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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용중인 재래식 터널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을 위

해지금까지2회에걸쳐‘터널의변상과조사’와‘터널

의보수및보강(1)’에대하여소개하 다. ‘터널의변상

과 조사’에서는 터널 변상의 원인 및 형태와 공용중인

터널의안정성평가를위한조사및판정에대하여언급

하 다. ‘터널의보수및보강(1)’에서는터널변상의원

인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수/보강공법을 이론적으로

소개하 다. 앞으로 2회에 걸쳐 다양한 재래식 터널에

발생한 변상의 원인 및 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용된보수및보강공법을소개하겠다. 

2. 재료열화, 외력에의한보수·보강사례

2.1 폴리머계 재료를 이용한 단면수복공법

2.1.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2,205.7m

(2) 준공년월 : 1978년 5월 개통

(3) 단면형상 : 마제형(그림 1 참조)

(4) 지형·지질조건

본 터널이 위치한 남쪽은 해안을 접하고 있는 사면이

고 본 사면은 45°~50°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산

중턱의 사면도 30°~40°의 경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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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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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험준한 지형에 터널이 위치하고 있다. 지질은 신 제

3세기 중신세기 초기~중기에 분출한 화산암류인 조면

현무암, 반암질조면현무암, 응회암, 각역암과이것을전

도한제4기의애추(崖錐) 퇴적물로구성되어있다.

터널 시공시에 실시되었던 탄성파측정(그림 2)에서

A터널과 B터널에서 약 3~4km/s 탄성파 속도가 예상

되었다. 그러나, 굴착된 터널 벽면에서 실시된 탄성파

측정결과에서는 탄성파 속도가 복잡하게 변화하 으며

특히 터널 입구로 예정된 지점과 본 터널과 수직터널의

교차지점은 현무암층과 많은 균열을 포함하고 협재한

흑색혈암류가많았으며탄성파속도도1.2~2.5km/s로

낮게측정되었다.

2.1.2 조사·변상
본터널은준공된지약 28년이경과하 으며본조사

에서 수행되어진 터널 건전도조사 결과 터널전체에 걸

쳐 콘크리트 라이닝에서 균열(사진 1, 2)과 누수가 확인

되었으며, 더우기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에 공동이 광범

위하게분포된것이확인되었다.

2.1.3 보수·보강공법
터널 건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터널 콘크리트 라

이닝에 발생한 변상에 대한 대책공법으로 콘크리트 라

이닝 단면수복공법을 실시하 다. 또한 배면공동에 관

해서는배면주입공법을실시하 다.

(1) 쪼아내기공법

균열과 누수에 의해 열화된 후 박리된 콘크리트 라이

닝 표면은 해머와 정을 이용하여 쪼아내기를 실시하

다(사진3).

(2) 단면수복공법

쪼아내기공법을 적용한 부분과 콘크리트 라이닝에서

발생한 단면결손부분에는 철망을 설치한 후, 접착성이

우수하고 무수축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균열과 박리가

발생하지 않고, 높은 내투수성과 방수성을 가진 초속경

시멘트에 유리섬유를 혼입한 특수 폴리머 에멀젼의 무

기질 재료를 이용한 팻칭공법으로 단면을 복구하 다

(사진4).

그림 2. 지질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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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화와 박리가 현저하고 단면복구를 할 면적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면복구후 복구한 부분이 낙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소섬유쉬트를 이용하여

마감시공하 다.

2.1.4 유의점
본 터널에서 균열이 증가하는 원인은 터널의 노후화

와 누수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내투수성 및 방수

성이우수한초속경시멘트에유리섬유로첨가하여보강

하고, 특수폴리머에멀젼을병행한무기질계재료를단

면수복재로서선정하 다. 콘크리트라이닝에단면수복

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열화의 요인, 열화의 상황, 누수

상황등을 감안하고, 콘크리트 라이닝과의 접착성, 보수

재료의 내구성등 보수재료가 가진 특성을 평가하여 최

적인재료를선정할필요가있다.

또한섬유쉬트접착공법은기존균열의확장을억제하

는효과와단면수복재료의박락방지효과가있기때문에

본 공사에서 비교적 큰 단면수복이 수행되어지는 부분

에서는쉬트접착공법을병용하 다.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라이닝과의 부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균열주입 등의 충

분한누수대책이사전에필요하다.

또한 탄소섬유쉬트를 시공한 후, 방습대책으로 드릴

에의한천공을실시하는경우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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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쪼아내기공법 적용 후 콘크리트 라이닝

사진 1. 콘크리트 라이닝 균열의 상황 사진 2. 콘크리트 라이닝의 균열상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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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기계재료를 이용한 균열주입공법

2.2.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2,205.7m

(2) 준공년월 : 1978년 5월 개통

(3) 단면형상 : 마제형(그림 1 참조)

2.2.2 조사·변상
본터널은개통된지약 28년이경과하 으며본조사

에서 수행된 터널 건전도조사 결과 터널전체에 걸쳐 콘

크리트 라이닝에서 균열과 누수(사진 5)가 확인되었으

며, 더욱이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에 공동이 광범위하게

분포된것이확인되었다.

