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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결 퇴적암 터널에서의 암반분류 및 보강에 관한 연구

김낙륭*ㆍ정상섬**ㆍ고준영***

Kim, Nakryoong*, Jeong, Sangseom**, Ko, Junyoung***

A Study on the Rock Mass Classifications and Reinforcement in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Tunnel

ABSTRACT

A number of highway projects are in progress in Korea to accommodate increasing transportation demands. As the highway route 

becomes more complex, some projects include tunneling through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Since an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mainly consists of rock and ground mass, the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in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tunnel 

are quite different from typical rock tunnel. However, construction case histories and rock classifications method on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tunnel had not been developed or studied domestically. Consequently the case studies and rock classification system 

for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are required to better understand its behavior for tunneling.   In this study, rock mass classification 

method is proposed to identify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based on point load and slake durability tests. Based on this, the 

proposed method of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can be applied well through comparisons with the results of convergence 

measurement. 

Keywords :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Rock mass classifications, Point load test, Slake durability test, Reinforcement typ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미고결 퇴적암을 통과하는 국내 최초 터널현장을 대상으로 시공현장의 시추코어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과 

점하중 강도시험을 통하여 미고결 퇴적암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고결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굴착 및 보강방법 등을 제안하고자 한

다.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의 경우 3-cycle에서 변화량이 수렴되어 내구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Id3 값을 사용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미고결 퇴적암의 Id3 평균값은 71.80, 점하중 시험결과 평균 일축압축강도 값은 10.8 MPa로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일축압축강

도, 고결상태, 막장확인, 습윤상태,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Id3)를 포함하고 있는 미고결 퇴적암 터널 시공 시 적용 가능한 암반분류 기준을 제안

하였다. 또한, 미고결 퇴적암 터널에 적합한 3가지 유형의 지보패턴을 제시하였고, 이는 시공 중인 터널의 내공변위 계측자료를 분석하여 적정성

을 검토하였다.

검색어 : 미고결 퇴적암, 암반분류, 점하중 강도 시험,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 지보패턴

1. 서 론

국가 교통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선의 도로가 건설되면서, 과거에는 설계 시 지반조건이 불량한 터널구간을 회피하여 도로의 

노선을 결정하였으나, 최근에 국내에서도 미고결 퇴적암 등의 특수지반을 통과하는 터널의 설계 및 시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터널공학Tunne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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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ock mass classification (Gyeongju case) 

           암반등급

암반분류

역암 I 역암 II
  비고

Ⅰa Ⅰb Ⅱa Ⅱb

지층

상태

지층구분 U4～U3 U2～U1 야외조사

역함량 60% 이상 60% 미만
야외 및 

시추조사

강도

특성

기질고결도

(qu)

일축압축강도30～50 MPa

국부적으로 10MPa 이상 불량구간 존재

일축압축강도 5～10 MPa

국부적으로 35～40 MPa 이상 

양호한 구간 존재

탄성파속도

(m/sec)
2,600 이상 2,100∼2,600 2,100 미만

일본 도로

기준 참조

침수붕괴시험 85% 이상 잔류 50% 이상 잔류 급격히 붕괴
72시간 

기준

수리

특성

투수계수

(m/s)
1.0×10

-5
 이하 1.0×10

-5
 이상

함수상태 지하수 흔적 거의 없음
지하수 흔적 거의 

없음
지하수 흔적 지하수 흔적

시추코어

관찰

안전하고 경제적인 터널을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하여 대상암반

의 강도와 절리 등의 공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암반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굴착 및 지보패턴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암반구간

에 건설되는 터널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암반분류 기법과 많은 

시공사례가 있으나, 미고결 퇴적암 터널의 경우에는 암반분류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어 국외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고결 퇴적암의 경우 각력과 기질로 구성되어 있어 터널굴착 

시 낮은 지반강도에 비해 변위가 크게 발생하고, 용출수로 인한 

미고결 기질의 강도저하 및 유실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미고결 퇴적암은 일반적인 암반 또는 토사 터널과는 상이한 

성질을 보이므로 적절한 보강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용 사례 또한 극히 드문 

실정이다. 정의진 등(2004)은 미고결 역암층이 분포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 및 탐사기법을 이용하여 지반등급 선정과 터널 설계의 

적용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시공 시에는 미고결 역암층 

하부로 노선을 변경하여 실제 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성욱과 

이규환(2010)은 동해안을 따라 삼척(북평), 영해, 포항, 울산 지역에 

신생대 제3기 동안 형성된 미고결 퇴적암이 분포한다고 하였다. 

