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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ur road tunnels, which consists of biotite gneiss and granite gneiss and shows a  similar geological conditions,

were selected in this study. Laboratory and field tests, the rock mass rating for the four tunnels were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s of test results. It was proposed an equation of
reduction factor which can assess the deformation modulus for biotite gneiss and granite gneiss.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Q and RQD in four tunnels according to the analysis between RMR and
Q, RMR and RQD, Q and RQD and laboratory and field tests.

KKeeyywwoorrddss: Biotite gneiss, Granite gneiss, Regression, Deformation modulus

요지

본 연구에서는 지질적 조건이 유사하고 흑운모편마암과 화강편마암이 기반암으로 구성되어있는 도로터널 4개소를 선정하여
실내·현장시험 및 암반분류를 실시하 다. 그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각에 대한 상호관계를 분석하 다. 또한, 기
반암으로 구성된 흑운모편마암과 화강편마암에 대한 실내시험결과를 활용하여 암반변형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감쇠지수 산정식
을 제시하 다. 본 대상터널에서 RMR과 Q, RQD, 현장시험과 실내시험결과의 상관관계식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 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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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들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물류이동이 급증하고,

쾌적한주행을위한선형확보를위해도로신설공사와확

장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가 전 국토의

70%를차지하고있는우리국토의지리적특성상터널공

사는필연적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 터널이장대화되

어가는추세이므로터널의안정성검토와지보재산정에

직결되는합리적인암반강도정수산정이매우중요하다.

특히, 터널모델링에적용되는주요한강도정수의하나

인 암반변형계수는 현장조건을 고려한 현장시험을 실시

하여대표적인값을선정하는것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현장시험의경우과다한비용과시간이소요되

므로현장시험을무조건실시하지못하고터널의규모와

중요도에따라실시여부와수량을결정한다. 그러므로지

질적인 조건이 유사한 터널구간에 대한 실내·현장시험

결과를분석하여그상관관계를도출하여현장시험에제

한이있는터널에이값들을활용하여암반변형계수를산

정하는것이좀더합리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구간의 기반암이 흑운모편

마암과화강편마암으로구성되어있고지질적조건이유

사한 도로터널4개소를선정하 다. 각각의터널에대하

여실내시험에의한암석의 률을측정하고현장시험(공

내재하시험)을수행하여측정된변형계수와RQD, RMR,

Q 각각의상관관계식을분석하 다. 또한,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암반변형계수 측정을 위한 현장시험등이 어려운

경우에 암반에 대한 RMR과 실내시험결과를 이용, 암반

변형계수을산정할수있는감쇠지수에대한식을제시

하 다.

2. 대상터널현황

본 연구를 위해 터널구간의 기반암이 흑운모편마암과

화강편마암으로구성된 2차로도로터널 4개소를선정하

여실내시험과현장시험(공내재하시험), 암반분류를실시

하 으며각현장에대한개요는다음과같다.

2.1 터널구간 기반암의 구성암석

본터널구간의조사된암종별특징을요약하면다음과

같다.

(1) 흑운모편마암
①특징

불규칙적인 절리가 발달되어 있지만 대규모의 단층이

분포하지않고석 성분이많이포함되어있어전반적으

로신선하고강도가강하며, 광물입자는조립질이다.

②구성광물

석 , 사장석, 카리장석, 흑운모, 각섬석

③역학적특성

본연구대상4개도로터널구간에대한흑운모편마암

의역학적특성을분석하기위한실내및현장시험수행결

과는표1과같다.

분석에서Q와RQD의상관관계가가장 접한것으로확인되었다.

주요어:흑운모편마암, 화강편마암, 회귀분석, 변형계수

항목 결과치
압축강도 130 ~ 2390 kg/cm2 

인장강도 80 ~ 170 kg/cm2 

전기비저항 1900 ∼ 46000Ωm
탄성파속도 1600 ∼ 5700 m/sec
탄성계수 0.2 ∼ 8.7×105 kg/cm2 

표 1. 흑운모편마암의 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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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강편마암
①특징

국부적으로화강암질화가많이진행되어있으며, 약간

의 엽리가 보이고, 주변의 화강암관입 시에 화강암질화

되어석 성분이많다.

②구성광물

석 , 카리장석, 미사장석, 사장석, 흑운모,녹니석, 견

운모

③역학적특성

본연구대상터널의기반암인화강편마암의역학적특

성은표2와같다.

