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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지보재로서 케이블볼트의 성능평가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박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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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Cablebolts as Tunnel Supports

Yeon-jun Park, Joon-hyoung Park

Abstract Cablebolts used to be employed as auxiliary supports where long or high capacity bolts are needed, but 
become competitive by the improvements in supportability and easiness in handling. Based on the test results 
obtained from various researches, the performance of the cablebolts was analyzed numerically while varying lengths 
and fixing conditions. The supporting effecte is assessed by monitoring displacements and stress taken place in 
shotcrete. When cablebolts are grouted without being tensioned, supporting effect was not as good as that of 
rockbolts. But, their supportability was good enough to substitute rockbolts if tensioned properly. Post grouting 
right after tensioning of the cablebolts shows reduction in supportability, but long term stability could be achieved 
without losing supportability if grouted when the bolt is far enough from the face. Further study is necessary 
including laboratory and in-situ tests under various conditions to use cablebolts as main support in tu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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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케이블볼트는 장공의 볼트가 필요한 경우나 대용량의 보조지보재로 사용되어졌으나, 지보능력의 상승과 

다루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로부터 얻어진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길이와 

고정조건을 변화시켜가며 케이블볼트의 성능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보효과는 변위와 숏크리트 응력

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케이블볼트에 긴장을 가하지 않고 그라우팅만 하였을 때에는 록볼트에 비해 지보효과

가 떨어졌다. 그러나 긴장이 가해졌을 경우의 지보능력은 록볼트를 대신하기에 충분하였다. 케이블볼트의 긴장 

후에 즉시 그라우팅을 시행하면 지보능력이 오히려 감소되지만 굴착면의 영향을 벗어난 후에 그라우팅을 수행하

면 지보능력도 감소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 지보재로서 케이블볼트

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실 시험과 현장 시험 등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케이블볼트, 긴장, 고정 조건, 그라우트

1. 서 론

현대의 터널 및 지하공간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교통

량 증가와 국토이용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

로 제시되고 있으며, 시공규모의 대형화와 대형･대단면 

지하공간의 창출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터널기술의 개

발과 더불어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터널을 구성하는 재료인 원지반의 성질은 철이나 콘

크리트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편차가 심하며 일반구

조물과 달리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터널 보강에 쓰이

는 지보나 라이닝에 작용하는 하중은 직접적으로 확인

하기가 어렵고 원지반의 성질에 따라 좌우된다. 이로 

인해 터널에 작용하는 하중의 명확한 추정이 어렵고, 
지반과 지보공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하

여 터널 응력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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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blebolt elements (Hutchinson and Diederichs, 1996)

기술적이고 타당성 있는 터널의 설계 및 경제적 시공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터널해석의 신뢰성 확보와 굴착 

및 보강작업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시공과정을 역학적

으로 파악하여, 암반과 지보재 사이의 반응 거동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터널의 실

정에 맞는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다루기도 쉬운 경량 지

보재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터널의 주 지보재 중 하나인 록볼트는 주로 이형철근

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데, 강봉의 형태이므로 취급이 

불편하다. 또한 전면접착형의 경우에는 그라우트제의 

종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록볼트와 그라우

트 복합체의 강성이 지나치게 커서 작은 양의 변위에도 

암반과의 접착이 쉽게 깨어지는 단점도 있다. 록볼트의 

대체재로서 제안되고 있는 케이블볼트는 길이 및 강도

의 증가가 가능하여 주로 대단면 터널 및 지하공간에서 

록볼트와 조합하여 보조 지보재로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 외국에서는 주 지보재로서 일반 터널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케이블볼트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록볼트의 대체재로서 취급이 용이하고 

가격경쟁력도 있는 케이블볼트를 기존에 수행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도로터

널에서 주 지보재의 개념으로 케이블볼트의 길이 및 설

치 방법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터널에서 발생하는 거동

을 분석하여 케이블볼트의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케이블볼트의 개요

2.1 케이블볼트의 구성 및 역할

케이블볼트는 그림 1과 같이 시멘트 그라우트 된 보

어홀 속에 몇 가닥의 강선(steel wire)을 꼬아서 만든 강

연선(steel strand)을 삽입한 지보재이다. 길이는 4∼40 

m까지 시공이 가능하며, 7가닥의 강선을 엮은 7강연선

(seven-wire steel strand)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케이

블볼트는 록볼트와 비교하여 쉽게 구부릴 수 있어 협소

한 공간에서도 장공의 설치가 가능하고, 강도와 길이의 

증가가 가능하여, 경간이 긴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주로 

사용된다. 강선의 꼬인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케이

블볼트가 개발되어 다양한 성능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보어홀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케이블강선을 한 홀에 