2.2.3 보수·보강공법
누수에 의해 콘크리트 라이닝에 발생한 균열중에 균

열폭이0.5mm 이상의비교적큰균열에는고압균열주

입공법을 실시하 다. 또한 누수가 비교적 적고 균열폭

이 작은 균열에 대해서는 저압균열 주입공법을 실시하

다.

(1) 저압균열주입공법

균열부근의표면을평탄하게처리하고주입재를주입

한후부착파이프를접착하고실링을실시하 다. 실링

재를 경화양생한 후 저압주입용 인젝터(Injector)를 붙

여습윤면대응형의에폭시수지계접착제(사진 6)를주

입하 다. 그라우트재가 경화할 때까지 양생한 후 디스

크 샌드(Disk Sand)를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마감

하 다.

주입에 있어서는 주입재를 넣어 팽창한 고무튜브의

자체수축력(내부압력)을이용하여균열깊은곳까지주

입재를침투시키는것이가능한저압주입공법을적용하

다(사진7, 8).

이 공법은 숙련된 주입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기술로

사진 4. 팻칭공법 적용

사진 5. 콘크리트 라이닝의 균열, 누수상황

(a) (b)



서작업시간을단축하는것이가능하다.

(2) 고압균열주입공법

균열에서누수가발생하는부분에는고압균열주입공

법을 실시하 다(사진 9, 10). 주입재는 수분과 화학반

응을 일으키는 일액성의 약액이며 주입량에 비해 수배

크기의고화체를만들며겔타임(Gel Time)도짧고신속

한 지수 및 차수를 할 수 있는 우레탄계 주입재를 이용

하 다. 

균열지수공법을 적용할 부분에는 주입할 곳에 천공(φ

25mm)을 하여 주입용 파이프를 부착하고 파이프주변

의균열은실링을하 다. 실링재를양생한후주입재를

주입하 다.

2.2.4 유의점
균열의 접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압 주입공법은 균

열폭의변동이적고, 약간의습윤을동반하며균열이많

이 존재할 때 적용하며 주입재로는 에폭시 수지의 경질

주입재를 사용하 다. 그러나 균열크기의 변동이 큰 경

우에는 신장율이 큰 연질의 수지계주입재를 이용하는

등 균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입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균열의 지수를 목적으로 한 주입공법에는 시공

의 신속성 및 간편성을 고려하여 물과 반응하여 경화하

고 겔타임도 짧은 우레탄계주입재를 사용하 다. 우레

탄계 주입재로는 소수성을 가진 경질 우레탄과 친수성

을 가진 연질 우레탄 주입재가 있다. 소수성은 물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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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주입재

사진 7. 저압주입상황

사진 8. 저압주입 시공후

사진 9. 고압 균열 주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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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없지만 친수성은 물과 혼합하여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친수성우레탄은신장률이큰반면경화한후

에도 수분이 필요하고 건조하면 수축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장기내구성면에서는 친수성 우레탄 주입재가

소수성우레탄주입재보다뒤떨어진다.

균열주입의 경우도 표면의 청소와 쪼아내기, 그라인

더처리등의사전처리가중요하며유리석회와백화, 녹

물이발생하는부분에서는접착불량을일으킬가능성이

있으므로주의를필요로한다. 또한실링(Seal)부로부터

주입재의유출과콘크리트라이닝배면에서의누수가발

생한 경우에는 주입을 중단하고 주입량과 주입압의 관

리를해야만한다.

2.3 무기계재료를 이용한 포인팅(줄눈채움)공법

2.3.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300m

(2) 준공년월 : 1893년~1978년동안공용, 

현재는철도유물(중요문화재)

(3) 단면형상 : 마제형(그림 3 참조)

(4) 지형·지질조건

본 터널은 2개의 하천 사이에 낀 산등성이의 끝자락

을 횡단하고 지형적으로는 편압이 걸리는 장소에 위치

하고있다. 또한본터널은이산등성이로부터하천으로

길게 뻗어난 작은 산등성이의 안장부의 아래에 위치하

고있으며안장부에는파쇄대가통과하고있다. 

지질은 제 3기 중신세~선신세의 무적층이며 응회각

역암을 주체로 하고 사암, 역암, 안산암, 용암을 포함하

고 절리가 적은 양질의 암반과 애추(崖錐) 퇴적물로 구

성되었다. 특히 터널입구부근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성

토로이루어졌으며애추(崖錐)퇴적물과성토등의미고

결퇴적물로구성되어있다.

2.3.2 조사·변상
조사내용과결과는다음과같다.

사진 10. 고압 균열 주입 시공 후

사진 11. 줄눈표면탈락 상황 및 원주균열

그림 3. 터널 단면도

조적식 라이닝
227×109×55

면 배수판넬



(1) 육안관찰 : 누수, 이음부결손, 벽돌표면의 박리·박

락, 균열의육안조사

- 터널천단부에서이음부표면의라이닝탈락이많이

보 다(사진11).

- 터널 전체적으로 벽돌표면에 1~2cm 정도의 박

리·박락이보 다.