이 지역의 퇴적암은 미고결 상태를 보이며 공학적으로는 지반의 

거동이 풍화암과 상이하므로 암반분류와 지반정수 산정 시 고결된 

암반과는 다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고결 퇴적암을 통과하는 국내 최초 

터널현장을 대상으로 점하중 강도 시험과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을 

통하여 미고결 퇴적암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고결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굴착 및 지보패턴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공 중 내공변위 계측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암반분류 

기준 및 지보패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미고결 퇴적암의 특성

2.1 미고결 퇴적암 터널에서의 암반분류

국내의 신생대 지층은 대부분 동해안을 따라 분지 퇴적암 또는 

단구 퇴적암으로 분포하거나 제주도 또는 전곡 등의 현무암 등 

화산암으로 소규모 분포하고 있다. 또한, 제3기층은 포항~경주 

일원의 양남분지와 포항분지 등에 주로 분포하며, 석영 안산암질 

화산암, 응회암 및 응회질 이암, 사암, 역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지역인 북평1터널의 경우 제3기층의 역암층에 해당하며 

이는 전반적으로 미고결 또는 반고결 상태의 퇴적암과 강한 암석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연약한 충적층 내에 단단한 거력이 존재하는 

등 지층 자체의 불균질성 뿐 아니라, 단단한 암층 아래 미고결 

충적층이 존재하는 등 수직적 불균질성이 나타날 수 있어 시공과정

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국내의 미고결 퇴적암 터널 설계사례로 미고결 퇴적암층인 송전

층을 통과하는 경북 경주지역 국도 터널구간 사례가 있으며 암반분

류와 지보패턴 결정을 설계단계에서 실시한 예는 있으나, 실제 

시공 시 미고결 퇴적암을 피하여 시공이 실시되었다. Table 1은 

경북 경주지역 송전층을 통과하는 국도 터널 설계 시 적용한 미고결 

퇴적암의 암반분류 기준으로서, 지층상태, 강도특성, 수리특성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정의진 등, 2004). 

본 연구대상 터널인 북평1터널은 미고결 퇴적암의 경우 일반적

인 암반의 성질과 상이하므로 기존 암반의 RMR에 의한 암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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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ock mass classification (Bukpyeong 1-tunnel case)  

대분류 소분류
코 어 관 찰

일축압축강도

(MPa)

전기비저항

(Ω․m)

탄성파속도

(m/sec)

침수붕괴

(72hr)함수도 고결도

DⅠ

DⅠa

․황갈색, 변질흔적 없음

․각력과 기질 치밀
30∼50

(국부적으로

10)

392이상

2,600이상 85%잔류

DⅠb

․황갈색, 변질흔적 없음

․흔적에 약함
2,100∼2,600 50%잔류

DⅡ

DⅡa

․적갈색, 젖은 상태

․각력과 기질 치밀
5∼10 286이하 2,100이하 급격히 붕괴

DⅡb

․적갈색, 젖은 상태

․각력과 기질의 부분분리

Table 3. Rock mass classification of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International cases)

