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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 및 범위
이 매뉴얼은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PT)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PSC) 부재의 외부긴장재 덕트 내부의 공동을 채우기 위한 그라우트 주입 보수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이 매뉴얼의 범위는 포스트텐셔닝 PSC 부재의 외부긴장재 덕트 내 공동을 메우기 위한 “그
라우트 주입 보수”의 절차와 방법으로 한정한다. 내부긴장재의 보수는 본 매뉴얼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외부긴장재의 HDPE 덕트와 관련된 사항, 기밀성 조건 등을 제외하면 내부긴장재의 보
수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신설 포스트텐셔닝 PSC 부재의 그라우팅은 텐던의 배치 등 설계 고
려사항부터 그라우트 재료, 시공까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므로 이 매뉴얼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다.

1.2. 관련 기준 및 참고규격
Ÿ

ISO 14824-1 - Grout for prestressing tendons

Ÿ

ISO 9597

–

Cement

—

Test methods

—

Determination of setting time and

soundness

Ÿ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Ÿ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방법

〔 해설〕

그라우트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

PSC그라우트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안)(한국도로공

사)」을 참고하여 ISO 및 KS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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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원칙
(1) 긴장재 덕트 내부에 공동이 확인된 경우 공동 내 강연선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부식에

의한 단면 결손이 발생한 경우 공동 보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연
선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라우트가 젖어 있거나, 수분과 공기 유입의 가능
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동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동의 보수에 앞서 수분과 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확인된 공동의 보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내시경 조사 등을 통해 덕트 내부의 노출

강연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염화물량이 임계값(그라우트 중량 대비 전염소이온량 0.4%*)을 초과하는 그라우트와 젖

은 그라우트는 제거한 후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라우트를 제거할 때에
는 강연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라우트의 단위중량이 2,000 kg/m³일 때 8.0kg/m³

(5) 그라우트 재주입 후에는 공동이 잘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공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주입

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의 채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식에 의한
긴장재 파단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 해설〕

(1) 덕트 내부에서 공동이 확인되고, 강연선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부식에 의한 단면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라우트 주입 보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강연선의 부식이 발생
하지 않았다면 덕트 내부는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보
수를 실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만약 그라우트가 젖어 있다면 블
리딩수를 흡수하였거나 외부에서 수분이 침투하는 상태로 부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덕트 내부에서 수분이 확인되거나, 덕트가 파손되었거나 균열이 있는 경우와 같이
외부로부터 수분과 공기의 유입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부식에 의한 단면 결손이 발생하지 않
았더라도 추후 부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동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상의 공동 보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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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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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 2-1. 그라우트 공동 보수 여부 판정 절차
(2) 강연선 부식은 덕트 내부에서 블리딩에 의한 물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침

투한 물과 염화물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배수관로 주변, 신축이음, 시공이음, 또
는 세그먼트 접합부 등을 따라 물과 함께 염화물이 덕트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긴장재의 부식
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거더의 단부는 긴장재가 정착되는 위치이므로 사후 대책이 매우 중요
하다. 공동 보수에 앞서 사전 점검 또는 조사에서 그라우트 염화물량이나 수분 함량 조사를 통
해 염화물이나 과도한 수분의 침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에서는 충분한 방수 조치
를 마련해야 한다.
(3) 공동의 보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시경 조사 등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강연선의 부

식이 계속 진행되는지 점검, 확인해야 한다.
(4) 기존 그라우트에 염화물이 다량 함유된 경우 기존 그라우트를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그라

우트를 주입하면 기존 그라우트 쪽의 긴장재가 양극이 되는 농담전지가 형성되어 매크로셀 부
식(macrocell corros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버지니아 Varina-Enon Bridge의 사례를
보면 그라우트 재주입 보수 후에 다시 긴장재가 부식으로 인해 파단된 경우가 보고되었다
(Sprinkel, 2009). 또한 실험결과(내부순환도로 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정밀조사 및 모니처링 학

술용역 보고서, 제1과제 보고서 4장 참조)에 따르면 염화물 함유량이 클수록 이와 같이 기존
그라우트부에서 부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일본 포스트텐션교 PC강재 조사 및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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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 지침(2016)에서는 “기존 그라우트에 다량의 염화물이 함유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재열
화에 대해 유의하고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공동부에 아질산
리튬(LiNO2)을 주입 배출 후 아질산리튬을 포함한 그라우트로 주입하는 보수공법과 이온교환수
지를 첨가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최근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서도 방청제를 주입하여 함침시킨 후 배출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도록 규정
하였다(3.2.2 참조). 그러나, 어느 정도의 염화물량까지 방청제 함침으로 충분한 방청효과를 가
질 수 있는지가 완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그라우트에 함유된 염화물량
이 부식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는 기존 그라우트 내부에서도 부식이 발생하였을 가
능성이 있음) 기존 그라우트를 제거하고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염화물
량과 방청제의 효과가 보다 정량적으로 검증되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염화물량의 부식 임계값
은 Lee and Zielske(2014)의 연구에서 부식 임계치로 제시된 값(그라우트 중량 대비 전염소이
온량 0.4%)으로 정하였다.
또한 그라우트가 젖어 있는 경우(wet grout)에도 염화물량이 적더라도 황산염이온농도가 높
을 가능성이 크고 부식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그라우트를 재주입하더라도 부
식의 위험이 남아 있게 되므로 젖은 그라우트는 모두 제거한 후 그라우트 주입 보수를 실시하
도록 규정하였다.
(5) 그라우트를 재주입한 후에는 공동의 채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부긴장재 덕트

의 경우 타공 조사(청음조사)를 통해 공동이 잘 채워졌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불확실한 경우
작은 직경의 구멍을 천공하여 내시경 조사 등을 비교적 쉽게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착구 내
부와 같이 그라우트 주입 후 채움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식에 의해 긴장재의 파단
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AE(acoustic emission) 등의 비
파괴 기법을 적용하여 부식에 의한 긴장재의 파단을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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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조사 및 계획 수립
3.1. 공동 조사
(1) 긴장재 덕트 내부에 공동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2)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덕트를 천공 또는 절개한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그라우트를

재주입하거나 천공 또는 절개부를 보수하여야 한다.
〔 해설〕

(1) 그라우트 주입에 앞서 공동의 위치와 분포, 대략적인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조사는

「PSC박스거더교

외부긴장재 점검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2) 공동이 있더라도 덕트 내부로 물이나 공기의 침투가 차단된 경우 긴장재에 부식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천공을 하면 공기, 물이 침입하면서 긴장재가 부식될 가능성 있으
므로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 또는 절개를 실시한 경우 가능한한 빨리 그라우트를 재주입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동 조사 이후 실제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기까지는 계획 수립과 승
인, 사전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천공 또는 절개부를 보수
(씰링)하고 나서 그라우트 주입 보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HDPE 덕트의 수직 절단면과 접합면은 융착과 열수축시트(랩), 커플링 등의 방법으로 접합시

키는 것이 좋다(해설 그림 3.1-1 참조).