- 주로토피고가얇은터널입구부근의터널천단부에

서는 벽돌사이의 조인트 균열과 횡방향의 원주 균

열이보 다.

(2) 배면공동조사 : Fiber Scope 삽입에 의한 조적식

라이닝내부및배면공동조사와터널내공단면조사

사진 12는 Fiber Scope 내부관찰상황을보여주고있

고사진13은터널의내공단면조사상황을보여주고있다.

2.3.3 보수·보강
벽돌표면에서 박리 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박리부와

상시적인누수(동철기의결빙)부가거의일치하고있다.

또한 벽돌간의 조인트에서 발생한 균열에서 변위를 동

반한 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압 등의 외력에

의한 변상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벽돌 줄

눈부는 지하수에 의해 열화되어 공극이 발생하 으며

이 공극으로부터 지하수 누수가 항상 발생하고 있었으

며, 조적식라이닝벽돌에침투한지하수가동절기에동

결·팽창하여조적식라이닝의벽돌을파괴되고박리·

박락을일으킨다고판단된다(그림4).

따라서 벽돌의 줄눈, 조적식 라이닝 표면의 박리·박

락 및 구조적 균열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공법으로 무기

계주입재 이용한 포인팅공법을 채택하여 시공을 하

다. 콘크리트 라이닝을 벽돌로 하는 터널에서 줄눈재는

열화하지만 모재가 건전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포인팅

(줄눈채움)공법을 사용하고 주입재료로 모르타르를 사

용하고 있다. 또한 박리·박락에 대한 보수공법으로는

수지계주입제에 의한 주입이 일반적이지만 수지계주입

제는 접착력이 강하고 줄눈부의 강도가 벽돌보다 강하

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용하여 보수 및 보강한 줄눈부

에서 또 다시 열화가 발생하면 벽돌을 손상시키게 되며

줄눈으로부터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

기 때문에 본 공사에서는 무기계의 모르타르를 사용하

다. 그림 5는 주입방법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진14는주입상황을보여주고있다.

2.3.4 유의점
본터널은중요문화재이기때문에라이닝을구성하고

있는 벽돌의 상태를 가능하면 현재 상태로 보전할 필요

가 있다. 그래서 라이닝 벽돌줄눈의 충진재가 지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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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Fiber Scope 내부관찰상황 사진 13. 터널의 내공단면의 조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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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열화가재발했을때벽돌을손상할우려가있는경

질의수지계충진재보다는시멘트계의무기계충진재를

사용하 다. 누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

결시멘트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고누수부분에는수

발(水拔) 파이프등을설치하는등의적절한배수대책도

필요하다. 포인팅에 이용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결손

된 줄눈의 폭, 안쪽길이 등을 고려하여 부착성, 시공성,

내구성이양호하도록부배합의모르타르를사용하는것

이바람직하다.

2.4 Expand Metal을 이용한 철망(Steel Mesh)
공법

2.4.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89m

(2) 준공년월 : 1963년

(3) 단면형상 : 그림 6 참조

2.4.2 조사·변상
(1) 지형·지질

그림 6은 본 터널의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 터

그림 4. 벽돌표면박리·박락의 메커니즘

그림 5. 주입방법의 개략도

함수부

벽돌표면

동결

체적팽창에 의한 박리·박락

주입 주입 주입

주입재이음부 실링

확인확인

이음부 모르타르 공극벽돌

사진 14. 주입파이프 설치상황 및 주입상황

그림 6. 표준단면도



널은 산등성이(토피고 30m 정도)를 통과하는 도로터널

로서 터널이 위치하는 곳의 지질은 신제3세기중신세의

응회각역암이다. 또 그림 7에 나타낸 것처럼 본 터널에

근접하여새로운터널이시공될예정이다.

(2) 변상상황

사진15에나타낸것같이본터널의콘크리트라이닝

조인트(횡단줄눈)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균열과 들

뜸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하 레이더탐사에 의하여 콘크

리트 라이닝 배면에 부분적으로 공동(최대 공동두께

45cm)이잔재하고있는것이확인되었다.

(3) 변상원인

콘크리트 라이닝의 열화원인은 조인트(횡단줄눈)로부

터의 누수가 동철기에 동결팽창하여 균열과 동해

(Scaling)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특히본

터널에 근접하여 신설되는 터널을 시공할 때 발생하는

발파진동에 의해 열화된 콘크리트 라이닝이 박락할 가

능성이있다.

2.4.3 보수·보강공법
(1) 설계

콘크리트 라이닝 배

면공동에는 발포우레탄

에의한배면주입공법을

적용하고상부에서암반

의 돌발적인 붕락을 방

지함과동시에발파시의

콘크리트라이닝열화부

분의 박락방지대책으로

서철망공법을적용하

다. 철망공법은 신설터

널이 준공될 때까지의

임시적이고 응급대책공

법이며, 콘크리트 라이

닝 박락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용될 철망은 통행하는 차량에 접촉하지 않도록 어

느 정도의 강성을 가진「처짐」이 적은 재료이며, 수cm

크기의 콘크리트 라이닝 파편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할

수있는눈금을가지는것으로서Expand Metal을채용

하 다. 철망의 설치범위는 차도부의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라이닝아치의 110°범위로 하 다. 그

림8에Expand Metal의배치도를나타내었으며표1에

그 제원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대책공법은 응급대책이

기때문에철망의방청대책은특별히고려하지않았다.

