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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itial stability of the tunnel, the primary support, Shotcrete and rockbolt shall be
placed in the most appropriate time. This is because the role of such support plays a
vital role in long-term and short-term tunnel stability. In this study, the rock bolt is an
important supporting system that receives the external pressure generated by the stress
relaxation during tunnel excavation as axial force and transmits it to the shotcrete on
the tunnel excavation surface. Until now, most of the materials of rock bolts have been
used in the field, bu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such as uncertain quality of
Chinese materials entering the market, poor packing due to falling down of rock bolts
when filled with mortar, and corrosion due to water. Therefore,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high strength steel pipe rock bolt using Autobeam material to solve and
improve various problems of existing rock bolt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bolt, field tests were carried out and the existing mortar filler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rock bolt, the design and construction criteria were
studied and the results were included in this paper.
Keywords: Deformed bars, High-Strength steel pipe rockbolts, Grout filler,
Pull-out test, Rockbolts desig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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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터널 굴착에 따른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차 지보재인 숏크리트와 록볼트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터널 굴착면 주면으
로 타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보재의 역할은 장ㆍ단기적인 터널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록
볼트는 터널 굴착시 응력이완에 따라 발생되는 외압을 축력으로 받아들여 터널 굴착면의 숏크리트에 전달하여 전체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보재이다. 현재까지 록볼트의 재료는 현장 수급이 유리한 이형강봉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최근들어 불확실한 품질의 중국산 자재의 시장진입과 록볼트 주면 모르타르 충전시 흘러내림에 의한 밀실한 충전불량,
용수에 의한 부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설계기준상 이형강봉에 대한 기계적 성질의 기준은
있으나 그 외 섬유보강 플라스틱(FRP)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로
개발되더라도 실제 현장 적용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기존 록볼트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 개선하고자 Autobeam 재료를 이용한 고강도 강관 록볼트(Samrt Pipe-록볼트, 이하 SP-록볼
트)를 개발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개발된 록볼트의 성능평가를 위해 현장시험을 수행하고, 기존 모르타르 충전을 개선
할 수 있는 충전재를 개발하여 록볼트의 성능을 더욱 향상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무현장의 적용성 확보를 위해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어: 이형강봉 록볼트, 고강도 강관 록볼트, 시멘트 모르타르 충전재, 인발시험, 록볼트 설계기준

1. 서 론
터널 지보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지반 그 자체이다. 일반 구조물에서는 하중에 비례하여 구조물의 부재
크기를 달리 하지만 터널에서는 하중의 변화에 비하여 지보재의 변화는 너무 미미한 편이며, 원지반을 어떻게 처
리하느냐에 따라 지보 방법이 달라진다. 지보재의 역할은 자신이 힘을 분담하면서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고 원
지반이 원래 갖고 있는 강도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체의 내력으로 힘을 분담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원지반에 큰 힘을 부담시키도록 준비하고 중개하는 일이다. 원지반이 이완되면 하중을 부담하기보다 지보재에
하중으로 작용하게 되는 수가 많다. 또한 시공이 끝났을 때 원지반과 지보재가 각각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하중을
분담하여 무리 없는 지지시스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계에서 의도한 하중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
공순서나 시간차 등을 정하며, 시공중 하중이나 힘의 분담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터널 굴착에 따른 응력
이완으로 하중이 분담될 때 강재보재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원지반의 하중을 전달받는 지보재는 록볼트이
다. 원지반의 분담응력이 록볼트의 축력으로 전달되어 굴착주면에 타설된 숏크리트로 전달시켜 응력을 한번 더
분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터널에 적용되고 있는 록볼트는 주변지반의 지보기능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지보재이므로 지반과 일체화되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반거동에 대한 효과, 즉 봉합
작용, 보형성작용, 내압작용, 아치형성작용, 지반보강작용 등을 고려하여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저
가의 불량한 중국산 철근의 시장난입으로 인한 품질 불량 발생, 록볼트 천공홀 채움불량에 의한 록볼트의 인발력
상실, 용수구간에서의 록볼트 정착불량 등의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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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불량의 이형봉강 자재, 모르타르 채움불량 및 록볼트 정착불량에 대한 부분은 현재 록볼트 시공시 나타나는 중
대한 문제이며 터널 거동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고자 자동차 소재로 알려진 고강도 Autobeam을 소재로한 강관형 록볼트(SP-Rockbolt)와 특수 혼화재
가 첨가된 모르타르로 원지반 일체화를 도모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실내 및 현장시험과 설계기준에 대한 연구내
용을 수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록볼트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보재로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뒷받침한 석탄 자원개발시 목재막대를 탄층
의 천반에 삽입하여 보강재로 사용한 것을 기원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발전하였다. 록볼트는
세분하여 다우얼(Dowel)과 록볼트로 나눌 수 있다. 다우얼은 단순히 앵커바(Anchor bar)를 설치공 속에 그라우
팅하여 고정시킨 것으로 초기의 록볼트 형태를 띠고 있다. 록볼트는 베어링 플레이트(Bearing plate)와 너트(Nut)
등을 사용하여 암괴의 이탈을 막고 암반의 변형을 구속한다. 과거에 시공된 볼트 시공방법과 보강원리는 Fig. 1과
같다.