사례 지질 및 지반특성 암반분류 비고

칠레 00터널
각력을 포함하는 절리발달이 미

약한 화산암류

대형 삼축시험을 통한 직접 암반분

류 수행
-

대만 고속철도
제3기 미고결 사암, 이암 및 역암 

분포

유로코드에 의한 막장 매핑을 통한 

암반분류

시공중 지보패턴의 요연한 적용으로 

지반 불안정성 대비

일본 명석해협 대교 제3기 미고결 사암 및 이암
강도특성 및 지층의 분포특성에 따

른 암반분류
-

일본 아오모리 터널
절리 발달이 미약한 제3기 화산암

류 및 역암층 분포

강도특성 및 원지반 강도비등을 활

용한 암반분류

수치해석을 통한 구간별 지보패턴 

결정

일본 00터널 
제4기의 미고결 역암층 및 사암층 

분포지역

강도특성, 탄성파 탐사, 지반 구성

물질 분류를 통한 암반분류

수치해석을 통한 구간별 지보패턴 

설정

Table 4. Criteria of rock mass classification in Japan railway tunnel 

지반의 종류

지반등급

경암 중경암 연암 토사

A․B 암종 C 암종 D 암종 E 암종
F․G 암종

점성토 사질토

ⅤN VP≧5.2 VP≧5.0 VP≧4.2 - - -

ⅣN 5.2>VP≧4.6 5.0>VP≧4.4 4.2>VP≧3.4 - - -

ⅢN 4.6>VP≧3.8 4.4>VP≧3.6 3.4>VP≧2.6

2.6>VP≧1.5

또는





≥
- -

ⅡN 3.8>VP≧3.2 3.6>VP≧3.0

2.6>VP≧2.0

또는 





≥

2.6>VP≧1.5

또는





≥
- -

ⅠN 3.2>VP≧2.5 3.0>VP≧2.5

2.6>VP≧2.0

또는





≥

혹은2.6>VP≧2.0

또는





≥

2.6>VP≧1.5

또는





≥





≥ -

ⅠL 2.5>VP 2.5>VP

1.5>VP

또는 





1.5>VP

또는 











-

여기서, ⅠL 보다 불량한 지반으로 생각되는 경우 특L로 한다.

VP=탄성파속도(km/s), 





=지반강도비, 

=일축압축강도(tf/m

2
), =단위중량(tf/m

3
), H=토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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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pport patterns of unconsolidated sedimentary used in the design of Bukpyeong 1-tunnel

형  식 P-6-1 P-6-2 P-6-3 P-6-4

굴진장
상:1.0 m/1.0 m

하:1.0 m/1.0 m

상:1.0 m/1.0 m

하:1.0 m/1.0 m

상:0.8 m/0.8 m

하:0.8 m/0.8 m

상:0.8 m/0.8 m

하:0.8 m/0.8 m

굴착방법
링컷굴착,

가인버트

링컷굴착,

가인버트

링컷굴착,

가인버트

링컷굴착,

가인버트

숏크리트 20 cm(강섬유) 25 cm(강섬유) 30 cm(강섬유) 30 cm(강섬유)

강지보공 H-100×100×6×8 H-125×125×6.5×9 H-125×125×6.5×9 H-150×150×7×10

내부라이닝 40 cm 40 cm 40 cm 40 cm 

보조공법

직천공다단그라우팅 직천공다단그라우팅 직천공다단그라우팅 직천공다단그라우팅

Elephant Foot,

Foot Pile

(c.t.c 1.0 m, L=5.0 m)

Elephant Foot,

Foot Pile

(c.t.c 1.0 m, L=5.0 m)

Elephant Foot,

Foot Pile

(c.t.c 0.8 m, L=5.0 m)

Elephant Foot,

Foot Pile

(c.t.c 0.8 m, L=5.0 m)

탄성파속도

(km/s)
1.5～3.1 1.5～3.1 1.0～2.5 1.0～2.5

지반강도비 2～4 2～4 1～2 1～2

Table 6. Support patterns of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s in Japan railway tunnel

구분
IN IL(미고결지반)

단선 복선 단선 복선

굴진장 1.0 m 1.0 m 0.8～1.0 m 0.8～1.0 m

숏크리트

두께

10 cm

(최소)

15 cm

(최소)

15 cm

(최소)

20 cm

(최소)

강지보공 H-100×100×6×8 H-125×125×6.5×9 H-100×100×6×8 H-125×125×6.5×9

내부

라이닝
30 cm 30 cm 30 cm이상 30 cm이상

방법과는 다른 지반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미고결 퇴적

암 구간의 터널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시공사례가 없는 실정이므

로, 일본 도로공단(1985) 설계요령 제3집 “지반분류 기준” 적용 

예를 참조하였고, 코어 관찰, 전기비저항, 탄성파속도, 일축압축강

도를 통해 함수상태 및 고결상태를 살펴보고 Table 2와 같이 암반을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09).

국외의 경우 국내에 비해 미고결 퇴적암 암반분류 사례가 다양

하며 대표적 사례는 다음 Table 3과 같다(정의진 등, 2004). 

특히, 일본의 경우 제3기층과 제4기층이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시공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본 철도터널에서의 암반분

류는 Table 4와 같고 지반 탄성파속도 Vp와 지반강도비를 중요한 

인자로 구분하고 있다. 지반 등급은 일반적으로 Ⅰ~Ⅴ 등급으로 

구분하며 미고결지반의 경우 ⅠL과 특L 등급에 해당한다(일본철도

협회, 1993).  