2.4.4 유의점
Expand Metal은단기간에부식이될수있으므로해

안가 부근에서 응급대책으로 사용될 시 방청대책(아연

도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공단면에 여유

가 있는 터널에서는 평강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앵커

를 조 하게 설치하여 철망을 콘크리트 라이닝에 확실

하게 고정하고 만일 차량에 의한 접촉이 발생하 을때

도파손 또는낙하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특집 터널유지관리및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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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터널 평면위치도

종점측 갱구

신설터널 길이 L=272.000m

기점측갱구

대상 터널 L = 8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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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L형강을 이용한 덧대기판공법-1

2.5.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2,810m

(2) 준공년월 : 1963년

12월

(3) 단면형상 : 신간선

단면

(4) 지형·지질조건 :

고생대의 점판암,

세립사암, 챠트(표

고 200~400m의

산지를관통)

2.5.2 조사·변상
(1) 조사·계측

- 콘크리트 라이닝

코어채취조사

- 내공변위측정

- 균열측정

콘크리트 라이닝에서

채취된 코어로부터 균

열이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까지 진행된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공

변위 및 균열측정으로

부터 내공변위와 균열

이 진행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변상현상

- 아치 45°부근에

불규칙한 균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

고박리가현저하게나타났다.

- 박리구간주변에서SL보다약간위에 수평인장균열

발생하 다(그림9).

사진 15. 터널콘크리트 라이닝의 변상상황

(a) 갱내 전경

(b) 횡단줄눈부의 균열 (c) 횡단줄눈부의 누수와 라이닝 콘크리트의 들뜸

그림 8. Expand Metal 배치도

(a) 설치 상황 (b) 설치방법 조착

Expandral Metal
(XS32, L= 8.2m) Expandral Metal

(XS32, L= 8.2m)

콘크리트 앵커
M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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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상원인

시공불량(조기 탈형)에 의한 균열로 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판단된다.

2.5.3 보수·보강공법
실시된보수·보강공법은아래의3가지항목이다.

(1) 취약부를 쪼아내기 한 후 쪼아내기한 부분의 단면을

복구함.

(2) 덧대기판과록볼트에의한앵커

(3) 배면주입

덧대기판공법은균열과부분적인콜드조인트(시공이

음)등 국부적인 재료열화에 의해 비교적 협소한 범위에

서콘크리트라이닝이낙하할우려가있는경우또는어

느정도 두께를 필요로 하는 보수보강공법을 시공할 정

도의내공여유가없는경우L형강, 평강및강판을앵커

볼트로정착하여박리를방지하는공법이다.

시공도와 시공사진을 각각 그림 10과 사진 17에 나타

내었다.

2.6 L형강을 이용한 덧대기판공법-2

2.6.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8,488m

(2) 준공년월 : 1975년 3월

(3) 단면형상 : 신간선단면

(콘크리트라이닝 : σck = 160kgf/cm2)

아치콘크리트라이닝두께 50cm

측벽콘크리트라이닝두께 50cm

노반콘크리트판두께 20cm

(4) 지형·지질조건 : 녹색편암·화강암

사진 16. 철망공법 시공상황

(a) (b)

표 1. 사용재료제원

철망 종류 Expand Metal

개요도

규격 일반용 XS 시리즈(JIS G 3351)

사용표준눈금 XS-32, SW12mm×LW30.5mm

L : 긴방향 제품길이

LW : 긴방향 중심간 거리

SW : 
단방향
중심간
거리

S : 
단방향
제품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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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조사·변상
(1) 조사·계측

- 육안조사및타음에의한검사

(2) 변상현상

- 아치부의콜드조인트

(3) 변상원인

- 시공시 콘크리트 라이닝의

타설불량

2.6.3 보수·보강공법
이 공법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

콘크리트 라이닝면에 L형강과 강

판을 앵커볼트로 정착하여 콘크리

트 라이닝표면에 발생하는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이다. 기존 콘크리트

라이닝과의 일체화에 의하여 콘크

리트라이닝내력을어느정도강화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

로는 응급적인 보수로 이용되어 지

고있다. 또한설계·시공에있어서

보수부위 및 보수범위를 충분히 고

려하여 부재길이 및 붙이는 간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11, 사진

18, 19).