Blasting length

Support pressure during bolt
construction

(a) Bolt installation

(b) Arches reinforced with bolts

Fig. 1. Initial rock bolt installation method and reinforcement principle (Lee et. al, 2016)

2.1 록볼트 분류
20세기 중반 NATM개념의 도입으로 록볼트 지보는 새로운 능동적 지보 개념에 부합되는 지보로 각광받기 시
작하면서 지금의 소규모 광산 갱도뿐만 아니라 대규모 토목 터널이나 지하 공동의 지보로써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록볼트는 볼트의 재질이나 설치공 내에서의 정착방법, 설치방법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현재 주
로 사용되고 있는 정착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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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Rock bolts

Kinds
Tip fixing type
Main surface
fixing type
Mixed fixing type

Fixed Method

Fixer

Rockbolts examples

Fix the tip of the bolt to the tip of
the boring hall

Wedge or Resin

Wedge type bolts, Expansion
shell bolts

Insert bolt + fill the filling
material into the boring hall

Resin or Mortar

Resin bolts, Cement mortar bolts

Quick-setting capsule of Bolt Tip
(Tip) Resin or Fixing equipment
or Using fixing equipment +
(Surface) Cement Milk
filling material

CT bolts,
Self-expanding bolt

일반적으로 선단정착방식은 굴착으로 인한 응력해방에 따라 내공변위가 크게 발생하여 록볼트를 통해 프리스
트레스를 도입하여 지반변형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이러한 록볼트를 주동형 볼트(Active bolt)
라고 한다. 이러한 록볼트의 상세도는 Fig. 2와 같다.

Fig. 2. Example of the end locking type rockbolt (Lee et. al, 2016)

이러한 선단정착방식은 록볼트의 선단정착부와 볼트 전면사이의 강봉(Bolt shank)의 강성과 선단정착부에서
의 변형 및 전면부 와셔판(Washer plate)의 변형으로 인한 거동이 특징이다. 주로 불연속면이 발달한 암반에서 붕
락이동 등의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암괴의 붕락이동을 억제하고 암반을 일체화시키는 봉합작용
및 지반보강작용이 필요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전면접착형 록볼트는 강도가 작은 연암 이하의 지반에서 터널의 굴착에 의해 주변지반의 응력이 암석의 강도
를 초과하여 넓은 영역까지 소성화되어 비교적 큰 변형이 발생되는 경우, 록볼트로 지반의 변형을 억제하고 소성
영역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내압작용 및 아치형성을 위해 사용한다. 즉, 터널 주변지반의 변형으로 인해 하중이
록볼트에 전달되므로 하중의 주체가 지반변형이라는 측면에서 수동볼트(Passive bolt)라고도 한다. 혼합정착형
록볼트는 선단정착형 방식과 전면접착형 방식을 모두 혼용한 방식으로 록볼트 선단부 정착을 통해 초기 안정화
를 도모하고 천공홀 채움을 통한 전면정착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성이 필요한 지반조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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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tive rockbolt

(b) Passive rockbolt

Fig. 3. Behavioral correlation of rockbolt (Lee et. al, 2016)