이처럼, 미고결 퇴적암 터널 암반분류는 일반적인 암반 또는 

토사터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나, 국내의 경우 미고결 

퇴적암이 소규모 지역에 국한되어 발달하여, 미고결 퇴적암 터널 

설계 및 시공 사례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국내에는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어 국외 기준을 참고하여 사용하나, 이 또한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터널시공 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2 미고결 퇴적암에서의 터널설계

국내 도로터널 설계 시 대부분 해석적 방법보다는 경험적 방법인 

표준지보 패턴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인  북평1터널 원설계 

시 일반구간에서도 기존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암질의 종류와 지보

공의 역할 및 발파진동의 영향 등을 종합한 표준지보패턴을 적용하

였다. 한편, 미고결 퇴적암의 경우 지반강도가 낮고 토피가 높아 

과다한 상재하중 작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터널의 변형 및 융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용출수 발생 시 미고결 기질의 강도저하로 

인한 막장불안정이 예상되어 터널 원설계 시 미고결 퇴적암 지보패

턴을 Table 5와 같이 제시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09).  

일본의 경우 미고결 퇴적암은 이중 퇴적연암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특수지반에 대한 표준지보패턴은 Table 6과 같다(일본철도협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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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TCR and RQD

Sample No. TCR (%) RQD (%) Rock

1 13 0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2 58 22

3 28 0

4 90 0

5 80 0

6 65 0

7 90 13

8 71 0

9 70 0

10 86 0

Average 65 3.5

11 90 13

Limestone

12 100 27

13 100 28

14 63 25

15 56 13

16 54 0

17 100 8

18 96 13

19 90 13

20 66 0

21 100 16

Average 83 14

Fig. 1.  Matrix and breccia of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s

이러한 표준지보패턴으로 보강량이 부족한 경우 특L지반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미고결 

퇴적암을 4가지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IL을 기본으로 

하고 이보다 약한 지반일 경우 특L로 보강하는 2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고결 퇴적암의 등급 구분 시 암반의 성상이나 

역학적 특성 구분에 판별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2등급으로 구분

하는 일본에 비해 4가지 이상으로 세분화된 국내 지보패턴을 간소화

하여 시공단계에 적용이 용이한 현실적인 지보패턴이 필요하다.  

3. 미고결 퇴적암의 암반분류 및 지보패턴 제안

3.1 연구대상 지역 특성

본 연구대상 터널인 북평1터널은 지형침식윤회과정상 만장년기 

또는 노년기에 해당하여 잔구상의 구릉성산지가 불규칙하게 분포

하고 있다. 본 현장의 경우 석회암 구간과 미고결 퇴적암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고결 퇴적암은 Fig. 1과 같이 각력과 공극을 

채우고 있는 기질(Matrix)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질의 공학적 

거동은 주로 구성성분, 강도, 변형특성 등에 의해 좌우되며 습윤, 

건조의 반복으로 인하여 슬레이킹 현상, 팽창, 급속한 강도열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굴착공사에 주의해야 한다.  

3.2 미고결 퇴적암의 특성분석

 

 3.2.1 TCR 및 RQD 결과분석 

본 연구대상구간 미고결 퇴적암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터널 

전 구간에 걸쳐 선진시추를 시행하였으며 샘플을 이용하여 미고결 

퇴적암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추조사 분석 결과, Table 

7과 같이 미고결 퇴적암의 경우 TCR과 RQD 값은 각각 65%, 

3.5%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석회암층의 경우에는 각각 83%와 

14%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고결 퇴적암의 경우 기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하여 절리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여 TCR 값은 

65%로 어느 정도 고결도를 가지고 있는 암반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RQD 값은 3.5%로 매우 불량(very poor)한 암질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암반의 절리가 발달한 일반암반의 경우 RQD가 분류요소로 

의미가 있으나, 절리의 발달이 미약한 미고결 퇴적암의 경우 RQD

를 암반분류의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2.2 점하중 시험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 미고결 퇴적암의 경우 시료의 성형이 어려우므로 

비정형시료에서 일축압축강도의 추정이 가능한 점하중 시험을 통

하여 강도 특성을 파악하였고 RMR 및 ISRM의 일축압축강도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고결도를 판단하였다. 사용된 점하중 강도 

시험기(제조사: 제일정밀, 모델명: JI-4381)는 유압 수동식으로 

최대 용량은 100kN이다. 점하중 강도 시험은 선단을 뾰족하게 

한 가압부를 사용해서 Fig. 2와 같이 상하가 서로 접하는 점재하를 

하고, 파괴 하중 P를 구하여 암석의 압축강도 등의 특성을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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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int load test

Table 8. Results of the point load test

Sample No.
Point load strength 

(MPa)
Rock

1 11.1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

2 7.6

3 14.4

4 14.8

5 14.7

6 15.7

7 10.5

8 8.3

9 5.6

10 9.3

11 18.3

12 4.57

13 5.07

14 10.3

15 12.4

Average 10.8

16 19.5

Limestone

17 19.8

18 13.8

19 17.3

20 29

21 36

22 22

23 23

Average 22.6

(a) Initial unit weight (b) 1-cycle (c) 2-cycle (d) 3-cycle (e) 4-cycle

Fig. 3. The effect of the number of cycles on slaking durability test

시험이다. 시험에 사용된 시추코어의 사이즈는 NX크기의 코어이다.