넣을 수도 있어 요구되는 다양한 인장 강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굴착면의 구속을 위해 지압판, 스트랩 및 철

망과 용도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케이블볼트의 설계방법

터널에 작용하는 하중은 일반구조물에서와 달리 계산

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터널을 구성하는 재료인 원

지반은 암반의 불연속면으로 인한 복잡한 구조적인 형

태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암석

의 특성과 불연속면에 따라 분류된 암반분류법에 의한 

설계방법 중 RQD와 RMR 및 Q-시스템이 사용되고 있

으며, 국내의 터널 지보설계에서도 주로 경험적인 지보

패턴인 RMR과 Q-시스템에 의거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보설계의 적정성을 2차원 혹은 3차원 응력해석으로

부터 판단하고 있다.
Unal(1983)은 그림 2와 같이 RMR을 사용하여 설계 

시 그라우트의 설치가 불량한 경우를 감안하여 산정하

였기 때문에 적용 길이가 다소 과다하게 제시되었으나, 
현재에는 그라우팅 기술의 발달로 케이블볼트의 길이

를 과다하게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케이블볼트의 간격

은 암반의 단위중량이 26 kN/m3
인 경우 1개의 강선 설치 

시에 강선의 용량을 200 kN, 2개의 강선 설치 시에는 

400 kN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Grimstad와 Barton(1993)은 그림 3과 같이 Q-시스템

을 사용하여 터널, 수직구, 암반공동 등에 설계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케이블볼트의 길이는 굴착지보계수 

(Excavation Support Ratio, ESR)가 1.0인 경우이며, 1.0
보다 큰 경우는 케이블볼트의 길이가 실제 스팬을 고려

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에 도시한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케이블볼트의 길이와 간격을 결

정하였다.
Hoek(1981)은 그림 4와 같이 RMR과 Q를 기초로 한 

케이블볼트의 적용범위를 나타냈다. 케이블볼트는 Q값
이 불량인 암반에서부터 극히 양호인 암반에 걸쳐서 적

용되며 RMR의 경우에는 보통에서 매우 양호한 범위의 

암반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절리가 발달한 불량한 암반

의 경우에는 전단저항이 없는 케이블볼트만으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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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lines for cablebolt length

(b) Guidelines for cablebolt spacing

Fig. 2. Cablebolt design chart using RMR (Unal, 1983)

Fig. 3. Cablebolt design chart using Q-system (Grimstad et 
al., 1993)

Fig. 4. Limits of cablebolt application (Hoek, 1981)

Fig. 5. Ground model along with boundary conditions

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용접철망과 같은 피복과 숏크리트를 병용하여야 보강

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록볼트와도 병행하여 시공하

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3. 케이블볼트 성능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3.1 해석영역 및 조건

수치해석에 사용된 터널의 형상은 국내에서 일반적으

로 적용하고 있는 최대 굴착 폭 14 m 규모의 2차로 도

로 터널로 선정하였다. 암반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내

공변위가 작아 케이블볼트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파

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변위도 크고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4등급 및 5등급 암반을 대상으로 

지반 및 지보재의 모델링이 가능한 FLAC2D
를 사용하

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케이블볼트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터널의 굴착 및 지보 패턴은 도로공사의 

표준 지보패턴을 적용하였다.
4등급 이하의 암반에서 상부 토피고가 터널 직경(D=14 

m)의 5배 이상인 경우에는 터널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

운 것을 고려하여, 그림 5와 같이 터널의 안정성이 확보



터널과 지하공간 133

Fig. 6. A mesh for 2-dimensional analysis

Fig. 7. Type-4 support pattern used in the analysis; length 
in mm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09)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rock mass used in the analysis (Park and Ryu, 2011)

Rock 
Class

Deformation Modulus
(GPa)

Cohesion
(kPa)

Internal Friction Angle
(°)

Poisson’s 
Ratio

Unit Weight
(kN/m3)

4 3.0 200 34 0.28 23.0
5 1.4 50 32 0.30 21.0

Table 2. Support patterns for each rock class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09)

Rock 
Class

Support 
Pattern

Excavation 
Method

Thickness / type 
of Shotcrete

(mm)

Rockbolt

Length
(m)

Spacing (m)

Longitudinal Lateral

4 TYPE-4 Bench Cut Sfrs/120 4.0 1.5 1.5
5 TYPE-5 Bench Cut Sfrs/160 4.0 1.2 1.5

될 수 있도록 터널의 심도를 3D(42 m)로 결정하였으며, 
해석 경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터널 하부와 좌우 