2.2 록볼트에 대한 연구 및 개발사례
터널의 장ㆍ단기적인 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록볼트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단순 시공오류를 제외하고, 터널 시공중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터널 주면의 용수
에 의해 록볼트 시공중 정착이 곤란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
이와 관련되어 Lee et al. (2005)은 터널에 침투수력이 작용되는 경우 록볼트 설치로 터널의 내공변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면접착식 록볼트에 대한 지보반응곡선을 비교하여 지반보강효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
하였으며, Bae et al. (2006)은 지하수에 포함된 황산염이나 염화물과 같은 화학적 성분들에 의해 록볼트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록볼트 강봉은 주로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어 강봉의 체적 팽창을 야기하여 결국 록볼트 충전재에
균열을 발생시키게 되는 데 일반적인 콘크리트 재료에서보다 시멘트 모르타르계 충전재에서 염화물의 확산이 더
욱 용이하고, 이는 록볼트가 완전 충전된 경우라 할지라도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적 성분의 농도가 높은
경우, 화학적 성분의 확산에 의해서 단기간에 록볼트가 쉽게 부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전면접착형 록볼트의 거동 특성 파악을 위해 Lee et al. (2010)의 경계조건의 변화에 따른 전면접착형 록
볼트 거동의 수치해석적 연구를 통해 볼트선단의 고정판 설치 유무가 록볼트의 지보력 발휘 및 보강효과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toh et al. (2003)은 록볼트의 정착방식의 차이가 지보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시험과 수치해석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재의 재령과 부착강성 및 부착강도의 관계를 구하여 8시간 이후에 내력
을 발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강관을 수압으로 팽창시켜 지반
과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Swellex bolt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Yoo et al. (2011)이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수압팽창
형 록볼트를 개발하여 타설 직후부터 유효한 설계내력을 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Kim et al.
(2010)은 볼트 선단의 고정판 설치 유무가 록볼트의 지보력 발휘 및 보강효과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Kim et al. (2012)은 단층대, 용수발생구간 및 파쇄대 구간 등에서 즉시 보강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가 확장형 선단정착장치를 이용한 혼합형 록볼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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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록볼트의 거동특성, 정착불량, 부식 등과 같은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록볼트 정착 즉시
지보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면마찰정착 형태의 팽창형 록볼트가 개발되는 등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현장 인발시험에서 설계 허용축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Park (2016)은 정
착제의 강도부족(용수와의 혼합, 플러싱물과 혼합), 천공홀의 불완전 충전(주입불량, 충전량 부족, 용수 노출, 공
벽붕괴에 의한 암층 잔존 등), 지반과의 접촉부족(지반과의 마찰력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면접착식 록볼트에 대한 원인에 따른 개선사항은 크게 나아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터널 굴착시 용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한 록볼트 자재의 부식방지 및 접착율 향상을 위
해 시멘트 모르타르 충전재를 개발하고자 연구한 내용과 최근 저가의 중국산 철근 등의 유입으로 품질이 불량한
록볼트에 대응하고자 경제성 있는 고강도 국산 록볼트 자재에 대해 연구개발한 내용을 다루었다.

2.3 국내 설계기준 및 해외 설계기준 사례
기존 록볼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록볼트를 개발할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설계기준에
대한 고찰이다. 이는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현장 적용성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국내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제시된 록볼트 관련기준은
크게 재질 및 형상과 정착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 Tunnels and Shafts in rock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7)와 일본 표준시방서에서처럼 강관 팽창형 록볼트에 대한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기준
및 시방에 규정된 록볼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Table 2~5와 같다.
Table 2. Main contents of the rockbolt specified in domestic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Kinds

Year

Tunnel design Standard

2007

Railway design standard

2012

Railway Design Guidelines and Handbook

2013

Tunnel standard specification

2015

Highway Construction Professional
Specification

2012

Railway Construction Professional
Specification

2011

Main Contents
•In principle, it is made of deformed bar steel. It can also be used
as steel pipe, expandable steel pipe or other materials such as
fiber reinforced plastic (FRP) having the same strength and
function. Material and strength are suitable for KS It should be.
•In general, it is stipulated that the steel has a high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s steel of SD350 or more.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deformed bar using as a rockbolt (KS E 3132, KS D 3504)

Kinds
Deformed bar

656

Material symbol

Yield point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Over SD 350

Over 350

Over 490

Over 18

Over SD 400

Over 400

Over 560

Ov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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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in contents of rockbolt specified in overseas standards and specification

Kinds
Specification for
Europe tunneling (British
Tunnelling Society)

