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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배경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은 주변의 지반 조건에 따라 구조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지보, 숏크리트 및 록

볼트 등의 주요 지보재와 다양한 보조공법들이 시공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파쇄된 암반의 보강 및 낙반을 방지

하기 위해 적용되는 록볼트의 보강효과 증대와 시공성 개

선을 위해 이미 국외에서는 다양한 록볼트의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의 경우 록볼트는 대부분 이형봉강(철근)

을 사용하고 암반과 정착을 위한 정착재료는 시멘트 몰탈 

또는 레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하수 유출구간 및 

파쇄대 구간에서 사용성이 제약되며, 특히 록볼트 설치 

후 성능 발휘까지는 소요의 양생시간(약 7∼24시간 이상)

이 필요하여 암반 조기지보 효과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신기술은 기존 록볼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공 즉

시 지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튜브형 강관(튜브형 강관 

내부에 유체를 고압으로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록볼트 

기술로 지반굴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반사고 예방

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완전 국산화와 대량 생산체계 구

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시

공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2. 기술의 원리

본 신기술은 터널 시공시 주요 지보재인 록볼트를 설치

하기 위하여 천공한 구멍에 튜브형 강관을 넣은 후 유체

(물)를 고압(250∼300bar)으로 록볼트 내부에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밀착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암

반과 록볼트 사이의 마찰과 기계적 맞물림 효과로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조기 지반보강 기술이다.

튜브형 강관 록볼트 재료는 신장률이 뛰어난 기계구조

용 탄소강을 사용하고 정착부(유체 주입부), 강관 팽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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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튜브형 강관 록볼트 설치 개념도

원형 강관

외주면 일측을 

내부로 요입

접착부재 부착 후 성형

정착부･선단부 캡 부착

그림 2. 튜브형 강관 록볼트 제조공정

정착부 강관 팽창부 선단부

그림 3. 튜브형 강관 록볼트 제품 형상

(외주면 일측이 내부로 요입된 튜브형 강관) 그리고 선단

부로 구성되며, 용접에 의해 일체화된 형태로 제작된다.

3. 튜브형 강관 록볼트의 구성

튜브형 강관 록볼트는 정착부(유체 주입부), 강관 팽창

부(외주면 일측이 내부로 요입된 튜브형 강관) 그리고 선

단부로 구성되며, 신장률이 뛰어난 재질의 원형 강관(록

볼트 천공 직경에 따라 변경 적용)을 외주면 일측이 내부

로 요입된 형태로 제작하고 정착부(유체 주입부)와 선단

부 캡을 부착시켜 제조하게 된다.

정착부(유체 주입부)는 튜브형 강관 내부로 유체를 주입

하는 곳으로 원활한 유체 주입과 팽창 완료 후 신속한 배수

가 가능하도록 전면 주입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압인가 

장치의 연결을 위해 끝부분은 나사형태로 제작된다. 강관 

팽창부는 강관의 외주면 일측을 내부로 요입하여 굽혀진 

튜브형 강관 모양으로 완성제품의 직경은 34mm로 제작되

며, 선단부는 강관 내부로 고수압을 가하여 팽창이 이루어

질 때 수압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되어 있다.

4. 기술의 특징 및 효과

튜브형 강관 록볼트는 유체(물)를 고압(250∼300bar)

으로 록볼트 내부에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밀착하여 견고하게 정착시킴으로써 암반과 록볼트 사이의 

마찰과 기계적 맞물림 효과로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휘

(설치시간 2분 이내)하는 방식으로 기존 이형봉강(철근) 

록볼트(정착재료 양생시간 7∼24시간 이상 소요)에 비해 

암반 조기지보 효과가 탁월하며, 지반굴착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낙반사고 등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형봉강(철근) 록볼트와 암반의 정착을 위한 

정착재료(시멘트 몰탈 또는 화학첨가물)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정착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용수 유출구간에도 완벽한 시공이 가

능하다.

튜브형 강관 록볼트와 유사한 Swellex Bolt는 강관의 

팽창을 위해 정착부 측면에 형성된 작은 구멍으로 유체를 

주입하므로 4m의 록볼트를 수압으로 팽창하는데 약 3∼4

분이 소요되지만, 튜브형 강관 록볼트는 정착부에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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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형 강관 록볼트 이형봉강(철근) 록볼트

그림 4. 록볼트 시공순서 및 암반 지보 형태 비교

기존 록볼트 정착재료(레진) 손실 작업장 환경오염 및 폐기물 처리

그림 5. 정착재료 사용에 따른 문제점

전면 주입구를 통하여 유체를 주입하므로 동일 길이의 록

볼트 팽창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10∼20초로 시공속도

가 훨씬 빠르다.

