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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을 적용한 사교하는 사면에서의 터널 갱구부 설계

The design of outlet in inter-cross slope with tunnel which it applied

forming artificial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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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The tunnel type spillways is under construction to increasing water reservoir capacity in
Dae-am dam. The tunnel outlet was planned to be made after installing slope stabilization system on natural
slope there. Generally, the tunnel outlet is made perpendicularly to the slope, but in this case, it had to be
made obliquely to the slope for not interrupting flow of river. Because of excavation in condition of natural
slope caused to deflecting earth pressure, the outlet couldn't be made. So, artificial ground made with concrete
that it was constructed in the outside of tunnel for producing the arching effect which enables to make a
outlet. We were planned tunnel excavation was carried out after artificial ground made. Artificial ground
made by poor mix concrete of which it was planned that the thickness was at least 3.0m height from outside
of tunnel lining and 30 of height per pouring. Spreading and compaction was planned utilized weight of㎝

15 ton roller machine. In order to access of working truck, slope of artificial ground was designed 1:1.0 and
applied 2% slope in upper pert of it for easily drainage of water. In addition to, upper pert of artificial
ground was covered with soil, because of impaction of rock fall from upper slope was made minimum. The
tunnel excavation of the artificial ground was designed application with special blasting method that it was
Super Wedge and control blasting utilized with pre-percussion hole.

Key words : tunnel type spillways, artificial ground

서 론1.

대암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시공중인 터널식 여수로의 유출부 사면은 수직에 가까운 자연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갱구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일반적으로 터널의 갱구부는.
사면과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하나 대암댐의 경우 하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갱구부가 사면과 사교하여야 한다 자연사면의 상태에서 굴착을 실시할 경우 편토압의 영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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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갱구부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터널상부에 인공지반 복공 을 형성하여 아칭효과가 발휘되도록 유( )
도하여 굴착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다 복공체는 터널 라이닝 외곽으로부터 최소NATM . 3.0m
이상의 높이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복공체를 형성하는 빈배합 콘크리트로 설계기준강도. (fck)
는 이상 회 타설 높이는 로 하고 롤러를 이용하여 정지하며 다짐을 실시하는 것150kg/cm² , 1 30cm , 15Ton
으로 설계하였다 공사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복공체 사면 경사는 으로 계획하였으며 원활한 배수. 1:1.0 ,
를 위하여 복공체 상부는 경사를 적용하고 복공체 상부는 상부 암반의 탈락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2%
토사를 이용하여 피복하는 것으로 하였다 복공체 구간에서의 굴착은 지반진동이 미치는 영향이 최. 소

화되도록 무진동 암파쇄 공법 과 선대구경 제어발파공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Super Wedge) 다.

설계현황2.

개요2.1

대암댐 보조 여수로는 댐 좌안상류 지점에서 태화강 본류로 유역을 변경하는 련의 터널400m 2
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조여수로 유출부의 갱구부 형성은 상부 자연사면을(D=10.0m, L= 417, 427m) 1:0.5

의 구배로 굴착한 후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1.)

그림 대암댐 보조여수로 터널 유출부 종단도1.

설계의 특징2.2.

일반적으로 터널 갱구부는 자연사면을 절취하여 수직방향으로 굴착을 실시하나 대암댐의 경우 터널,
에서 유출되는 물이 하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연사면과 약 도의 각도로 교차하도록 설30
계되었다 이러한 설계상 제약조건으로 인해 수직에 가까운 자연사면을 터널의 정면과 측면에서 굴착하.
여 사면을 형성하게 된다.

변경 설계의 필요성2.3

터널 갱구부 형성을 위해 수직에 가까운 자연사면을 굴착하기 위한 장비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인접한

지점에 고속도로 및 차선 국도가 지나고 있어 발파가 곤란한 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4 ,
연사면에 대한 보강작업과 병행하여 갱구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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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검토3.

대암댐 보조여수로 터널은 일반적인 도로나 철도 터널과 달리 물이 통과하여 터널 내부에 수압이 작

용하기 때문에 내수압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는 터널 토피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터널 상부 토피고 기준에 대한 검토3.1.

