과 같다. 1차와 2차 시험을 실시한 시점의 저수율은 각각 73.9%와 74.9%로 

그 차이가 1% 정도로 미미하다. 따라서 1차와 2차 탐사 사이에 실시된 그라우팅 주입의 결과가 탐사결과에 반영되어 중심

코어 부분의 비저항치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그 이후 7차까지의 중심코어 비저항치에서도 관

찰되는데, 그라우팅 주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그라우트재가 고결됨에 따라 중심코어의 비저항치가 서서히 증가되어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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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2nd 3rd 4th 5th 6th 7th

Date ‘19.10.22 ‘19.11.04 ‘19.11.14 ‘19.11.29 ‘19.12.24 ‘20.01.15 ‘20.02.20

Resistivity (Ω ‧ m) 154
97

(▼57)

97

(-)

99

(▲2)

100

(▲1)

108

(▲8)

113

(▲5)

Storage rate (%) 73.9
74.9

(▲1.0)

80.6

(▲5.7)

99.4

(▲18.8)

99.5

(▲0.1)

99.5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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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팅 단계별 전기비저항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탐사결과를 제외하고, 2차(97 ohm ‧ m)에서 7차(113 ohm ‧ m)

까지 16 ohm ‧ m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저수율 또한 달라지고 있으므로 전기비저항값의 증가만으로 지

반개량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라우팅 주입에 따른 보강효과의 경향성을 판단하는 데는 유

효한 수단이며, 특히 저수지 제체의 포화대나 누수대 파악에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01���234567

표면파 탐사(MASW)는 Table 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라우팅 중에 1회, 직후에 1회, 재령 28일 이후 1회, 총 3회를 

실시하였다. 그라우팅 주입에 의한 지반개량의 판단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심코어를 대상으로 P파와 

S파의 속도를 검토하였다. 평균 P파 속도는 1차 357 m/sec, 2차 415 m/sec, 3차 458 m/sec이며, 평균 S파 속도도 1차 158 

m/sec, 2차 177 m/sec, 3차 196 m/sec로 평균 P파 및  S파 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라우팅 주입이 진행됨에 따라 

중심코어에서 저속도층을 보이는 구간 역시 주입 전과 비교하여 주입 후 개선된 양상을 보인다(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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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면파 탐사의 결과로부터 식 (1)~(4)를 이용하여 동적특성을 계산할 수 있다.

 




 


 



 


 

(1)

  ×

 (2)

     (3)

      (4)

여기서 는 동포아송비, 는 동전단탄성계수, 는 동체적탄성계수, 는 동탄성계수, 는 단위중량, 는 P파 속도, 

는 S파 속도이다. 중심코어의 평균탄성파속도를 적용하여 동적물성치를 산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위와 

같이 산정된 동적특성은 내진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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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velocity (ave.) Density

(KN/m3)

Dynamic properties

Vp (m/s) Vs (m/s) Gd (MPa) Ed (MPa) Kd (MPa) 

1st 375 158 17.5 47 131 200 0.393

2nd 415 177 17.5 59 164 243 0.390

3rd 458 196 17.5 73 203 297 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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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 ‧ 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시행되는 그라우팅공법의 주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저수지 제체의 차수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는 현장 투수시험과 전기비저항탐사법이 

있다. 현장 투수시험으로 측정된 투수계수는 그라우팅 주입 직후에 그라우트재가 고결되기 이전부터 차수성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라우팅 직후에 저수지 제체의 개량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 투수시험의 경우 대체로 차수성이 확인되지만 크기효과와 물의 흐름조건 때문에 현장의 투수성을 대표하기에는 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비저항탐사는 탐사 시기에 따라 변하는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그라우팅 주입과정에 따른 비

저항값을 절대값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그라우팅 단계별 비저항치의 경향성을 통하여 지반개량 효과를 확

인할 수 있다.

표면파탐사(MASW)는 그라우팅 주입과정에 따라 정량적인 값인 탄성파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저속도층이 개

선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저수지 제체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좀 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성파 속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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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체의 동적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리 ‧ 역학적 방법에 속하는 단위중량, 압축강도, 마찰각, 점착력, N값(관입저항치)의 경우 그라우팅이 진행됨에 따라 

제체의 강도가 일부 개량된 것을 확인하는데 유효하다. 하지만 강도의 증가가 곧 차수성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동

일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기 어렵고, 불균질한 지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석시료 수가 증가되어야 하

는 단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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