(1) 보수년도 : 1999년

(2) 보수용재료 : L형강(L-75×75×6), 앵커 볼트(φ12)

(3) 보수후의사용상의제약 : 없음

2.6.4 장래 예상문제점
부재가 전부 강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강재의

부식과이완의가능성이있을수있다. 따라서향후에는

균열주입공법과 최근 시공이 급증하고 있는 FRP에 의

한 박락방지대책으로 변경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그림 9. 변상 상황(전개도)

대책 위치
시공이음
균열
누수

그림 10. 시공도

배면주입

균열게이지
균열
SN트위스트
볼트 l=2.0m

SN트위스트
볼트 l=3.0m
주입구

단면수복

사진 17.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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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스텐인레스강판을 이용한 덧대기판공법

2.7.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903.5m

(2) 준공년월 : 1968년 11월

(3) 단면형상 : 그림 12 참조

2.7.2 조사·변상
지질은 제3세기중신세의 Green

Tough(녹색응회암, 응회각역암, 응회

질니암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파공

법을이용한저설도갱선진상반라이닝

공법으로시공되었다.

변상조사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

다. 주된변상으로서는「콘크리트라이

닝 배면의 공동」, 「콘크리트 라이닝의

균열」, 「콘크리트 라이닝의 박리(특히

타설이음부부근)」 다.

2.7.3 보수·보강공법
콘크리트라이닝의박락이타설부에

서 많이 발생하 으며 타설부 부근의

박락대책으로아치단면방향으로앵커

볼트를사용하여스테인레스강판을설

치하 다.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라이

닝 타설부 양측의 양호한 부분에 설치

하 고 설치 폭은 30cm를 기본으로

하 다. 시공은 조사결과에 기초하고

타음검사에 의해 박리가 발생할 위험

성이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시공이

음으로하 다.

스테인레스 강판의 길이는 2.0m로

서 10cm씩 중복하여 이어 나갔다. 1개

스테인레스강판에대한재료제원은표

3에나타내었다(그림13~17, 사진20).

2.7.4 유의점
시공속도가빠르고물방울정도로흘려나오는누수에

도 대응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응급조치 대책이다.

스테인레스 강판은 얇고 가볍기 때문에 경량 앵커에 설

치 가능하지만 온도응력에 의한 줄눈 열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1. 시공도

L형강
L-75×75×6

앵커볼트
Φ12×240 6개(매입길이 180을 확보)
(스프링와tu 부착)

탁음범위

콜드 조인트

사진 18. 시공사진(시공전) 

사진 19. 시공사진(시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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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상조사 결과표

건전도 평가 결과

위치
거푸집 구간 판정

판 정 내 용번호 길이 구분
0~4 1 4 B 균열이 작은 hair crack 정도
4~13 2 9 2A 갱구부이며 동결융해의 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균열이 보여진다.
13~58 3~7 45 A 균열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58~67 8 9 2A 좌측 어깨부에 연속된 종단방향의 균열이 보고된다(3.0mm).

67~94 9~11 27 3A
콘크리트 라이닝면의 들뜸이 두드러지고 좌측어깨부에 연속된 종단방향의 균열이
보고된다(3.0mm).

94~121 12~14 27 B
비교적 변상이 작은 구간이지만 일부 13블럭(103~110 사이)좌측 어깨부에 종단 방향의
균열이 보고된다.

121~139 15~16 18 A 균열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139~148 17 9 B 균열도 특별히 작고, 콘크리트 라이닝면의 열화는 줄눈부분에 다소 보이는 정도이다.
148~157 18 9 2A 균열의 개구폭이 5mm 정도로서 다른 것과 비교하여 다소 크다.
157~175 19~20 18 A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라이닝면 에서의 들뜸이 보고된다.

175~193 21~22 18 3A
이 2 블록은 전반적으로 특히 균열이 발달되어 있으며(최대 10mm), 일부 들뜬 부분도
보고된다.

193~202 23 9 B 균열이 일부 보이는 정도

202~211 24 9 2A
우측 어깨부에 부분적인 들뜸이 보이지만 다른 구간 (208 ~ 210) 사이에서 탈형시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불연속면이 관찰된다.

211~291 25~33 80 A 전반적으로 개구폭 0.5mm 이하로 부분적으로 복공면의 들뜬 개소가 보여진다.
291~327 34~36 36 B 균열은 특별히 작고 부분적으로 들뜬 개소가 있는 정도.

327~435 37~45 108 2A
균열폭이 0.5mm 이하의 연속된 균열이 352 ~ 375사이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
라이닝 면의 들뜬 개소가 몇몇 개소에서 보여진다.

435~447 46 12 B 균열도 작고 안정하다.

447~459 47 12 3A
환기 팬이 설치된 블록이지만 그 환기팬을 둘러 싼 것처럼 콜드 죠인트적인 불연속면
(개구폭 0.5mm 이하)이 보여진다.

459~555 48~55 96 A 균열 개구폭이 0.5mm 이하인 것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균열이 많이 보인다.

555~591 56~58 36 3A
균열 · 라이닝의 열화가 다른 것에 비교하여 현저하다.
특히 560 ~ 591 사이의 열화가 두드러진다.

591~675 59~65 84 B
균열은 hair crack 정도(0.4~0.5mm)로 특별히 작은 것이 천단부에 연속하고 있으며
그곳으로부터의 누수(스며 나오는 정도)가 보여진다.

675~711 66~68 36 2A
균열폭은 최대 0.5mm로 작지만 다른 블록보다 다소 많이 있으며 또한 이음부에서
열화를 시작으로 천단부분에 탈락도 보여진다.