수로터널의 형성을 위한 상부 토피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로 터널의 설계NATM ( “
및 시공 지침서, 1997)
선형계획1)
수로가 선형계획상 계곡이나 골짜기 아래를 통과해야 할 경우 터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터널

직경 높이 이상의 피복두께를 유지하도록 하고 암반의 수리구조적 안정을 위하여는 내수압의 수두1/2
이상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갱구위치계획2)
갱구위치는 포탈완화공 의 시발점으로서 지표에서 터널의 직경정도의 피복두께를(Closed or Transition)
유지할 수 있는 위치이여야 하고 개방완화공 및 포탈완화공을 포함한 갱구 부근은 가급, (Open Transition)
적 직선이 되어야 한다.

터널 피복두께의 결정3.2.

터널 갱구 위치 선정시 터널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피복두께는 터널의 직경정도이며 수리구조적 안정,
을 위해 내수압 수두 이상의 피복두께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수압 수두의 이상의1/2 . 1/2
피복두께 확보는 압력터널에 있어 내수압의 작용이 반복되므로 내수압에 대한 토피구속 조건이며 구속,
력 부족시 의 발생으로 의한 과다한 누수와 수압분산의 지반파괴 과다한 용수 손실 등Hydraulic Jacking ,
을 차단하기 위한 수리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암댐 보조 여수로 유출부에서의 검토3.3.

터널 갱구부 토피고 검토3.3.1

대암댐 여수로 유출부는 직벽 사면과 편경사의 특수한 지형으로 수로터널 설계기준의 터널직경이상

토피고를 확보하는 경우 사면절취가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터널 토피고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갱구부 설계기준 타기관1) ( )
건교부 도로설계편람 터널편(1) (1999, )
갱구 설치시 토피는 최소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절토면은 필요에 따라 숏크리트나 록볼트에“ 2~3m

의한 보강을 하여 충분한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갱구 위치란 터널 굴진을 위한. ,
기지 즉 갱구로 할 위치를 말한다, .”
도로터널 설계실무 자료집(2) (2004)
점차 강화되는 환경보호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갱구부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갱구 상단부 토피가“

정도 확보되는 지점에 갱구형성을 표준으로 설계 토사부 등 일정구간 지반보강 후 굴착3m~5m “( )
철도설계편람(3) (2004)
터널굴착 최대폭의- 1~2D
터널 직경 배 이상의 토피가 확보되는 범위- 1.5
터널 갱구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암 토피고 가 확보 가능한 위치- (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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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검토3.3.2.

최근 갱구부 설계는 사면의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터널 갱구 토피고를 낮추는 추세로 최소 토

피고 는 편경사 지형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갱구부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정도가 타당한2~3m 3~5m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로터널은 일반 터널과 달리 터널의 안정성과 더불어 수리구조적 안정도 중.
요하므로 낮은 토피고로 인해 내수압에 대한 구속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터널 라이닝의 내수압을

고려하여 지반에 작용되는 내수압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갱구부 보강방안4.

갱구 보강방안 수립을 위한 지반조사 결과4.1.

터널 갱구부 보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사면은 퇴적암인 노두는 셰일

및 사암이 교호하며 층리는 매우 양호한 연장성을 가지며 경사는 거의 수평이거나 이하의 저각으로15°
이루어져 있으며 터널굴진방향과 거의 평행한 한 절리군과 로 교차되는 절리군이 기존 터, (8°~12°) 51°~84°
널 갱구 위치에서 교차하여 발달하고 있다 그림 전반적으로 노두 표면은 인장균열 및 표면풍화의 영( 2.)
향으로 잠재절리가 발달해 있으며 일부구간에서는 애추 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 터널 유출부, Talus( ) , 1
의 파쇄면은 노출면의 응력해소로 인해 인장균열로 추정되는 틈새는 최대 을 보이고 있다 그림20cm ( 3.)

그림 유출부 사면전경2. 그림 인장균열로 추정되는 틈새3.

갱구부 보강방안4.2.

