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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조지아(Georgia)는 코카서스 산맥의 남쪽에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터키･아르메니아, 동쪽

으로는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고 서쪽에는 흑해가 

위치하고 있다. 교통과 교역의 접경지로서 주변국들의 침

략과 점령이 끊이지 않았으며, 1918년 5월 26일 제정 러

시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921년 볼세비키 붉은 군대의 

침공으로 구소련 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1991년 4월에 독

립하였으며 9개주, 9개시, 2자치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

고 면적은 7만 7000km
2
, 인구는 약 450만명인 트빌리시

(Tbilisi)를 수도로 하는 국가이다. 최근에는 친미 친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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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DJARA BYPASS 위치도 및 노선도

정책을 펴고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렀으며 분쟁지

역이 있는 신생국가이다.

조지아는 지형적 위치 때문에 중앙아시아와 유럽 사이

의 가장 짧은 운송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분야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운송

분야의 발달은 운송비 감소와 중계이익의 증가로 지역 경

제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서부 흑해연안을 따라 81km에 달하는 Poti-Batumi- 

Sarpi 도로는 대부분 Adjara 자치공화국에 위치하고 있

으며, 조지아의 주요 고속도로이자 국제 운송로 이다.

이 도로는 조지아의 주요 흑해항(Batumi, Poti)과 Batumi, 

Kobuleti에 있는 많은 해변 리조트들과 연결되어 있으나, 

관광시즌에 특히 Batumi와 Kobuleti에서 교통혼잡과 교

통사고가 많이 증가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는 Batumi와 

Kobuleti를 우회하는 도로를 계획하였고, 아시아 개발은

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지원을 받아 타당

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Kobuleti 

북쪽의 Choloki강과 Batumi 남쪽의 Chorokhi강 사이에 

48.4km의 선형을 선정 하였다. 이에 따라 조지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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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구간 터널현황

구  분 Tunnel #1 Tunnel #2 Tunnel #3 Tunnel #4 Tunnel #5

시   점 0km938 2km215 5km994 7km663 9km520

종   점 1km480 3km022 6km799 8km730 10km107

연장(m) 542 807 805 1,067 587

토피고(m)
Min. 5.1 5.2 5.8 4.3 4.4

Max. 35.0 78.7 52.8 52.0 75.4

이 우회도로의 실시설계 및 건설자금을 ADB에 요청하였

고 실시설계가 진행되었다.

발주처는 조지아 교통정책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지역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부처 산하기관의 Roads Department 

(RD, Road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이다.

본 프로젝트는 Ⅰ, Ⅱ단계로 진행되었으며, Ⅰ단계는 

총연장 14.7km(그림 1 참조, 12.4km + 2.3km)로 교량 

및 토공구간으로 구성되었고, 2010년 삼보기술단, GEO 

Consultant(오스트리아), ENG Consultant(캐나다), Trans-

project(조지아)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움에서 설계를 

기 수행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다. Ⅱ단계는 삼보기술단에

서 수행하였으며 1,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두 구간 모

두 터널, 교량, 토공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구간의 연

장은 16.2km, 2구간의 연장은 18.9km로 총연장은 35.1 

km이다. 터널은 1구간 5개소, 2구간 2개소로 계획 되었

으며, 본 고에서는 Ⅱ단계 사업의 1구간 설계내용을 중심

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터널은 양방향 2차로(대면교통)로 계획되었으며 1구간

의 터널 현황은 표 1과 같다.

2. 지반조건 및 지반조사

사업구간은 Georgia 서남부의 흑해연안 Adjara자치정

부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집중적인 부식성 

침식작용을 받은 매우 복잡한 지형학적인 조건에 놓여 있

는 곳이다. 지질은 크게 퇴적암지역으로 자갈을 포함한 

홍갈색의 실트 및 점토질 모래층, 고결충적층 및 두터운 

층후의 붕적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반암은 신생대 제

3기(Eocene)의 화성암으로 각력질 응회암과 현무암이 분

포한다.

