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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ockbol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inforcement of on-site soil, as with the shotcrete and steel 

rib. The rockbolt by setting within the tunnel can prevent the deformation of the ground profile; 

furthermore it improves the structural behavior of soil and rock. In general, the rockbolt is mainly used 

with reinforced steel. However, steel pipe or the materials with the same strength can be used depending 

on the soil conditions, ground water outflow condition, and the surrounding of applying location. In 

Korea, most tunnel construction sites have used cement mortar or resin for steel reinforcement on the 

rock. Due to the ground water outflow in the construction site, the usability of steel reinforcement is 

poor and it requires curing time especially after installation. To improve exist above problems, this study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a swelled steel pipe rockbolt, as well as presents the field testing and 

performance results.

1. 서론

터  장의 지보재로 사용되는 록볼트는 크리트, 강지보재와 함께 3  주요 지보재로 터  내 원

지반에 정착시켜 지반의 변형에 항하고 이완 암괴의 붕락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며, 발 (Blasting)

에 의한 지반거동에 처하기 해 조기성능 발휘가 요구된다.

국내 건설 장의 경우 록볼트는 부분 이형 강(철근)을 사용하고 암반과 정착을 한 정착재료는 

시멘트 몰탈 는 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하수 유출구간  쇄  구간에서 사용성이 제약되

며, 특히 록볼트 설치 후 성능 발휘시까지는 소요의 양생시간(약 7∼24시간 이상)이 필요하여 암반 조기

지보 효과에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록볼트(이형 강(철근)과 정착재료를 사용)의 문제 을 해결하고 시공 직후 즉시 

지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튜 형 강 (튜 형 강  내에 유체를 고압으로 주입하여 강 을 팽창) 록

볼트 개발과 장 용성 평가에 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록볼트의 기능과 종류

건설 장(터 , 지반굴착  사면안정 등)에서 사용되는 록볼트의 주요 기능은 그림 1과 같이 이완 

암괴를 원지반에 고정시키는 합(매달음)효과, 리면의 단력을 달하는 보 형성효과, 직·간  리

스트 스에 의한 터  내 3축 응력상태를 유지시키는 내압효과, 시스템 록볼트에 의한 터  내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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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형성효과, 항복 이후의 잔류강도를 증가시켜주는 지반보강효과 등이 있다.

    

    ① 합 작용      ② 보형성 작용       ③ 내압 작용     ④ 아치형성 작용    ④ 지반보강 작용

그림 1. 록볼트의 기능 

  이러한 록볼트는 지반 굴착시 발 (Blasting)에 의한 지반거동에 처하기 해 조기성능 발휘가 요구

되며, 용 지반조건, 지하수 유출 상태 그리고 주변 향에 따라 이형 강(철근), 강 , 팽창성 강  

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와 기능을 가지는 기타 소재도 사용할 수 있다.

  록볼트의 종류는 설치  정착방식에 따라 선단정착형, 면 착형, 혼합형, 마찰형 등으로 구분되며, 

국내 건설 장에서는 재료 구매가 용이하고 가격이 렴한 이형 강(철근)을 시멘트 몰탈 는 화학첨

가물(Resin)로 정착시키는 면 착형 록볼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chorage method Bolt Type Remark

선단정착형 기계식 선단 확장형, 선단 착형
Slot Wedge Bolt, Expansion Shell Bolt

Resin Anchored Bolt

면 착형 수지(Resin)형, 시멘트 몰탈형
Cement Grouted Bolt, Resin Anchored Bolt

Cement Cartridge Bolt

혼합형 선단정착형+시멘트 몰탈형

Anchored Resin Bolt

Anchored Cement Grouted Bolt

Hollow Expansion Bolt, Wedge Pipe Bolt

마찰형 강 팽창형 Swellex Bolt, Split Set Bolt

표 1. 록볼트 설치  정착방식에 따른 분류(Classification of Rock Bolts)

3. 튜브형 강관 록볼트 개발

튜 형 강  록볼트는 유체(물, 시멘트 몰탈 등)를 고압(250∼300 bar)으로 록볼트 내부에 주입하여 

강 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착하여 견고하게 정착시킴으로써 암반과 록볼트 사이의 마찰과 기계  

맞물림 효과로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이다.

그림 2. 튜 형 강  록볼트 설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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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 형 강  록볼트 재료는 신장률이 뛰어난 기계구조용 탄소강을 사용하고 정착부(유체 주입부), 강

 팽창부(외주면 일측이 내부로 요입된 튜 형 강 ) 그리고 선단부로 구성되며, 용 에 의해 일체화된 

형태로 제작된다.

3.1 튜브형 강관 록볼트의 구성 

튜 형 강  록볼트는 정착부(유체 주입부), 강  팽창부(외주면 일측이 내부로 요입된 튜 형 강 ) 

그리고 선단부로 구성되며, 신장률이 뛰어난 재질의 원형 강 (록볼트 천공 직경에 따라 변경 용)을 

외주면 일측이 내부로 요입된 형태로 제작하고 정착부(유체 주입부)와 선단부 캡을 부착시켜 제조하게 

된다.