711~735 69~70 24 B 균열도 작고 일부에 라이닝 면의 들뜬 개소가 있는 정도
735~747 71 12 A 균열폭이 0.8mm 이하의 균열이 보여진다.
747~771 72~73 96 B 균열도 특별히 작으며 일부로 콘크리트 라이닝 면의 들뜬 개소가 보여진다.
771~795 74~75 24 A 균열폭은 0.5mm로 작지만 천단부분에서 콘크리트 라이닝의 탈락이 보여진다.

795~867 76~81 72 B
부분적으로 라이닝 면의 들뜬 개소가 보여지지만 균열은 특별히 작은 헤어크랙
(hair crack) 정도이다.

867~891 82~86 24 2A 갱구부에서 동결융해의 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거북등 형상의 균열이 보여진다.
891~903.5 87~88 12.5 A 명확한 라이닝 시공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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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법은 어디까지나 응급적인 대책이고 변상의 진

전이예상되어지는경우에는탄소섬유시트에의한본격

적인박락대책을검토할필요가있다.

2.8 탄소섬유를 이용한 시트 접착공법-1

2.8.1 터널 기본정보

표 3. 스텐인레스 덧대기판 강판재료표

명 칭 형상치수 단 위 수 량 단위수량 중 량 적 요
스테인레스 플레이트 0.8×333×2,000 kg 4 4.23 16.9 2.115kg/m

앵커볼트 M12×100 본 34 -
팩 킹 6×50 m 16 - 경질 고무계

그림 12. 표준단면도 그림 13. 스테인레스 덧대기판 설치 위치도

스텐레스판
(t=0.8)

시공길이 L = 7700

그림 15. 스테인레스 덧대기판 겹침 이음 상세도

스텐레스판
t = 0.8mm

볼트구멍
Φ15

볼트구멍
Φ15

볼트구멍
Φ15

스텐레스판(t=0.8mm)

그림 14. 스테인레스 덧대기판 강판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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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시공상황

(a) 이음부 부근 열화상황 (b) 스테인레스 덧대기판 설치상황

(c) 스테인레스 덧대기판 및 앵커 (d) 스테인레스 덧대기판 설치완료

그림 17. 앵커 설치 상세도

스텐레스판
t = 0.8mm

경질고무계
패킹재(50mm)
t = 6mm

앵커볼트(스텐레스)
M12×100

그림 16. 스테인레스 덧대기판 겹침 이음 상세도

앵커볼트(스텐레스)
M12×100

경질고무계 패킹재(50mm)
t = 6mm

스텐레스판
t = 0.8mm

스텐레스판
t = 0.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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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장 : 6,609m

(2) 준공년월 : 1970년

(3) 준공단면형상 : 철도단선(콘크리트라이닝, 일부측벽

식, 인버트일부있음)

(4) 지형·지질조건 : 신제3기중신세의 녹색응회암, 응

회각역암 및 동시기에 관입되었다고 보여지는 유문

암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토피는 680m(그림

18, 19)

(5) 기타

·공법: 재래식콘크리트라이닝공법

·보수이력: 1971년~1974년인버트설치(L=131m)

2.8.2 조사·변형
(1) 조사·계측

·균열측정

·내공변위측정, 단면측정(레이저식)

·수준측량(측벽, 주행노반)

·콘크리트라이닝보링조사(라이닝, 배면공동등)

그림 18. 지형도

육십리월터널

변상이 현저한 개소

그림 19. 터널 종단도

신기안산암

조월단층

예관단층

콘크리트 라이닝의 변상
(균열)
(압좌)
인버트

田子倉방향

표고
[m]
大白川 방향

육십리월단층

아
이
요
시
단
층

적
자
단
층

·녹색응회암
·유문암
·응회각역암
(고생대의 사암,
점판암등이 사이
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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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현상

1) 콘크리트라이닝:

·건설중에노반이부풀어오르고측벽이 여나오는

등의변상이관측되었다.

·작업 시작후부터 측벽이 려나오고 아치 천단에

압좌 등 변상이 관측되었다. 내공변위속도의 최대

값은약15mm/년(해당구간은수mm/년)이 다.

·균열은 아치, 측벽, 맨홀 등 각 장소에서 발견되었

다. 특히 96k910m 부근에서는 측벽이 려나옴에

따라단면축소가진행되었고1973년에인버트를설

치하 지만 그 후 측벽부의 수평균열, 천단부의 압

좌, 콘크리트라이닝시편의박락이발생하 다. 해

당구간을그림20에나타내었다.

2) 노반 :

·노반의 부풀음에 의한 노선측

구의 변형, 노반부상이 관측되

었다.

(3) 변상원인

·외적 요인 : 변상의 발생상황,

주변지반의 지질, 토피고와 지

반강도비의관계에의해콘크리

트 라이닝 내력이상의 큰 소성

압이작용한것으로추정된다.

·내적요인: 인버트가없어측벽

은측압에약한구조이다. 또한

전체적으로콘크리트라이닝두

께부족인것이확인되었다.