일반절취안 안4.2.1 (1 )

개요1)
위치를 현 설계에서 종점방향으로 터널 터널 이동하여 일반 사면 구배로 절NATM 1 : +0.0m 2 : -9.3m

취하여 갱구부을 형성하는 방안이다 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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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터널 NATM 종점

No.20+5.937

2터널 NATM 

No.20+5.937

1:0.5

1:0.552
.6

9

4.
79

1:0.5

1:0.5

46
.1

1:0.5

1:0.5

그림 제 터널의 종 횡단도 안4. 1 (1 )․

1터널 여수로

No.20+14.882

2터널 NATM 종점 

No.20+14.882

1:0.5

1:0.5

1:0.5

77
.1

9

1:0.5

1:0.5

1:0.5

1:0.5

1:0.5

그림 제 터널의 종4. 2 ․횡단도 안(1 )

그림 안의 조감도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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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갱구부가 터널 노선에 직각방향으로 형성되어 장기적인 사면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나 사면, ,
굴착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성토 재료의 확보가 요구되고 절취에 따른 환경 훼손으로 시민단체

의 민원제기 및 공사 중단 우려가 있다 또한. 불면속면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곡선구간은 별도의 구조검

토 필요하며 터널 굴착시 불연속면의 연장성으로 붕락 발생 가능성 내포되어 터널 종방향으로 절리의,
연속성 발달이 예상되므로 터널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복공 안4.2.2. (2 )

개요1)
내에서 극복 가능한 경우로 사면의 절취화를 최소화하고 잠정적인 사면의 전도파괴 영역과 굴NATM

착시 구속응력이 작은 부분을 복공 콘크리트를 선시공하여 갱구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굴착하는NATM
방안이다 그림( 6~8.)

1터널 NATM

No.20+18.836

2터널 NATM 

No.20+18.837

3

12.37

3

그림 제 터널 종6. 1 ․횡단도 안(2 )

2터널 NATM 

No.22+3.546

3

3

그림 제 터널 종7. 2 ․횡단도 안(2 )

그림 안조감도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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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사면절취가 최소화되므로 친환경적인 시공이 가능하고 복공부가 압성토 역할을 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면안정성 증대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공 구조체 설치시 거푸집설치 철근가공조립 앵커체와의 철근접속 등 공종이 복잡하고 콘크, , ,
리트 복공체에 대한 구조적 기능 수행과 기존 사면의 수직 절리의 안정성을 위하여 터널내 암 발파 시

미진동 공법과 같이 발파공법의 제약이 있다.

원지반 직 굴착안 안4.2.3 (3 )

개요1)
터널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에 대해 사면안정 대책공법을 실시한 후 원지반에서 터널을 곧바로 굴NATM

착하는 방안이다 그림( 9~11.)

1터널 NATM

No.20+18.836

2터널 NATM 

No.20+18.837

45
.9

그림 제 터널 종9. 1 횡단도 안(3 )․

2터널 NATM 

No.22+3.546

58
.5

그림 제 터널 종10. 2 ․횡단도 안(3 )

이 방안은 사면절취가 최소화되어 터널공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터널진행방향과 이45°
상의 사각으로 형성된 원지반에서 일부 부석제거 후 직접 굴착하는 방안으로 터널 형성조건에NATM
필요한 가 터널구조상 가장 취약한 갱구부분에서 작용하지 않아 구조적 불안정 초래하며Areching Effect ,
절리군이 터널 유출부가 위치하여 불연속면에 대한 터널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터널의 구조, NATM
적인 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성 불리하게 된다.
또한 공사용 갱문이 지보재와 연결되어 터널 구조체로 형성되어도 공사용 갱문은 지지점이 없, NATM
는 구조이므로 활동에 취약하고 터널굴착시 쐐기의 활동으로 추가변위가 발생되면 노출부위의 공사용

갱문의 강지보로 직접 전달되며 축하중 휨응력 및 뒤틀림 등이 발생하여 안정성 불리하므로 별도의 보, ,
강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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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안 조감도11. 3

보강방안 비교4.2.4

표 갱구부 보강방안 비교1.

구 분 일반 절취안 안(1 ) 복공안 안(2 ) 원지반 직 굴착안 안(3 )

개요

▪절리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에서 굴착이 가능하도NATM 록

갱구부를 표준경사로 굴착

잠정적 사면전도파괴 영역과 구▪

속응력이 작은 부분을 복공 콘

크리트로 선시공한 후 NATM

굴착

터널의 구조적인NATM▪

불안정성을 사면보강으로

보완하고 원지반에서 터널을

직 굴착

사면

안정성

사면 절취가 과다로 사면훼손이▪

심함 경관불량,

사면 및 터널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사면절취 최소화▪

복공부의 압성토 역할로 장기▪

적인 사면안정성 증대

▪사면절취 최소화되며 공종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사면보

강비가 증가 앵커체로 터(

널 상부 변위를 억제)