외주면 일측을 내부로 요입

착부재 부착 후 성형

원형 강

정착부·선단부 캡 부착

그림 3. 튜 형 강  록볼트 제조공정

  정착부(유체 주입부)는 튜 형 강  내부로 유체를 주입하는 곳으로 원활한 유체 주입과 팽창 완료 

후 신속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면 주입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압인가 장치의 연결을 해 끝부분은 

나사형태로 제작된다.

  강  팽창부는 강 의 외주면 일측을 내부로 요입하여 굽 진 튜 형 강  모양으로 완성제품의 직경

은 34mm로 제작되며, 선단부는 강  내부로 고수압을 가하여 팽창이 이루어질 때 수압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폐되어 있다.

정착부
    

강  팽창부
    

선단부

그림 4. 튜 형 강  록볼트 제품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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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튜브형 강관 록볼트의 특징

튜 형 강  록볼트는 유체(물, 시멘트 몰탈 등)를 고압(250∼300 bar)으로 록볼트 내부에 주입하여 

강 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착하여 견고하게 정착시킴으로써 암반과 록볼트 사이의 마찰과 기계  

맞물림 효과로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휘(설치시간 2분 이내)하는 방식으로 기존 이형 강(철근) 록볼

트(설치 후 지보효과 발휘까지는 정착재료 양생시간 7∼24 시간 이상 소요)에 비해 암반 조기지보 효과

가 탁월하며, 지반굴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반사고 등의 방에도 매우 효과 이다.

① 튜 형 강  록볼트

     

② 이형 강(철근) 록볼트

그림 5. 록볼트 시공순서  암반 지보 형태 비교

그리고 이형 강(철근) 록볼트와 암반의 정착을 한 정착재료(시멘트 몰탈 는 화학첨가물)를 사용

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정착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용수 유출구간에

도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다.

     

① 기존 록볼트 정착재료( 진) 손실

   

② 작업장 환경오염  폐기물 처리

그림 6. 정착재료 사용에 따른 문제

튜 형 강  록볼트와 유사한 Swellex Bolt는 강 의 팽창을 해 정착부 측면에 형성된 작은 구멍으

로 유체를 주입하므로 4m의 록볼트를 수압으로 팽창하는데 약 3∼4분이 소요되지만, 튜 형 강  록볼

트는 정착부에 형성된 면 주입구를 통하여 유체를 주입하므로 동일 길이의 록볼트 팽창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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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10∼20 로 시공속도가 훨씬 빠르다.

표 2. 유체 주입부 형태

구 분 튜 형 강  록볼트 Swellex Bolt(수입제품)

유  체

주입부

개요도
    

한 Swellex Bolt는 간편한 시공성과 암반 조기 지보효과 등으로 해외에서 리 사용되었으나, 국내

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여 제한 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튜 형 강  록볼트는 완  국산화

와 량 생산체계 구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 체 효과와 함께 시공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3.3 튜브형 강관 록볼트 시공순서

튜 형 강  록볼트는 유체(물, 시멘트 몰탈 등)를 고압(250∼300 bar)으로 록볼트 내부에 주입하여 

강 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착하여 견고하게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장의 시공순서는 그림 7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튜 형 강  록볼트 비              ② 천공                   ③ 록볼트 삽입

     

   ④ 록볼트 시공(강  팽창)        ⑤ 시공 완료(2분 이내)     ⑥ 시공품질 확인(설치 직후)

그림 7. 튜 형 강  록볼트 시공순서

그리고 경량(기존 이형 강 록볼트 3.98kg/m, 튜 형 강  록볼트 2.5kg/m)으로 편리한 시공과 작업

속도(1공 설치시간 2분 이내)가 빠르고 수압인가 장치를 이용하여 균일한 시공품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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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볼트 정착을 한 정착재료(시멘트 몰탈 는 화학 첨가물)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수

질오염의 우려가 없다.

           

수압인가장치

자동화 펌 연결 호스

그림 8. 튜 형 강  록볼트 시공을 한 부가장비 구성

4. 현장 적용성 평가

튜 형 강  록볼트는 개발 이후 시험시공  장 용을 통해 간편한 시공성과 암반 조기 지보효과

에 유리하며, 정착재료(시멘트 몰탈 는 화학첨가물)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 인 공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 용성 평가가 수행된 장은 모두 이형 강(철근) 록볼트(정착재료는 시멘트 몰탈 는 화학첨

가물)가 용된 장으로 시험시공의 경우 기존 록볼트와 간섭되지 않는 암반 굴착면에서 수행하 으며, 

장 용(1회)은 시험시공으로 성능평가 후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되었다.