시추조사를 위하여 사용된 장비는 러시아산 URB-2A2

의 보링장비로 최대보링깊이는 100m, 보링직경은 93~ 

190mm이며, 러시아산 ZIL-131의 군용트럭에 탑재하여 

보링을 수행하므로 장비의 진출입 여부가 시추조사의 관

건이며, 현지에서는 주로 이 장비를 사용하여 보링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시추조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지반조사는 Eurocode, AASHTO, SNIP_Russian Industry 

standard를 분석하여 조사위치와 수량을 계획 하였으며, 

책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에 적정수량으

로 결정하였다. 지반조사는 현지 업체에서 수행하였고 현

지 기술자들은 SNIP에 의한 지반조사에 익숙해 있는 관

계로 성과분석시 지층분류는 SNIP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지반 물성치 산정을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은 ASTM과 

BS에 따라 수행하였다.

터널구간 주요 지반조사 항목은 표 2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2는 시추전경과 회수된 코어샘플을 그림 3은 현장 

및 실내시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시추조사 결과 터널#1, 2, 3, 4구간은 일부구간을 제외

한 상당 구간이 지표하부 20~50m 층후로 고결된 붕적층 

및 풍화토가 분포하고 있어 토압이 매우 크게 작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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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터널구간의 주요 지반조사 항목

항  목 단  위 수  량 비  고

탄성파탐사 m 1,320 터널의 갱구부

전기비저항탐사 m 3,808 터널 전구간 

시추조사 공 16 갱구부 각 1공 및 본선터널 1~2공

현장시험 식 1 SPT, Lugeon Test,

실내시험 식 1 토성 및 암석물성시험, 일축, 삼축, 직접전단

시추조사 장비(URB-2A2) 회수된 시추코어

그림 2. 시추전경 및 코어

전기비저항 탐사 탄성파탐사 일축압축시험

그림 3. 현장 및 실내시험 전경

통일분류법에 의한 흙의 공학적 분류 결과 대부분 SM, 

SC 지층으로 분류 되었다. 이는 터널 설계시 지보재 및 

보조공법 선정, 라이닝 구조설계 등에 주된 고려요소가 

되었다. 이와는 달리 터널 #5는 갱구부 일부 구간에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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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I단계 사업 1구간 터널별 지층종단 및 지보패턴 적용도

사층이 발달한 전형적인 산악터널의 지형과 지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4는 각 터널별 지층조건 및 적용 지보패턴을 나타

내는 지질종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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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터널구간 지층분류 및 지진에 따른 지층분류(SNIP_Russian Industry standard)

Layer

No.
Description 

Soil Category 

according to 

Treatment

Soil Category

according to 

Drilling & Blasting

Soil Category

according to

Seismicity

4
Lean clay, reddish-brown, firm, with crushed stone and 

gravel inclusions to 5-15% 
33v-III - III

13
Lean clay, reddish-brown, firm, with crushed stone and 

gravel inclusions to 10-30%, alluvial tuffbreccia(RS) 
33g-III - III

14
Tuff breccia, extremely weathered, represented by

brownish-reddish leanclay, with 20-35% inclusions (XW) 
33g-III - III

15
Tuff breccia of weathered and fracured andesite-basalt 

content (DW)
- 18a-V II

16
Tuff  breccia of slightly weathered andesite-basalt 

content (SW)
- 18v-VII II

표 4. 터널구간 지층별 지반 물성치

Layer

No.

Density, g/cm
3

Specific 

Gravity

Internal 

Friction Angle

Cohesion,

Mpa

Deformation

Modulus, Mpa

Poisson's 

Ratio

Compression 

Strength, qu 

Mpa

Tensile Strength,

Mpa (ASTM D 

3967-95a)
Bulk, r Dry, rd

4 1.60 1.12 - 24.9 0.016 9.3 0.360 0.0422 -

13 1.75 1.35 - 26.8 0.048 24.0 0.350 0.1290 -

14 2.00 1.59 - 29.7 0.077 50.0 0.360 0.1900 -

15 2.35 2.16 2.52 36.7 3.900 1,131.0 0.300 18.3000 1.62

16 2.50 2.38 2.62 35.7 6.380 3,626.0 0.231 29.2000 3.17

표 3은 터널구간의 SNIP에 의한 지층분류 결과이고, 

표 4는 지층별 지반 물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3. 터널 설계(Detail Design of Tunnel)

3.1 선형계획

1구간 시점부의 약 3km 구간은 타당성 조사시에는 기

존도로 확장과 90m~130m의 짧은 터널 3개소로 계획되

어 있었으나 실시설계시 선형의 직선화로 터널#1(542m), 

터널#2(807m)로 변경되었으며, 터널#4(1,067m)의 경우

는 당초 토공구간이었으나 터널로 변경되었다. 표 5는 타

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시 터널계획을 비교한 것이다.