Year

Main Contents

2010

•Hllows steel bar of the self-drilling type, grade 500/600N/mm2
•Sit steel tube with a tapered distal end, or folded steel tube which is expanded
pon installation using high-pressure water injection

Table 5. Main contents of rockbolt specified in overseas standards and specification

Kinds

Year

Main Contents
Kinds

Tunnel standard
specification,
Japan
Mountain
engineering method
commentary

2006

Tunnels and Shafts
in rock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7

ASTM F 432-04

2004

Torsion bar

ST510

Deformed bar
Thread bars
Steel pipe
expansion type

SD345
SD295
SS1232

Bolt
designation
TD21
TD24
D25
D22
37T2
37T3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Yield load (kN) Breaking load (kN)
188.2
254.6
227.5
307.7
174.9
248.4
114.2
170.3
122.6
136.0
180.4
200.1

･ Yield & Ultimate Strength 130 kN
･ Ultimate axial strain 1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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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강도 강관 록볼트(SP-록볼트) 및 충전재 개발
3.1 개요
기존 이형봉강 록볼트는 단위길이당 중량이 커서 천공홀 내로 록볼트를 삽입할 때 시공성이 저하되고, 시멘트
모르타르 충전재를 이형봉강 주변에 Bottom-Up방식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런 주입방식은 천공
홀 내를 완전히 충전할 수 없으며 특히 터널 천정부에 설치하는 록볼트의 경우는 충전재의 흘러내림이 발생하여
록볼트의 정착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충전재의 경우 용수 지역에서는 충전재
의 성능 저하로 록볼트의 설계 인발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조기강도가 부족하여 터널 천단부 붕락사고 등의 안
정성 문제와 설계시 필요한 소요 인발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긴 양생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형봉강 록볼트에 비해 단위길이당 중량이 작아 시공성이 우수하고, Top-Down방식의 강관 내부주입으로 인한
완전 충전이 가능한 고강도 강관 타입의 록볼트인 SP-록볼트를 개발하였으며, 용수가 없는 일반구간에서는 조기
강도가 우수하여 초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용수가 발생되는 구간에서는 지하수의 유입에도 충전재가 용수
와 희석되어 용탈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는 수중 불분리형 충전재를 개발하였다.

3.2 SP-록볼트(Smart Pipe-Rockbolt)
SP-록볼트는 현재 자동차 부품 소재로 사용되는 항복강도가 1,100 MPa에 달하는 AutoBeam이라는 소재로서 항
복강도가 기존의 이형봉강에 비교하여 3배정도 크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강관으로 할 수 있으며, Fig. 4는 SP-록볼
트의 형상과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SP-록볼트는 전용 고정구를 활용하여 록볼트의 이탈 방지 및 그라우트 주입시
역류 방지로 인한 모르타르의 흘림없이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강관 내부주입을 통한 선단부 주입으로 Full
Grouting이 가능함으로써 록볼트의 정착력 증진 및 장기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

Fig. 4. High-Strength Steel Tube Rockb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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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SP-록볼트의 규격(단면투영도)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6은 SP-록볼트의 기계적 성질을 이형봉강과
비교하여 표시한 것이다.

(a) Deformed Bar

(b) SP-Rockbolt

Fig. 5. Comparison of SP-Rockbolt specification

Table 6.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SP-RockBolts and Deformed Bars

Kinds
SP-Rockbolts
Deformed bars

Diameter
(∅)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 symbo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25.4

Autobeam

Over 1,100

Over 1,500

Over 10

25.4

Over SD350
Over SD400

Over 350
Over 400

Over 490
Over 560

Over 18
Over 16

Table 7은 SP-록볼트와 이형봉강 록볼트의 제원을 표시하였으며, 직경은 모두 25.4 mm로 동일하나, 단면적은
이형봉강 록볼트의 5.067 cm²과 비교하여 약 1/3 정도인 1.733 cm²로 재료 부피를 줄여 중량을 4 m 연장에 대하
여 159.2 N에서 54 N로 줄일 수 있어 시공시 작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Table 7. Comparison of Specification of SP- RockBolts and Deformed Bars

Diameter
(∅, mm)

Area (cm2)

