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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it was studied on arching characteristics of a grand section tunnel with pre-steel-rib nail reinforcemen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adaptation of tunnel plan and the case which is based on the strengthening method for preexistence 
tunnel and other pre-steel-rib nail while the upper part of cover depth is low or soil condition is bad. When the pre-steel-rib nail 
as new technology and method reinforces the foundation placed of grand section tunnel, it is much better in strengthening effect, 
safety and effectiveness than the conventional one. After investigation about the plan pre-steel-rib nail method, construction case and 
calibration data, it was confirmed and examined about the upper part of tunnel for strengthening the pre-steel-rib nail thereby arching 
characteristics of grand section tunnel using MIDAS/GTS finite element program. Moreover we present the method that could upgrade 
the accurate installation interval and adaptation method for strengthening effect to adapt the pre-steel-rib nail method in a foundation 
placed over a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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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본 연구에서는 상부 토피고가 낮거나 지반조건이 불량한 터널의 경우 기존 터널의 보강공법과 다른 선지보네일 보강공법

을 적용한 터널의 설계 및 시공사례를 조사하였다. 신기술･신공법인 선지보네일 보강공법을 대단면 터널 상부지반에 보강하여 기존 

터널 보강공법들에 비하여 보강효과 및 안정성 측면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선지보네일 공법에 대한 설계, 현장시공 사례 및 계측 

데이타를 조사하여 그 보강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터널 상부지반 선지보네일 보강에 따른 대단면 터널의 아칭 특성에 대하여 유한

요소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MIDAS/GTS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터널 상부지반에 선지보네일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설치간격과, 적용시 공법의 보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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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터널현장은 예전과는 달리 도심지 터널, 불량한 지

반, 대단면 터널 등 예전보다 더 악조건의 상황에서 시공되

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터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터널 보강공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터널에서 상부 토피고가 낮거나 지반조건이 불량한 경우 터

널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터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터널 보강공법이 존재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터널 천단부에 포어폴링(Fore-poling), 

강관다단 그라우팅공법 또는 FRP 그라우팅 공법 같은 RPUM 

(Reinforced Protective Umbrella Method) 공법 계열이 주로 

터널내 천단부 보강공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피고가 현저히 낮거나 지반조건이 불량한, 즉 

토사로 이루어진 지반에서 그와 더불어 대단면 터널일 경

우, 기존의 터널 보강공법으로는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경우 터널 상부지반에서 지표 하

부의 터널 위치까지 3중관 고압분사공법인 RJP(Rodin Jet 

Pile)공법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과다한 비

용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신공법인 선지보네일 보강공

법을 대단면 터널 상부지반에 보강하여 기존 터널 보강공법

들에 비하여 보강효과 및 안정성, 경제성 측면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선지보네일 공법에 대한 설계, 현장시공 사례 

및 계측 데이타를 조사하여 그 보강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터널 상부지반 선지보네일 보강에 따른 대단면 터널의 아칭

특성에 대하여 유한요소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MIDAS/GTS

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터널 상부지반에 선지보네일 공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설치간격과 적용시 공법의 보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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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지보네일 터널 상부지반 보강 개요도 그림 2. 터널의 지보재응력 개념도

2. 선지보네일 보강공법

2.1 개요

선지보네일 공법은 터널의 상부 지표면에서 계획 굴착선

을 향해 선지보네일(네일과 결합된 팩커를 이용하여 압력그

라우팅)을 설치하여 지반침하를 저감하고 자립시간을 증대

하여 저토피구간 터널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공법이며, 터

널 입･출구부에 발생하는 토피가 얕고 지반이 불량한 터널

을 설치하기 위한 공법이다. 선지보네일의 그라우트 유효경

이 증가하여 인발저항이 증가하며, 터널 아칭영역이 완벽하

게 성립되도록 시스템 락볼트의 역할을 하는 공법이다.