점하중 강도 시험은 미고결 퇴적암 15개 케이스와 석회암층 

8개 케이스를 실시하여 총 23개 케이스 시험을 수행하였다. 점하중 

강도 시험 결과 미고결 퇴적암은 10.8MPa, 석회암은 22.6MPa 

정도 값을 보였다. 당초 미고결 퇴적암의 기질 강도가 작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확인한 결과 고결도가 5MPa 이상으로 

ISRM 기준에서 연암수준의 값을 나타냈다. 한편 석회암의 경우 

암종 경계부에 있어 일반적인 강도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미고결 퇴적암보다는 높은 강도를 나타냈다. 다음 Table 8은 점하중 

강도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3.2.3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고결 퇴적암과 석회암 층에 대하여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여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를 구하였다. 슬레이

크 내구성 시험의 경우 선진시추를 통해 얻은 시료를 이용하여 

암판정 지점의 물성을 측정하고, 암반공학회 표준암석시험법 중 

‘암석의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 결정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법은 건습을 통한 물에 대한 암석의 풍화 특성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40~90 g의 둥근 형태인 시료 약 10개를 슬레이

크 내구성 시험기에서 10분간 200회전 시킨 것을 1 cycle로 간주하

고 각 cycle이 끝난 후의 남은 암석과 원래의 암석의 중량비를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slaking durability index)로 결정한다. 전체 

37지점에 대한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22지점

은 미고결 퇴적암, 15지점은 석회암층에 해당한다.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은 총 4 cycle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시험 형태 모습은 Fig. 

3과 같다.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결과, 미고결 퇴적암에서의 단계별 슬레이

크 내구성 지수의 평균값은 Id1~Id4 값이 각각 88.46, 78.24, 71.80, 

67.93을 나타냈고, 석회암층의 경우 평균값은 각각 92.06, 87.16, 

84.16, 81.86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미고결 퇴적암의 

슬레이킹에 대한 내구성이 석회암층보다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4와 같이 1-cycle에서 4-cycle로 진행할수록 슬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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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nge of slake-durability index 

Table 9. Proposed rock mass classification criteria for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s 

항목

미고결 P-1 미고결 P-2 미고결 P-3

고결도가 양호한 

미고결 퇴적암

고결도가 보통인

미고결 퇴적암

고결도가 낮은

미고결 퇴적암

일축압축강도

(기질 기준, MPa)
5 이상 1 ～ 5 1 이하

고결 상태 역과기질 치밀 역과기질 치밀 역과기질 분리

막장 확인

주머니 칼에 쉽게 벗겨지지 

않으며 지질 해머의 타격에 얕은 

흠집이 생김

지질해머의 타격으로 부서지고 

주머니칼에 벗겨짐
손톱으로 눌러짐

습윤상태 완전건조 또는 습기가 있음 젖어 있음 물방울이 떨어짐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

(기질 기준, Id3) 
60 이상 60 이하 60 이하

내구성 지수의 변화량은 작아짐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2-cycle에서 

3-cycle로 진행되면서 값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결과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는 2-cycle이 지난 후의 Id2를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실험결과로 볼 

때 Id3의 값이 수렴되는 시작점으로 나타나므로 이 값을 기준으로 

하여 내구성 암과 비내구성 암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3 미고결 퇴적암 터널의 암반분류기준 제안

일반 터널구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RMR 분류나 Q system의 

경우 점수 배점에 있어 불연속면에 대한 항목이 전체 배점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각력과 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미고결 

퇴적암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 터널의 

TCR과 RQD값을 분석한 결과 미고결 퇴적암의 경우 TCR 값은 

65%로서 어느 정도 고결도를 가지고 있으나, RQD값은 3.5%로서 

매우 불량한 암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절리의 

발달이 미약한 미고결 퇴적암의 암반분류에서는 RQD값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공 시 터널막장 

및 시추코어로 정량적인 시험이 가능한 점하중 강도시험에 의한 

일축압축강도와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을 통한 내구성지수를 미고

결 퇴적암의 정량적인 암반분류에 가장 중요한 적용요소로 선정하

였다. 또한, 시공 시에 막장면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들을 분류기준으

로 선정하였으며, 용수의 경우 RMR 분류기준을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법과 확인 가능한 항목 기준으로 미고결 퇴적암의 고결도 