1구간의 터널은 그림 3과 같이 70%이상이 토사 및 풍

화대 구간을 통과하며 저토피 구간도 일부 존재하고 있

다. 그 중 터널#1은 전 구간에 걸쳐 붕적토 및 풍화토가 

분포하는 토사터널이다. 따라서, 터널#1, #2, #3구간은 

터널로 계획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하고 시공시에도 문제

가 될 수 있으며, Land Acquisition and Resettlement Plan 

(LARP)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의 

종단을 조정하여 토공안으로 통과 하는 것을 제안하였으

나, 이 지역의 많은 강우량과 지반의 빈번한 Sliding으로 

다수의 인명과 물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

고 있고, Sliding이 지금도 진행중이므로 터널 통과안 방

침이 확정되었다. 그림 5는 Sliding 발생현장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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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터널 개소 및 연장 비교결과

Feasibility Study Detail Design
Variation Remark

Tunnel Length Tunnel Length

Makhinjauri I  130m Tunnel #1  542m 417%

Makhinjauri II   90m Tunnel #2  807m 897% Add Shaft(1ea) 

Makhinjauri III  150m Tunnel #3  805m 537% Add Shaft(1ea)

Salibauri Ridge  440m Tunnel #4 1067m 243% Add Shaft(2ea)

Peria Ridge  700m Tunnel #5  587m  84%

Sum 1510m 3808m 252%

그림 5. Sliding 발생현장 모습

3.2 설계기준

본 과업과 같이 국제입찰을 통해 수행되는 과업은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설계기준의 적용 원칙을 정하였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터널 단면의 횡단구성은 Georgian National Standard 

(G.N.S)를 준수한다.(추후 공사비 문제로 단면축소

를 위해 T.E.M의 최소단면 제원으로 변경되었음)

② 그 외 터널설계와 관련된 기준은 Trans-European 

north-south Motorway(T.E.M) Standard를 따른다.

③ T.E.M에 언급되지 아니한 내용은 Eurocode(DIRECTIVE 

2004/54/EC 등)를 포함한 다른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터널 단면선정에 관한 기하학적 제원은 G.N.S와 T.E.M 

기준을 준용하고 배수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 표준단면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환기 및 방재 관련 분야는 

T.E.M과 DIRECTIVE 2004/54/EC 기준을 준용하였으

며, 그 외의 항목들은 T.E.M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

영하였다. 각 기준에 언급된 터널설계 기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3.3 터널단면 선정

터널단면은 최초 수차례의 협의결과 발주처의 요청대

로 G.N.S에 준하여 2.5m의 비상차로가 있는 양방향 2차

로(대면교통)의 단면을 계획하였으나 터널 단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하여 발주처와의 재협의 후 비상

차로가 없는 T.E.M 기준의 단면을 바탕으로 한 도로폭원

과 G.N.S의 건축한계(높이 5m)를 만족시키는 단면형상 

및 치수로 선정하였다. 건축한계의 높이는 양방향 2차로 

대면터널의 각 기준별 표준단면은 그림 6, 7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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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터널 주요 설계기준

구  분 설계기준 관련근거

설계속도

⋅일반적 설계속도는 120km/h이나 경제적,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 설계 속도는 

80~100km/h이며 환경적 조건이 허용되면 140km/h까지 가능

⋅터널에서의 설계속도는 25% 이하로 감소될 수 있으며 80km/h까지 감소 가능

⋅T.E.M

건축한계

⋅1차로 양방향 차선폭은 3.75m이나 예외의 경우 혹은 장래 추가적인 차선이 주어지는 경

우 3.5m로 감소 가능(TEM)