해설 그림 3.1-1. HDPE 덕트의 절개면 보수 방법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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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접 방법으로는 전기융착(electro fusion) 또는 맞대기 열융착(thermal butt fusion) 등이 있
으며 일반적으로 열융착 방법으로 연결부 이음을 실시한다. 열융착은 융착기(Fusion Machine)
를 사용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부위를 용융하고 압착하여 접합하는 것으로 종류는 맞대기 융착
(Butt Fusion), 소켓 융착(Socket Fusion), 새들융착(Saddle Fusion) 등으로 구분된다(해설 표
3.1-1).

해설 표 3.1-1. 열융착의 종류
구분

맞대기 융착
(Butt fusion)

소켓 융착
(Socket fusion)

새들 융착
(Saddle fusion)

개념

직관과 직관,
직관(pipe)과
이음관(fitting)의
말단면을 열판을
이용하여 용융 접합

직관의 외면과 이음관의
내면을 용융 접합

직관의 외면과 새들
이음관의 인장부를 용융
접합

적용범위

관對관 : 63호 이상
관對이음관 : 63호 이상

관對관 : 90호 이상
관對이음관 : 90호 이상

직관 기준 2단계 이하의
관경으로 분기 시 적용

융착온도

210

±10 °C

260

±10 °C

260

±10 °C

접합형상

열수축 시트 랩(heat shrinkage sheet wrap) 접착은 국내에서도 상하수도 관 보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열수축 시트를 구매하여 연결부를 감싼 후 토치로 가열하면 수축되면
서 밀실하게 밀착된다(해설 그림 3.1-2 참조).

해설 그림 3.1-2. 열수축 시트를 이용한 하수도관의 보수 사례
(출처 : http://blog.naver.com/nususky/2200389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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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Coupling) 접합은 커플링은 일반적으로 수도배관 연결 파고부위 누수 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해설 그림 3.1-3과 같이 접합면을 커플링을 사용함으로써 빠른 시간
에 연결하는 것이 장점이다. 케이스, 고무를 2개의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케이스 재질은
스테인리스(SUS 304/316)와 나일론 2종류가 있다.

해설 그림 3.1-3. 커플링 구조와 구성

3.2. 계획
3.2.1. 일반
(1) 그라우트 주입 보수를 실시하기에 앞서 책임시공기술자는 보수 작업계획을 사전에 수

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그라우트 주입 보수 작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Ÿ

주입 방법(진공도움 압력주입 또는 압력주입)

Ÿ

주입 및 배출구, 호스 설치 위치, 간격

Ÿ

사용 재료(시험성적서를 포함) 및 소요량 추정값(공동 조사 결과 참조)

Ÿ

작업순서

Ÿ

작업일정

Ÿ

작업 인원

Ÿ

시공기자재 배치

Ÿ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계획 수립 시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긴장재 배치 형상

②

건설 당시의 시공방법, 재료, 관리방법 등

③

기존 그라우트 충전 현황(공동 위치, 크기 등)

④

기존 덕트 내의 체수 상태 및 그라우트의 염화물량

⑤

그라우트 재주입 시 시공조건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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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2) 보수 작업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보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라우트 주입 보

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입 방법과 주입구 및 배출구 설치 위치와 간격, 재료, 작
업순서, 작업일정, 작업 인원, 기자재 배치 등이 있다.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3) 계획 수립 시 긴장재의 배치, 건설 당시의 시공 방법이나 재료, 관리방법에 대해 기존 설계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그라우트의 충전 현황을 3.1에서
규정했듯이 공동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때 그라우트의 염화물량을 측정하고, 기존 덕
트 내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라우트가 많은 염화물을 포함하고 있
다면 그라우트 재주입 후 기존 그라우트 위치에서 부식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만약 덕트 내 공동부에 물이 존재하면 그라우트 재주입을 실시할 때 그라우
트의 품질 저하가 발생되고, 충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덕트 내 물을 제거한 후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해야 한다.

3.2.2. 그라우트 주입 방법
(1) 진공도움 압력주입법(vacuum-assisted pressure grouting)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소요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압력주입법
(pressure grouting)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존 그라우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라우트 주입 보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라우트 주입

에 앞서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에 적합한 성능이 검증된 방청제를 주입한
후 최소 7일간 함침시킨다. 이후 흡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 방청제를 제거한 다음 그라
우트 주입 보수를 실시한다.
(3) 계획에 따라 그라우트 주입 보수를 실시하기에 앞서 1회 이상의 현장 예비 시험(field
trial test)을 실시하여 주입계획의 타당성과 사용재료의 적합성, 작업자의 숙련도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현장 예비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라우트 주입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 장비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설〕

(1) 그라우트 주입 방법으로 압력 펌프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여 주입하는 방법(압력주입법,
pressure grouting),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방법(vacuum grouting), 압력 펌프와 진공

펌프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진공도움 압력주입법, vacuum-assisted pressure grouting)이 있다.
압력주입법은 주입구에서 압력을 가하여 배출구에서 그라우트가 토출되도록 하는 방법이며, 진
공주입법은 일반적으로 배출구는 없이 주입구에 T-밸브(3방향 밸브)를 설치하고, 진공 펌프 쪽
으로 밸브를 연 상태에서 공기를 빼내 덕트 내부를 진공상태를 만든 다음, 그라우트 펌프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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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밸브를 열어 그라우트가 진공압에 의해 흡입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진공도움 압력주
입법은 배출구에서 흡기하여 진공에 가까운 상태를 만든 후 주입구 쪽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진공상태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공도움 압력주입법이 씰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동의 채움 효과도 진공
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Im et al. 2010). 최근 실시한 그라우트 주입 보수 실험에서 진
공도움 압력주입법을 적용하면 격벽 첨단부와 정착부 내부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공동이 많
이 발생하는 위치에서도 효과적으로 공동부를 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
공도움 압력주입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외부긴장재 덕트 외에 콘크리
트에 묻힌 강재관 파손,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씰링을 실시하여도 공기가 유출되어 진공도움
압력주입법에 필요한 수준의 기밀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기밀도를 유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압력주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에
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압력주입법을 적용하는 경우 채움 효과가 다소 낮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Im et al. 2010).
(2) 만약 기존 그라우트의 염화물량이 임계값 보다 낮고 그라우트가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서