2.2 대상터널 암반분류
암반이가지는복잡한성질과조건을고려하여터널의

굴착조건과지보형식을결정하기위한중요한요소중에

하나는암반의분류이다. 표3에서는암반분류방법을정

성적·정량적 방법을 구분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RMR과Q방법을적용하 다.

(1) RMR 분류기준

현장및시추자료에의한6가지변수(일축압축강도, 불

연속면의간격, 불연속면의상태, 불연속면의방향, 암질

지수, 지하수조건)에 0∼100까지점수를주어암반을5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RMR방법은 적

용 역이 넓고 각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용이하고

터널과불연속면의방향성에대한고려가가능하다. 암반

등급에 따라 터널 폭, 자립시간, 필요 지보량 및 암반의

물리적성질등을결정할수있다.

(2) Q-system 에의한분류
스칸디나비아의200여개의터널사례연구를근거로작

성된분류체계로현장의6가지변수(불연속면의군수, 불연

속면의거칠기, 불연속면의변질정도, 응력감소계수, 암

질지수,지하수조건)을3개의항으로구분하여이들을곱

으로0.001∼1000점까지점수를산정하고이들을다시9

등급으로구분하여암반을평가하는방법이다. 세 한분

류를통해체계적이고구체적인보강방안이제시되고터

널의폭과높이가범위의넓고지보의선택범위가상세하

다. 또한 굴착지보비에 의해 터널의 목적이 반 되므로

팽창또는압착성지반조건에적용성이양호하다. 

본연구대상터널들에대하여RMR분류와Q분류방법

을적용하 고4개터널들의개요및수행된암반등급분

류는다음과같다.

2.2.1 A 터널의개요및암반분류결과

(1) 개요
·연장：(상행) = 2070 m, (하행)= 2010 m

·폭원：11.3 m , 높이：8.3 m, 2차로, NATM

(2) RMR 분류와Q 분류방법
A 터널의 RMR과 Q분류에 의한 등급별 비율은 그림

1, 그림2와같다.

항목 결과치
압축강도 450 ~ 2400 kg/cm2

인장강도 30 ~ 160 kg/cm2

전기비저항 1400 ∼ 16000 Ωm
탄성파속도 3200 ∼ 5700 m/sec
탄성계수 0.9 ∼ 8.4 × 105  kg/cm2

표 2. 화강편마암의 역학적 특성

분류명 제안자 방법 적용
암하중법 Terzaghi(1946) 정성적
지지시간법 Lauffer(1958) 정성적

RQD Deere(1967) 정량적
RSR Wickham(1972) 정량적
RMR Bieniawski(1973) 정량적 ◎
Q Barton(1974) 정량적 ◎

표 3. 암반 분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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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B 터널의개요및암반분류결과

(1) 개요
·연장：(상행) = 2770 m, (하행)= 2775 m

·폭원：11.3 m , 높이：8.3 m, 2차로, NATM 

(2) RMR 분류와Q 분류결과
B 터널의RMR과Q분류에의한등급별비율은그림3,

그림4와같다.

2.2.3 C 터널의개요및암반분류결과

(1) 개요
·연장：(상행)= 2655 m, (하행)= 2730 m 

·폭원：11.3 m, 높이：8.3 m, 2차로, NATM 

(2) RMR 분류와Q 분류결과
C 터널의RMR과Q분류에의한등급별비율은그림5,

그림6과같다.

그림 1. A 터널 RMR 등급별 분류 비율 그림 4. B 터널 Q-system 등급별 분류 비율

그림 3. B 터널 RMR 등급별 분류 비율

그림 2. A 터널 Q-system 등급별 분류 비율

그림 5. C 터널 RMR 등급별 비율

그림 6. C터널 Q-system 등급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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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D 터널의개요및암반분류결과

(1) 개요
·연장：(상행선)= 420 m, (하행선)= 426 m

·폭원：11.3 m, 높이：8.3 m, 2차로, NATM 

(2) RMR 분류와Q 분류결과
D 터널의 RMR과 Q분류에 의한 등급별 비율은 그림

7, 그림8과같다.