측 경계로부터는 5D(60 m)의 거리를 두었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요소망은 그림 6과 같으며, 그림 7은 type-4 해
석에 사용된 터널의 표준 지보패턴이다. Type-5의 경우

에도 그림 7과 동일하나, 볼트의 종간격이 1.2 m로 감

소한다. 4등급과 5등급 암반의 2차원 해석에 사용된 요

소 망수는 8,840개이다.
하중분배율은 굴착방법에 따른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4등급과 5등급의 암반은 상

하 반단면 분할굴착의 경우로써 상반과 하반 각각에 대

하여 굴착 후 40%, 연성 숏크리트 및 록볼트 설치 후 

70%, 경성 숏크리트 설치 후 100%를 마지막으로 하여 

총 6단계로 구성하였다. 측압계수(Ko)는 4등급 암반에 

대해서는 0.5, 1.0, 2.0의 3가지 경우로, 5등급 암반에서

는 0.5와 1.0의 2가지 경우로 가정하였다.

3.2 지반 및 지보재의 물성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반 물성은 암반분류에 따른 물

성과 국내의 터널 설계 적용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산정하였으며, 암반등급별 지반 물성은 표 1과 같다.
굴착 방법 및 지보설계는 표 2와 같으며, 국내에서 일

반적으로 적용하는 2차로 도로 터널에 대한 도로공사 

표준 지보패턴을 적용하였고, 각 지보패턴의 굴착방법 

및 지보 특성을 반영하여 2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숏크리트는 표 3과 같이 탄성계수의 양생기간을 고려

하여 연성 숏크리트와 경성 숏크리트로 구분하여 적용

하였다.
케이블볼트 물성의 산정에서 전단강성 및 점착강도는 

최정인(2010)의 인발 시험결과를 사용하였다. 록볼트와 

일반 케이블볼트의 인발강성 및 인발강도 값을 근입깊

이와 구속압에 따라 표 4에 나타내었다.
수행된 인발 시험에서 인발강성은 원점과 최대 인발

하중(kN)이 나타내는 변위(mm)까지의 기울기(kN/mm)
로 나타난다. 케이블볼트의 전단강성은 근입깊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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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shotcrete used in the analysis

Rock 
Class Shotcrete

Deformation 
Modulus

(GPa)

Thickness
(mm)

2nd Moment 
of Area

(m4)

Maximum 
Tensile Strength

(MPa)

Residual Tensile 
Strength
(MPa)

Compressive 
Strength
(MPa)

4
Soft 5

0.12 1.44×10-4 3.0 3.0 17
Hard 10

5
Soft 5

0.16 3.41×10-4 3.0 3.0 17
Hard 10

Table 4. Stiffness and bond strength of rockbolt and cablebolt obtained from pull-out test (Choi, 2010)

embedded depth of 1 m,
low confinement 

embedded depth of 1 m,
high confinement

embedded depth of 2 m,
low confinement

embedded depth of 2 m,
high confinement

rockbolt cablebolt rockbolt cablebolt rockbolt cablebolt rockbolt cablebolt

Stiffness
(kN/mm) 15.8 6.2 17.4 4.2 17.7 6.0 19.2 9.0

Bond Strength
(kN) 195.9 140.4 203.7 151.8 203.1 134.8 210.3 157.1

Table 5. Reduction factors for grout properties when cablebolts are installed instead of rockbolts

Embedded depth/
cnfining pressure 1 m/low 1 m/high 2 m/low 2 m/high average

Grout shear stiffness .39 .24 .34 .47 .36

Grout bond strength .72 .74 .66 .75 .72

Table 6. Physical properties of cablebolt and grout material

Rock 
Class

Spacing (m) Deformation 
Modulus

(GPa)

 Tension 
Strength

(kN)

Area
(m2)

Grout shear 
stiffness

(MN/m/m)

Grout bond 
strength
(kN/m)Longitudinal Lateral

4 1.5 1.5
195 196 1.39×10-4 3,579.6 429

5 1.2 1.5

Table 7. Physical properties of rockbolt and grout material

Rock 
Class

Spacing (m) Deformation 
Modulus

(GPa)

Tension 
Strength

(kN)

Area
(m2)

2nd moment 
of area

(m4)

Periphery
(m)

Grout shear 
stiffness

(MN/m/m)

