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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 evalu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y for the backfilling materials of the NATM 

Composite lining tunnel using the lightweight foamed mortar, relates to the performance of 

permeability, compressive strength and unit volume weight.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prove the three main factor that refered to the above line for development of new tunnel metho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ould be confirmed that the D mix is better than other mixs a side 

of all tests and its relation that is for the tunnel backfilling materials.

1. 서 론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터 건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로, 교

통면에서 터 에 한 의존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터 변상의 주요요인  하나인 배면공동에 한 문

제가 심각하게 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효과 으로 충진하기 한 연구가 재료․시공등 다방면

에서 재까지 활발히 수행 에 있다. 

  아치구조인 터  라이닝은 라이닝과 지반을 착시켜 지반 반력을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라이

닝 체에  균등한 축력 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 다. 그 러나 콘크리 트 라이닝과 지반사 이에 공

동이 존 재할 경우 , 축 력이 국부 인 역에 집 되 어 터  라이닝 구조물 의 심각한 장 ․단기  변상

을 유발하 게 되 며, 터 의 안 성을 하  터  변상  유도 의 가장 큰  원인  하 나이다 . 한 터  

배면 공동은  지반 이완 역 진   라이닝에  휨 응 력 을  발 생 시 켜  터 의 아 칭 효 과 를 상 실 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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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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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말도(cm2/g)
응결시간(hr:min) 압축강도(kgf/cm2)

비
결 종결 1일 3일 7일 28일

측정값 3200 3:50 6:15 98 223 275 342 3.15

성분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Ig-loss 비

함량 33.02 13.85 0.31 43.46 5.64 1.54 0.97 2.90

구   분

배 합 A 배 합 B 배 합 C 배 합 D 배 합 E 배 합 F

량(kg) 용 (L) 량(kg) 용 (L) 량(kg) 용 (L) 량(kg) 용 (L) 량(kg) 용 (L) 량(kg) 용 (L)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하수 유입 시 하부 유공 으로 배수 시킬 수 있는 충분한 투수성, 지

반에 추가 으로 작용하는 이완하 을 터  라이닝에 효과 으로 달하는 달재 역할  크리트 

타설면과 라이닝 배면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고 고르게 충진을 가능하게 하는 고유동성의 3가지 주요

요소를 갖춘 배면공동 채움재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기 에서는 재 공장에서 제작된 고품질 PC 패 을 터  라이닝으로 용하고 

크리트 타설면과 PC 패  사이 이격공간에 투수성, 압축강도  유동성을 갖춘 충진재료인 경량기포 

모르타르로 충진하여 터 에 작용하는 상재하 을 효과 으로 라이닝에 달하여 안정성을 극 화시

키는 터 공법인 NATM Composite 라이닝 터 을 연구․개발 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터  라이닝 배면공동에 한 문제  해결  NATM Composite 라이닝 터

에 용할 새로운 충진재를 개발하고자 국내․외 연구동향  기존문헌에 입각하여, 연구에 합한 투

수성(K=1x10
-2~1x10-3), 압축강도(3MPa이상)  유동성( 로우=180mm이상)의 기  목표값을 설정하

으며, 이에 만족하는 최종배합을 선정하고자 KS F 4039( 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에 근거하여 배합 

 기  역학  특성 평가를 실시하 다. 

2. 실험  

2.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의 배합설계는 장 타설 기포콘크리트의 품질규정에 의거하여 물-시멘트비를 65%로 

고정시킨 후 기포용 건조 미탈 사용량을 기 으로 도와 고 도의 2구간으로 설정하 다. 도 

구간의 배합 A, B, C는 기포용 건조 미탈 사용량을 200~400kg/m3으로 용하여 100kg 단 로 증가

시켰고, 고 도 구간의 배합 D, E, F는 기포용 건조 미탈 사용량을 450~750kg/m3으로 용하여 

150kg 단 로 증가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항목으로는 굳지 않은 기포모르타르(KS F 4039)와 경

화된 기포콘크리트(KS F 2459)  변수  투수시험(KS F 2322)을 실시하 으며, 이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배합을 선정하고자 하 다.

2.2 실험재료  배합표

 2.2.1 시멘트

  본 연구에 사용된 시멘트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고, 물리  특성은 표와 같다.

 2.2.2 혼화재

  본 연구에 사용된 혼화재는 3종 슬래그 분말을 사용하 으며, 분말도는 4200cm
2/g을 사용하 다. 

 2.2.3 기포제(Foam Agent)

  본 연구에 사용된 기포제는 배수성을 고려하여 식물성 기포제를 물에 2% 희석한 후 발포압력을 

0.45MPa로 용하여 발포하 다.

 2.2.4 배합표

  본 연구에 사용된 배합표는 다음 표와 같다.