3. 실내시험, 현장시험및암반분류결과의상관관
계분석

본연구에서는각변수간의상관관계를추정해내기위

해회귀분석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 다. 특히, 종속변수

와독립변수와의관계가선형관계에있다고가정한선형

회귀분석모형과비선형관계식을로그선형함수로변형시

킨 로그-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 다. 통상적인 선

형회귀분석모형의기본식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Y = α0 + α1X1 + ... + αNXN (1)

여기서 Y는 종속변수이고, 모형의 N번째 독립변수를

뜻하는것이며, 모형에의해추정된αN은독립변수N이단

위변화량에따른독립변수(Y)의변화량을말한다. 이러한

모형은종속변수와독립변수간에선형관계가존재해야함

을전제로하며, 그때종속변수는독립변수에의해설명

될수있다.  또한복수의종속변수를포함하는모형의경

우, 각변수간의상관관계에대한분석을시도하여그적

절성여부를판단해야한다. 종속변수와독립변수간의관

계가선형이아닌경우에는비선형회귀식을이용하여이

를분석할수있으며, 그기본모형식은다음과같다.

Y = α0 ``X1
α1`·``X2

α2 ...  XN αN
αN (2)

상기함수식은각변수에대한종속변수의탄력성이고

정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어느 한 독립변수 XN

이 1% 증가할때 Y는αN% 만큼고정적으로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비선형모형을선형화하기위해상기식의

양변에로그를취하면다음과같은식을얻을수있다. 

lnY = lnα0 + α1lnX1 ...  +  αNlnXN                  (3)

위와같이선형화된모형은일반적인선형회귀분석모

형과동일한방법으로선형계수를추정할수있다. 본연

구에서는선형회귀식과비선형회귀식의모델을채택하여

각추정변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 다.

그림 7. D 터널 RMR 등급별 비율

그림 8. D 터널 Q-system 등급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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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터널모델링을 위한 암반변형계수 산정

터널모델링을 위한 입력자료 산정시 암반의 변형계수

산정은 다음식들과 같이 실내시험에서 구한값을 이용하

거나혹은 현장조건을고려한암반분류즉, RMR, RQD

또는Q 와의관계식을이용하여실내시험치를보정하여

터널모델링에 적용한다. 일반적인 변형계수 산정방법은

다음과같다.

(1) 현장시험
현장시험은암종에따라Elastmeter, Goodman Jack

공내재하시험기를이용하여현장변형계수를측정한다.

(2) 실내시험보정방법
RMR 값과 그에 해당하는 실내시험에서 얻은 탄성계

수를이용하여암반변형계수산정한다.

RF =      = 0.0028 RMR2 + 0.9exp              (4)

(Nicholson & Bieniawski, 1990)

RF =         = 0.5 × 1-  cos  π× (5)

(Mitri et al., 1994)

Em = f × Eint (6)

(Cording et al., 1972)

(3) RMR과Q값에의한경험식
사례분석을통해RMR과Q값사이상관관계를이용

암반변형계수산정한다.

Em = 2RMR - 100 (GPa); RMR ＞ 50          (7)

(Bieniawski, 1978)

Em = 10        (GPa); RMR ≤ 50               (8)

(Serafim & Pereira, 1983)

Em= 0.0097 RMR3.55 (MPa)                     (9)

(Aydan, 1997)

Em = 25 × log10 Q (GPa); 1 ≤ Q ≤ 100   (10)

(Barton & Grimstad)

(4) GSI에의한방법
서로다른지질조건에따른암반강도의감쇠지수를추

정하기 위해 GSI라는 변수를 도입, RMR의해 평가되는

변형계수를보완하여암반이변형계수산정한다.

Em=           10       (GPa) (11)

Em= 10       (GPa)                                    (12)

(5) 감쇠지수산정
현장여건상 현장시험이 어렵고 시험수량이 한정될 경

우에암반에대한RMR과시험실에서구한 률을이용

하여암반변형계수를구할수있는감쇠지수(RF) 값을식

(13)과같이제시하 다. 

RF =   sin        ·
3.0523 

(13)

Eint

Em

Eint

Em

100
RMR

22.82

RMRa a

100
σci

2
π

100
RMR

a a{ {

40
RMR-10

40
GSI-10

40
GSI-10

그림 9. 4개터널의 RF와 RMR 관계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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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내 및 현장시험과 결과분석

암반의공학적특성을분석하고터널구조해석을위한

강도정수평가를위한현장시험으로연구대상4개터널에

서는공내재하시험을적용하 다.

공내재하시험은 지반조사에서 시추공을 이용하여 지

반변형계수를측정할수있는방법으로토질용시험기와

암반용 시험기로 구분되며 암반에서의 공내재하시험은

주로 변형계수측정을 위하여 실시한다. 이 방법은 현재

암반의변형계수산정에있어서비교적객관성이높은원

위치 시험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공내재하시험결과

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암반상태에따라재하방식을다

음과같이구분하여실시하 다.