⋅높이는 최소 4.5m를 확보하며 포장을 고려하여 0.2m를 추가할 수 있음(TEM)

⋅Georgia standard 건축한계 높이는 5m 임.(발주처 요구에 따라 5m 적용)

⋅터널 점검원 통로는 0.75~1.0m 권장(TEM)

⋅T.E.M

⋅G.N.S(Geometrical and structural 

requIrements)

환기

방재

⋅대면교통 터널의 경우 300m 초과시 기계환기가 검토되어야 함.(TEM)

⋅대면교통일 경우 500m이상 횡류식 적용, 단 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특정조건 

충족시 종류식 적용 가능(EC)

⋅500m이상 터널은 최소 500m 간격으로 emergency exit를 설치해야 한다.(EC)

⋅비상주차대는 최소 1km 이상시, 길이는 최소 40m, 폭원은 2.5m 적용(TEM)

(발주처와 협의하에 미적용)

⋅T.E.M

⋅DIRECTIVE 2004/54/EC

내진설계 ⋅지층분류에 따른 지역별 설계지진가속도 적용
⋅G.N.S("seismo stability construction" 

(PN 01.01-09))

표 7. 양방향 2차로 터널 기준별 기하학적 제원

Standard
Class and 

Speed(km/h)

Clearance

(m)

Traffic line

(m)

Emergency 

lane(m)

Carriage

way(m)

Platform

(m)

Sidewalk

(m)

G.N.S

100~120 0.7 3.75 2.5 10.0 11.04 0.75

80 0.7 3.75 1.75 10.0 10.65 0.75

60 0.5 3.50 1.5 8.5 9.5 0.75

T.E.M 120~80 0.25 3.5~3.75 0~2.75 7.0~10.25 7.5~10.75 0.75~1.0

그림 6. G.N.S 표준단면 그림 7. T.E.M Standard 표준단면

으며 환기방식 및 방재, 공동구, 배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종 단면을 선정하였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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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FL"A" FL"B" FL"C" FL"D" FL"E" FL"F" FL"G" FL"H" θ1 θ2 θ3 θ4 a b c d e f g h i

+2.5 -2.5 2,611 611 94 -873 2,389 389 -94 -1,096 56.19 48.97 51.74 58.57 873 8,744 1,096 8,966 815 894 1,746 1,631 10,877

+1.0 -1.0 2,545 545 38 -940 2,456 456 -38 -1,029 59.90 49.80 50.91 57.85 940 8,811 1,029 8,900 839 870 1,713 1,667 10,879

0.0 0.0 2,500 500 0 -985 2,500 500 0 -985 57.37 50.35 50.35 57.37 985 8,855 985 8,855 855 854 1,690 1,690 10,880

-1.0 +1.0 2,456 456 -38 -1,029 2,546 545 38 -940 57.85 50.91 49.80 56.89 1,029 8,900 940 8,811 871 838 1,667 1,713 10,879

-2.5 +2.5 2,389 389 -94 -1,096 2,611 611 94 -873 58.57 51.74 48.97 56.19 1,096 8,967 873 8,744 895 814 1,631 1,746 10,877

그림 8. 선정된 터널 표준단면 및 편구배별 제원

3.4 지보패턴 및 라이닝

본 과업의 터널은 NATM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지보패

턴 결정시 지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추코어 자료에 의

한 RMR, RQD, Q-System 등의 암반분류 방법과 전기비

저항 탐사 결과분석을 통하여 지반분류를 실시하였고, 

RMR과 Q-System에서 제시한 지보량과 국내의 지보패

턴 적용사례, 조지아 현지의 설계 및 시공사례등을 분석

하여 표준지보패턴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인

버트 설치여부, 강재지보 설치여부, 록볼트 길이와 간격, 

숏크리트와 라이닝의 두께와 보조공법등을 결정하였다. 

조지아 터널 표준단면도는 인버트 적용 단면으로 초기 협

의시 지진시를 고려하여 모든 터널단면에 인버트를 반영

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불합리하므로 내진검토

후 양호한 암반구간은 일반 flat한 단면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된 지보패턴에 대한 FEM 수치해석을 

통하여 터널 주변의 응력분포와 변위 등을 분석하고 록볼

트의 길이와 간격, 숏크리트와 라이닝의 두께 등의 안정

성을 검토하였다.