또한 Swellex Bolt는 간편한 시공성과 암반 조기 지보

효과 등으로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가

격 경쟁력이 불리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튜브형 강관 록볼트는 완전 국산화와 대량 생산체계 구축

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시공

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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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튜브형 강관 록볼트 준비 ② 천공

③ 록볼트 삽입 ④ 록볼트 시공(강관 팽창)

⑤ 시공 완료(2분 이내) ⑥ 시공품질 확인(설치 직후)

그림 6. 튜브형 강관 록볼트 시공순서

표 1. 튜브형 강관 록볼트 적용현장 개요

현 장 명 적용구간 길  이 비  고

인천도시철도 212공구 환기구, 본선터널 3m, 4m 시험시공 3회(9공)

부산도시철도 1호선연장

(다대구간) 4공구
수직구, 횡갱, 터널 본선 3m, 4m

시험시공 3회(4공)

현장적용 1회(33공)

○○ 전력구 건설공사 수직구 4m 시험시공 1회(1공)

○○ 지하차도 건설공사 터널 본선 4m 시험시공 1회(4공)

수압인가장치

자동화 펌프 연결 호스

그림 7. 튜브형 강관 록볼트 시공을 위한 부가장비 구성

5. 튜브형 강관 록볼트 시공

튜브형 강관 록볼트는 유체(물, 시멘트 몰탈 등)를 고

압(250∼300 bar)으로 록볼트 내부에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밀착하여 견고하게 정착시키는 방식

으로 현장의 시공순서는 그림 6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경량(기존 이형봉강 록볼트 3.98kg/m, 튜브형 

강관 록볼트 2.5kg/m)으로 편리한 시공과 작업속도(1공 

설치시간 2분 이내)가 빠르고 수압인가 장치를 이용하여 

균일한 시공품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록볼트 정착을 위

한 정착재료(시멘트 몰탈 또는 화학 첨가물)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

6. 현장 적용사례

튜브형 강관 록볼트는 기술개발 이후 시험시공 및 현장

적용을 통해 간편한 시공성과 암반 조기 지보효과에 유리

하며, 정착재료(시멘트 몰탈 또는 화학첨가물)를 사용하

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장 적용성 평가가 수행된 현장은 모두 이형봉강(철

근) 록볼트(정착재료는 시멘트 몰탈 또는 화학첨가물)가 

적용된 현장으로 시험시공의 경우 기존 록볼트와 간섭되

지 않는 암반 굴착면에서 수행하였으며, 현장적용(1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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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갱

그림 8. 튜브형 강관 록볼트 적용구간 현황

인천도시철도 212공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연장(다대구간) 4공구

그림 9. 튜브형 강관 록볼트 인발시험 결과

시험시공으로 성능평가 후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되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현장은 기반

암으로 퇴적암(이암 및 사암)이 분포하며, 튜브형 강관 록

볼트 시험시공과 현장적용은 수직구(환기구 #11과 연결), 횡

갱(수직구와 본선 연결부) 및 본선 터널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수직구 시험시공에서 튜브형 강관 록볼트의 팽창

성 확인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횡갱구간(수직구와 

본선 연결부)은 수직구와 본선 터널 연결부로 단면 접속

부의 경우 응력집중이 예상되므로 간편한 시공성 및 조기 

지보효과가 우수한 튜브형 강관 록볼트를 적용하였다.

횡갱구간 시공은 상･하 반단면 굴착(굴진장 1.0m)과 

보조공법으로 튜브형 강관 록볼트 33공, 숏크리트(t=15cm)

를 적용하였으며, 록볼트 설치 직후 시행한 인발시험(Pull 

out Test, 2공) 결과 모두 15ton 이상의 재하력에도 인발

되지 않아 충분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록볼트의 경우 횡갱부 본 시공에 적용된 수

량으로 성능평가는 17∼18ton에서 종료)

▸기술개발자 : 코오롱건설(주), (주)티에스테크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