2.2 공법 특성

선지보네일 공법의 특징은 압력식 네일의 적용으로 네일 

구근의 유효경 증가(마찰력 및 전단력 증가), 불연속면의 충

진효과(맥상그라우팅), 아칭효과(주변보다 과도한 변위를 받

는 흙입자가 주변의 다른 흙 입자로 응력을 전달함에 의해 

전체적으로 응력이 재분배됨으로써 흙입자의 응력수준이 

낮아지는 현상)(Terzaghi, 1943)의 증대로 선지보네일 터널

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 상부 지표면에서 본선 터널단면을 향하여 지보재 선시

공 후 본선터널 시공을 하는 공법이며, 지표 상부에서 

터널의 굴착 계획선을 향해 시공하므로 병행공정이 가

능하며 공기가 감소한다.

∙ 터널 굴착 전에 지보를 실시하므로 대단면 굴착이 가능

하며, 터널 굴착시 발생하는 지반의 응력부담을 선지보

네일이 먼저 부담함으로써 숏크리트의 응력부담을 줄

일 수 있고, 터널 굴착시 발생하는 천단 및 측벽의 변위

량을 선지보네일이 굴착과 동시에 변형을 억제한다.

∙ 지반변형을 선지보재가 부담하여 지반침하를 줄여 안

정성을 미리 확보(지반변형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선지

보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이 양호하고 구조해석 또한 

명확하다.

∙ 종래의 토피가 낮고 암질이 불량하여 개착터널로 시공

하던 것을 선지보네일 공법을 이용하여 NATM 굴착 

터널로 변경 가능하며, 선지보로 인한 저토피 구간의 

적용성이 우수하므로 토공비, 가시설비, 개착터널 구

조물 비용을 줄여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 부지매입 최소화 및 미개착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터널 공법이다.

∙ 석회암 지반에서 공동이 있을 경우, 압력그라우팅을 

실시하여 공동채움을 할 수 있는 공법이며, 공동 내에 

물과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시멘트 밀크로 충전되고 

연약한 지반은 다짐그라우팅 되며, 그라우트 구근 내

에 철근을 삽입함으로써 지반 내의 취약한 인장강도를 

증가시킨다.

∙ 공동을 충전함과 동시에 보강철근이 시스템 락볼트의 

역할을 하므로 낙반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라우트 구

근이 연경도에 따라 불규칙하게 형성되므로 인발하중

이 크다.

∙ 터널 공동 채움과 보강의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여 공

동으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천공시 

공동확인 가능 및 시공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막장

면에 조각판을 연결하여 라이닝을 형성할 수 있다.

∙ 시공 공정이 다소 복잡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다

소 불리하다.

2.3 선지보네일 규격 및 시공장비

선지보네일의 규격은 선지보네일의 인발력 향상을 위해 

압력그라우팅을 실시(케이싱과 팩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 

네일)하며, 선지보네일의 시공장비는 소규모 크롤러 천공 

장비를 사용하여 일반 비탈면 보강과 동일하게 시공을 실시

하므로 기존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4 기존 터널 보강공법과의 비교

상부 토피고가 낮은 터널구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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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반정수

구  분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토 사 층 19 15 30 30 0.35

풍 화 암 20 30 33 300 0.30

연    암 21 300 33 350 0.30

그림 3. ○○○터널 상부지반 선지보네일 시공 그림 4. ○○○터널 선지보네일 시공후 터널막장 그림 5. ○○○터널 상부지반 선지보네일 시공후

표 2. 강관다단 그라우팅 보강 물성치

구   분
변형계수

(E)
점착력

(C)
내부마찰각

(Φ)
포아송비

(υ)
기시행된 연구기관 및

학회 연구 결과자료

2∼30배
증가

1∼13배
증가

1∼1.2배
증가

1.13∼1.2배
감소

FRP
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개발

연구 보고서

토사

(보강후)
150∼

1,200(MPa)
- - -

풍화암

(보강후)
500∼

1,200(MPa)
- - -

본 연구 적용 

보강물성비

토사

(보강후)
5배 증가 2배 증가 1.1배 증가 1.13배 감소

150(MPa) 30(KPa) 33° 0.31

풍화암

(보강후)
3배 증가 3배 증가 1.1배 증가 1.13배 감소

900(MPa) 90(KPa) 36.3° 0.27

은 개착터널, RJP 공법(심층혼합처리공법 중 교반공법), 선

지보네일 공법 등이 있다. 선지보네일 공법은 상부 토피고

가 낮은 터널구간에 대하여 개착터널로 적용한 경우와 비교

한다면 공사비 측면은 거의 비슷하나 구조적 안정성이 증대

되고 개착구간을 줄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JP 공법(C.T.C 1.8, φ2,000)과 비교한다면 공법