표 8은 적용된 표준지보패턴표이다.

토사터널 통과구간 및 갱구부에 대하여 개착으로 인한 

토공량을 감소시키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관

다단그라우팅, Jet그라우팅 및 마이크로파일 등의 보조공

법을 적용하였고, 특히, SM, SC 토사지반에 적용성이 우

수하고 불량지반을 제거하거나 치환하지 않고 지반보강

이 가능하며, 그라우팅 보강효과를 균질하게 적용하여 아

칭효과를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Jet그라우팅을 토피 1D

이하 구간은 지상 Jet 그라우팅을, 1D 이상 구간에서는 

갱내 수평 Jet그라우팅을 적용하였다.

보조공법 및 보강영역 선정은 수치해석을 통하여 검토

되었으며 지상보강그라우팅은 종･횡 1.5m 간격, 인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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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표준지보패턴도

구 분 P-1 P-2 P-3 P-4 P-5

표준단면
b

b

b

B

b

b

b

b

b

b

RMR ~81 80 ~61 60 ~41 40 ~21 20이하/단층대

굴착방법 상하분할굴착 상하분할굴착 상하분할굴착 상하분할굴착 상하분할굴착

굴진장 3.0/3.0 3.0/3.0 2.0/2.0 1.5/1.5 1.2/1.2

숏크리트 C20/25, 50㎜
와이메쉬보강

C20/25, 50㎜

와이메쉬보강

C20/25, 100㎜

와이메쉬보강

C20/25, 150㎜

와이메쉬보강

C20/25, 200㎜

록볼트
연장/개수 3.0m/Random 3.0m/6.5 4.0m/16.5 4.0m/16.5 4.0m/20.5

간격(종/횡) Random 3.0/2.0m 2.0/1.5 m 1.5/1.5m 1.2/1.2 m

강지보 - - - H-125×125×6.5×9/1.5 H-125×125×6.5×9/1.2

라이닝 무근 C25/30, 300㎜ 무근 C25/30, 300㎜ 무근 C25/30, 300㎜ 무근 C25/30, 400㎜ 철근 C25/30, 400㎜

비  고 - - 필요시 포어폴링 포어폴링
포어폴링, 필요시소구경

강관다단

구 분 P-5-1 P-6 P-6-1 P-6-2

표준단면

m

m

m

m

m

m

m m

m

m

m

m m
b 또또 m

m

RMR 풍화대/저토피 갱구부/토사구간 갱구부/저토피 갱구부

굴착방법 링컷굴착 링컷굴착 링컷굴착 링컷굴착

굴진장 1.0/1.0 0.8/0.8 0.8/0.8 1.0/1.0

숏크리트
와이메쉬보강

C20/25, 200㎜

와이메쉬보강

C28/35, 200㎜

와이메쉬보강

C28/35, 250㎜

와이메쉬보강

C20/25, 200㎜

록볼트
연장/개수 4.0m/11.0 - 4.0m/6.0 4.0m/11.0

간격(종/횡) 1.0/1.0 m - 0.8/1.0 m 1.0/1.0m

강지보 H-125×125×6.5×9/1.0 H-125×125×6.5×9/0.8 H-125×125×6.5×9/0.8 H-125×125×6.5×9/1.0

라이닝 철근 C25/30, 500㎜ 철근 C28/35, 600㎜ 철근 C28/35, 600㎜ 철근 C25/30, 500㎜ 범례

비  고 대구경강관다단
수평제트그라우팅

마이크로파일

지상보강그라우팅

대구경강관다단
대구경강관다단

ⓑ:발파

ⓜ:기계굴착

하부 4m, 좌･우측 0.5D(S.L 기준)의 폭으로 보강후 대구

경강관다단그라우팅을 180°(종:5.6m,횡:0.5m) 적용하였

고, 갱내 수평 Jet그라우팅은 270°(종:5.6m,횡:0.5m) 적

용하여 터널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P-6, P-6-1의 지보

패턴 숏크리트는 강도 C28/35(27Mpa, fca =0.4･fck = 

11.2MPa)를 적용하였고, 발주처 요구에 따라 재료비 상

승과 현지 수급 문제로 강섬유 대신 와이어메쉬 보강을 

계획하였으며 강지보재 역시 격자지보재의 현지 미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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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 1D 이상 구간 토피 1D 이하 구간(갱구부 및 저토피 구간)

그림 9. 토사층 터널구간 적용 지보패턴

연직변위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록볼트 축력

그림 10. 갱구부 및 저토피구간의 수치해석 결과(P-6-1)

그림 11. 인근 현장의 터널 시공 전경

으로 H형강을 설계 반영하였다.