등에 따라  미고결 P1~P3과 같이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기질의 일축압축강도는 비정형시료에 대한 점하중 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였으며, RMR 및 ISRM의 일축압

축강도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일반적으로 1MPa 이하인 경우 

대단히 연약한 암(풍화토)에 해당하고 1~5MPa인 경우 매우 연약한 

암(풍화암), 5 MPa 이상인 경우 연암에 해당하므로, 기질 기준 

1 MPa과 5 MPa을 중심으로 미고결 퇴적암 암반을 분류하였다. 

또한, 시공 시에 막장면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들을 분류기준으로 

제안하였으며, 용수에 의한 습윤상태에 대한 판단은 RMR의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완전건조 또는 습기가 있음, 젖어 있음, 물방울이 

떨어짐으로 구분하였다.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 

얻은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3-cycle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Id3)가 수렴의 시작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와 Taylor(1988)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기질의 3-cycle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Id3) 60%를 고결도의 판단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상기 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고결 퇴적암 

터널에서 현장 시공시 적용이 용이한 정량적 암반분류 기준을 

Table 9와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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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Load distribution ratio in numerical analysis

STEP Construction sequence Load distribution ratio (%)

0 Initial ground condition -

1 Umbrella Arch Method -

2 Excavation of upper half-section 40

3 Soft shotcrete + Rock bolt 30

4 Hard shotcrete 30

5 Excavation of lower half-section 40

6 Soft shotcrete + Rock bolt 30

7 Hard shotcrete 30

Table 11. Soil properties in numerical analysis

Category
Unit weight

(kN/m
3
)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

Deformation 

modulus 

(MPa)

Poisson’s ratio

Unconsolidated sedimentary layer 20 0.2 33 1000 0.3

Unconsolidated sedimentary 

layer(good)
20 0.3 33 2000 0.3

3.4 미고결 퇴적암 터널의 지보패턴 결정

국내 터널설계 사례를 살펴보면 경주지역 송전층 암반분류 및 

북평1터널 원설계 시 미고결 퇴적암에 대하여 4가지 이상으로 

암반분류 및 지보패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터널 

시공 시 유사한 물성의 미고결 퇴적암의 암질 판정과 적절한 보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미고결 퇴적암의 정량적인 암반분류기준에 따라 지보패턴을 터널

의 안정성 및 시공성을 검토하여 3등급의 미고결 퇴적암에 대한 

적절한 지보패턴을 결정하였다. 

미고결 퇴적층 구간을 하나의 지반 물성으로 산정한 후, 터널 

안정성 해석 결과를 참조하여 P-6-1～P-6-4의 4가지 지보패턴으로 

분류하였으나, 선진시추 조사결과 미고결 퇴적암의 암반특성이 

양호한 내구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터널의 

원설계 시 지보패턴의 안정성 및 시공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터널 해석은 2차원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MIDAS/GTS를 이용하였고 터널 굴착에 따른 

지반의 응력 영향권 전 영역을 해석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측면 경계의 4D 및 하부 경계 6H를 해석영역으로 설정하고, 상부를 

지표면으로 설정하였다. 적용 모델은 Mohr-Coulomb 파괴기준에 

의한 탄소성 모델을 사용하여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단계별 하중분담율과 지반물성은 Table 10, 11과 같다.

수치해석 결과 양호한 미고결 퇴적층 지반이 출현할 경우, 원설계 

시 지보패턴을 적용한 해석을 실시한 결과 천단변위는 약 40%, 

숏크리트 휨 압축응력은 10～35%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산해석 결과를 고려해 미고결 퇴적암의 지반 물성이 

원설계 당시보다 좋은 경우에는 지반 변위 및 지보재의 허용 응력 

등에 여유가 있으므로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Table 12 

및 Fig. 5와 같이 변경하여 제안하였다. 