적용 면적의 과다로 인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RJP 

공법의 그라우팅 과다로 인한 지반의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

으므로 선지보네일 공법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5 선지보네일 적용 사례

선지보네일 공법은 ○○○터널(L=370m 중 144m 적용), 

소실터널(L=250m 중 40m), 양남터널(L=7,540m 중 210m), 

영월 청령포 터널(L=473m 중 60m)에 설계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영월 청령포 터널의 경우는 4차로 대단면 터널

로서 지반조사시 터널 상부지반에 석회암 공동이 발견되었

으며, 석회암 공동 보강공법으로서 터널 상부지반에 설계 

적용되어 시공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터

널의 경우도 현재 시공 중에 있는 4차로 대단면 터널로서 

지반조사시 토사구간이 발견되었으며, 시공중 터널내 막장 

확인한 결과, 터널 단면상 부분적 토사구간이 분포하고 있

어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었다. 소실터널은 3차로 대단면 

터널로서 토사 및 풍화암의 암반선이 터널 내에 존재하여 

터널 상부지반 보강공법으로 설계 적용된 바 있으며, 양남

터널은 2차로 터널로서 토사 및 풍화암으로 구성된 터널 천

단부에 설계 적용된 사례가 있다.

3. 선지보네일 공법에 의한 터널 보강효과

3.1 개요

선지보네일 공법에 의한 터널 보강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유한요소법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MIDAS/GTS를 이용하

여 ○○∼○○○(제○공구)간 도로건설공사 ○○○터널

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터널 보강공법으로는 터널

내 천단부에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보강공법을 적용하였으

며, 터널 상부지반에는 선지보네일 보강공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터널 천단부에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만을 적용하여 

대단면 터널에 대하여 해석을 하였으며, 그 이후 터널 상부 

지반에 신기술･신공법인 선지보네일 보강공법을 추가 적용

하여 수치해석한 후 대단면 터널에 대한 안정성을 각각 비

교･검토하였다.

표 1은 ○○○터널에 대한 안정성 검토시 적용된 지반정

수를 나타낸 것이다. 

3.2 터널 천단부 강관다단 그라우팅 보강할 경우

다음의 표 2는 ○○○터널에 대한 안정성 검토시 적용된 

강관다단 그라우팅 보강영역에 대한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8∼10은 ○○○터널에 대하여 터널 굴진시 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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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터널의 강관다단 그라우팅 보강시 해석모델 그림 8. 터널의 보강시 상부지반 지중변위도 그림 10. 터널의 강관다단 그라우팅 보강시 소성영역

그림 7. 터널의 선지보네일 보강시 해석모델 그림 9. 터널의 보강시 천단변위도 그림 11. 터널의 선지보네일 보강시 소성영역

표 3. 선지보네일 물성치

구  분
단위중량

(KN/m3)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비   고

선지보네일 78.5 210,000 0.30 -

선지보네일

그라우팅
25

420
0.18

종방향 C.T.C 1.5m

630 종방향 C.T.C 1.0m

그림 12. ○○○터널 현장의 터널 내 계측기 배치상세도

표 4. 터널 상부지반 계측기 설치현황

수 동 계 측 자 동 계 측(소일네일 응력계)

STA.
소일네일

응력계

지중층별

침하계
STA.

종방향

No.
횡방향 수량 측 점 간 격

5+930 3 1
5+099.

75
56

8
13
17

3
3
3

하부 2m
이격후 2m 간격

6+000 3 1
6+005.

75
60

8
13
17

3
3
3

하부 2m
이격후 2m 간격

6+010 3 1
6+011.