2.8.3 보수·보강공법
변상 상황에 따라 록볼트 보강공

법, 라이닝공법(SFRC 숏크리트

공), 스트레이트 공법 등이 적용되

었지만 본 터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적용하 다(그

림21).

①록볼트보강공법(1970년경실시)

②내면보강공법(탄소섬유 접착공법, 1994년경 실시)

(그림22)

록볼트 보강공법은 지반 변위를 충분하게 억제하는

것이불가능하므로탄소섬유쉬트를이용한내면보강공

법을 적용하 다. 그림 20에 나타난 것 처럼 아치 어깨

부에다수의인장균열이발생하여인장보강재로서탄소

섬유쉬트가 선정되었다(그림 23, 사진 21). 대책공법 실

시 후 보수/보강된 부분의 내공변위속도가 현저하게 저

하하고치명적인변상은발생하지않았다.

그림 20. 내면 보강공 시공구간

표고[m]

지질

Km

측벽 마제형

복공두께

인버트공

스트럿공

록
볼
트

아치

측벽

SFRC 공

직벽

유문암

응회암

사문암

시공구간

범례
시공시의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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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탄소섬유를 이용한 시트접착공법-2

2.9.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550m

(2) 준공 연월 : 1979년

(3) 단면 형상 : 그림 24 참조

2.9.2 조사·변상
(1) 지형·지질

본 터널은 해안을 따라 모래지반을 통과하는 도로터

널로서터널이위치하는지질은신생대제4기홍적세사

층이고 상부에는 충적세의 신규 모래층이 퇴적되어 있

다(최대 토피고 40m). 평면도를 그림 25에, 지질 횡단

면도를그림26에나타내었다.

(2) 변상상황

터널 전체에 걸쳐 콘크리트 라이닝 아치 천단부에 터

널종방향의큰폭의균열또는콜드조인트의분리가확

그림 21. 대책공법의 시공예

록볼트
D25×3000

ctc 1200 탄소섬유시트

(록볼트+탄소섬유시트)

라이닝 콘크리트

프라이머 도포
수지도포(하도)
탄소섬유시트(1층)
수지도포(상, 하도)
탄소섬유시트(2층)
수지도포(상도)
유리섬유

초고압세정, 수지모르타르
불륙정리

바탕면 처리

그림 24. 표준단면도

① 측벽도갱굴삭
② 측벽 콘크리트
③ 아치 링 굴삭
④ 핵굴삭
⑤ 아치 라이닝 콘크리트
⑥ 배면굴삭
⑦ 하수 굴삭

그림 22. 내면보강공법 시공구간의 변상전개도

균열

탈락

균열계측

시굴개소

범례

단차 3.0mm
폭 34mm

단차 4.5mm
폭 15mm

사진 21. 탄소섬유 쉬트 시공 상황

그림 23. 탄소섬유쉬트접착공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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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그림 27, 사진

22). 지표로부터 수행된 보

링조사 결과에서는 터널 천

단부에 약 6m 정도로 느슨

한 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26).

(3) 변상원인

콘크리트 라이닝 아치 천

단부근이 아랫방향으로 내

려 앉으면서 균열이 발생된

것은 터널 상부지반의 이완

토압이 콘크리트 라이닝에

작용하여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균열에 대

한 계측결과 현재 균열 진행은 거의 종료 된 것으로 판

명되었고 이러한 균열은 특히 터널 시공 당시 콘크리트

라이닝이 경화되는 동안 잠재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기

온변동등에의해균열이발생된것으로판단된다. 

2.9.3 보수·보강공법
(1) 설계

콘크리트 라이닝 표면에 균열(콜드 죠인트의 분리도

포함)이 발생되어 있는 범위에는 인장보강재인 탄소섬

유를이용한쉬트접착공법을채용하여콘크리트라이닝

과 일체화를 도모하 다. 일방향 섬유인 탄소섬유쉬트

를 직교시켜 2층으로 접착하여 보강효과를 확보하 으

며보강범위는균열발생위치에따라천단90°(A타입)과

120°(B타입)의2가지패턴을고려하 다(그림28, 29).

(2) 시공

시공은 야간에 한쪽 차선을 통제하고 실시하 다. 사

진23은탄소섬유쉬트의설치상황을보여주고있다. 시

공순서는다음과같다.

①바탕 표면 처리공법(누수처리, 세정, 프라이머 도

포, 불륙수정)

②1층섬유쉬트(터널주변방향)의부착

③2층섬쉬시트(터널종단방향)의부착

④마감도장

그림 25. 터널 평면도

기점측 갱구(Sta. No. 196+4m)

복개
공사

L =
53m

산악터널공사
L=497m

종점측 갱구(Sta. No.223 +1.1m)

터널공사
L=550m

그림 26. 터널 위쪽의 N값 분포 (A-A 단면)

TD216m
GH66.08M
표준관입시험

신기 모래층

전량일수

홍적세사층

추정느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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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닝 스팬 번호
라이닝 스팬 길이(m)
갱구로부터의 거리(m)

변
상
전
개
도

사진 22. 콘크리트 라이닝 아치부의 균열상황(균열 보수공사 실시후에 촬 ) 

