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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onstruction of a TBM tunnel, it is very important to acquire accurate information of the excavated rock 
mass for an efficient and safe work.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prediction system of TBM tunnel face ahead using probe 
drilling equipment and drilled hole imaging equipment to predict rock mass conditions of the tunnel face ahead. The 
prediction system consists of the probe drilling equipment, drilled hole imaging equipment and analysis software. The probe 
drilling equipment has been developed to be applicable to both non-coring and coring. Also the probe drilling equipment 
can obtain the drilling parameters such as feed pressure, torque pressure, rotation speed, drilling speed and so on. The drilling 
index is converted to the drilling index RMR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a drilling index and core RMR. The developed 
system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a slope and tunnel field application. From the field application result, the 
non-coring is four times faster than a coring and the drilling index RMR and core RMR are similar in the distribution range. 
This system is expected to predict the rock mass conditions of the TBM tunnel face ahead very quickly and efficiently. 

Keywords: Prediction system, Probe drilling equipment, Drilled hole imaging equipment, Drilling parameter, Drilling 
index RMR

초 록: TBM 터널을 건설하는 동안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굴착 암반의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터널 막장 전방의 암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하여 선진시추장비와 시추공벽 영상화 장비를 이용한 TBM 전방 지반평가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TBM 전방 지반평가시스템은 선진시추장비와 시추공벽 영상화 장비, 분석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선진시추장비는 

논코어링과 코어링 방법이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굴진 시 획득되는 피드압, 회전압, 회전수, 굴진속도 등의 천공영향

변수를 획득할 수 있다. 천공지수는 코어RMR과의 상관성분석을 통해 천공지수RMR로 환산된다. 개발된 시스템은 비탈면, 터널 현장에

서 현장적용을 진행하였다. 현장 적용 결과 논코어링 방법은 코어링 방법에 비해 4배가량 빠른 굴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천공지수RMR과 코어RMR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TBM 전방 지반평가시스템은 신속한 지반예측이 가능하므로 공기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막장 전방 예측 기술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주요어: 지반평가시스템, 선진시추장비, 시추공벽 영상화 장비, 천공영향변수, 천공지수R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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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설계단계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지질이상대는 

TBM 터널 시공 중 공기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예측하지 못한 지질 이상대로 인하

여 TBM 터널에서 발행할 수 있는 트러블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정확한 막장 전방 지질 예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터널 시공 중 지질이상대에 의한 공기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막장 전방의 지질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터널 막장 전방 지질예측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선진시추조사, 터널 내 탐사(TSP; Tunnel Seismic 

Profiling)등이 있다. 그러나 선진시추조사를 위해서

는 공사 중단에 의한 공기지연이 발생하며, TSP 탐사

는 충분한 지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 조사 방법이 필요하기도 하다. 한편, TBM 공법

은 굴착단면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들며, 굴착지반

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지하수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장전방 예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막장전방예측 기술은 

NATM공법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TBM 장비 

선진국에서는 막장전방 예측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TBM 터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막

장 전방 예측 기술은 선진시추(probe drilling) 이다. 

선진시추는 막장전방 지질예측뿐만 아니라 그라우팅 

보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 

주로 TBM 장비 제작 시 함께 장착된다. 그러나 국내에

서 운영되는 TBM 장비는 대부분 재활용 TBM 장비로

서 TBM 장비 제작사가 제공하는 선진시추 시스템의 

장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TBM 시공

현장에서 소형화 된 시추장비를 운영한 사례도 있으

나 굴진능력 저하로 인해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므

로 적용 사례가 적다. 따라서 TBM 시공 시 막장전방 

지질 예측뿐만 아니라 국내의 TBM 기술자립 및 기술 

선진화를 위해 현실에 맞는 TBM 장착 선진시추 시스

템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선진시추는 정확한 지반상태 파악을 위해 

시추코어를 회수하는 경우와 발파나 보강 등을 위해 

논코어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시추코어에 의한 지반예측기술은 직접적으로 지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상대적으

로 굴진시간이 길게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굴진 시 

계측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지반을 평가하

는 논코어링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외의 

경우 천공영향변수를 이용한 천공탐사기법이 선진국

을 중심으로 터널 및 광산 등의 토목현장에서 다양하

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터널 시공현장에서 터널 

굴진면 전방의 지반상황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지

반의 안정성 파악 및 지보패턴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천공탐사기법을 터널 현장에 