그대로 존치하고 신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부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라
우트 공동부에 방청제를 주입한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함침시킨 후 배출하고 나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이 좋다. 실험결과에서 24시간 방청제를 함침시키면 매크로셀 부식에 의한 부식 가
능성을 상당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실내 실험과 기존 그라
우트의 상태와 양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 최소 7일 이상 함침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방청제로는 아질산칼슘(Ca(NO2)2)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질산리튬(LiNO2)를
주입하고 배출시킨 후 다시 아질산리튬을 첨가한 그라우트를 주입한 사례가 있고, 방청제로 이
온교환수지를 첨가한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일본 프리스트레스트 공학회,
2016). KS F 2561에서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의 성능과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청제

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규격을 만족하는 방청제는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음파 발생기를 통해 방청제를 그라우트 내부의 강연선까지 침투시키는 ultrasonic
impregnation (UI) 방법(Cailleux et al, 2008)이나 저점도 폴리머를 정착단 또는 중간 지점에서

저압으로 주입하는 방법(Post-Tech Impregnation, PTI) 방법(Vector Corrosion Technologies,
2014)이 국내외 현장에 시범 적용되어 방청제의 주입 성능이 검증되었다. 이 방법은 그라우트

를 먼저 채우고 난 뒤 방청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기존 그라우트부를 포함한 긴장재 전체에
방청제를 고르게 주입할 수 있으므로 기존 그라우트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식(재열화)를 방지하
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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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 3.2-1. Ultrasonic Impregnation

(a) 끝단 앵커리지에서 적용

(b) 강연선 중간 지점에서 적용

해설 그림 3.2-2. PTI 기법의 메커니즘
(3) 주입계획의 타당성과 사용재료의 적합성, 작업자의 숙련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 예비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장 예비 시험은 보수를 실제 시행할 현장에서 적당한
곳을 골라 실시한다. 현장 예비 시험의 그라우트 품질기준은 3.2.3에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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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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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재료
(1) 그라우트 재주입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전성, 방청 효과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프리팩(pre-packaged) 그라우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프리팩 그라우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그라우트 재료는 정해진 배합·순서로 제조하여 아래 표 3.2-1의 시험항목과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2-1. 그라우트 승인시험의 항목과 품질기준
항 목

유동성

블리딩

유하시간
(cone
method)
플로우
(spread
mehod)
수직관
(wickinduced
test)
경사관
(inclined
tube test)

체적변화율(수직관)
체거름 시험
(sieve test)
밀도시험
(wet density test)
응결시험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품질기준

시험방법

20초 이하
(배합 직후, 30분후)

그라우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시행

160 mm 이상

0.1%이하
(3시간)

ISO 14824

-1 ~ +5 %
(24시간)
1리터의 그라우트가
2 mm 이하의
체에 전혀 남지
않아야 함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

-

표준 금속 망 체는
KS A 5101-1 참조
Mud balance test
장비를 이용

-

초결 3시간 이상
종결 24시간 이하
27 MPa 이상 (7일)
30 MPa 이상 (28일)
단위시멘트량의
0.08% 이하

비고

ISO 9597

-

KS L ISO 679

-

KS F 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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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2(4)에 규정한 현장 예비 시험(field trial test)에서 그라우트의 시험항목과 품질기준

은 표 3.2-2와 같다.
표 3.2-2. 현장 예비 시험의 그라우트 시험 항목과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유하시간
(cone
method)
유동성
플로우
(spread
mehod)
블리딩
(수직관,
wick-induced test)

20초 이하
(배합 직후, 30분후)

시험방법

그라우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시행

160 mm 이상
0.1%이하
(3시간)

비고

ISO 14824

체적변화율(수직관)

-1 ~ +5 %
(24시간)

체거름 시험
(sieve test)

1리터의 그라우트가
2 mm 이하의
체에 전혀 남지
않아야 함

표준 금속 망 체는
KS A 5101-1 참조

밀도시험
(wet density test)

승인시험 평균값의
± 2% 이내

Mud balance test
장비를 이용

압축강도

27 MPa 이상 (7일)

KS L ISO 679

-

염화물 함유량

단위시멘트량의
0.08% 이하

KS F 2713

-

-

(4) 만약 승인받은 구성재료의 종류, 규격 등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재료를 사용한 그라우트로 다시 그라우트 승인시험(표 3.2-1)을 실시한 후 재승인을 받
아야 한다.
(5) 시멘트와 기타 프리팩 그라우트 재료는 항상 건조한 곳에서 지면보다 높은 플랫폼 위

에 방수시트로 덮어 보관해야 하며, 실외 보관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개월을 넘지 않아
야 한다. 건조하고 온도와 습도가 잘 조절되는 실내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제조일로
부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혼화재료는 상온에서 제조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
게 보관해야 한다.
〔 해설〕

(1)-(3) 공동에 주입하는 그라우트 재료는 좁은 공간을 잘 채울 수 있고 부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라우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균일한 품질
을 보장할 수 있는 프리팩(pre-packaged) 그라우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프리팩 그
라우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우 아래에서 규정하는
현장 예비 시험의 결과를 참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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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에서 그라우트의 품질시험은 아래의 세 가지 종류로 규정한다.

①

그라우트 승인 시험(Approval test)

②

현장 예비 시험(Field trial test)

③

현장 그라우트 품질 시험(Field acceptance test)

승인시험은 재료의 승인을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최초 1회 실험실에서 실시한다. 3.2.2(4)
에서 규정한 현장 예비 시험은 실제 현장에서 그라우트 주입 보수를 실시하기 전에 주입방법
이나 재료 등의 적합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현장에서 최소 1회 실시한다. 마
지막으로 현장 품질 시험은 그라우트 주입 보수에서 믹싱이 완료된 그라우트를 덕트에 주입하
기 직전에 실시하는 시험이다. 아래 해설 표 3.2-1은 PTI/ASBI M55.1-19와 PSC그라우트 품질
관리 매뉴얼(안)(2017)의 시험항목과 이 매뉴얼의 시험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
듯이 승인시험은 PSC그라우트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안)(2017)의 승인시험과 동일하고, 현장
예비 시험은 품질시험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다만 현장 품질 시험은 그라우트 주입 보수에
소요되는 그라우트량이 소량이고 현장 받아들이기 시험(acceptance test)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
에서 시행하고 바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항목만 적용하도록 하되 모든 배합마다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5(6) 참조).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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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표 3.2-1. 그라우트 품질시험 항목