75
64

8(경사)
13(경사)
17(경사)

3(3)
3(3)
3(3)

하부 2m
이격후 2m 간격

(하부 1.5m
이격후 2m 간격)

부에 강관다단 그라우팅을 보강하였을 때 수치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3 터널 상부지반 선지보네일 보강할 경우

수치해석시 선지보네일 보강은 시공되고 있는 ○○○터

널의 선지보네일의 간격인 횡방향 C.T.C 1.0m, 종방향 C.T.C 

1.5m로 모델링하였다. 그림 7∼9, 11은 ○○○터널에 대하

여 터널 상부지반에 선지보네일을 우선 보강한 후 터널 굴

진시에 터널 천단부에 강관다단 그라우팅을 보강하였을 때 

수치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터널 굴진시 천단부에 강관다단 그라우팅을 보강하였을 

경우의 천단부 최대변위는 73.232mm였으며, 터널 상부지반

에 선지보네일을 선 보강한 후 터널 굴진시 강관다단 그라우

팅을 보강하였을 경우 발생한 천단부 최대변위는 42.996mm

로 나타났다. 선지보네일 보강으로 인한 발생변위의 감소폭

이 약 30여mm 정도였다. 4차로 대단면 터널인 ○○○터널

의 경우 지반여건상 단면상에서 부분적 토사구간이 분포하

고 있으며, 편경사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상부 토피고

(터널 천단으로부터 3.7∼6.6m)가 1.0D(0.18∼0.32D) 이내

로 터널 Arching 효과가 발현되기에는 토피고가 매우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의 수치해석 결과와 같이 지

반조건 및 지형조건상 ○○○터널의 경우에는 선지보네일 

보강공법을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과 함께 병행적용하면 

터널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장계측 및 결과분석

4.1 개요

본 현장은 ○○∼○○○(제○공구) 도로건설공사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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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5+690.00

터널 시점 NAT
M 시

점

STA
.5+

720
.00

NATM 종점
STA.6+030.00 터널 종점

STA.
6+06

0.00

부안김씨
집단묘지

집단묘지
부안김씨

부안김씨제실

그림 13. ○○○터널 현장의 평면도

1 6 .0 4 2 .0

선 지 보  터 널

발 파 암  (경 암 )

발 파 암  (연 암 )

토  사

토  사

발 파 암 (연 암 )

발 파 암 (경 암 )

1:
1.
8

1
:
0.
3

1:
1.
5

1:
0.
8

1:
1.
2

1:
0.
8

1:1.8

1:
0.
3

1:1.5

1:0.8

1:1.2
1:1.0

개 착 터 널

1 7 0 .0 0 0

3 7 0 .0 0 0

3 0 .0 0 03 0 .0 0 0 7 2 .0

N A T M 터 널 선 지 보  터 널 개 착 터 널

선 지 보  네 일

강 관 다 단  그 라 우 팅

그림 14. ○○○터널 현장의 종단면도

그림 15. ○○○터널 선지보네일 계측기 설치-1 그림 16. ○○○터널 선지보네일 계측기 설치-2 그림 17. ○○○터널 지중층별 침하계 측정

중 과업노선이 산지부를 통과함에 따라 토공처리시 대규모 

깎기 비탈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부 통과구

간에 계획된 연장 370m의 4차로 대단면 ○○○터널이다. 

아래 그림 12와 13은 ○○○터널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4.2 지반여건

본 현장 일대에 분포하는 기반암은 중생대 쥬라기의 대

보관입암류에 속하는 엽리상 화강암류 및 화강암류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저지대 및 하천 주변에는 제4기의 충적층이 

분포한다. 본 현장지역의 기반암은 중립질∼조립질이며, 회

백색을 띤다. 

암의 조직은 입상조직을 띠며, 대체로 괴상(Massive)을 띠

나 흑운모 결정이 판상의 배열을 이루어 편상구조(Schistosity 

Structure)를 띠기도 하며, 부분적으로 호상구조(Banded Structure)

를 이루는 곳도 있다.