Grout bond 
strength
(kN/m)Longitudinal Lateral

4 1.5 1.5
210 177 5×10-4 2.04×10-8 0.08 9,943.3 596

5 1.2 1.5

속압의 조건에 따라 록볼트의 인발강성 결과값에 케이

블볼트의 인발강성 결과값의 상대적 감소 비율의 평균

값인 36%를 록볼트의 전단강성에 적용하여 케이블볼

트의 전단강성을 산정하였고, 케이블볼트의 점착강도의 

경우에도 인발강성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록볼트의 최

대 인발하중 결과값에 케이블볼트의 최대 인발하중 결

과값의 상대적 감소 비율의 평균값인 72%를 록볼트의 

점착강도에 적용하여 케이블볼트의 점착강도를 산정하

였다. 록볼트에 대한 케이블볼트의 전단강성 및 점착강

도의 감소 비율은 표 5와 같다.
최정인(2010)은 호주에서 사용하는 AS 1311-1987 기

준의 일반(Regular standard) 등급의 케이블볼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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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maximum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in Type-4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Length
Maximum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MPa)

(element no.)1)

in Compression in Tension

0.5

rockbolt/4 m 3.64 (5, 26) -

cablebolt/4 m 3.75 (5, 26) -

cablebolt/5 m 3.76 (5, 26) -

1.0

rockbolt/4 m 3.27 (5, 26) -

cablebolt/4 m 3.44 (6, 25) -

cablebolt/5 m 3.44 (6, 25) -

2.0

rockbolt/4 m 8.79 (15-crown) -0.17 (2, 29)

cablebolt/4 m 9.15 (15-crown) -0.17 (2, 29)

cablebolt/5 m 9.14 (15-crown) -0.14 (2, 29)
1)( ), shotcrete element number (s) where maximum flexural stress occurred

Fig. 8. Bolt and shotcrete elements with corresponding element 
numbers

Table 8. Comparison of displacements in Type-4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
Length

Displacement (mm)

Crown Spring Line

0.5

rockbolt/4 m 3.84 0.79

cablebolt/4 m 3.85 0.82

cablebolt/5 m 3.85 0.82

1.0

rockbolt/4 m 3.24 2.23

cablebolt/4 m 3.29 2.27

cablebolt/5 m 3.29 2.27

2.0

rockbolt/4 m 3.22 7.05

cablebolt/4 m 3.52 7.11

cablebolt/5 m 3.52 7.11

용하였으며, 공칭직경은 15.2 mm이다. 케이블볼트의 모

델링은 축방향 거동만이 고려되는 케이블 요소를 사용

하였다. 케이블볼트의 길이는 록볼트와의 비교를 위해 

록볼트와 동일하게 4 m로 하였으나, 길이에 따른 영향

분석을 위하여 Hoek(1981)이 제시한 케이블볼트의 길

이 산정 방법에 따라 5 m로 증가시켜 비교해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설치방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5 m의 케이블볼트에 40 kN의 긴장만을 가한 경우와 긴

장을 가한 후 그라우팅하여 전면접착한 경우를 가정하

여 해석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케이블볼트와 록볼트, 그
리고 그라우트의 물성은 각각 표 6 및 표 7과 같다.

4. 수치해석 결과

케이블볼트와 록볼트의 적용에 따른 터널의 거동분석

을 규명하기 위하여 암반의 상태가 불량한 4등급과 5등
급 암반에 굴착된 Type-4 터널과 Type-5 터널에 대해 

측압계수(Ko)를 0.5, 1.0, 2.0으로 변화시켜가며 케이블

볼트와 록볼트의 적용에 따른 터널의 변위, 숏크리트의 

휨응력 및 볼트의 축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숏크리트 요

소와 록볼트 요소의 번호와 위치는 그림 8에 도시한 바

와 같다.

4.1 볼트의 종류와 길이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4.1.1 Type-4 터널에 대한 해석 결과

록볼트와 이를 대치하여 케이블볼트를 설치한 경우에 

발생한 변위를 표 8에 나타내었다. 측압계수에 따라 다

소의 차이는 있으나 케이블볼트를 적용한 경우에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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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maximum bolt forces in Type-4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
Length

Max. bolt force (kN) 
(element no.)1)

0.5
rockbolt/4 m 45.59 (43, 83)
cablebolt/4 m 12.40 (43, 83)
cablebolt/5 m 11.61 (39, 87)

1.0
rockbolt/4 m 45.49 (43, 83)
cablebolt/4 m 12.37 (43, 83)
cablebolt/5 m 11.06 (43, 83)

2.0
rockbolt/4 m 112.40 (59, 67)
cablebolt/4 m 31.02 (59, 67)
cablebolt/5 m 29.06 (63-crown)