PTI/ASBI M55.1-19

시험항목

체거름
유하시간

유동성

Field
trial
tests

Production
tests

✔

✔

✔

수직관(2)
경사관
슈팩 압력
시험
(Schupack
pressure test)

체적변화율
압축강도
응결시간
밀도
염화물량
투과성(permeability)
부식시험
(corrosion test)(5)

✔
✔

✔

✔

✔

✔
✔
✔
✔

✔
✔

(3)

✔

제시안
현장
예비
시험

승인
시험

품질
시험

승인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플로우

블리딩

Lab
tests

PSC그라우트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안)(2017)

(1)

(1)
(1)

(1)
(1)

현장
품질
시험

✔
(✔)
(✔)

(1)
(1)

(3)

✔
✔

(4)

✔

(4)

✔
✔

✔
✔

✔
✔

✔

주) (1) 유하시간과 플로우 시험 중 그라우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2) ISO 14824
(3) Grout Class A는 수직관 시험, Grout Class B, C, D는 슈팩 압력 시험(Schupack pressure test)을 실시한다.
PTI/ASBI M55.1-19에서는 그라우트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A-D 네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Class A : 광물 혼화재(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실리카퓸 등), 고성능감수제, 방청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만을 사용하는 그라우트로 유해하지 않은 노출환경(nonaggressive exposure: 실내 또는
유해하지 않은 실외 환경)에서 사용
Class B : 광물 혼화재, 고성능감수제, 방청제 등을 사용하는 그라우트로 유해한 노출환경(aggressive
exposure: 건습 반복, 해양 환경, 제설염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사용
Class C : Class B와 동일하게 광물 혼화재, 고성능감수제, 방청제 등을 사용하는 프리팩(pre-packaged)

그라우트로 유해하지 않은 또는 유해한 노출환경에서 사용
Class D : 특수 그라우트로 design engineer가 구성재료와 성능을 규정함
(4) 팽창재를 사용할 때 한해 적용한다.
(5)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나 별도의 발주자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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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을 받은 재료의 종류, 규격 등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다.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
다.
(5) 재료의 보관은 그라우트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PTI/ASBI M55.1-19에서 규정한 시멘트와 프리팩 재료, 기타 혼화재료의 보관방법과 최대 기간

을 참고로 하였다.

3.2.4. 주입구(inlet) 및 배출구(outlet) 설치 계획
(1) 주입 및 배출구 위치와 간격은 공동의 위치와 길이 등을 감안하여 충전성을 최대한 높

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며, 아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1차 주입구는 공동부의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최종 배출구는 공동 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입구와 배출구, 각 배출구 간의 간격은 최대 2 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덕트로부터 정착구 내부까지 이어진 공동이 확인되는 경우 정착구 보호모르타르를 제

거하고 정착구의 그라우트 포트(grout port)에 배출구를 설치한다(그림 3.2-1 참조).

(a) 정착구 보호몰탈 제거

(b) 정착구 그라우트 포트 천공

(c) 정착구 그라우트 포트

(d) 주입구 및 배출구 설치

그림 3.2-1. 정착구를 포함한 그라우트 주입구 및 배출구 위치 예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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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구 그라우트 포트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격벽 앞쪽에 배출구를 설치하되 최대한

격벽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그림 3.2-2 참조).

그림 3.2-2. 정착구 내부 공동에 그라우트 주입이 곤란한 경우의
주입구 및 배출구 위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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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착구 내부의 공동에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정착구 그라우트 포트에 3방향

밸브(3-way valve or T-valve)를 설치하여 주입구와 배출구를 함께 연결한다(그림 3.2-3
참조).

(a) 내시경 조사

(b) 에어펌핑 및 진공유지 상태 확인

(c) 밸브 개방 후 그라우트 주입

(d) 그라우트 주입 완료(압력이 증가해도 더

(진공 펌프 쪽 밸브 잠금, 압력 주입 병행)

이상 주입되지 않는 상태) 후 밸브 잠금

그림 3.2-3. 정착구 내부 공동에만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경우의 그라우트
주입구 및 배출구 설치, 그라우트 주입 절차
〔 해설〕

(1) 주입구 및 배출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동의 위치와 길이, 그리고 호스가 잘 연결될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주입구와 배출구 또는 인접한 배출구 간의 간격이 지나
치게 길면 막힘(blockage)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적용한 경험을 참고할 때 통상 1 m 이
내 간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대 2 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
다. 사전 공동 조사에서 그라우트의 분포를 확인하여 공동이 매우 좁은 경우에는 배출구의 간
격을 더 좁힐 필요가 있다.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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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트로부터 정착구 내부까지 이어진 공동이 확인되면 주입구는 덕트 쪽에 배출구는 정착구

그라우트 포트에 설치하여 덕트로부터 정착구 내부로 그라우트가 흘러 들어가 그라우트 포트
를 통해 공기와 그라우트가 배출되도록 한다.
(3) 정착구 그라우트 포트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격

벽 바로 앞에 배출구를 설치하여 최대한 정착구 앞쪽 덕트 내부의 공동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착구 내부 공동까지 그라우트가 채워지기는 어려우므로 정착구 내부로 물이나
염화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긴장재의 파단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정착
구 내부가 건조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다면 3.2.2에서 설명한 ultrasonic
impregnation (UI) 방법이나 PTI 방법을 적용하여 방청제를 정착구 내부까지 채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정착구 내부의 공동을 채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림 3.2-3과 같이 정착구 그라우트 주입구

에 3방향 밸브(3-way valve)를 설치하여 주입구와 배출구를 함께 연결한 다음, 진공 펌프 쪽
밸브를 열어 펌프를 가동시킨다. 정착구 내부가 진공에 최대한 가까운 상태가 되면 그라우트
펌프 쪽 밸브를 연 다음 진공주입법 또는 진공도움 압력주입법으로 그라우트를 주입한다. 현장
에서 경험에 따르면 4.4(1)에서 규정하는 기밀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방법으로 공동부를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채울 수 있었다(해설 그림 3.2-3 참조).