터널

안정성

갱구부가 터널 노선에 직각방향▪

으로 형성되어 갱구부, NATM

안정성 확보

▪유입부의 터널 안정성은 확보되나,

절리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곡선구간은 별도의 구조검토 필요

터널 갱구부 사면굴착으로1 2▪

터널 토피 확보 및 록복트

정착길이 확보가 어려움

수직 절리군의 전도파괴를 압성▪

토 개념으로 보호 및 보강하며

터널 갱구부 안정성 확보

▪복공체 및 절리에 대한 안정성 확

보를 위하여 암발파 제약

▪우수 및 홍수시 원지반과 콘크리

트 사이의 부착성 저하

복공체 설치시 층 다짐 실→ 시

수직 절리군이 터널 유출▪ 부

에 위치하여 불연속면을 고

려한 터널 안정성 해석필요

터널의 구조적인NATM▪

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성 불리

갱문가시설과 지보재가 일▪

체화 되더라도 편토압에 의

한 활동에 대해 취약

시공성

▪절벽부의 사면절취를 위한 진입로

개설 필요

절벽부의 발파에 의한 비석처리▪

어려움

▪환경훼손에 따른 시민단체 민원제

기 및 공사 중단 우려

복공 구조체 설치시 복공체▪ 재

료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공에 주

의를 요하며 복공 공사비 추가,

사방향 갱문가시설을 제외▪

하면 터널시공은 용이

터널 천단부의 앵커시공시▪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

▪가시설과 터널 지보재 연결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평 가

갱구부 굴착시 구속응력 감소 및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복공을 선시공한 후 비

탈면 절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원지반과 콘크리트 복공에 대한 부착에 대한 정밀 시공이 요

구되나 안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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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방안 검토5.

일반콘트리트 복공 안5.1 (1 )

SHEAR KEY

21+04.000

그림 터널 일반 콘크리트 복공 단면도 안12. 1 (1 )

22+01.000

그림 터널 일반 콘크리트 복공 단면도 안13. 2 (1 )

빈배합 콘크리트 복공 안5.2. (2 )

21+04.000

그림 터널 빈배합 콘크리트 복공 단면도 안14. 1 (2 )

22+01.000

그림 터널 빈배합 콘크리트 복공 단면도 안15. 2 (2 )

복합 복공 안5.3. (3 )

SHEAR KEY

21+04.000

그림 터널 복합 복공 단면도 안16. 1 (3 )

22+01.000

그림 터널 복합 복공 단면도 안17.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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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안 비교5.4.

갱구부 복공안을 비교한 결과는 표 와 같다2. .
표 터널 복공안 비교표2.

구분 일반 콘크리트 복공 안(1 ) 빈배합콘크리트 복공 안(2 ) 복합 복공 안(3 )

장점

▪ 강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공 사면 활동에 대한 압성토,
효과 및 전단저항성이 우수함.
천단 및 막장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함

지반과의 결속체 앵커바 의( )▪

설치가 용이함.
방수처리가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우수함

공종이 단순하여 시공속도▪

향상

빈배합콘크리트를 이용한▪

인공지반을 형성하므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강지보 및 라이닝을▪

일체화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인 폐합으로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제어발파 만으로 굴착이▪

가능하므로 굴진속도 향상.

콘크리트 빈배합콘크리트+▪

복합 복공으로 터널 굴진성

향상 및 전단 저항성 향상

강지보 및 라이닝을▪

일체화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인 폐합으로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제어발파 만으로 굴착이▪

가능하므로 굴진속도 향상.
방수 처리가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우수함

단점

내부거푸집 설치가▪

어려움 강재거푸집을 설치할 수(
없고 목재거푸집은 콘크리트,
자중에 저항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구조체를 형성하여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
강지보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구조적 폐합이 불리하고

복공체와 체결이 어려움.
터널 굴착시 제어발파 및 암▪

파쇄굴착이 필요함.
복공부와 원지반사이의 굴착 및▪

방수처리가 어려우며 정밀시공이

요구됨

▪ 라이닝 시공시 콘크리트 복공과의

시공이음 발생

막장 및 천단의 자립력이▪

부족할 경우 보조공법을

병행하여야 함

강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횡방향으로 응력해방에 의한

사면 활동시 전단 저항력이

미미함

터널 굴착시 원지반과의▪

부착력 저하 우려 →

암파쇄굴착으로 복공부와

원지반 사이의 진동에 의한

이격을 최소화시킴.