적용하여 암반 특성 및 불연속면 예측을 위해 효율적

으로 활용된 바가 있으나(김광염 외, 2008, 2009) 직접

적인 굴진에 대한 지반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

라 굴진 시 사용된 유압식 착암기의 추력, 토크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반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

인 조사 및 분석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 TBM 기술 자립의 일환으로서 체계

적인 막장 전방 예측기술을 통한 TBM 시공관리용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재활용 TBM 장비에 선진시

추기를 장착하여 100 m 이상의 시추코어 회수 및 

굴진 시 실시간으로 전방 지질예측이 가능한 TBM 

전방 지반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한, 굴진 완료 후 막장 전방 지질이상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추공벽 영상화 시스템을 선진시추

기와 함께 장착하여 영상 분석을 통해 막장 전방의 

지질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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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M 전방 지반평가시스템 개발

2.1 시추조사

시추조사는 시추방식에 따라 변위식 시추, 수세식 

시추, 충격식 시추, 회전식 시추, 오거 시추 등으로 

분류된다.

회전 수세식 시추는 토사에서 경암까지 적용지질의 

범위가 넓고, 굴진성능이 우수하며, 균등한 공경, 공벽

의 평활성, 공저지반의 교란이 적으므로 시료채취 및 

공내 원위치 시험에 적합하다. 특히, 암석코어를 채취

할 수 있으므로 암반조사에 널리 적용되는 시추방법

이다. 충격식 시추는 중량비트를 타격하여 지반을 파

쇄하며 굴진하는 방법이며, 굴진된 시료가 파쇄되어 

배출되는 논코어링 시추이므로 정량적으로 지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한 굴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TBM 터널의 경우 시공리

스크 감소 및 공기지연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코어링과 논코어링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2.2 TBM 장착 선진시추장비

일반적으로 시추장비는 천공부(drilling unit)와 동

력 공급부(power unit), 제어부(control unit)로 구분되

며, 천공부는 피드부(feed frame), 회전부(rotation 

unit), 로드 고정부(rod holder), 이수펌프(flush pump)

로 세분된다. 피드부는 유압을 이용하여 회전부에 장

착된 로드를 굴진면으로 이송시키는 시스템으로 일반

적으로 회전부 및 로드 고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

템이다. 회전부는 로드의 회전 및 충격 에너지를 전달, 

관입에너지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회전수 제어 및 충

격에너지를 전달하는 드리프터(drifter) 등이 장착되

어 있다. 회전부는 로드나 케이싱을 고정시키는 방법

에 따라 중공식과 탑헤드 방식으로 분류된다. 중공식

은 TBM장비와 같이 굴진방향으로 공간이 있는 경우

에 적합하나 회전에너지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공

식의 경우 회전에너지로만 굴진이 가능하므로 시추 

코어회수에는 유리하나 시추조사가 어려운 자갈층이

나 강도가 강한 암반이 존재하는 경우 굴진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시추공경의 변화가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반면에 탑헤드 방식은 회전부가 로드의 선단

에 위치하고 있어 커플링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시추공경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전에너지를 충격식

과 함께 적용하여 굴진능력을 향상시킨 방식이다. 또

한, 중공식 시추장비는 피드부와 회전부가 일체형 제

작이 가능하여 주로 소형화장비 제작에 적합하며 피

드압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동력 공급부는 내연기관과 전력기관으로 구분되는

데 시추장비의 굴진능력은 동력공급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목적에 따라 최적의 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재활용 TBM 장비는 규모 및 

사양에 따라 TBM내 작업공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진시추장비 장착을 위해서는 탄력적 장비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고려사항으로는 TBM 장

비내의 작업공간과 선진수평시추기의 굴진능력 및 

굴착효율이다. TBM 장비는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커터헤드 후면에 챔버 및 압력셀, 컨베이어, 

실린더 등의 각종 장비가 위치해 있어 선진시추장비

를 설치하는데 공간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해 Φ3.5 m 급의 TBM 장비내 선진수평시추

기가 장착될 수 있도록 도면 및 TBM장비의 실측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계 및 개발하였다. 