해설 그림 3.2-3. 정착구 내부 공동 보수 목업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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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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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라우트 주입
4.1. 작업 순서
(1) 그라우트 주입은 그림 4.1-1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4.1-1. 그라우트 주입 보수 작업 순서

〔 해설〕

(1) 그라우트 주입 보수의 작업 순서를 그림 4.1-1에 나타냈고, 각 단계별 작업 내용에 대해서

는 4.2~4.8에서 규정한다.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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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전 준비
(1) 준비된 계획에 따라 천공 (drilling)을 시행하고, 주입구 (inlet) 및 배출구 (outlet)를 설치

한 후 호스를 연결한다. 주입구와 배출구에는 잠금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4.2-1. 주입구 및 배출구 설치 예

(2) 격벽(diaphragm) 상단에 묻힌 덕트 내부까지 그라우트가 주입되도록 하기 위해 격벽

앞쪽의 덕트 일부를 제거한 다음, 아래 그림 4.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호
스보다 작은 직경의 배기호스를 덕트 내부 최상단까지 밀어 넣어 설치한다 . 이 때
배기호스는 가급적 주입구쪽으로 빼도록 해야 한다 .

그림 4.2-2. 새들 중앙부 배기호스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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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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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입구와 배출구의 이음부는 방수용 실리콘 등의 방수 재료를 이용하여 씰링한다(그

림 4.2-3 참조). 덕트에 균열이나 손상이 있다면 균열 및 손상부도 씰링하여야 한다.

그림 4.2-3 주입구 및 배출구 씰링 작업 예
〔 해설〕

(1)-(2) 3.2.4에 따라 계획된 주입구와 배출구의 위치에 천공을 하고 주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한

다. 이 때 공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격벽 첨단부 내부 덕트에 있는 공동을 채우고자 하는 경
우에는 별도의 배기호스를 첨단부 상단까지 밀어 넣어야 한다. 경험에 따르면 배기호스는 주입
구 방향으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요의 진공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주입구와 배출구의 이음부, 덕트의 균열이나 손상부 등

을 모두 실리콘 등의 방수 재료를 이용하여 최대한 치밀하게 씰링하여야 한다.

4.3. 장비 및 기구
(1) 그라우트 주입 보수 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장비 및 기구는 아래와 같고, 작업
자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Ÿ

전원공급장치

Ÿ

계량 장비

Ÿ

믹서(mixer) 및 저장 호퍼(storage hopper)

Ÿ

그라우트 펌프(grout pump)

Ÿ

진공 펌프(vacuum pump)

Ÿ

진공 탱크(vacuum tank)

Ÿ

압력계(pressure gauge) 및 진공계(vacuum meter)

Ÿ

호스 및 연결 밸브

Ÿ

현장시험에 필요한 기구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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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라우팅 장비는 중단없이 필요한 주입속도로 덕트 내 공동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충분
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그라우팅 장비는 믹싱 시작 후 30분 이내
에 모든 주입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믹서는 연속적인 믹싱이 가능하고, 덩어리나 뭉친 시멘트가 없는 균일하고 안정적인 그
라우트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펌프까지 그라우트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그라우트 주입 장비는 압력 변화가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그라

우팅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그라우트를 계속 회전시키는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주
입 장비는 그라우트 주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압력의
손실 없이 잠글 수 있는 밸브가 장착되어야 한다.
(5) 그라우트 펌프는 그라우트의 지속적인 흐름을 제공하고, 최소 1MPa의 출구 압력을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펌프는 오일, 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그라우트에 들어가는 것
을 방지하고 그라우트 또는 물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잘 밀폐된 구조라야 한다.
(6) 압력계는 최대 2 MPa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펌프 배출구와 덕트 주입구 사이에

배치되어야 한다. 펌프에서 주입 파이프까지 그라우트 호스의 길이가 짧으면 압력계를
펌프 근처에 배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입구 포트에 배치해야 한다.
(7) 그라우트 펌프로 연결된 파이프에는 굴곡, 밸브, 직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8) 그라우트 호스의 직경 및 최대 압력 용량은 펌프에서 토출되는 그라우트 양과 최대 압

력, 호스 길이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라우트 호스는 펌프 배출구, 파이프 및 덕트 주
입구에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 해설〕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작업방법이나 작업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8) PTI/ASBI M55.1-19의 규정을 참조하여 보수 그라우팅에 필요한 주요 장비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였다.
(6)의 규정과 관련하여 호스 길이가 30 m를 초과하면 압력계는 그라우트 주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주입구에 압력계를 설치하면 갑자기 압력이 증가할 때 원인이 긴장재 덕트에 있는
지 아니면 그라우트 호스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8)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라우트 압력이 너무 높으면 호스, 주입구 및 배출구 등이 파열되거

나 장비와 밸브가 손상될 수 있고, 내부긴장재의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을 가져올 수
도 있다. 또한 압력이 너무 높으면 그라우트의 재료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압력이 높
아지지 않도록 호스, 주입구 및 배출구의 직경이 충분히 큰 것을 선택해야 하고 호스 연결부는
호스 내부 순직경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PTI/ASBI M55.1-19에 따르면 일반
적으로 20 mm 직경의 호스를 사용하면 30 m 길이의 그라우트를 펌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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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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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라우트 믹서

(b) 진공 펌프

(c) 핸드 그라우트 펌프

(d) 압력계

(e) 호스 및 연결 밸브

해설 그림 4.3-1. 그라우트 주입에 필요한 주요 장비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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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밀성 시험(Air-tightness test)
(1) 그라우트 주입에 앞서 압축공기를 덕트 내부로 불어 넣어 0.10 MPa의 압력이 가해

지도록 하여 기밀성을 확인한다. 1분 동안 압력 손실이 초기 압력의 50%를 초과하
지 않으면 기밀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본다.
(2) 압력이 (1)항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입구 , 배출구 및 호스, 긴장재 덕

트 손상부 등의 씰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주입구, 배출구 및 호스 , 덕트
등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덕트 주변의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이나 손상이 있으면
균열 보수나 단면 수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씰링, 균열 보수 및 단면 수복 후에 다시 시험을 실시하여 (1)항의 기준을 만족할 때

까지 (1)-(2)의 과정을 반복한다 . 만약 기준 진공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4) 기밀성 시험이 완료된 후 별지 2(공동 부피 측정 방법 )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덕트

내 공동 부피를 측정한다. 만약 공동 부피의 측정이 어려울 경우 공동 조사 결과로
부터 공동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

〔 해설〕

(1)-(3) 공기 유출(leakage)이 많을 경우에는 진공도움 압력주입 방법을 이용하여 그라우트 주입

보수를 실시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PTI/ASBI M55.1-19의 기준을 인용하여 기밀성 조건을 규정
하였다. 현장 실험에서 이 기준을 만족하면 진공도움 압력주입 방법으로 그라우트가 잘 채워진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0.1 MPa은 외부긴장재에 해당하는 조건이고, 내부긴장재의 경우 0.21
MPa로 규정하고 있다.