1)( ), bolt element number (s) where maximum axial force 
occurred

(a) Ko=0.5

(b) Ko=1.0

(c) Ko=2.0
Fig. 10. Bolt forces in Type-4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a) Ko=0.5

(b) Ko=1.0

(c) Ko=2.0

Fig. 9.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in Type-4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단변위는 1% 미만, 측벽변위는 3% 이내의 범위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Type-4 터널에 대한 해석에서 케

이블볼트의 길이 증가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Type-4 터널에서의 측압계수별 숏크리트 최대 휨응

력의 크기와 발생 위치는 표 9에 정리한 바와 같다. 요
소의 번호에 따른 터널 주변에서의 위치는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숏크리트 응력도 변위와 마찬가지로 

적용 볼트의 종류나 길이에 따라 눈에 띌만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측압계수가 2.0인 경우에 최대 4% 정
도의 차이를 보여 숏크리트의 지지 부담이 다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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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 of maximum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Length
Maximum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MPa) (element no.)1)

in Compression in Tension

0.5

rockbolt/4 m 6.30 (4, 27) -

cablebolt/4 m 7.13 (4, 27) -

cablebolt/5 m 7.12 (4, 27)

1.0

rockbolt/4 m 7.03 (13, 19) -

cablebolt/4 m 7.36 (13, 19) -

cablebolt/5 m 7.32 (12, 20)
1)( ), shotcrete element number (s) where maximum flexural stress occurred

(a) Ko=0.5

(b) Ko=1.0

Fig. 11.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Table 11. Comparison of displacements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
Length

Displacement (mm)

Crown Spring Line

0.5

rockbolt/4 m 8.57 2.93

cablebolt/4 m 8.88 3.21

cablebolt/5 m 8.87 3.21

1.0

rockbolt/4 m 6.60 6.86

cablebolt/4 m 6.97 7.15

cablebolt/5 m 6.97 7.14

였음을 알 수 있다. 측압계수가 0.5에서 2.0으로 증가함

에 따라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터널의 어깨부에

서 천단부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케이블볼트와 록볼트에 발생한 최대축력의 크기 및 

해당 요소 번호는 표 10에 정리한 바와 같다. 요소 번호

에 해당하는 터널 주변에서의 위치는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다. 숏크리트 응력 분포와 마찬가지로 측압계수

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축력의 발생 위치는 어깨부에서 

천단부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변위 및 숏크리트 응력의 차이가 미소한 것과는 달리, 

축력의 경우에는 단면적의 차이에 기인한 강성의 차이

에 의해 록볼트에서 약 3.6배 정도 더 크게 발생하였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측압계수가 2.0인 경우, 록볼트 축

력은 112.40 kN로 일반적인 허용 축력(100 kN 내외)을 

초과하여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4.1.2 Type-5 터널에 대한 해석 결과

암반의 상태가 더욱 불량한 5등급 암반에 굴착된 

Type-5 터널에서도 표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볼트의 

종류와 길이, 그리고 측압계수를 변화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천부의 5등급 암반에 굴착된 터널임

을 감안하여 측압계수가 2.0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볼트의 종류별로 천단변위를 비교하여 보면 케이블볼

트를 설치한 경우가 록볼트를 설치한 경우에 비해 천단

변위는 3∼5%, 측벽변위는 4∼9% 크게 발생하였다. 케
이블볼트 설치 시 길이의 변화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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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0.5

(b) Ko=1.0

Fig. 12. Bolt forces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Table 14. Comparison of displacement in Type-4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installation methods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Length/Installation 
method1)

Displacement (mm)

Crown Spring Line

0.5

rockbolt/4 m/ut+gr 3.84 0.79

cablebolt/5 m/ut+gr 3.85 0.82

cablebolt/5 m/t+ugr 3.73 0.75

cablebolt/5 m/t+gr 3.76 0.74

1.0

rockbolt/4 m/ut+gr 3.24 2.23

cablebolt/5 m/ut+gr 3.29 2.27

cablebolt/5 m/t+ugr 3.16 2.19

cablebolt/5 m/t+gr 3.16 2.18

2.0

rockbolt/4 m/ut+gr 3.22 7.05

cablebolt/5 m/ut+gr 3.52 7.11

cablebolt/5 m/t+ugr 3.23 6.98

cablebolt/5 m/t+gr 3.22 7.00
1)gr: grouted, ugr: ungrouted, t: tentioned, ut: untentioned

