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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킹모듈공법
Caulking Module Method 

코킹모듈공법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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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 10-1032745호

코킹모듈공법
기존 강관다단 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한 신공법 

•강관다단 보강 그라우팅 공법은 강관을 막장 전방에 

   설치하고 주입재를 주입, 굴착면 전방에 우산모양의 

   구조체를 형성하여 굴착시 낙반 및 여굴을 방지하는 공법.

•소구경(Ø60.5mm) 또는 대구경(Ø114.3mm)의 

   연장 12m 강관을 중첩 시공하여 상부 하중을 지지.

•기존 강관다단 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지보재 간섭, 

   강관 자재 절단, 강관 중첩길이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간단한 장치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

   (특허 제 10-1032745호)

공법개요



| 시공상 문제점 |

천공장비 헤드 특성상 굴착면 모서리 천공 불가로 다음 막장에서 강관 말단부 노출 및 간섭

•노출된 강관이 후속 공정인 지보재와 간섭 발생

•강관절단시 용접기 등의 사용으로 시공성 저하 및 공기지연

•강관절단시 중첩구간 감소로 보강구간 안정성 저하 (중첩장 L=6m → 5m)

•실 시공시 지보재 간섭 회피를 위해 천공각도의 상향시공 경향이 있어 보강효과 감소

| 재래식 코킹방법의 문제점 |

강관과 나공 사이 좁은 공간에 경화재를 적신 면니트 등을 뾰족침 등을 이용하여 인력 충진

•현장에서 경화재(초속경시멘트 또는 우레탄)의 임의 배합으로 고결강도 불균질

•인력에 의한 강제 충진으로 코킹 길이 및 효과 불확실

•막장면에서 인력에 의한 작업시간이 길어져서, 막장면 거동시 안정성확보 미흡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 가능성 높음

기존 강관다단 보강 그라우팅공법의 문제점



| 시공상 개선사항 |

강관말단부 노출 및 간섭 해결로 보강효과 극대화

| 코킹방법 개선사항 |

코킹모듈에 의한 설치방법 간소화 및 품질개선

코킹모듈공법(Caulking Module Method)

•기존강관에 코킹모듈을 연결하여 굴착시 타격 제거 가능(PVC 자재 사용)

•굴착면내 노출 강관이 없어 지보재 간섭 미발생 및 시공 CycleTime 단축

•보강연장 및 천공각도 유지가 가능하고, 중첩장(L=6.0m) 유지로 안정성 우수

•기성 제작된 코킹모듈을 천공 완료후 간단히 삽입

•품질확보 및 주입효과 양호                        

•작업시간이 짧고 안정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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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킹모듈공법 시공순서

| 천공 및 강관 설치 |

•천공길이 : L=13.0m

•천 공 경 : D=125~150mm

•강관길이 : L=12.0m

•천공간격 : 400~600mm

•천공각도 : 15
。
 이내

| 주입구 코킹모듈 설치 |

•지하수의 누수 및 토사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강관 삽입 직후 실시

•코킹재는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급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 주  입 |

•주입압력은 정압주입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주입재 주입은 에어패커를 이용하여  

   다단 주입



주요 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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