압력이 기밀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씰링을 추가로 실시하
고 기밀성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
우 진공 펌프를 계속 가동시켜 진공 압력을 유지하면서 압력 주입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압
력주입법(pressure grouting)을 적용할 수 있다(4.6의 (1)항 참조).
(4) 기밀성 시험 후 그라우트 소요량을 예상할 수 있도록 덕트 내 공동의 부피를 측정한다. 덕

트 내 공동 부피를 측정하는 압력법과 플로우 미터법 등을 별지 2(공동 부피 측정 방법)에 제
시하였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압력법은 기밀도 유지 상태에 따라 오차가 매우 커질 수 있
다. 플로우 미터법은 아직 국내에서 적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추후 검증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
좋다. 공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부피를 추정하여 공동 부피가 합리적으로 측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 부피 측정이 어렵거나 측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공동 조
사 결과로부터 추정한 값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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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그라우트 믹싱 및 현장 그라우트 품질 시험
(1) 공동 부피 추정량을 기준으로 그라우트 소요량을 산정한다.
(2) 아래의 그라우트 믹싱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Ÿ

그라우트 재료

Ÿ

배합에 사용할 물

Ÿ

세척에 필요한 물

(3) 준비한 재료를 계량한다 . 이 때 시멘트와 혼화재, 건조한 분체(dry powder)는

물은

± 1%

± 2%,

오차 이내로 계량하여야 한다.

(4) 계량된 재료를 믹서에 넣고 믹싱한다. 이 때 재료 투입 순서 , 믹서 종류 및 규격 , 믹

서 회전 속도는 현장 예비 시험 (field trial test)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대기 온도와 그라우트의 온도를 측정한다 . 대기 온도가 4°C 이하이거나 그라우

트의 온도가 32°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후에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그라우트 주입 후 2일 이내에 덕트 내부
그라우트 온도가 2°C 미만으로 내려가 동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라우트 주입을
연기해야 하고, 만약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라우트 온도가 그라우트
주입 후 3일 동안 또는 현장에서 양생한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5.5 MPa에 도달할 때
까지 2°C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재료 믹싱 후 그라우트에 대한 현장 품질 시험 (field acceptance test)을 실시한다. 현

장 확인시험의 시험항목과 시험빈도, 품질기준은 아래 표 4.4-1과 같다. 합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표 4.5-1. 현장 품질 시험의 항목, 빈도 및 품질기준
항 목
유하시간
(cone
method)
유동성
플로우
(spread
mehod)

품질기준

시험방법

20초 이하
(배합 직후, 30분후)

체거름 시험
(sieve test)
밀도시험
(wet density
test)

승인시험 평균값의
±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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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빈도

그라우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시행

160 mm 이상
1리터의 그라우트가
2 mm 이하의
체에 전혀 남지
않아야 함

비고

ISO 14824

표준 금속 망
체는 KS A
5101-1 참조

모든
배합
마다

Mud balance
test 장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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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그라우트 소요량은 4.4의 규정에 따라 추정한 공동 부피 추정값에 손실을 고려한 여유를

두어 산정한다. 공동 부피 추정이 불확실할수록 여유량을 더 크게 잡는 것이 좋다. 미국 Texas
DOT의 보고서(Trejo, D. et al. 2009)에서 제시한 보수 그라우팅 매뉴얼에서는 그라우트 소요량

을 아래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 그라우트 소요량(부피),  : 공동 부피 추정값,  : 그라우트 여유량(부피)
(2)-(4) 재료 계량은 정확한 양이 계량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규정한 계량 오차는 PTI/ASBI
M55.1-19의 기준을 인용하였다.
(4) 믹싱 시간, 재료 투입 순서, 믹서 종류 및 규격, 믹서 회전 속도 등은 모두 그라우트 유동

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장 예비 시험을 통해 미리 정한 방법으로 그라우트를 믹싱해야 한다.
(5) 대기 온도가 4°C 미만이거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32°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라우트의 유

동성, 강도 등 물성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PTI/ASBI M55.1-19에 따르면 그라우트의 온도가 32°C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열을

차단하는 방법이나 냉방순환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차가운 물을 배합수로 사용하는 등
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는 응결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혼화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작업 현장의 대기 온도가 4°C 미만이면 대기 온도와 그라우트를 주입할 덕트
에 접한 구조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계를 설치하여 온도를 계속 관측한다 . 얼
음이나 성에가 있는 재료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덕트나 장비에도 얼음이나 성에가 있어서는
안된다. 건조 그라우트 재료의 온도도 4°C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
그라우트 주입 후 온도가 낮아져서 동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라우트 주입을 실
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 그라우트를 주입하였다면 PTI/ASBI M55.1-19의 규정을 참고하
여 동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와 시험체의 강도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만약 동해가 예
상된다면 덕트를 감싸거나, 전기열선 등으로 감는 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러나 열을
가하는 모든 조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기온도가 0°C 미만으로 내려가면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덕트 내부에는 물이 없도록 해
야 한다. 그러나, 절대 증기를 주입하여 덕트 내부의 온도를 높여서는 안된다. 건조 공기를
이용해서 갇힌 물을 빼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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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품질 시험은 3.2.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라우트의

품질이 승인시험이나 현장 예비 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으로 선정하였다.

4.6. 그라우트 주입
(1) 재료의 믹싱과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 그라우트 재료가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확

인한 후에 아래 순서에 따라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한다 .
①

진공도움 압력주입

- 4.4(1)의 기밀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4.4(1)의 기밀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압력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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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의 그라우트 주입 작업은 그라우트의 가사 시간 내에 계속적으로 실시하되 압력

은 최대 0.8 MPa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긴장재 덕트의 경사가 크고 , 그라우트가 기존 그라우트 상단의 블리딩 채널을 따라

흘러내려 갈 우려가 있을 때는 주입구 바로 위쪽의 배출구까지 그라우트를 주입하
고 일정 시간 경화시킨 후 다시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한다 .
(4) 배출구 측으로 균일한 그라우트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한 후 배출구를 막고 소정의

압력을 가한 다음 주입구를 모두 막고 주입 작업을 완료한다 . 주입작업을 완료한 후
에는 모든 주입구, 배출구, 벤트 연결호스는 그라우트가 경화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열어서는 안되며 덕트와의 연결부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한다.
(5) 그라우트 주입 후 24시간 이내에 배출구에 연결된 호스를 조사하여 그라우트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만약 호스 내 그라우트가 완전히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라우트를
추가 주입하여야 한다.
(6) 모든 그라우트 주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든 주입구와 배출구는 깨끗하게 절단하여