Table 13. Comparison of maximum bolt forces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lengths; bolts 
are grouted but not tensioned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
Length

Max. bolt force (kN)
(element no.)1)

0.5

rockbolt/4 m 123.50 (39, 87)

cablebolt/4 m 37.18 (39, 87)

cablebolt/5 m 37.23 (39, 87)

1.0

rockbolt/4 m 116.30 (39, 87)

cablebolt/4 m 34.12 (39, 87)

cablebolt/5 m 34.39 (39, 87)
1)( ), bolt element number (s) where maximum axial force 

occurred

숏크리트에 발생한 최대 휨응력의 크기와 발생 위치

는 표 12 및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다. 4등급 암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케이블볼트를 설치한 경우가 록볼

트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4~13% 크게 나타났으며, 볼트

의 길이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었다.
표 13과 그림 12는 각각 볼트에 발생한 최대축력의 

크기와 분포를 보여준다. 강성의 차이에 기인하여 록볼

트에 발생한 최대 축력은 케이블볼트의 최대축력의 3.3
배에 달하며, 최대허용축력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전체

적인 축력의 분포 경향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하였

으며, 케이블볼트의 길이 변화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4.2 케이블볼트의 설치방법에 따른 해석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케이블볼트는 록볼트에 비해 

강성이 작아서 축력은 적게 발생하지만 숏크리트 응력

이 증가하여, 결국 숏크리트에 지보 부담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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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in Type-4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installation methods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Length/Installation 
method1)

Maximum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MPa)
(element no.)2)

in Compression in Tension

0.5

rockbolt/4 m/ut+gr 3.64 (5, 26) -

cablebolt/5 m/ut+gr 3.76 (5, 26) -

cablebolt/5 m/t+ugr 3.49 (5, 26) -

cablebolt/5 m/t+gr 3.49 (5, 26) -

1.0

rockbolt/4 m/ut+gr 3.27 (5, 26) -

cablebolt/5 m/ut+gr 3.44 (6, 25) -

cablebolt/5 m/t+ugr 3.17 (6, 25) -

cablebolt/5 m/t+gr 3.17 (6, 25) -

2.0

rockbolt/4 m/ut+gr 8.79 (15-crown) -0.17 (2, 29)

cablebolt/5 m/ut+gr 9.14 (15-crown) -0.14 (2, 29)

cablebolt/5 m/t+ugr 8.93 (15-crown) -0.24 (4, 27)

cablebolt/5 m/t+gr 8.92 (15-crown) -0.25 (4, 27)
1)gr: grouted, ugr: ungrouted, t: tentioned, ut: untentioned
2)( ), shotcrete element number (s) where maximum flexural stress occurred

Table 16. Comparison of bolt forces in Type-4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installation methods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Length/Installation method1) Max. bolt force (kN)
(element no.)2)

0.5

rockbolt/4 m/ut+gr 45.60 (43, 83)

cablebolt/5 m/ut+gr 11.61 (39, 87)

cablebolt/5 m/t+ugr 65.50 (39, 87)

cablebolt/5 m/t+gr 65.49 (39, 87)

1.0

rockbolt/4 m/ut+gr 45.50 (43, 83)

cablebolt/5 m/ut+gr 11.06 (43, 83)

cablebolt/5 m/t+ugr 66.65 (39, 87)

cablebolt/5 m/t+gr 66.65 (39, 87)

2.0

rockbolt/4 m/ut+gr 112.4 (59, 67)

cablebolt/5 m/ut+gr 29.06 (63-crown)

cablebolt/5 m/t+ugr 76.24 (59, 67)

cablebolt/5 m/t+gr 76.24 (59, 67)
1)gr: grouted, ugr: ungrouted, t: tentioned, ut: untentioned
2)( ), bolt element number (s) where maximum axial force occurred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케이

블볼트에 긴장을 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효과를 살

펴보았다. 또한 긴장을 가한 후에 다시 자유장 부분을 

그라우팅하여 긴장 후 그라우팅 효과도 살펴보았다.
케이블볼트의 설치 길이의 증가에 따른 효과는 거의 

없었으나, 긴장을 가하기 위해서는 선단부의 일정길이

를 먼저 그라우팅하여 고정한 후에 긴장력을 가하므로 

고정부에서 충분한 접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케이

블 볼트의 길이를 5 m로 적용하였다. 이 때 고정장은 

볼트길이의 1/4로 하였으며, 긴장을 가하는 경우에는 

40 kN의 긴장력을 가하였다.
 