Deformed bars

25.4

SP-Rockbolts

25.4

Kinds

Self-weight (kg)
N/m

N/3m

N/4m

5.067

39.8

119.4

159.2

1.733

13.5

40.5

54.0

Table 8은 이형봉강 및 SP-록볼트의 허용설계강도를 비교한 것으로 이형봉강 록볼트의 설계 강도는 88.67
kN/m2로 산정되었으나 SP-록볼트는 95.31 kN/m2로 기존 이형봉강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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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서 사용되는 강성은 동일한 스틸재질로 탄성계수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단면적 비율과 같기 때문에
강성은 이형봉강 록볼트에 비교하여 작다. 강성에 대한 설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허용설계강도 작용시 발
생되는 록볼트 변위량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형봉강 록볼트 :           


 
 × 
② SP-록볼트 :           



동일한 5 m 길이의 록볼트에서 이형봉강 록볼트의 경우 4.16 mm에 허용강도에 도달하고, SP-록볼트는 13.09
mm에 허용강도에 도달한다. 따라서 지반의 특성에 따라 록볼트의 설계 특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Table 8. Allowable design strength comparison

Modulus of
Elasticity (kN/m2)

Area
(m2)

EA
(MPa)

Yield Strength
(MPa)

Allowable Design
Strength (kN/m2)

Deformed bar (SD350)

2.1e+08

0.0005067

106.4

350

88.67

SP-Rockbolt

2.1e+08

0.0001733

36.4

1,100

95.31

Kinds

3.3 충전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충전재는 Chemi-Fix(일반형)과 Chemi-Fix(수중 불분리형)으로 구분된다. Chemi-Fix(일
반형)은 용수가 거의 없는 일반 지반조건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 충전재로서 1일 일축압축강도가 21 MPa
이상으로 조기강도가 우수하여 록볼트의 초기 안정성을 향상 시킬수 있으며, Chemi-Fix(수중 불분리형)은 용수
지역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 충전재로서 재료 자체의 점성이 기존 모르타르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여 지
하수 유입에도 희석되거나 씻기지 않고, 용탈현상(Leaching)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천공홀 내부의 록볼트를
충전재가 초기의 완전 충전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도 염해나 황산염 침식 등 외부요인에 대
한 저항성을 향상시켜 록볼트 자체의 부식을 최소함으로써, 터널 지보재로서의 내구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Chemi-Fix 충전재는 유동성(Flow)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입성이 향상되고, 록볼트와의 부착성능이 우수
하여 인발 저항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Chemi-Fix 충전재의 실내실험 사진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9~10은 실내실험에 의한 Flow 및 압축강도 결과값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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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test

(b) Mold manufacture

(c) Compressive strength test

Fig. 6. Laboratory test of chemi-Fix
Table 9. Results of Chemi-Fix Flow test

Flow (TEST #1) (mm)

Flow (TEST #2) (mm)

Flow (TEST #3) (mm)

Chemi-Fix (Normal)

Kinds

275

270

275

Chemi-Fix (Underwater type)

255

260

270

Table 10. Results of Chemi-Fix Compressive strength test

1 day Uniaxial
3 days Uniaxial
7 days Uniaxial
28 day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MPa)
(MPa)
(MPa)
(MPa)

Kinds
Chemi-Fix (Normal)

25.9

37.7

63.6

65.7

Chemi-Fix (Underwater type)

10.1

29.7

33.6

40.5

Chemi-Fix의 특성은 Table 11과 같으며, Chemi-Fix(일반형)의 경우에는 유동성과 초기 압축강도에, Chemi-Fix
(수중 불분리형)의 경우에는 용탈, 희석 등에 영향이 없도록 기능을 향상시켜 지반조건에 맞도록 개발하였다.
Table 11. Characteristics of Chemi-Fix

W/M
(%)

1 day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28 day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Remarks

Chemi-Fix (Normal)

18

Over 21 (1day)

Over 40

Flow = 270 mm or more

Chemi-Fix (Underwater type)

50

Over 18 (3day)

Over 40

Turbidity = 50 NTU or below

Kinds

4.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4.1 현장 시험
본 연구에서 개발된 SP-록볼트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H현장에서 록볼트의 극한인발시험을
실시하였다. Table 12는 현장에서 실시한 시험조건의 세부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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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dition of Test

Kinds
TEST #1, #2, #3
TEST #4, #5, #6

Deforemd bar
SP-Rockbolt

Ground condition

Design tensile strength

Length of Rockbolt

Hard Rock

8.8 tonf

4.0 m

Test대상 록볼트는 지압판에서 50 cm 이상 돌출되도록 시공하였고, 재하시험 위치는 현장 내 대표되는 구간에
대해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였으며, 그라우팅 후 최소 7일 이상 양생한 후 Test를 실시하였다. Test용 록
볼트는 Fig. 7과 같이 설치하였고, 록볼트와 시험장치가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SP-록볼트의 시공절차는
Fig. 8과 같다.

