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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M 공법 (Grout compound Remigrout utilize Method)

▶그라우트재, 그라우팅 장치 및 선단부 레미탈고정형 동
시주입 강관보강공법으로 강관의 내부에 구획된 복수개의 
격실중 선단부 격실을 그라우트재(레미탈그라우팅재)가 팽
창되며 분출되어 천공홀과 강관외주면 사이의 공간을 폐쇄
시켜 씰링부분의 그라우팅 영역을 충진하여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용 패킹을 포함하는 그라우팅 장치가 제
공되는 공법

     

     

공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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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M 공법 (Grout compound Remigrout utilize Method)

▶강관의 내부에 다단구조의 속관들이 구성되고 보통의 다
단주입을 강관 전체에 격실을 두어 동시에 주입하고 천단
벽실에는 강관에 강력한 힌지 모멘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레미그라우트재를 주입하며 강관격실 외부에 역류 방지용 
패커를 두어 씰재로 레미그우팅재를 주입하여 강려한 정착
력을 발휘하기 위한 장치 및 주입재를 구성하는 신개념 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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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특징



G.R.M 공법 (Grout compound Remigrout utilize Method)

▶강관보강 동시주입 그라우팅 공법은 강관을 막장 전방에
설치하고, 주입재를 주입, 굴착면 전방 상부에 우산살모양
구조체를 형성하여 굴착시 낙반 및 여굴을 방지하는 공법

▶직천공(∅114mm)     소구경(∅60.5mm)  대구경(∅114.3mm)
강관길이 12m를 6m 간격으로 중첩 시공하여 상부 하중을
분산 지지하는 공정

▶기존에 강관다단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문제점인 천공홀
에 대한 씰링이 원활하게 주입 및 시공되지 않고, 씰링이 
어느정도 굳어야 강관내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야 하는 시
간적인 문제로 고가의 굴진장비 터널굴진상에 시간적인 문
제 안전상에 문제가 항상 현안으로 부각되어 이를 보완하
여 씰링이 필요치 않는 동시주입과 천단에 강력한 그라우
재를 충진함으로써 이를 보완한 획기적인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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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M 공법 (Grout compound Remigrout utilize Method)

▶seal재를 주입하지 않고 강관 전장(12m)에 주입재를 한
번에 동시주입하여 강관과 주변지반의 부착력을 극대화
하여 굴착면을 안정화 
▶주입 공정의 단순화(4단계 다단주입 → 1단계 동시주입)
▶터널보강작업 공기단축(seal재 양성 대기시간 불필요 함)
▶직천공, 일반천공 대구경,소구경등 다양한 지층 조건에   
대응가능 함 
▶고강도 내구성 주입재를 천단 1개의 격실에 주입하여 
초기 및 장기강도를 발현하여 터널 막장면 안정성 확보

구  분 내  용∣ 내  용∥

일반 소구경강관
천공길이 L= 12m
(∅ = 60.5mm)

1개 격실간격(3~4m)
T = 4mm

일반 대구경강관
천공길이 L= 12m
(∅ = 114.3mm)

1개 격실간격(3~4m)
T = 6mm

직천공대구경강관
천공길이 L= 12m
(∅ = 114.3mm)

1개 격실간격(3~4m)
T = 6mm

     

GRM공법 제원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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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M 공법 (Grout compound Remigrout utilize Method)

 

      

산업재산권(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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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M공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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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M 공법 (Grout compound Remigrout utilize Method)

▶터널공사에 안전한 시공을 위하며 직천공, 대구경,
     소구경을 포함하여 시공하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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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M공법 적용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