4.2.1 Type-4 터널에 대한 해석 결과

볼트의 종류와 설치 방법에 따른 천단변위와 측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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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0.5

(b) Ko=1.0

(c) Ko=2.0

Fig. 13. Bolt forces in Type-4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installation methods

Table 17. Comparison of Displacement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installation methods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Length/Installation 
method1)

Displacement (mm)

Crown Spring Line

0.5

rockbolt/4 m/ut+gr 8.57 2.93
cablebolt/5 m/ut+gr 8.87 3.21
cablebolt/5 m/t+ugr 8.51 2.94
cablebolt/5 m/t+gr 8.83 3.06

1.0

rockbolt/4 m/ut+gr 6.60 6.86
cablebolt/5 m/ut+gr 6.97 7.14

cablebolt/5 m/t+ugr 6.57 6.89
cablebolt/5 m/t+gr 7.06 7.12

1)gr: grouted, ugr: ungrouted, t: tentioned, ut: untentioned

위를 표 14에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40 kN의 긴장을 가

한 결과, 록볼트를 설치한 경우와 비교해서도 변위가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석상으로 긴장 후에 그라

우팅을 수행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측압계수의 증

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긴장의 효과는 표 1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숏크리트에 발생한 최대 휨응력의 

크기에서도 나타난다. 전체적인 숏크리트 응력의 분포

는 그림 9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생략하였다.
긴장의 효과는 표 16 및 그림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볼트의 축력에서 가장 뚜렷이 관찰된다. 긴장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대 축력은 2.5∼6배로 증가하였으며, 록
볼트에 발생한 최대축력과 비교하면 측압계수가 0.5와 

1.0인 경우에는 록볼트보다 약 1.4배 크게 발생하였으

나, 측압계수가 2.0인 경우에는 오히려 30% 정도 작게 

발생하여 최대허용축력 이내의 값을 유지함을 알 수 있

다. 록볼트는 측압계수 2.0에서 허용축력인 100 kN을 

초과하여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4.2.2 Type-5 터널에 대한 해석 결과

암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 암반에 굴착된 Type-5 
터널에서는 긴장 후 그라우팅에 의한 지보효과의 감소

가 뚜렷이 나타난다. 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케이블볼

트에 긴장만을 가하면 변위의 크기가 록볼트를 설치한 

경우와 유사하며, 긴장을 가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긴장을 가한 후에 그라우팅을 하면 

긴장을 가하지 않은 경우보다도 변위가 더 큼을 볼 수 

있다. 이는 볼트 설치가 완료된 후에 굴착면이 전진하

면 내공변위가 증가하는데, 긴장을 가하고 그라우팅을 

하지 않으면 자유장 부분이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긴장

력에 상응하는 힘을 터널 벽면에 가하여 변위를 억제하

는 반면, 그라우팅을 수행하면 긴장의 효과가 저하되어 

변위억제효과도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yp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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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omparison of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installation methods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Length/Installation method1)
Maximum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MPa)

(element no.)2)

in Compression in Tension

0.5

rockbolt/4 m/ut+gr 6.30 (4, 27) -

cablebolt/5 m/ut+gr 7.12 (4, 27) -

cablebolt/5 m/t+ugr 6.57 (4, 27) -

cablebolt/5 m/t+gr 5.38 (4, 27) -

1.0

rockbolt/4 m/ut+gr 7.03 (12, 19) -

cablebolt/5 m/ut+gr 7.32 (12, 19) -

cablebolt/5 m/t+ugr 7.01 (12, 19) -

cablebolt/5 m/t+gr 5.85 (12, 19) -
1)gr: grouted, ugr: ungrouted, t: tentioned, ut: untentioned
2)( ), shotcrete element number (s) where maximum flexural stress occurred

(a) Ko=0.5

(b) Ko=1.0

Fig. 14. Flexural stress of shotcrete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installation methods

(a) Ko=0.5

(b) Ko=1.0

Fig. 15. Bolt forces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installation methods

터널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터널 주

변에 이완영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굴착

면 전진에 따른 변위의 증가가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과 그림 14는 숏크리트 응력의 최대 크기와 분

포를 나타낸 것인데, 긴장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긴장만을 가하면 4∼8%, 긴장한 후에 그라우팅도 수행

하면 20∼24% 감소함을 보인다. 록볼트를 설치한 경우

와 비교하면, 케이블볼트에 긴장만을 가한 경우에는 다

소 증가하고 그라우팅도 수행한 경우에는 상당히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숏크리트 응력은 숏크리트 축력과 휨모