Fig. 7. Installation diagram of rockbolt for Test

Fig. 8. Construction procedure of SP-Rockbolt

하중의 증가는 1분 이내에 가해져야 하며 최대한 2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하중이
지속되는 동안 변위는 1, 2, 3, 4, 5, 10분 마다 기록하였으며, 각 하중단계 중 1~10분 마다 측정된 변위량이 2 mm
미만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측정하였다. 또한, 설계하중의 50% 재하시 변위량 2 mm가 10분 이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0분간 더 지속하였고, 이 때에는 15, 20, 25, 30, 45, 60분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며, 65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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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9는 현장에서 실시한 인발시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Fig. 9. Pull-out Test of Field

현장에서 적용된 록볼트의 설계허용 인장력은 8.8 Tonf으로 설계되었으며, Test 결과는 Fig. 10과 Table 13에
나타낸바와 같다. 변형량이 초기에는 아주 작기 때문에 하중 2 ton 또는 2.5 ton 시점부터 그래프에 측정값을 표시
하였다.

(a) TEST #1(Deformed bar)

(b) TEST #2(Deformed bar)

(c) TEST #3(Deformed bar)

(d) TEST #4(SP-Rockbolt)

(e) TEST #5(SP-Rockbolt)

(f) TEST #6(SP-Rockbolt)

Fig. 10. Results of Rockbolt Pull out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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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ockbolts Pull out test results comparison by case-by-case

At maximum test load

Tensile force
(ton)

Judgment

8.190

21.0

O.K

15.0

12.040

15.0

O.K

13.0

48.190

13.0

O.K

Test #4 (SP-Rockbolts)

15.0

1.470

15.0

O.K

Test #5 (SP- Rockbolts)

15.0

1.190

15.0

O.K

Test #6 (SP- Rockbolts)

15.0

0.690

15.0

O.K

Kinds

Working load (ton)

displacement (mm)

Test #1 (Deformed bar)

15.0~21.0

Test #2 (Deformed bar)
Test #3 (Deformed bar)

Design tensile
strength (ton)

8.8

모든 시험체에서 설계인장력 이상의 발생인장력이 나타났으며 이는 터널 지보내로써 충분한 인장저항력을 발
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현장시험에서는 개발된 Chemi-Fix가 충전재로 적용하지 않은 조건으로 시험
을 시행하였고, 지반조건, 동일한 충전재 조건하에서 시험한 결과이다. 이형 봉강 록볼트의 경우 인장강도가 설계
강도를 상회하고 있으나 그 분산폭이 큰 것을 알수 있으며, SP-록볼트의 경우 거의 일정한 인장강도가 나타나고
있어 시험횟수는 작으나 양호한 품질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대시험하중에서도 록볼트의 인발
및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하중-변위 곡선 추이로 보면 소성영역(항복 또는 극한상태) 이전의 탄성거동 영역
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Test #3 시험체에서는 인발 및 변형이 극한 상태의 거동 영역으로 나타났다.

4.2 실내시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충전재인 Chemi-Fix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기존 충전재인 일반 모르타르와 Chemi-Fix를
같은 조건에서 주입 및 실내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길이 3m/내경 45mm의 시
험강관으로 인공 천공홀을 제작하여 내부에 SP-록볼트를 삽입하고 충전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총 12개의 시험
체를 제작하였다. 용수조건의 경우 물이 흘러 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강관 주입구를 위로 하여 물을 주입 후 충전
재를 주입하였고, 일반조건의 경우 충전재 주입시 흘러내림을 모사하기 위해 강관 주입구를 아래로 하여 상부로
충전재를 주입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Table 14는 시험조건을 나타내고, Fig. 11은 주입 및 시험체 제작 사진
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4. Condition of Test

Field simulation condition

Grout material

Normal Mortar (Water) #1, #2, #3

Kinds

Underwater (Water Condition)

Normal Mortar

Chemi-Fix_AW (Water) #1, #2, #3

Underwater (Water Condition)

Chemi-Fix (Underwater type)

Normal Mortar (Dry) #1, #2, #3

Normal (Dry condition)

Normal Mortar

Chemi-Fix_N (Dry) #1, #2, #3

Normal (Dry condition)

Chemi-Fix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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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of water conditions

(b) Simulation of dry conditions

Fig. 11. Test conditions

Fig. 12. Pull-out test of laboratory

Fig. 12는 실내 인발시험을 위해 시험체를 UTM에 거치한 것이며, 실내 인발시험 결과는 Fig. 13과 같다.