라이닝은 상시와 지진시로 나누어 검토되었으며, 지진

시 검토는 응답변위법을 이용하여 검토되었다. 토사층의 

층후가 두터워 토압이 라이닝 설계의 주요 고려 요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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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패턴 모멘트 전단력 축력

P-5

P-6-1

그림 12. 라이닝 구조검토 결과

그림 13. 개착터널 단면 및 가시설 계획

다. 터널 통과구간중 주요 검토구간의 토피고는 13.7m~ 

52.3m이며, 암반층을 통과하는 구간의 라이닝은 두께 

40cm, 주철근 D16을 적용하였고, 토사터널 구간은 라이

닝 두께 60cm, 주철근 H25로 적용하였으며, 개착터널 구

간은 토피고를 3~10m로 하여 라이닝 두께 60cm와 80cm, 

주철근 D20와 H28로 각각 적용하였다. 최대 토피고 10m

를 적용한 구간은 터널#4의 종점부로써 최초 절토와 터널

로 비교검토 하였으나 터널은 지반조건이 너무 불리하고 

토피가 충분치 않아 배제하였고, 절토는 과다한 절취로 

인한 환경훼손, 토지보상 및 앞에서 언급한 Sliding 우려,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개착터널안으로 계획되

었다. 터널#4의 개착터널구간은 총 200m이며 토사층이 

깊어 그림 13에서와 같이 H-pile, 토류판, 앵커를 이용한 

가시설 시공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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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Soil 카테고리별 지진규모(G.N.S_"seismo stability construction"(PN 01.01-09))

Soil categories 

according to seismic 

characteristics

Soil description

Seismicity

7 8 9

Design seismicity of construction field

Ⅰ

⋅rocky soil, unweathered and weakly weathered, without gap(crevice) and 

weakly gapped

⋅Coarse soil with solid and-clay up to 30%, weakly humid

⋅Average speed for spreading cross wave Vs＞800m/sec

6 7 8

Ⅱ

⋅Rocky soil, weathered, highly weathered and highly gapped

⋅Coarse soil that do not belong to categoryⅠ

⋅Sand-gravel, coarse grain and mid coarse grain, solid and mid solidm, 

weakly humid and humid

⋅Clay soil with consistency index, porous factor of IL≤0.5; for clay and 

loamy e＜0.9 and for and e＜0.7

7 8 9

Ⅲ

⋅Friable sand regardless humidity and gran size

⋅Sand-gravel of coarse and mid grain size, solid and weakly solid, water 

saturated

⋅Clay soil with consistency index IL＞0.5

⋅Clay soil with consistency index IL≤0.5, porous factor of e≥0.9 for clay 

and loom, and e≥0.7, for sand

⋅Average speed for spreading cross wave Vs＞100~300m/sec

8 9 ＞9

Ⅳ

⋅Very poor soil ; silty, modern organogenic, dump, water saturated soil 

with leaning to dilution, etc.

⋅Average speed for spreading cross wave Vs＜100 m/sec

Seismicity is clarified based on special 

survey

*Thickness of rocky soil stratum should not be less than 30m. In case of non-homogenous soil at the construction field, with their seismic 

characteristics they belong to adverse soil category if under 10m stratum(from the grade) thickness of adverse stratum is more than 5m.