▪ 콘크리트 및 빈배합콘크리트

타설시 시공과정이

2~ 단3 계로 전개되어 다소

복잡함.
▪ 쏘일시멘트 시공시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해 다짐 과정이

어려움.
막장 및 천단의 자립력이▪

다소 부족하여 보조공법을

병행하여야 함

평가
빈배합콘크리트 복공 안 이 시공속도가 빠르며 구조적 폐합이 가능하므로 최적의 방안으로(2 )
판단됨.

터널의 안정성 해석6.

개요6.1.

빈배합 콘크리트에 의한 복공 후 터널의 안정성 해석시 지반은 파괴규준 탄소성 을 가Mohr Coulomb ( )
지며 지보재로는 탄성모델의 숏크리트와 락볼트 굴착에 따른 하중 분담율을 적용하였다 터널 굴진에, , .
따른 차원 효과를 고려한 시공단계별 해석을 실시하여 지반거동 및 지보재의 응력 검토를 실시하기 위3
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Midas GTS ver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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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 조건6.2

터널의 입력조건6.2.1.

표 터널의 안정성 해석조건3.

구 분 21+03.00

굴착방법 상하반단면 굴착

굴 진 장 1.0

숏크리트 160 mm

하중분담율 상반 하반(50%-15%-35%), (50%-20%-30%)

측압계수 1.34

지반 물성치6.2.2.

표 지반 물성치4.

구 분
단위중량



내부마찰각



점착력

 

탄성계수



포아송비



측압계수

(K)

연암 25 36 900 7,000,000 0.25 1.34

복공체 23 - - 18,250,000 0.18 -

지보재 물성치6.2.3

표 지보재 물성치5.

지 보 재 연한 숏크리트 강한 숏크리트

단위중량 24 24

탄성계수 5.0×106 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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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단계6.2.4.

표 해석단계6.

해석단계 해석형상 시공단계 해석내용( ) 하중분담율(%)

초기단계 - 초기응력

단계1 상부 굴착 50

단계2 상부 연한 숏크리트 15

단계3 상부 강한 숏크리트 35

단계4 하부 굴착 50

단계5 하부 연한 숏크리트 20

단계6 하부 강한 숏크리트 30

수치해석 결과6.3.

터널 유출부6.3.1. 1

해석단면 그림1) ( 18)

그림 터널 해석단면18. 1

해석결과2)
변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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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변위도X

터널 굴착시1 터널 굴착시2

방향 변위도Y

터널 굴착시1 터널 굴착시2

그림 수치해석 결과 변위19. ( )

표 수치해석 결과 변위7. ( )

구 분
터널내공변위(mm)

천 단 바 닥 좌 측 우 측

21+03.00
터널 굴착시1 -0.77 0.99 2.62 -1.92

터널 굴착시2 0.79 0.79 2.59 -2.31

터널내공방향 (+)※

숏크리트 응력(2)

숏 크 리 트 휨 압 축 응 력 도

터널 굴착시1 터널 굴착시2

그림 수치해석 결과 숏크리트 응력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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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치해석 결과 숏크리트 응력8. ( )

구 분
21+03.00

터널 굴착시1 터널 굴착시2

최대 숏크리트 휨압축응력(N/cm2) 79.11 72.77

최종 숏크리트 휨압축응력(N/cm2) 79.11 72.77

숏크리트 허용 휨압축응력(N/cm2) 840.00

수치해석 결과 숏크리트에 발생하는 최대 휨압축응력은 발생하여 숏크리트 허용 휨압축79.11 N/cm²
응력인 이내의 값으로 숏크리트에 발생되는 최대 휨압축응력은 허용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840 N/cm²
단된다.
락볼트 축력(3)

락 볼 트 축 력 도

터널1 터널2

그림 수치해석 결과 록볼트 축력21. ( )

표 수치해석 결과 록볼트 축력9. ( )

수치해석 결과 락볼트의 최대 축력은 발생하여 락볼트 허용축력인 이내의0.49kN/EA (SD35) 88 kN/EA
수치이므로 락볼트의 최대축력은 허용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터널 유출부6.3.2. 2

해석단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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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석단면22.