그림 28. 탄소섬유를 이용한 시트접착공법 단면도

A타입
B타입

(a) 보강범위 횡단면도 (b) 탄소섬유쉬트 시공순서

탄소섬유보강 1. 하지처리공(바탕면처리)
2. 프라이머 도포공(1층)
3. 불륙처리공, 에폭시수지 빠데
4. 프라이머 도포공(2층)
5. 접착수지하도(1층)
6. 탄소섬유시트(1층)
7. 접착수지 상도(1층)
8. 접착수지 하도(2층)
9. 탄소섬유시트(2층)
10. 접착수지 상도(2층)
11. 마감 도장공

그림 27. 콘크리트 라이닝 전개도(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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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유의점
섬유쉬트접착공법은쉬트시공의품질의좋고나쁨에

따라 대책 효과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품질관리를 하면서 시공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동절기에는 수지의 접착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

는경우가있다.

균열과 이음의 단차가 큰 경우 혹은 콘크리트 라이닝

에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라이닝 표면을 평탄

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공법의 적용성을 충분히

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콘크리트라이닝의열화와누

수가 현저한 장소에서는 섬유쉬트의 충분한 접착력을

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쉬트의 박리와 들뜸이 발

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라이닝 표면처리, 표면청소와

누수처리는철저히수행될필요가있다.

2.10 아라미드섬유를 이용한 시트 접착공법-1

2.10.1 터널 기본정보

(1) 연 장 : 4,523m

(2) 준공연월 : 1969년

(3) 단면형상 : 철도복선터널(그림 30, 31 참조)

(4) 지질·지질조건 : 사문암, 흑색편암등

(5) 기타

·굴착공법 : 측벽도갱선진상부 반단면공법(사이로트

공법)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또는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

구조, 라이닝 두께는 40~90cm, 인버트가 일부 존

재함

·터널 건설 중에 변상이 발생하여 보강지보재 및 보

강콘크리트로보수를실시하 다.

2.10.2 조사·변상
(1) 변상현상

콘크리트 라이닝 아치부에 압좌 및 전단에 의한 것으

로 생각되는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 으며, 균열 형태는

평행·교차·폐합상태로되어있다. 타음검사결과부분

라이닝 스팬 번호
라이닝 스팬 길이(m)
갱구로부터의 거리(m)

변
상
전
개
도

그림 29. 탄소섬유를 이용한 쉬트접착공법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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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균열에 의해 콘크리트 라이닝이 조각으로 완전

히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하 으며 전구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박락과 재료 열화가 발생한 부분도 존재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콘크리트 라이닝이 탈락한 후에

도 콘크리트 라이닝에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

에콘크리트라이닝의박락대책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

사진 23. 대책공법 상황

(a) 터널내 전경 (b) 마감도장 (백색) 시공중

(c) 섬유쉬트 재료 (d) 시공용 작업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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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진24).

2.10.3 시공
쉬트 접착공법은 섬유쉬트를 콘크리트 라이닝 면에

접착하여 박락을 방지하는 공법이다. 콘크리트 라이닝

의균열발생부같은변상부분과인장응력이작용하는부

분에 접착수지를 이용하여 쉬트를 콘크리트 라이닝에

부착시켜일체화한다.

본 터널에서 콘크리트 라이닝 박락대책이 필요로 하

는 부분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콘크리트 라이

닝에서박락이될수있는조각의최소한의크기가굵은

골재일정도로규모가클것으로판단된다. 해당구간은

전기시설이있는구간이므로보수재로는비전도성의아

라미드 섬유를 사용하기로 하 다(그림 32, 33, 사진

25, 26).

(1) 특징

·매우얇은섬유쉬트를접착하기때문에내공단면의

감소를억제하는것이가능하다.

·경량이고또한구조물의형상에유연하게대응하기

사진 24. 보수전그림 30. 터널 단면도

제1공구

사암·혈암

흑색편암

녹색편암

휘녹암

각락암

사문암

제2공구의 1 제2공구의 2 제3공구

그림 31. 터널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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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시공성이좋다.

(2) 적용범위

·비교적 작은 콘크리트 라이닝 조각이 낙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는 콘크리트 라이

닝의 강도 부족 등의 이유로부터 강판을 채

용하지않는경우에적용한다.

·강판은 자체중량이 있기 때문에 비계의 조

립및해체횟수가많게되며강판의시공성

을 아라미드 섬유쉬트의 시공성과 비교하면

나쁘다. 보수/보강을 위한 시공시간이 짧은

사진 25. 시공중 사진 26. 시공후

그림 33. 상세도

전개도 단면도

L형강50×50×6

P밴드30×3

아라미드섬유시트
불륙수정,퍼티프라
이머 고압세정

X단수위치

그림 32. 아라미드 섬유시트 상세도

단며처리
프라이머 도포
불륙 수정
함침·접착수지
섬유시트
함침·접착수지
함침·접착수지
섬유시트
함침·접축수지
(상도)

균열주입 단면수복

라이닝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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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공사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아라미드섬유쉬트를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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