표 10. 지층별 설계 지진가속도(G.N.S_"seismo stability construction"(PN 01.01-09))

Soil Category

Seismicity, Magnitude

Maxium Horizontal Acceleration

7 8 9

0.05~0.12 0.121~0.24 0.241~0.52

Ⅰ 1.0 1.2 1.3

Ⅱ 1.0 1.0 1.0

Ⅲ 1.0 0.8 0.75

Ⅳ Using Special Survey Data

3.5 내진설계

내진설계는 G.N.S(“seismo stability construction” (PN 

01.01-09))에 제시된 지진특성에 따른 Soil 카테고리별 

지진규모(표 9)와 지진가속도(표 10)를 적용하였다. 위 기

준에서 제시된 Seismic Micro-Zoning Map에 의하면 과

업구간(Batumi)의 지진규모는 7에 해당되고 최대지진가

속도는 0.09에 해당되지만 표 10에 제시된 규모 7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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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진파 응답변위법 동해석

그림 14. 응답변위법과 동해석에 의한 해석결과

그림 15. 갱문 일반도 및 비탈면 보강 계획

지진가속도 0.12g를 적용하였다. 본 과업의 내진검토시 

카테고리 Ⅱ에 해당하는 계수(1.0)을 곱하여 산정된 0.12g

를 기반면 입력 지진가속도로 선정하여 응답변위법과 동

해석 방법에 의하여 내진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림 14는 

토사터널구간의 응답변위법에 의한 해석결과와 암반터널 

구간의 동해석에 의한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두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3.6 갱구부 계획

갱구부 영역선정은 절토를 줄이고 횡방향 토피 확보, 

골짜기 및 편토압 작용 등의 지형적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상부 토피가 최소 2~3m에서 

본선터널의 0.5D(약6.0~7.0m)이상 되는 위치로 계획하

였다. 선형계획 및 보상문제로 인하여 일부 구간은 편토

압의 영향을 받는 곳이 존재하였으나 검토결과 터널의 안

정성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앞서 언급했듯 연

약한 토사층에 대해서는 수평제트, 지상보강 Jet그라우

팅, 강관다단 그라우팅 등을 적용하여 그 안정성을 확보

하였다. 또한 갱구부 비탈면에는 연약한 토사층을 고려하

여 앵커와 격자블럭 보강으로 절취를 최소화 하고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갱문 형식은 그림 11의 인

근 현장의 갱문과 같이 현지의 모든 터널에 적용되어 있

고 갱구부가 원만한 지형구배를 이루고 있으므로 원통절

개 형식의 갱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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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뮬레이션 결과

구  분 연  장(m)
소요환기량

m
3
/sec

제트팬 수
비    고

환기용 방재용

터널 #1 542 76.5 2 5

임계속도 : 3.1m/sec

내경 : ∅125

터널 #2 807 114.8 2 5

터널 #3 805 151.3 2 5

터널 #4 1,067 202.9 2 6

터널 #5 587 113.9 2 5

비상통로 수직구 단면 비상계단

그림 16. Emergency Exit 개요

3.7 환기 및 방재

환기 및 방재 계획은 터널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

소이고 터널 공사비 증감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T.E.M 기준에 따르면 “대면교통 터널의 경우 300m 이상 

터널의 경우 기계환기 검토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

고, DIRECTIVE 2004/54/EC에는 “대면교통일 경우 500m

이상의 터널에 대해서 횡류식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안전에 대하여 만족시 종류식 적용

이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조지아는 전세계 중고차의 종착지라 할 만큼 대

부분 수입된 중고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매연이

나 대기질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아 대부분 자동차에서 

많은 매연을 방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의 기존 터널내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RD에서는 400m 

이상의 터널은 모두 환기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횡류식 적용시 터널 단면적 증

가, 기계･전기설비비의 고가로 공사비가 증가하므로 종류

식 환기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터널 내 화재발생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재성능검증 및 정량적 위험도분석

(QRA)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터널 내에 비상통로를 계획하고 수직구를 설치하

여 터널내 사고시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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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소요 환기량은 5개 터널에 거쳐 76.5~ 

202.9m
3
/sec로 분석되었고 제트팬은 내경 ∅1250을 적

용하여 터널 #1~#3, #5는 5대, 터널 #4는 6대를 설치하

여야 방재용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었으며 화재시 비상통

로 및 수직구의 최대 이격거리는 631.4m로 터널 #2~#3

은 각각 1개소, 터널 #4에는 2개소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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