터널구간에 대하여 총 3개소를 시추조사 하였으며, 붕적

토 및 표토층, 풍화암, 연암, 경암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터

널 시점부와 종점부의 지층상태가 많이 다르며, 종점부는 

토사층이 깊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점부는 

토사층이 깊게 분포함과 동시에 횡방향 지층상태도 좌우측

의 지층심도가 다른 편경사의 형태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굴착 주변 암반의 투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 

중 터널구간을 대상으로 수압시험을 수행하였다. 암반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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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터널의 변위 측정 개요도 그림 21. ○○○터널 지중변위 그림 23. ○○○터널 숏크리트 응력(반경방향)

그림 20. ○○○터널의 천단변위 및 내공변위 그림 22. ○○○터널 락볼트 축력 그림 24. ○○○터널 숏크리트 응력(접선방향)

68

PEM옹벽 설치구간

수직천공(9개소) STA.6+020 STA.6+040STA.6+030

56

범     례

경사천공10~15도(3개소)

50 51 52 53 54 55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9 70 71 72 73 74 75 76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STA.6+000

그림 18. ○○○터널 현장의 상부지반 계측기 배치상세도

표 5. 터널 상부지반 선지보네일 계측결과-1

위  치

(sta.)
센서

위치

전월누적

변위량

(ton)

금월누적

변위량

(ton)

월간

변화량

(ton)

관리기준

(ton)
판 정

6k+010

1-1 -0.43 -0.68 -0.25 1차기준(80%)
9.25

안 정

1-2 -0.22 -1.17 -0.95 안 정
2차기준(100%)

11.5631-3 -0.49 -1.30 -0.81 안 정

6k+000

2-1 0.09 0.08 -0.01 1차기준(80%)
9.25

안 정

2-2 0.18 0.50 0.32 안 정
2차기준(100%)

11.5632-3 0.02 0.48 0.46 안 정

5k+930

3-1 -0.02 -0.08 -0.06 1차기준(80%)
9.25

안 정

3-2 -0.02 -0.07 -0.05 안 정
2차기준(100%)

11.5633-3 0.04 -0.07 -0.11 안 정

투수계수는 1.145×10-5∼2.841×10-5cm/sec 까지로 추정되었다. 

공내재하시험 결과, 탄성계수는 1.02×103∼1.84×103MPa, 변

형계수는 8.24×102∼1.66×103MPa의 범위를 보인다.

4.3 계측항목 및 계측위치

본 연구에서는 터널 굴진에 따른 지반 변형을 해석하기 

위하여 터널 천단침하, 내공변위, 록볼트 축력, 지중변위, 숏

크리트 응력을 측정하였으며, 터널 상부지반 선지보네일 보

강시 선지보네일에 응력-변형률계 및 지중층별 침하계를 설

치하여 터널 굴진에 따른 변위를 측정하였다. 

4.4 현장에서의 계측결과

다음의 계측결과는 ○○○터널의 종점부에서 상부반단

면 60m정도 굴착했을 때의 계측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4.1 시공중 터널내 계측결과

아래 그림 19∼20은 ○○○터널 STA.6+030∼5+970(L=60m)

까지의 터널내 변위를 나타내고, 그림 21∼24는 ○○○터

널 STA.6+020 지점의 시공중 터널내 계측결과를 나타내

고 있으며, 시공중 발생한 락볼트 축력, 숏크리트 응력은 

허용기준 내에 존재, 변위는 미소하게 발생하고 있다. ○
○○터널은 대단면 터널로서 부분적 토사구간이 분포하

고 있는 지반조건이지만, 계측결과에서 보면 안정한 것으

로 나타나 선지보네일 보강에 따른 보강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4.4.2 시공중 터널 상부지반 계측결과

다음의 표 5∼7은 ○○○터널의 시공중 상부지반에 설

치된 선지보네일의 응력과 상부지반의 변위를 계측한 결과

이다.

○○○터널 상부지반의 선지보네일 응력 및 지중침하 

계측결과, 대부분 관리기준 내에 있으므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제10권 제6호 >> 85