멘트에 의해 결정되는데, 심도가 얕을 경우에는 휨모멘

트의 영향이 더 크다. 변위가 상대적으로 더 큼에도 불구



터널 지보재로서 케이블볼트의 성능평가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142

Table 19. Comparison of bolt forces in Type-5 tunnel for different bolt types and installation methods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Ko

Bolt type/Length/Installation 
method1)

Max. bolt force (kN)
(element no.)2)

0.5

rockbolt/4 m/ut+gr 123.5 (39, 87)

cablebolt/5 m/ut+gr 37.23 (39, 87)

cablebolt/5 m/t+ugr 70.59 (44, 84)

cablebolt/5 m/t+gr 72.96 (44, 84)

1.0

rockbolt/4 m/ut+gr 116.3 (39, 87)

cablebolt/5 m/ut+gr 34.39 (39, 87)

cablebolt/5 m/t+ugr 69.08 (39, 87)

cablebolt/5 m/t+gr 70.15 (39, 87)
1)gr: grouted, ugr: ungrouted, t: tentioned, ut: untentioned
2)( ), bolt element number (s) where maximum axial force occurred

하고 숏크리트 응력이 감소한 이유는 긴장 후 그라우팅

으로 인해 공동 주변에서의 변위분포가 더 균등해져 상

대적으로 휨모멘트의 크기가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5등급 암반의 경우에도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긴장

에 따른 효과는 볼트의 축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40 
kN의 긴장력을 가한 결과, 긴장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대 축력이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록볼트를 설치한 경

우에는 최대축력이 110 kN을 상회하여 허용최대축력

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는 볼트에 발생한 축력의 분포를 도시한 것인

데, 40 kN의 긴장을 가한 결과 록볼트를 설치한 경우에 

비해 각 볼트 내에서의 축력 변화 정도가 현격히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긴장 후 그라우팅에 따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터널의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소인 터널의 지보재를 선택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

와 더불어 경제성도 고려한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터

널의 주된 지보재인 록볼트의 대체재로서 제안되고 있

는 케이블볼트의 성능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에 국내에서 수행된 인발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2차로 도로터널에 대해서 록볼트와 

지보성능을 비교하였다. 암반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변위가 작게 발생하여 두 지보재간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암반 상태가 불량한 4등급과 5등급 암반에 대해 
측압계수와 볼트의 종류 및 길이, 그리고 설치방법을 

해석 변수로 선정하여 록볼트와의 지보성능을 비교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케이블볼트와 록볼트의 길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케이블볼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록볼트

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변위와 숏크리트 휨응력의 

크기는 크게 나타났으며 볼트의 축력은 작게 나타났

다. 이는 케이블볼트의 강성이 록볼트의 강성에 비

해 작기 때문이며, 결국 지보 성능에 있어 열세임을 

알 수 있었다.
2. 케이블볼트의 길이를 25% 증가시켜 5 m로 적용한 

바, 길이의 증가에 따른 보강 효과의 증가는 나타나

지 않았다. 경제성이 보장되는 한도에서의 케이블볼

트 길이의 증가가 케이블볼트의 보강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Type-4 터널에서 길이 5 m의 케이블볼트에 40 kN

의 긴장력을 가한 경우, 터널의 변위는 록볼트 적용 

시 보다 작았으며, 숏크리트 휨응력도 작거나 유사

하게 발생하여 긴장을 가하는 것이 지보효과의 증대

에 매우 큰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이

블볼트에 긴장을 가한 후 추가로 그라우팅을 수행한 

경우에는 내공변위 억제효과가 감소하여 해석상으

로는 지보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Type-5 터널의 경우에는 긴장을 가한 후 그라우팅에 

따른 지보효과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선단부

에서의 그라우트 파괴 가능성 및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면 케이블볼트에 긴장을 가한 후에 반드시 전

면 접착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긴장 후 그라우팅에 따른 지보효과 감소를 방지하려

면 자유장 부분에 대한 그라우팅은 굴착면이 해당 

볼트로부터 충분히 멀어진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5. 지반조건이 매우 불량한 5등급 암반이나 4등급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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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압계수가 2.0으로 높은 경우에 록볼트가 적

용되면 부분적으로 허용최대축력을 상회하는 경우

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적절하게 긴장된 케이블볼트

의 최대축력은 허용최대축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

어 록볼트에 비해 우수한 측면도 관찰되었다.

록볼트에 비해 시공이 간편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 

케이블볼트는 수치해석 결과에 의하면 긴장을 가한 경

우에는 록볼트와 대등하거나 부분적으로 우월한 지보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주 지보재로서 케이블볼트

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실 시험과 현장 시험 등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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