영구적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 정착구를 통해 그라우트를 주입 또는 배출한 경우 그
라우트 보호 모르타르 또는 캡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정착구를 보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 해설〕

(1)-(2) 그라우트 주입 시에는 소정의 최대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

략 0.5 MPa 수준에서 그라우트 주입이 이루어진다.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덕트가 손상되거나
호스, 주입구가 파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Concrete Society
(2010)에서는 최대 압력값으로 0.8 MPa을 추천하고 있고, PTI(2019)에서는 1.05 MPa을 초과하

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최대 1 MPa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0.8 MPa을 최대 압력으로 규정한다.
최대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입구를 막고 다음
배출구를 통해 주입을 실시해야 한다(이 배출구는 주입구가 됨).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이 유지
되기 어렵거나, 그라우팅이 막힌 경우에도 주입구를 막고 즉시 인접 배출구를 통해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 갇힌 공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능하면 그라우트가 토출되지 않은 배출구에서 그라우트를 주입하지 않아야 한다.
(3) 긴장재 덕트의 경사가 크고, 그라우트가 기존 그라우트 상단의 블리딩 채널을 따라 흘러내

려 갈 경우에는 그라우트 주입이 완료된 후에 큰 공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그라우트 주입을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첫 번째 그라우트는 주입구에서 첫 번째 배
출구까지만 주입하여 일정 시간 경화시키고 난 후 두 번째 그라우트를 주입하면 그라우트가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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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 4.6-1. 그라우트가 아래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2단계 주입 사례
(4) 그라우트 주입이 완료된 후에는 일정 압력을 가하고 나서 주입구를 막고 주입을 완료해야

한다. 일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공학회(2016)에서는 0.5 MPa의 압력을 가한 다음 주입을 완
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입 조건과 사용 장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참고할 때 대략 0.3~0.5 MPa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주입작업을 완료한 후에
는 모든 주입구, 배출구, 벤트 연결호스는 그라우트가 경화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열어서는 안
되며, 덕트와의 연결부 보다 더 높인 위치에 두어야 밸브나 호스 내에 갇힌 공기나 블리딩수를
가둘 수 있다.
(5) 배출구에 연결된 호스 내에서 그라우트가 완전히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덕트 내

부에서 기존 그라우트 경계 등으로 새어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라우트 주입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모든 배출구에 연결된 호스를 조사하여 그라우트의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
다.
(6) 그라우트 주입 보수가 완료되면 모든 주입구와 배출구를 밀봉하여 덕트 내부로 공기와 수

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착구를 통해 그라우트 주입 또
는 배출을 실시한 경우에는 보호 모르타르로 마감하거나 정착구 캡을 씌우는 등 초기 시공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착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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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채움 상태 확인
(1) 그라우트 주입 전에 공동의 부피를 측정한 경우 그라우트 주입량과 공동 부피 추정

값을 비교하여 공동의 채움 여부를 1차 검증한다.
(2) 그라우트를 주입하고 12시간 이상 경과 후 타공 조사 등을 시행하여 그라우트의 채

움 상태를 확인한다.
(3) 타공 조사에서 공동이 의심되는 위치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천공, 내시경 조

사를 통해 공동 유무를 최종 확인한다 .
(4) 그라우트 주입 후에도 공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그라우트 재주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주입 시에는 공동의 발생 원인이 그라
우트 주입 방법이나 재료 등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해설〕

(1)-(3) 그라우트 주입 보수 후 그라우트 공동부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기

밀성 시험 후 공동 부피를 측정했다면 측정한 공동 부피와 실제 주입된 그라우트 양을 비교하
여 공동의 채움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라우트 주입량이 공동 부피보다 많다면 공동이 잘 채
워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 부피 측정 결과는 조건에 따라 큰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방법만으로 공동부가 잘 채워졌다고 확신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반드시 타공 조사 등을 통해 공동 발생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그라우트 주입량이 공
동 부피보다 적은 위치는 좀 더 신중하게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공동 조사 결과에서 공
동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에서는 천공 후 내시경 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의 유무를 최종
확인하도록 한다. 배출구를 작은 드릴 비트를 이용하여 천공하면 배출구 주변에 공동이 발생했
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그라우트 주입 후 공동이 존재하면 그라우트 재주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재주입에 앞

서 1차 그라우트 주입 시 공동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야 그 원인이
재료나 주입방법에 있다며 그라우트 재료나 주입 방법의 변경을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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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결과보고서 작성
(1) 그라우트 주입 보수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그라우트 주입 보수 완료 후 각 보수 위치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
다.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명과 보수 위치, 관리기관 등의 기본 정보와 공동 부피
추정량과 그라우트 소요량, 그라우트 현장 품질 시험 결과, 그라우트 주입 후 주입량과 특기사
항, 그라우트 주입 후 공동 충전상태 조사결과, 그리고 그라우트 주입 보수 작업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한다.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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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결과보고서 서식

긴장재 덕트 공동 그라우트 주입 보수 결과보고서
시설물명 :

관리기관 :

위치/텐던 ID :

보고서 번호 :

1. 그라우트량 및 배합비
시험자 :
측정
일자

공동 부피
추정값
(m³)
(A)

(서명)

그라우트
소요량a
(m³)
(B)

그라우트
w/pb
(C)

그라우트
밀도(kg/m³)
(D)

그라우트
중량(kg)
(E)

물 중량
(kg)
(F)

주) a 그라우트 소요량은 공동부피 추정값에서 손실을 고려한 여유를 더하여 정한다.
b
물/분체(powder) 비

2. 그라우트 시험
시험자 :
시험
일자

온도
(°C)

(서명)
습도
(%)

▫ 체거름 시험

그라우트
온도(°C)

믹싱 시작
시간(시:분)

▫ 습윤 밀도 시험

- 시험결과 :

- 밀도 :

▫ 유동성(플로우콘) 시험

- 배합 직후 유하시간 :
- 30분 경과 후 유하시간 :

믹싱 종료
시간(시:분)

믹싱 시간
(분)

(kg/m³)

(초)
(초)

3. 보수 그라우팅 작업 및 검사
그라우트 주입 작업
작업
일자

그라우트
주입량(L)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예 / 아니오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충전상태 검사
작업자
(서명)

검사
일자

충전상태

검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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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트 주입 보수작업 체크리스트
시설물명/위치/텐던 ID
일

작성일자

반

답변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보수작업계획은 승인을 받았나? 문서 번호, 일자 기재

(

그라우팅

)

답변

현장 예비 시험을 시행하고, 승인받았나?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공동 조사를 거쳐 작업할 긴장재 덕트의 공동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
였나?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덕트 기밀성 시험을 실시하여 기밀성 조건을 만족하였나?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프리팩 그라우트가 정상적인 상태이고, 사용기간 이내(제조 후 6개월)
였나?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그라우트 주입 후 2일간 대기온도가 5°C를 이상이었나 ?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그라우팅 장비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였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시험장비는 현장에 배치하여 준비되어 있었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그라우트와 물의 양은 1일 작업에 충분하였가?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물의 공급원은 적절하였나? 공급원을 기입하시오.