슬러리
미탈 200 65.2 300 97.9 400 130.5 450 146.8 600 195.8 750 238.1

단 수량 130 130.0 195 195.0 260 260.0 293 293.0 390 390.0 475 475.0

소  계 330 195.2 495 292.9 660 390.5 743 439.8 990 585.8 1205 712.7

기포군
기포제 0.9 0.8 0.8 0.7 0.7 0.6 0.7 0.6 0.5 0.4 0.4 0.3

희석수량 44.3 44.3 39.5 39.5 34.8 34.8 32.4 32.4 25.2 25.2 19.0 19.0

소   계 45.2 904.8 40.4 807.1 35.5 709.5 33.0 660.7 25.7 514.2 19.4 387.3

총   계 375.2 1100 535.4 1100 695.5 1100 776 1100 1015.7 1100 1223.9 1100

배 합명 A B C D E F

투수계수(cm/sec) 측정불가 2.73×10
-1 1.59×10-2 2.04×10-3 4.67×10-5 6.68×10-6

2.3 실험 결과  분석

  고로슬래그  식물성 기포제를 혼입한 경량기포모르타르에 한 일련의 역학실험을 통하여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 으며, 각각의 실험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2.3.1 로우

  일반 으로 장타설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시공성  마무리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매우 요한 

인자로 취 되어지는 것이 로우값이다.

  본 연구에서의 로우값은 그림과 같이 배합에 따라 255~400mm의 범 를 나타내었다. 비   단

수량의 증가로 인해 로우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두가지 향이 모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고로슬래그 혼화재가 치환됨으로서 윤활작용을 통한 유동성이 더욱 증가된 것으로 사

료된다. 한 KS F 4039에 제시되어 있는 로우 기 값은 180mm 이상으로 모든 배합이 140~220% 

이상으로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포․슬러리 비 이 증가하고 기포량이 감소지만 고로슬

래그의 윤활작용으로 인해 상 으로 유동성에 좋은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향후 고로

슬래그 혼입에 따른 로우값  장 타설시의 향성 악이 필요하며, 좀 더 폭넓고 체계 인 재료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3.2 압축강도

  고로슬래그를 혼입한 경량기포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도 구간  

도가 가장 낮아 탈형강도가 낮고 정상 인 탈형이 불가피 하여 측정이 불가피 하 던 A배합을 제외

하고는 모두 소정의 강도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령 7일 강도는 0.3~7.6MPa 의 범 으며, 재

령 28일 강도는 0.5~8.0까지의 범 를 보 다. 특히, 배합 D는 7일강도가 1.8MPa, 28일 강도가 3.2MPa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목표로 설정한 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일반 으로 경량기포콘크리트는 단

시멘트량이 증가하고 비 이 증가할수록 기포율이 감소하며, 압축강도 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한 D배합이 E, F배합 보다는 강도면에서 낮은 값 이었지만 투수계수와 압축강도의 반비례

인 상 계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최종목 에 한걸음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3.3 투수계수

  투수계수 실험결과 C배합은 1.59×10-2이었고, D배합은 2.04×10-3으로 나타났으며, 다른배합은 모두 

기 값에 벗어나거나 못 미치는 경향을 보 다. 당  최종 결과값의 산출을 해 변수  투수실험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해 KS F 4039에 의거해 비 이 0.6품을 과한 배합은 1×10-4이상으로 목표값에 

크게 벗어났으며, 이와 반면에 C, D배합을 제외한 0.4품 이하 배합들의 투수성은 1×10-2이하로 우수하

게 나타났지만, 강도면에서 목표값에 크게 못 미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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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터  라이닝 배면공동에 한 문제  해결  NATM Composite 라이닝 터 에 

용할 새로운 충진재를 개발하고자 재 공장에서 제작된 고품질 PC 패 을 터  라이닝으로 용

하고 크리트 타설면과 PC 패  사이 이격공간에 투수성, 압축강도  유동성을 갖춘 충진재료인 경

량기포 모르타르의 역학  특성실험을 실시하 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로우 실험결과 기포․슬러리 비 이 증가하고 기포량이 감소지만 고로슬래그의 윤활작용으로 인

해 상 으로 유동성에 좋은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향후 고로슬래그 혼입에 따른 

로우값  장 타설시의 향성 악이 필요하며, 좀더 폭 넓은 재료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압축강도 시험결과 일반 으로 경량기포콘크리트는 단 시멘트량이 증가하고 비 이 증가할수록 

기포율이 감소하며, 압축강도 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강도  

투수성을 고르게 갖춘 D배합은 E, F배합 보다는 강도면에서 낮게 나타났지만, 투수계수와 압축강도의 

반비례 인 상 계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최종목 에 한걸음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투수계수 실험결과 당  최종 결과값의 산출을 해 변수  투수실험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해 KS 

F 4039에 의거해 비 이 0.6품을 과한 배합은 1×10-4이상으로 목표값에 크게 벗어났으며, 이와 반면

에 C, D배합을 제외한 0.4품 이하의 배합들은 투수성은 1×10-2이하로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강도면에

서 목표값에 크게 못 미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본 논문의 최종목 인 투수성, 압축강도, 유동성을 고르게 갖춘 경량기포모

르타르 재료를 사용한 터  라이닝 배면공동 뒤채움재의 최종배합은 D배합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단된

다. 하지만 이 결과는 본 재료의 기  역학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을 뿐 향후 보다 체계 이고 정

량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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