표 3. 튜 형 강  록볼트 용 장 개요

 장 명 용구간 길  이 비  고

인천도시철도 212공구 환기구, 본선터 3m, 4m 시험시공 3회(9공)

부산도시철도 1호선 4공구 수직구, 횡갱, 터  본선 3m, 4m
시험시공 3회(4공)

장 용 1회(33공)

○○ 력구 건설공사 수직구 4m 시험시공 1회(1공)

○○ 지하차도 건설공사 터  본선 4m 시험시공 1회(4공)

4.1 인천도시철도 212공구

  인천도시철도 212공구 장의 환기구(#221S1) 지반굴착을 한 흙막이 가시설은 Strut와 록볼트(이형

강)의 조합으로 설계되었으며, 장의 지반조건은 지층 상부 약 3.0m까지 토사로 구성되고 그 하부에

는 기반암(연 경암)이 분포하고 있다. 

  장의 시험시공은 기존 이형 강(철근) 록볼트와 간섭되지 않는 암반 굴착면에서 3회 수행하 으며, 

천공부에 튜 형 강  록볼트 삽입 후 강  팽창  체결까지는 약 2분 이내에 완료되어 간편한 시공성

과 암반과의 정착에 필요한 정착재료(시멘트 몰탈 는 화학첨가물)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친화 인 

공법으로 평가되었다.

  한 튜 형 강  록볼트 설치 직후 수행된 인발시험(Pull out Test, 3공) 결과 18 ton까지 하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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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도 인발되지 않아 설계축력 7.0 ton(1EA)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록볼트 철치를 한 천공          ② 록볼트 삽입           ③ 록볼트 내부 수압 인가

    

④ 록볼트 설치 완료(2분 이내)  ⑤ 록볼트 인발시험(설치 직후)  ⑥ 시공품질 확인(18ton 재하)

그림 9. 튜 형 강  록볼트 시험시공 경

4.2 부산도시철도 1호선 4공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4공구 장은 기반암으로 퇴 암(이암  사암)이 분포하며, 튜 형 강  록볼트

시험시공과 장 용은 수직구(환기구 #11과 연결), 횡갱(수직구와 본선 연결부)  본선 터 에서 수행

되었다. 먼  수직구 시험시공에서 튜 형 강  록볼트의 팽창성 확인  성능평가를 수행하 으며, 횡

갱구간(수직구와 본선 연결부)은 수직구와 본선 터  연결부로 단면 속부의 경우 응력집 이 상되

므로 간편한 시공성  조기 지보효과가 우수한 튜 형 강  록볼트를 용하 다.

횡갱

그림 10. 튜 형 강  록볼트 용구간 황

  횡갱구간 시공은 상 하 반단면 굴착(굴진장 1.0m)과 보조공법으로 튜 형 강  록볼트 33공, 크리

트(t=15cm)를 용하 으며, 록볼트 설치 직후 시행한 인발시험(Pull out Test, 2공) 결과 모두 15 ton 

이상의 재하력에도 인발되지 않아 충분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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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천도시철도 212공구                   ② 부산도시철도 1호선 4공구

그림 11. 튜 형 강  록볼트 인발시험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록볼트 설치와 동시에 암반 조기지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튜 형 강  록볼트의 개

발과 장 용성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터  장의 지보재로 사용되는 록볼트는 크리트, 강지보재와 함께 3  주요 지보재이며, 발

(Blasting)에 의한 지반거동에 처하기 해 조기성능 발휘가 요구된다.

2. 튜 형 강  록볼트는 신장률이 뛰어난 기계구조용 탄소강을 사용하며, 유체(물, 시멘트 몰탈 등)를 

고압(250∼300 bar)으로 록볼트 내부에 주입하여 강 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착하여 견고하게 정착시

킴으로써 암반과 록볼트 사이의 마찰과 기계  맞물림 효과로 설치 즉시 지보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3. 장 용성 평가 결과 간편한 시공성  설치 즉시 충분한 인발 항력을 만족하 으며, 수입제품을 

체한 국산화로 경제성 확보와 정착재료(시멘트 몰탈 는 화학첨가물)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 인 

공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지반공학회(1997), 지반공학시리즈 No.7 터 , pp.101-140

2. 한국터 공학회(2002), 터 공학시리즈 No.1 터 의 이론과 실무

3. 지왕률, 이호성, 정해성 ″ 단면 장 터 에서의 Swellex Bolt 설계 용″, 한국암반공학회 추계학술

  발표회 논문집, pp.25-35, 2001.

4. 김수로, 김종태, 박성철, 김 , 권 호, 정교철 ″사면  터 에서의 암반 쇄  보강을 한 개량

  형 록볼트 개발″, 한지질공학회 지질공학회지 제20권 제1호 통권 제63호, pp.101-109, 2010

5. 손성곤, 유진오, 김양균, 임종수, 김진  ″강 팽창형 마찰식 록볼트 개발  장 시험 평가″, 한

  토목학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 학술 회 논문집, pp.39-42, 2011

6. Stillborg, B(1994), ″Professional Users Handbook for Rock Bolting(2nd edition)″, Trans Tech 

  Publications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