선진시추장비는 드리프터를 장착하여 충격식, 회

전식 시추조사가 가능한 탑헤드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코어링과 논코어링 방법이 선택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복합지반에 대한 굴진율 및 코어회수율의 

증대가 가능하다. 선진시추장비는 TBM 장비내 세그

먼트 이렉터에 위치시켜 TBM 장비내 선진시추 사출

구에 능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시추공경

은 Ax(28.6 mm)∼Hx(67.5 mm)의 범위로 다양한 

크기의 시추코어 회수가 가능하며, 100 m 이상의 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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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of probe drilling equipment

Table 1. Specification of probe drilling equipment

Feature Specification

Hole size Ax(28.6 mm) ~ Hx(67.5 mm) 

Dimension 900 mm(W)×900 mm(H)×4,500 mm(L)

Rotation unit Top head type

Power unit 37.5 W, three phase 380 V

Attitude control Detachable zig

Fig. 2. Photograph of drilled hole imaging equipment

Table 2. Specification of drilled hole imaging equipment

Feature Specification

Dimension Diameter 30 mm, Length 250 mm

Component Camera, feed unit, control unit

Image element 0.52 megapixel CCD, Auto focus

Resolution
Camera : front 70 mm ~∞

       side 0 ~ 70 mm
Temperature : -10 ~ 50℃

및 시간당 7 m 이상의 굴진이 가능토록 설계하였다. 

Fig. 1과 Table 1은 개발이 완료된 선진시추장비의 

전경과 주요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

2.3 시추공벽 영상화 시스템

시추코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추코어를 

대신하여 막장전방 지반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시추공 

영상촬영시스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추공 

영상화 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초음파 빔(ultrasonic 

beam)을 이용하는 텔레뷰어(acoustic televiewer)시

스템과 광학카메라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텔레뷰어 시스템은 공내수를 이용

하여 공벽에서 반사된 신호를 영상화하는 시스템으로 

반드시 공내수가 존재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광학카메라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고해상도의 사진영

상을 이용하여 지반을 분석하는 OPTV (optical 

televiewer)와 동영상으로 시추공벽의 정보를 파악하

는 시추공 카메라(borehole camera)로 구분된다. 지반

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의 정밀 조사에는 텔레뷰어와 

OPTV가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자료획득 및 자료처

리 속도가 많이 소요되며, 측정시스템이 고가라는 점

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시추공 카메라는 OPTV 장비개발 이전에 활

발히 운영되던 시스템으로 연속적으로 시추공벽을 

촬영함으로써 지질이상대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시추공 내 정보를 파악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추공벽 영상화 시스템은 선진수평시추기의 사양

에 맞추어 다양한 시추공경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핵심부품인 카메라의 성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

메라는 고성능 CCD (charge-coupled device) 타입 

카메라를 탑재하여 시추공 전방 및 측면의 영상을 

동시에 기록, 시추공 주변의 지질상태를 실시간 영상

을 제공하도록 개발하였다. 카메라의 직경은 Φ25 mm

로서 Φ28 mm∼120 mm 시추공에 적합하도록 카메라 

보정회로가 탑재되어있다. 또한 미터 카운터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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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 of drilled hole imaging equipment

센서를 장착하여 제어시스템 내의 모니터에 표시된

다. 단층이나 파쇄대에서 지하수 이동으로 인하여 온

도차가 발생하는데 온도자료는 지질이상대를 확인함

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Fig. 2와 Table 2는 

개발이 완료된 시추공벽 영상화 장비의 사양을 정리

한 것이다.

2.4 천공지수 산정 및 암질평가

시추조사에 의한 지질 특성을 파악하는 가장 직접

적인 방법은 코어를 연속적으로 채취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풍화암이나 균열이 많고 코어채취가 

어려운 암석일수록 코어채취의 필요성이 높다. 채취

된 코어는 코어의 회수율, 균열정도나 방향, 색깔, 

경연 등 암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귀

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시공 중 막장면에서의 시추굴

진에 따른 공기지연 및 비용증대가 단점으로 지적된

다. 막장 전방 지질 예측을 위해 TBM 장비에 탐사장비

를 설치하고 직접적인 데이터를 취득하여 이를 해석

하는 방법과 TBM 운전 시 발생하는 추력, 토크 등의 

천공영향변수로부터 통계적 분석을 통한 막장 전방을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Yamamoto 

et al., 2003). 특히 천공 시 유압 착암기에서 얻어지는 

천공 데이터는 대상이 되는 지반의 특성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고, 시공의 효율에도 영향을 주는 우수한 