(

)

그라우트 물/분체비가 정확하고, 믹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나?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그라우트는 현장시험을 만족하였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동안 최대 압력(0.8 MPa)을 초과하였는가? 초과
했다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아래(기타사항)에
기술하시오.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배출된 그라우트는 공기포나 초과된 물이 없이 균일한 상태였나?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그라우트 배출구는 그라우트가 경화 후에도 상단까지 그라우트가 채
워져 있었나?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주입구와 배출구는 모두 깨끗하게 절단하여 영구적으로 밀봉하였나?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그라우트 경화 후 공동 없이 잘 채워져 있나? 아니라면 공동의 상세
위치와 재주입 결과를 아래(기타사항)에 기술하시오.

예 / 아니오 / 해당안됨

기타 사항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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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공동 부피 측정 방법
공동의 부피는 아래 방법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1) 보일의 법칙을 이용한 방법(압력법)

①

에어 컨테이너(보호탱크) 부피와 호스 부피의 합(  )을 구한다.

②

그림 A2-1과 같이 진공 펌프(또는 에어 컴프레서)와 에어 컨테이너를 설치한다.

③

덕트 배출구 밸브를 잠그고 진공 펌프(또는 에어 컴프레서)를 가동하여 에어 컨테이너
내 진공압력(또는 게이지 압력)(   )을 측정한다.

④

덕트 배출구와 진공 펌프를 연결하는 밸브를 열어 변화된 진공압력(또는 게이지 압력)
(   )을 측정한다.

⑤

보일의 법칙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 부피(  )를 계산한다.

      
  
   


(1)

그림 A2-1. 압력법에 의한 공동 부피 측정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35

포스트텐셔닝 PSC 박스거더교 외부긴장재 그라우트 주입 보수 매뉴얼(안)

(2) 플로우 미터를 사용하는 방법
①

그림 A2-2과 같이 진공 펌프, 플로우 미터와 에어 컨테이너를 연결한다.

②

덕트 배출구와 진공 펌프 측 밸브를 열고 진공 펌프를 가동한다.

③

압력이 대기압의 50%까지 감소할 때까지의 공기가 빠져나온 양을 측정한다. 두 번의
측정을 실시하여 각각의 측정값을  ,  로 한다.

④

덕트 내부로 연결되는 밸브를 잠근 다음 진공 펌프를 가동하여 압력이 대기압의 50%
까지 감소할 때까지의 공기가 빠져나온 양을 측정한다. 두 번의 측정을 실시하여 각각
의 측정값을  ,  로 한다.

⑤

공동의 부피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5)

그림 A2-2. 플로우 미터를 이용한 공동 부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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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그라우트 주입 보수 사례

Case 1 : 정릉천고가교 P24 L4(시점부-종점부) 격벽 첨단부

○ 긴장재 배치 형상

그림 별지3-1. 정릉천고가교 P24 L4(시점부-종점부) 긴장재 배치 형상

○ 주입구 및 배출구 설치

그림 별지3-2. 정릉천고가교 P24 L4(시점부-종점부) 주입구 및 배출구 설치

○ 주입방법 및 절차 : 진공도움 압력주입법
- 종점측(그림 우측)에서 진공 펌프를 가동하고, 시점측에서 가압하면서 그라우트를 주입,
중단없이 종점측까지 주입 진행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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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덕트 설치

Air vent 및 주입구 설치

Air Test

그라우트 믹스 후 현장 품질시험

종점방향 그라우트 주입

시점방향, 새들부 그라우트 주입

그림 별지3-3. 정릉천고가교 P24 L4(시점부-종점부) 그라우트 주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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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포스트텐셔닝 PSC 박스거더교 외부긴장재 그라우트 주입 보수 매뉴얼(안)

○ 그라우트 주입 보수 결과

- 보수 그라우트를 시점측에서 종점측까지 연속적으로 주입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격벽
앞쪽에서 큰 공동이 발생하였음. 하단부의 기존 덕트 상단의 블리딩 채널을 통해 그라우
트가 흘러 내려간 것으로 추정

→ (개선방안) 1차 그라우트를 에어벤트2로 흘려보낸 후 그라우트를 경화시킴. 24시간 경화
후 2차 그라우트를 주입, 기존 그라우트 상단의 블리딩 채널을 먼저 막아 주어 2차 그라
우트는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시점방향

종점방향

그림 별지3-4. 정릉천고가교 P24 L4(시점부-종점부) 보수그라우트 주입 후 그라우트 충전 상태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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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별지3-5. 경사가 급한 덕트에서의 그라우트 주입 절차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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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포스트텐셔닝 PSC 박스거더교 외부긴장재 그라우트 주입 보수 매뉴얼(안)

Case 2 : 서호교 P127-A2 5L 정착구 앞쪽 경사 긴장재

○ 긴장재 배치 형상

그림 별지3-6. 서호교 P127-A2 5L 긴장재 배치 형상

○ 주입구 및 배출구 설치

그림 별지3-7. 서호교 P127-A2 5L 주입구 및 배출구 설치

○ 주입방법 및 절차 : 진공도움 압력주입법
- 아래 그림과 같이 흡기호스를 진공 펌프에 연결하여 공기를 흡입하면서 주입구를 통해 그
라우트를 주입, 배출구에서 균열한 그라우트가 흘러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밸브를 닫음.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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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별지3-8. 서호교 P127-A2 5L 그라우트 주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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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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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설치

그라우트 주입구 및 배출구 설치

그라우트 배합

현장시험 실시

그라우트 배합

그라우트 배합

그림 별지3-9. 서호교 P127-A2 5L 그라우트 주입 과정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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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결과

포스트텐셔닝 PSC 박스거더교 외부긴장재 그라우트 주입 보수 매뉴얼(안)

-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점부에 미충전 공동이 발생하였음. 강연선에 그라우트가
묻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처음 주입 때는 격벽부 위치까지 재워 졌다가 시간이 경
과하면서 침하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그라우트 주입 후 추가 가압 실시

그림 별지3-10. 서호교 P127-A2 5L 그라우트 주입(1차) 결과 공동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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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서울시설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