해석결과2)
변위(1)

방향 변위도X 방향 변위도Y

그림 수치해석 결과 변위23. ( )

표 수치해석 결과 변위10. ( )

구 분
터널내공변위(mm)

천 단 바 닥 좌 측 우 측

22+01.00 0.35 0.56 0.36 0.32

터널내공방향 (+)※

수치해석 결과 최대발생변위는 터널 천단부 바닥부 좌우측벽 발생하여 변위0.36mm, 0.56mm, 0.36mm
관리기준치 이내의 범주에 속하므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숏크리트 응력(2)

표 수치해석 결과 숏크리트 응력11. ( )

구 분 22+01.00

최대 숏크리트 휨압축응력(N/cm2) 48.28

최종 숏크리트 휨압축응력(N/cm2) 48.28

숏크리트 허용 휨압축응력(N/cm2) 840.00

수치해석 결과 숏크리트에 발생하는 최대 휨압축응력은 발생하여 숏크리트 허용 휨압축48.28 N/cm²
응력인 이내의 값으로 숏크리트에 발생되는 최대 휨압축응력은 허용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840 N/cm²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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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치해석 결과 록볼트 축력12. ( )

구 분 22+01.00

최대 락볼트 축력(kN) 2.76

락볼트 허용 축력(kN) 88.00

수치해석 결과 락볼트의 최대 축력은 발생하여 락볼트 허용축력인 이내의2.76kN/EA (SD35) 88 kN/EA
수치이므로 락볼트의 최대축력은 허용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숏크리트 휨압축 응력도 락볼트 축력도

그림 수치해석 결과 숏크리트 응력 및 록볼트 축력24. ( )

발파공법 설계7.

구 분 무진동 유입암반 절개공법 팽창성 파쇄제 공법 Super Wedge

개념도

공법

개요

절개하고자 하는 암반에 일정한 선

을 따라 유압 크롤러 드릴로 천공

을 하고 무진동 암반 절개 장비 작

동부를 홀에 장착 암반을 절개시킨

후 나 로 절개Breaker Nipper 된 암반

을 모암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공법

절개하고자 하는 암반에 일정한

선을 따라 유압 크롤러 드릴로 천

공을 하고 팽창성 파쇄제를 물과

혼합하여 충전 최소 시간이 지24

나 암반을 절개시킨 후 Breaker

나 로 절개된 암반을 모암Nipper

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공법

장대쐐기를 사용해서 천공 공내에

쐐기 및 날개를 삽입 유압실린

더를 이용 파쇄하는 공법

해머와 쐐기를 현대식으로 기계화

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공법

작업특성

공사비가 다소 고가이며 작업능률

양호

발파로 인한 지반 진동 소음 비, , 석

등의 민원 배제

로 차 파쇄Breaker or Nipper 2

공사비 팽창성 파쇄 가 다소 고가( )

이며 작업능률 저조

발파로 인한 지반 진동 소음 비, ,

석 등의 민원 배제

로 차 파쇄Breaker 2

공사비가 다소 고가이며 작업능률

양호

발파로 인한 지반 진동 소음 비, ,

석 등의 민원 배제

차 파쇄시 를 사용하지2 Breaker

않으므로 소음진동 발생 안함,

검토결과
갱구부 사면이 저주파 진동에 민감하므로 차 파쇄시 브레커의 미사용으로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2

않으며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법이 적합, Super Wedge .

표 무진동 암파쇄공법 비교13.



- 1548 -

결 론8.

1) 대암댐 유출부 터널의 갱구부는 의 구배인 약 높이의 장대사면을 굴착하여 설치하는 것으1:0.5 65m 로

계획되었다.
대암댐 유출부 갱부부는 하류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사면과 약 도 각도로 사교하면서2) 30
형성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사면의 절취가 곤란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터널의 상부 토피고 기준에 부합되는 방안을 검토3) ,
하였다.

4) 갱구부 보강방안으로 일반절취 봉공방안 직 굴착방안을 검토한 결과 굴착시 구속응력 감소 및 비탈, , 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복공을 선 시행하는 방안이 최적으로 판단되었다.
5) 복공방안을 일반 콘크리트 빈배합 콘크리트 복합시공을 비교한 결과 시공속도가 빠르고 구조적, ,
폐합이 가능한 빈배합 콘크리트가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6) 복공체에 대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치해석한 결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Midas GTS ver 1.56 로

나타났다.
복공체 구간의 굴착은 무진동 암파쇄 공법인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7) Super W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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