지표임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Thuro, 

1997, 2003; Kahraman et al., 2000). 한편, 국내의 

경우 김광염 등(2009)은 천공 탐사와 선진수평시추 

결과의 비교를 위해 천공속도, 회전압, 피드압 등의 

천공 데이터와 암질지수, 코어회수율 등의 지반정보

를 비교 검토하였다.

천공지수(DI, drilling index) 산정을 위한 천공영향

변수 측정 장치는 Fig. 5와 같이 데이터측정기, 심도측정

기, 신호변환기 등으로 구성된다. 굴진 시 선진시추장비

에 장착한 유압센서를 통해 피드압(F, thrust pressure), 

회전압(T, torque pressure), 회전수(N, rotation speed), 

굴진속도(V, drilling speed)등이 측정되며 측정된 자

료는 식 (1)을 적용하여(Teale, 1965)하여 천공지수를 

산정한다.

 




 (1)

천공지수는 코어RMR과의 상관분석을 위해 코어

RMR과 동일구간에 대한 평균적인 천공지수를 산정

하고 코어RMR 상관성 분석을 진행하여 천공지수

RMR로 환산한다. 환산된 천공지수 RMR은 시공 시 

막장전방의 암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로서 활용된다. Fig. 3은 천공영향변수 측정장비를 

나타내었다.

3. 현장적용을 통한 시스템 검증

개발된 TBM 전방 지반평가시스템은 암반 및 토사

비탈면, NATM 터널 막장, TBM 터널 막장에 현장적

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한

편 TBM 터널은 막장이 숏크리트 및 토류판으로 보호

된 상태로 현장 여건상 실 굴진은 불가하여 TBM 

장비 내 적용 가능성까지 확인하였다. 

3.1 암반 및 토사비탈면 적용

암반 및 토사비탈면에 대한 현장적용은 강원도 양

양소재 OO광물 부지내(Fig. 4)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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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ield application locations (slope)

Table. 3. Results of rock and soil slope drilling 

Feature Rock slope Soil slope

Drilling 
depth

Coring 20.4 m
Non-coring 25.7 m

Coring 21.0 m
Non-coring 21.1 m

Diameter 76 mm(NX size) 76 mm(NX size)

Drilling 
speed

Coring 10 ~ 20 min/m
Non-coring 3 ~ 5 min/m

Coring 5 ~ 20 min/m
Non-coring 2 ~ 4 min/m

Ground 
layer

formation
Hard rock

Soil, 
weathered zone, 

soft rock, 
hard rock

Rock type Biotite granitic gneiss Porphyritic syenite 

Fig. 5. Comparison with drilling index RMR and core RMR 
(rock slope)

Fig. 6. Comparison with  drilling index RMR and core RMR 
(soil slope)

코어링과 논코어링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고 굴진에 

따른 천공영향변수 측정 및 시추공벽 촬영을 수행하

였다. Table 3은 암반 및 토사비탈면의 굴진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굴진은 TBM 내 장착 시 목표 심도인 20 m 이상 

진행하였다. 굴진속도는 코어링 방법의 경우 10∼20 

mim/m 가량 소요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시

추장비의 수평 굴진 속도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

고, 논코어링 방법의 경우 2∼5 mim/m 정도 소요되어 

코어링 방법에 비해 평균 4배 정도 빠른 굴진이 가능

했다.

천공영향변수 측정 장비를 통해 획득한 천공영향변

수는 Teale (1965)의 식을 적용하여 천공지수를 산정

하고 코어RMR의 상관성분석을 통해 천공지수RMR

로 환산한다. 상관성 분석결과 천공지수와 코어RMR

은 선형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R2
는 암반비탈면과 

토사비탈면이 각각 52%, 64%의 비교적 양호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5, 6은 상관식으로부터 도출한 천공지수RMR

과 코어RMR을 심도별로 비교 도시한 것이다. 