미고결 퇴적암의 일축압축강도가 5MPa을 상회하고 슬레이킹 

지수(Id3)가 60%이상이며 비교적 양호한 암반이 출현할 경우, 

기존의 설계된 미고결 퇴적암의 지보패턴과는 달리 일반구간에 

추가보강을 실시하는 미고결 P-1 표준지보패턴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일반구간에 적용된 록볼트 등을 미고결 퇴적암에 적용하게 

될 경우 록볼트의 인발력이 설계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보강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전단면에 걸쳐 일반강관다단을 보조공법으로 적

용하였다. 원설계시 제시된 4가지 표준지보패턴인 P-6-1~P-6-4는 

실제 터널 시공 시 유사한 물성의 미고결 퇴적암에 대한 암질 

판정으로 다양한 지보패턴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

운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고결도가 보통인 미고결 퇴적암에 

대해서 당초 원설계시 제시되었던 표준지보패턴인 P-6-1과 P-6-2

를 단순화하여 미고결 P-2 표준지보패턴으로 결정하였고, 고결도가 

약한 미고결 퇴적암에 대하여는 당초 표준지보패턴인 P-6-3과 

P-6-4를 단순화하여 미고결 P-3 표준지보패턴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지보패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설계 지보

패턴과 변경된 지보패턴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결과는 Table 13 및 Fig. 6과 같다. 

원설계 지보패턴을 적용할 경우, 미고결 퇴적층의 지반 물성이 

상향되었을 때 터널의 변위는 원설계 미고결 퇴적층 물성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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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roposed standard support patterns for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s

형  식 미고결 P-1 미고결 P-2 미고결 P-3

굴진장
상:1.2 m/1.2 m

하:1.2 m/1.2 m

상:1.0 m/1.0 m

하:1.0 m/1.0 m

상:0.8 m/0.8 m

하:0.8 m/0.8 m

굴착방법 반단면
링컷굴착,

가인버트

링컷굴착,

가인버트

숏크리트 20 cm(강섬유) 20 cm(강섬유) 30 cm(강섬유)

록볼트 - - -

강지보공 LG-70×20×30 H-100×100×6×8 H-125×125×6.5×9

내부라이닝 30 cm 40 cm 40 cm 

인버트 - 하부인버트 하부인버트

보조공법

일반강관다단그라우팅 대구경 직천공 강관다단그라우팅
대구경 직천공

강관다단그라우팅

-

Elephant Foot,

Foot Pile

(c.t.c 1.0 m, L=5.0 m)

Elephant Foot,

Foot Pile

(c.t.c 0.8 m, L=5.0 m)

기질의 압축강도 (MPa) 5 이상 1～5 1 이하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Id3) 60 이상 60 이하 60 이하

(a) Unconsolidated P-1 

(b) Unconsolidated P-2, Unconsolidated P-3

Fig. 5. Proposed standard support patterns for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s

Table 13.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with proposed support 
patterns

Case 1 Case 2  Case 3

지반조건
미고결 

퇴적층
양호한 미고결 퇴적층

적용 지보 패턴
미고결 P-3 

지보패턴

미고결 

P-3지보패턴

미고결 P-1 

패턴

최대 

변위(mm)

천단 13.4 7.9 8.8

측벽 5.2 3.4 4.4

최대 숏크리트 

휨응력 (MPa)
7.45 5.2 6.8

경우에 비해 천단변위의 경우 약 40% 정도, 숏크리트 휨압축응력은 

약 30% 정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고결 퇴적층의 

지반 물성이 상향되고 지보패턴을 변경하였을 경우는 P-6-4 지보패

턴을 적용한 경우보다 변위 및 숏크리트 휨응력이 다소 증가하지만, 

터널의 안정성에는 큰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양호한 미고결 퇴적층의 경우 변경된 지보 패턴으로도 충분히 

터널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미고결 퇴적암 터널에서의 변형 거동

4.1 터널 내공변위 관리기준

터널 계측의 목적은 터널 굴착에 따른 주변지반 및 지보재의 

역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여 당초 설계 및 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

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을 통하여 미고결 퇴적암에 적용된 

지보패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장기적인 변형거동을 파악하였다. 

시공 중의 암반평가와 계측에 의한 평가는 상호 검토해야 하며 

굴착에 따른 암반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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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displacement (b) Horizontal displacement  

(c) Bending stresses of the shotcrete  

Fig. 6.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with proposed support patterns

Table 14. Maintenance standards for convergence 

      관리기준

지반조건       

주의 레벨Ⅰ 주의 레벨Ⅱ

내공변위 변위속도 내공변위

경암지반 2～3 cm 5mm/day가 3일간 계속 3～5 cm

애추(Talus) 2～3 cm 5mm/day가 3일간 계속 5～7 cm

토사

지반

사질토 2～3 cm 5mm/day가 3일간 계속 3～5 cm

점성토 3～5 cm 1cm/day가 3일간 계속 5～7 cm

팽창성지반 10 cm 3cm/day가 3일간 계속 20～30 cm

대응책
․ 계측결과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결정한다.