표 6. 터널 상부지반 선지보네일 계측결과-2

설 치

위 치

센서

위치

시공현황(축력)(ton)
관리기준치

 대비

계측기

상  태시공전
시공중

최대축력값

현

최대값

64

17-1 0.010 -8.873 4.668 48.29% 안 정

17-2 0.253 -5.431 -0.681 -7.04% 안 정

17-3 0.011 11.867 1.135 11.74% 안 정

8-2 0.552 12.135 3.201 33.12% 안 정

8-3 0.010 2.316 1.802 18.64% 안 정

64
경사

17-2 -0.490 4.709 -1.792 -18.53% 안 정

17-3 0.006 3.444 -1.171 -12.11% 안 정

13-3 -0.001 -2.064 -0.664 -6.86% 안 정

8-2 0.012 2.784 2.784 28.80% 안 정

8-3 -0.001 -2.064 -0.664 -6.86% 안 정

60

17-1 0.020 1.775 1.766 18.27% 안 정

17-2 -0.002 -2.793 1.559 16.13% 안 정

17-3 -0.004 -4.155 1.594 16.49% 안 정

13-2 -0.002 -2.793 1.559 16.13% 안 정

8-3 -0.004 -4.155 1.594 16.49% 안 정

56

17-1 0.013 -8.942 0.738 7.63% 안 정

17-2 0.004 0.968 0.967 10.00% 안 정

17-3 0.004 10.229 -1.371 -14.18% 안 정

13-1 0.013 4.053 3.821 39.53% 안 정

13-2 0.003 -0.746 -0.161 -1.66% 안 정

13-3 0.012 -1.133 -0.026 -0.26% 안 정

8-1 0.013 4.053 3.821 39.53% 안 정

8-2 0.009 3.680 3.059 31.64% 안 정

8-3 0.037 1.322 1.322 13.68% 안 정

연   암

풍 화 암

토   사1.0D
1.5D
2.0D
2.5D

그림 25. 토사지반 토피고에 따른 해석단면 그림 27. 무보강시 터널 상부지반 지중변위 그림 29. 무보강시 터널 상부지반 소성영역(1.0D)

그림 26. 토사지반 토피고 1.0D 해석모델 그림 28. 보강시 터널 상부지반 지중변위 그림 30. 보강시 터널 상부지반 소성영역(1.0D)

표 7. 터널 상부지반 지중층별 침하계 계측결과

위  치 (STA.)
전월누적

변위량(mm)
금월누적

변위량(mm)
월 간

변화량(mm)

6k+010

P1 -4.0 -6.0 -2.0 

P2 -3.0 -3.0 0.0 

P3 -1.0 -1.0 0.0 

6k+000

P1 0.0 -2.0 -2.0 

P2 -2.0 -2.0 0.0 

P3 -2.0 -2.0 0.0 

5k+930

P1 0.0 0.0 0.0 

P2 0.0 0.0 0.0 

P3 -2.0 -3.0 -1.0 

5. 선지보네일 보강에 따른 터널의 아칭특성

5.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반조건별, 토피고별로 나누어 선지보네

일 보강에 따른 터널의 아칭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

반조건은 토사 및 풍화암으로 각각 검토하였으며, 토피고는 

터널 천단부에서부터 1.0D, 1.5D, 2.0D, 2.5D로 나누어 터

널의 아칭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선지보네일은 실제 적

용사례에 맞추어 두부고정조건, 횡방향 C.T.C 1.0m, 종방향 

C.T.C 1.5m로 하여 보강한 단면에 대하여 터널 상부지반의 

지중변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5.2 토사 지반일 경우

아래의 그림 25∼30은 토사 지반일 경우 토피고별로 나

누어 터널 상부지반의 변형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7∼28에서 지반조건이 토사 지반일 경우 무보강시 

상부지반의 지중변위는 특별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으며, 반

면에 선지보네일 보강시 토피고 10m 전후에서 변위의 변화 

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30의 소성영역

을 확인해 보면 무보강일 경우에는 터널 상부 주변지반의 

이완영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선지보네일 보강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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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암

풍 화 암

1.0D
1.5D
2.0D

그림 31. 풍화암지반 토피고에 따른 해석단면 그림 33. 무보강시 터널 상부지반 지중변위 그림 35. 무보강시 터널 상부지반 소성영역(1.0D)

그림 32. 풍화암지반 토피고 1.0D 해석모델 그림 34. 보강시 터널 상부지반 지중변위 그림 36. 보강시 터널 상부지반 소성영역(1.0D)

에는 이완영역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지중변

위를 살펴보면 무보강시에 비해 선지보네일 보강시 전체적

으로 변위 감소율이 50∼7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5.3 풍화암 지반일 경우