(a) Results of Normal Mortar (Water Condition)

(b) Results of Chemi-Fix (Water Condition)

(c) Results of Normal Mortar (Dry Condition)

(d) Results of Chemi-Fix (Dry Condition)

Fig. 13. Results of Pull-out Laborato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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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조건에서의 인발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극한하중에서는 일반 모르타르와 Chemi-Fix(수중 불분리형)에
서 유사한 값이 나타났으나 발생변위는 일반 모르타르의 경우가 큰 변위가 발생되었다. 이는 3.1절에서 단순히 록
볼트 재료만의 변위를 검토한 결과 SP-록볼트의 경우 더 큰 변위가 허용하중에 대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전재가 주입된 상태에서의 결과는 이와 상반된다. 즉, 록볼트와 주입된 충전재와의 복합거동이 발생될 때에는
부착력이 향상된 Chemi-Fix 충전재가 작은 변형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 모르타르를 사용한 #1 시험체의
경우는 극한하중 이후에도 추가적인 변위를 발생하고 있어 이형봉강 록볼트는 소성상태로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일반조건의 결과에서는 Chemi-Fix(일반형)이 일반 모르타르보다 훨씬 큰 극한하중값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형봉강의 거동은 많은 변위와 함께 소성거동이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결과로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Chemi-Fix 충전재로 주입된 SP-록볼트의 경우 그 거동특성이 일관되게 강도특성과 변형특
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 모르타르 충전재와 결합된 이형강봉 록볼트는 단순히 설계 허용강도는 만족하지만
용수조건과 일반조건에서 그 거동특성이 상이하고 충전재와 록볼트 간의 부착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하중이 가해
졌을 때 큰 변위를 수반하면서 소성거동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향후 모르
타르와 Chemi-Fix의 몰드 시험을 통한 재령일별 강도특성을 파악하고, 염분 침투시험 등을 통해 내부식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터널의 지보재인 록볼트에 대해 기존 이형강봉과 모르타르를 이용한 록볼트 재료를 고강도 강
관을 이용한 록볼트 재료와 용수상태에서 주입방식 개선 및 부착력이 향상된 충전재인 Chemi-Fix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실험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이형봉강 록볼트와 SP-록볼트에 대한 현장 인장시험결과 두 재료는 모두 설계 허용강도 이상으로 인장
력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형봉강 록볼트의 경우 발생되는 인장강도의 분산폭이 크고 일부는 소성
거동을 하는 등 거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SP-록볼트의 경우 일정한 강도와 탄성거동을 보여 양호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충전재인 Chemi-Fix(일반형), (수중불분리형)과 기존 일반 모르타르에 대해 용수조건과 일반조건에 대한 실
내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 일반 조건에서는 기존 록볼트의 거동이 소성거동을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장강도를 나타냈고, 용수 발생조건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인장강도는 상호 유사하나 기존 이형봉강 록볼트
(모르타르)의 경우 일부 소성거동을 보이거나 많은 변형이 발생되어 록볼트의 거동이 소성거동으로 변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러한 거동 특성으로 볼 때 기존 모르타르로 채워진 이형강봉의 경우 설계인장강도는 만족하지만 거동 특
성이 탄성적이지 않아 터널의 전체적인 거동특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객관적인 자료가 많
이 부족하여 향후 추가적인 시험과 수치해석 등을 통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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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록볼트는 그 동안의 고질적인 이형강봉의 품질문제, 모르타르 흘러내림에 의한 부착력 문제, 용수구간에
서의 지보변형 문제와 같은 많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터널 록볼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록볼트 제품으로 사료되며, 향후 정
착재료의 강도특성, 염분침투에 대한 내구성 시험, 수치해석을 통한 거동 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
해 더욱 검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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