․ 계측 횟수를 증가시키고 시공시 주의 

․ 시공법의 변경

․ 보조공법의 추가

․ 지보부재의 추가

시공조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관리기준은 지반의 거동상태, 인접구

조물의 안전한계와 암반의 역학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정량화된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론해석 

및 수치해석, 혹은 유사 조건하의 시공실적을 참고하여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터널 내공변위 

관리기준은 Table 14와 같다(국토해양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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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Measured convergence for unconsolidated sedimentary rocks and limestones 

구분
평균 최대변위량

(mm)

평균 변위진행속도

(mm/day)

평균 수렴일수

(day)

미고결 퇴적암 8.15 0.068 119

석회암층 2.37 0.048 49

4.2 내공변위 계측을 통한 지보패턴 적정성 검토

굴착이 완료되고 내공변위 수렴이 이루어진 북평1터널 전 구간

에 걸쳐 미고결 퇴적암 구간 52개 지점, 석회암층 구간 21개 지점에

서의 계측결과 분석을 통해 지보패턴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당초 

원설계시 미고결 퇴적암의 경우 P-6-1에서 P-6-4까지 다양한 지보

패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시공 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암반분류를 실시한 결과 미고결 P-1의 고결도가 양호한 

암반이 전 구간에 걸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고결 

퇴적암의 암반분류 및 제안된 지보패턴에 따라 시공이 실시되었으

며, 이 후 전 구간에 대한 내공변위 계측을 통해 그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고결 퇴적암과 석회암층의 내공변위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음 Table 15와 같이 미고결 퇴적암과 석회암층

의 평균 변위진행속도는 각각 0.068 mm/day, 0.048 mm/day로 

나타나 미고결 퇴적암이 석회암층에 비하여 변위진행속도가 약 

40% 빠른 것으로 측정되었고 이는 모두 내공변위 관리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수렴기간은 변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약 1주일 단위 측정 시 변위 발생이 없는 시점으로 

하였다. 미고결 퇴적암과 석회암층 수렴기간은 각각 119일, 49일로 

미고결 퇴적암의 수렴기간이 두 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평균 최대 변위량 또한 미고결 퇴적암이 8.15 mm, 석회암층이 

2.37 mm로 미고결 퇴적암의 변위량이 더 크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미고결 퇴적암은 일반적인 암반의 내공변위 양상과 

비교하였을 때 변위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 

변위가 수렴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지역 

미고결 퇴적암의 변위양상은 변위속도 및 내공변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 제안된 지보패턴의 지보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고결 퇴적암에서의 정량적인 암반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지보패턴을 결정한 후 실제 시공시 계측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미고결 퇴적암에서의 암반분류 및 보강의 적정

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고결 퇴적암의 시공 중 암반분류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미고결 퇴적암의 고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시험

방법으로 점하중 강도 시험과 슬레이크 내구성 시험 값을 중요 

요소로 도출하였다. 

(2) 실내시험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의 경우 

3-cycle에서 변화량이 수렴되어 내구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Id3 값을 사용하였으며, 미고결 퇴적암과 석회암의 Id3 평균값은 

각각 71.80, 84.61로 나타나 미고결 퇴적암의 내구성이 석회암

층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하중 시험의 경우 미고결 

퇴적암의 평균 일축압축강도 값은 10.8 MPa, 석회암이 평균 

일축압축강도 값은 22.6 MPa로 측정되었다.  

(3) 실내 시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질의 3-cycle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 Id3가 60%일 때를 내구성암과 비내구성암의 판단기준으

로 결정하였고, 점하중 강도값의 평가기준은 ISRM의 암석강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축압축강

도, 고결상태, 막장확인, 습윤상태,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를 

분류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미고결 퇴적암 터널의 시공 시 적용

이 용이한 암반분류 기준을 제안하였다.  

(4) 국내의 경우 미고결 퇴적암 터널에 대하여 4가지 이상의 지보패

턴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시공시 

지보패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안된 미고결 퇴적암 

암반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4가지 패턴을 2가지 지보패턴

으로 단순화하고 양호한 미고결 퇴적암에 대한 추가적인 1가지 

패턴을 제시하여 실제 미고결 퇴적암 터널 시공현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한 지보패턴을 제안하였다.

(5) 제안된 지보패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내공변위를 측정하였

고, 그 결과 미고결 퇴적암은 일반적인 암반의 내공변위 양상과 

비교하였을 때 변위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 

변위가 수렴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지역 

미고결 퇴적암의 변위양상은 변위속도 및 내공변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 제안된 지보패턴의 지보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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