아래의 그림 31∼36은 풍화암 지반일 경우 토피고별로 

나누어 터널 상부지반의 변형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34에서 지반조건이 풍화암 지반일 경우 무보강

시 상부지반의 지중변위는 특별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선지보네일 보강에서도 특별한 경향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36의 소성영역을 확인해 보면 무보강

일 경우에는 터널 상부 주변지반의 이완영역이 터널의 아치

부분을 따라 토사 지반에 비해선 작게 분포하고 있으나, 선지

보네일 보강일 경우에는 이완영역이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지중변위를 살펴보면 무보강시에 비해 선지보네일 보

강시 전체적으로 변위 감소율이 30∼50% 정도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토사 지반에 비해선 최대 발생변위량 자체

가 1/6 수준으로 토사 지반에 비해 작은 변위가 발생하였다.

토사 지반과는 달리 풍화암 지반에서는 선지보네일 보강

에 의한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지반 자체의 강성

이 토사 지반에 비해 10배 이상 큰 상태로 지반 자체적으로 

저항력이 큰 지반이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선지보네일 그

라우팅의 탄성계수가 풍화암 지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선지보네일 보강에 따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선지보네일 공법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지반 자

체 강성을 가지고 있는 풍화암 지반 보다는 지반 강성이 약

한 토사 지반에서 더 큰 보강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수치해석 결과, 풍화암 지반에서는 선지보네일을 

적용하여 보강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피고가 낮은 풍화암 지반에서는 기존의 터널 

보강공법인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만으로도 터널을 안정

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선지보네일 공법의 설치간격, 지형조건 및 

보강효과 극대화 방안

6.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선지보네일 공법 적용시 보강효과 극대화

를 위한 지반조건별 선지보네일의 적정한 간격을 찾고자 설

치간격의 변화를 주면서 터널의 천단변위를 검토하였다. 지

반조건은 토사 지반(1.0D)으로 검토하였으며, 선지보네일의 

간격을 종방향으로 1.0m, 1.5m, 횡방향으로 각각 0.5m, 0.8m, 

1.0m, 1.2m, 1.5m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형조건 

및 선지보네일의 두부조건의 상태에 따라 보강효과의 차이

를 검토하였다.

6.2 선지보네일의 설치간격 및 두부조건에 따른 검토

아래 그림 37은 선지보네일의 설치간격에 따른 천단부의 

최대변위를 나타낸 그림이다. 

수치해석상의 방법론인 선지보네일의 물성치 보정(종방

향 간격에 대한 보정)을 하여 종방향 설치간격에 대한 수치

해석 검토결과, 종방향 설치간격에 따른 천단변위 감소효과

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의 검토

결과, 횡방향 설치간격에 의한 보강효과는 설치간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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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선지보네일 설치간격에 따른 천단변위도

연  암

풍화암

토  사 1.0D

그림 38. 편경사지반(토사지반 1.0D) 해석 단면 그림 40. 선지보네일 지형조건에 따른 지중변위도 그림 42. 편경사지반 선지보네일 무보강시 소성영역

그림 39. 편경사지반(토사지반 1.0D) 해석 모델 그림 41. 선지보네일 지형조건에 따른 천단변위도 그림 43. 편경사지반 선지보네일 보강시 소성영역

표 8. 최적의 선지보네일 보강효과

구     분
수평지반 천단변위 편경사지반 천단변위

두부자유 두부고정 두부자유 두부고정

무보강 161.4mm - 282.8mm -

강관다단

그라우팅

1단 129.7mm - 222.9mm -

2단 103.8mm - 205.8mm -

선지보네일 106.1mm 38.9mm 150.4mm 56.4mm

강관다단 +
선지보네일

1단 97.4mm 34.2mm 124.8mm 51.1mm

2단 92.1mm 32.8mm 122.4mm 50.5mm

주) 토사지반, 토피고 1.0D, 횡방향 C.T.C 1.0m, 종방향 C.T.C 1.5m, 두부

고정, 강관다단 그라우팅(1단 : 2.0m, 2단 : 3.0m)

천단변위 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설치간격은 없었

으나, 경제성 및 시공사례를 고려하여 보면 1.0m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방향 설치간격에 의한 보강효과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향후 2D해석 이외에 3D해석