(1) 등압분포재하법(풍화암, 연암)
보링공내에 고무튜브의 측정관을 삽입하고 그것에 가

압액이나공기를빼내는것에의해공벽에등분포하중을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시험공 공벽에 대하여

동등한하중이가해지기때문에응력분포가축대칭이되

고이론적인취급에용이한것이다. 그러나불균질한지반

이나이방성지반의경우에얻어지는변형계수등은시험

지점의공벽전둘레의평균값이된다.

E = (1- ν) · Rm · (14)

E : 변형계수(kg/cm2), ν: 포아송비

Py : 항복압력(kg/cm2)

Po: 초기압력(kg/cm2)

Ry : Py 일때의변형(cm) 

Ro : Po 일때의변형(cm) 

Rm : Rm = 

(2) 등변위재하법(보통암, 경암)
직사각형의강제재하판을장전한프루브를시험공공

내에삽입하고유압잭으로재하판에의하여공벽에하중

을 작용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험시의 지반내 응력

분포가 복잡하지만 등압분포재하법보다 큰 하중을 작용

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 

E = 0.86 · K(V) · (15)

ΔQ : 압력증가분

ΔUd : 변위의증가분

d : 시추공직경

K(V): 상수

상기와같이본논문에서암종에따라각각의다른방

법을 적용하여 암반변형계수를 구하 고 실내시험과 현

장시험결과를분석하여식(16)과같은상관관계를도출하

다.

Em = 42652+0.2321 × Eint (16)

Em: rock mass의변형계수

Eint: intact rock의변형계수

Ry - Rs

Py - Po

2
Ro- Ry

그림 10. 실내시험과 공내재하시험 분석결과

E
m

Eint 

Em = 42652 + 0.2321 Eint 

ΔUd

Δ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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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MR, Q, RQD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대상 4개 도로터널에서 조사분석된 RMR, Q,

RQD의상관관계는그림 11, 그림 12, 그림 13과같고회

귀분석을통해식(17), 식(18), 식(19)를도출하 다. 

RMR = 42.7727 Q0.1283 (17)

RMR = 34.718 + 0.351 × RQD         (18)

Q = 0.004642 × RQD1.805 (19)

조사분석된각각변수들의상관관계는그림 13과같이

Q와RQD의관계가가장 접한것으로분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흑운모 편마암과 화강편마암이 기반암

으로구성된구간에서지질적조건이유사한도로터널4

개소를선정하여실내·현장시험를분석하 다. RMR과

실내시험값을 활용하여 암반변형계수를 구하기 위한 감

쇠지수(RF)에 대한 식을 제시하고 RMR과 Q, RMR과

RQD, Q와RQD의상관관계를유도하 다. 본연구결과

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본연구대상터널들의기반암은흑운모편마암과화

강편마암으로구성되어있고역학적특성은다음과

같다.

- 흑운모편마암

압축강도: 30 ~ 2390 kg/cm2

인장강도: 80 ~ 170 kg/cm2

전기비저항: 1900 ∼ 46000 Ωm

탄성파속도: 1600 ∼ 5700 m/sec

탄성계수: 0.2 ∼ 8.7 × 105 kg/cm2

- 화강편마암

압축강도: 450 ~ 2400 kg/cm2

인장강도: 30 ~ 160 kg/cm2

전기비저항: 1400 ∼ 16000 Ωm

탄성파속도: 3200 ∼ 5700 m/sec

탄성계수 : 0.9 ∼ 8.4 × 105 kg/cm2

그림 11. RMR과 Q 회귀분석결과

그림 12. RQD와 RMR 회귀분석결과

그림 13. RQD와 Q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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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대상 4개소 터널구간의 기반암을 구성하고

있는 흑운모편마암과 화강편마암에 대한 RMR과

실내·현장시험(공내재하시험)결과 분석을 통하여

이와유사한암종으로구성된터널구간에서현장여

건상 현장시험이 어려울 경우에 RMR과 실내시험

값을 활용, 암반의 변형계수를 구하기 위한 감쇠지

수(RF)식을다음과같이제시하 다

RF =   sin        ·
3.0523

(3)RMR과Q, RMR과RQD, Q와RQD, 공내재하시험

결과와 실내시험결과를 회귀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식을제시하 다. 

RMR = 42.7727 Q0.1283

Em = 42652 + 0.2321 × Eint

RMR = 34.718 + 0.351 × RQD

Q = 0.004642 × RQD1.805

(4) 각변수들에대한상관관계식의신뢰도분석결과Q

와 RQD의 상관관계가 가장 접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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