천공지수RMR과 코어RMR은 암반비탈면의 경우 

0∼11, 토사비탈면의 경우 0~12의 범위에서 유사한 

분포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7은 시추공벽을 시추공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영한 결과이다. 파쇄대가 관찰된 시추코어와 동일한 

구간에서 파쇄된 시추공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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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with drilling index RMR and core RMR 
(NATM tunnel)

Fig. 11. Comparison with core and drilled hole image (NATM 
tunnel)

Table. 4. Results of NATM tunnel drilling 

Feature Rock slope

Drilling depth Coring 20.1 m

Diameter 76 mm(NX size)

Drilling speed Coring 15 ~ 20 min/m

Ground layer formation Soft rock

Rock type Shale, schist

Fig. 7. Comparison with core and drilled hole image (rock 
slope)

Fig. 8. NATM tunnel face

Fig. 9. Field application for NATM tunnel

3.2 NATM 터널 적용

적용 지역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OO터널 건설공

사 현장으로 적용 당시 295 m 굴진 진행 중이었으며 

부분적으로 파쇄된 연암이 노출된 상태였다(Fig. 8). 

현장적용 전경 및 굴진 현황은 Fig. 9, Table 4에 각각 

나타내었다. 굴진은 현장 여건상 코어링 20.1 m 진행

하였고 굴진속도는 15∼20 min/m이 소요되었다.

천공영향변수로부터 산정한 천공지수와 코어RMR

의 상관성분석 결과 R2
는 60%로 비교적 양호한 상관

성을 나타내었다. Fig. 10은 천공지수RMR과 코어

RMR을 심도별로 비교 도시한 것이다. 각각의 RMR

은 사면에서의 분석 결과와 같이 1∼7범위에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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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tting
(b) Drilling and data 

acquisition

(c) drilled hole photograph (d) withdrawing

Fig. 12. Field application procedure for TBM tunnel

한 분포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11은 시추공벽을 촬영한 결과이다. 파쇄대가 

관찰된 시추코어와 동일한 구간에서 파쇄된 시추공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3.3 TBM 터널 적용

적용 지역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OOO공구 건설현장으로 Shield TBM이 적용되었다.

현장 적용 당시 TBM 장비는 스크류 컨베이어 설치를 

위해 작업 구조물들이 설치된 상태이었으며 막장이 

숏크리트 및 토류판으로 보호된 상태로 현장 여건상 

실제 굴진은 불가한 상태였다. 선진시추장비는 작업

구조물 후면에 설치하였고 챔버 출입문을 통해 로드

를 막장면까지 연결하여 장비 구동여부를 체크하는 

등 장비 내 적용 가능성까지 확인하였다. 

현장적용은 Fig. 12에서와 같이 장비셋팅, 굴진 및 

천공영향변수 획득, 시추공벽 카메라 촬영, 장비철수 

순으로 진행하였다. 굴진으로 인한 막장 손상 시 붕괴 

우려가 있어 실제 굴진은 불가하였으나 굴진을 제외

한 모든 공정을 적용하였으며, TBM 전방 지반평가시

스템이 TBM 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막장 전방 지반예측을 위하여 선진

시추장비와 시추공벽 영상화 장비를 이용한 TBM 

전방 지반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현장적용을 통

해 이를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선진시추장비는 적용한 모든 공에서 20 m 이상 

굴진을 진행하였으며, 굴진속도는 20 m 굴진 기준

코어링 방법이 6∼7시간, 논코어링 방법이 2시간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논코어링 방법이 

코어링 방법에 비해 4배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코어링 방법의 경우 일반적인 상용 시추장비의 

수평 굴진 속도와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2. 천공지수와 코어 RMR은 52∼63%의 비교적 양호

한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천공지수로부터 환산된 

천공지수RMR과 코어RMR은 0∼14 범위에서 유

사한 분포특성을 나타내었다.

3. 시추공벽 촬영결과 파쇄대가 관찰된 시추코어와 

동일한 구간에서 파쇄된 시추공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코어링 적용 시 코어링 방법에 비해 4배 가량 

빠른 현장적용이 가능하고, 지반상태의 변화와 천공

지수의 상관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 시스템

의 재활용 TBM 내 적용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막장 

전방 지반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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