을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의 검토결과, 선지보네일 보강시 두부조건에 따

른 발생 변위량에 대한 천단변위 감소율은 두부자유일 경우

에 비해서 두부고정일 경우 50∼60% 정도로 나타났다. 표 

8의 내용을 참고하면 무보강시에 비해서는 선지보네일(두

부자유) 보강시는 천단변위 감소율은 35%정도이며, 무보강

시에 비해서는 선지보네일(두부고정) 보강시는 천단변위 감

소율은 75% 정도로 나타나 선지보네일의 두부고정에 의한 

보강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형조건에 따른 선지보네일의 보강효과 검토 및 

두부 보강

본 연구에서는 지형조건별 선지보네일의 적정성을 찾고

자 지형조건을 다르게 하여 터널의 천단변위를 검토하였다. 

지형조건 및 선지보네일의 두부조건의 상태에 따라 선지보

네일 공법 보강효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지반조건은 토사 

지반(1.0D)으로 검토하였으며, 선지보네일의 간격을 종방향

으로 1.5m, 횡방향으로 1.0m로 하여 검토하였다. 지형조건

은 수평 지반과 편경사 지반(30°)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아래의 그림 38∼43은 지형조건에 따른 선지보네일 보강

효과를 검토한 결과이다. 그림 40∼41은 변위감소 효과가 

수평 지반에서보다 편경사 지반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소성영역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 이는 선지보네일 공법

이 수평지반에서 보다는 편경사 지형을 가진 토사 지반에서 

더 큰 보강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지보네일 공법의 보강효과 극대화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터널의 경

우 터널 상부 지표면 부근에서의 선지보네일은 선지보네일

의 두부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공되었

다. 그러나 수치해석 결과에서 보면 두부고정시 더 큰 보강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선지보네일 공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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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장이 있을 시에는 격자망 철근으로 상부 지표면의 

선지보네일을 이어줌으로 인하여 두부고정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한다면 터널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시 선지보네일의 두부고정을 

선지보네일 공법의 보강효과 극대화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7. 최적의 선지보네일 공법 적용시 보강효과 

검토

앞에서 검토한 선지보네일 공법을 종합하여 최적의 선지

보네일 보강효과를 검토하였다. 표 8은 대단면 터널에서 최

적의 선지보네일 보강효과에 대해서 해석한 결과를 천단부 

최대변위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향후 선지보네일 공법을 터널 현장에서 적용시 가장 최적

의 보강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자면 지반조건

은 토사지반, 지형조건은 편경사 지반, C.T.C 1.0m × 1.5m, 

두부고정의 조건이다.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반조건이 불량하고 토피고가 낮은 대단

면 터널의 상부지반에 신기술･신공법인 선지보네일 공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선지보네일 공법을 적용한 설계 및 시공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시공되어지고 있는 ○○○
터널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

행함과 동시에 현장계측 자료를 검토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선지보네일 공법 적용시 터널의 안정성을 향상시

켰으며, 현장계측 결과에서도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반조건 및 토피고별로 나누어 선지보네일 보강에 따른 

아칭특성을 검토한 결과, 선지보네일 공법은 지반 강성

이 약한 토사 지반에서 지중변위 감소율이 50∼75% 정

도를 나타내어 더 큰 보강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지반 강성이 큰 풍화암 지반에서는 선지보네일 

보강시 지중변위 감소율이 30∼50%정도로 나타 났다.

(3) 선지보네일의 설치간격에 따른 검토결과(토피고 1.0D

의 토사지반), 횡방향 1.0m, 종방향 1.5m가 가장 적절한 

설치간격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을 고려한 변위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보네일의 두부조

건에 따른 검토결과, 두부고정시 선지보네일의 보강효

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지보네일의 보강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상부 지표면에서의 두부고정(격자철

근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형조건을 고려한 선지보네

일의 검토결과(토피고 1.0D의 토사지반), 편경사 지형

을 가진 지형조건에서 선지보네일의 보강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4) 향후 선지보네일 공법을 터널 현장에서 적용시 가장 최

적의 보강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토사 편경사지

반, 1.0m × 1.5m, 두부고정의 조건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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