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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rch 터널과 병렬 터널 접속부에서의 텐션볼트를 사용한

필라 보강 방법에 대한 수치해석

박연준*, 최재진

A Numerical Study on the Reinforcement Method of a Pillar Using Tension 

Bolts at the Connecting Part between 2-Arch Tunnels and Parallel Tunnels

Park Yeon-Jun*, Choi Jae-Jin

Abstract Two-arch tunnels require minimal spacing between the 2 tunnels and thus occupy small amount of land 

compared to parallel tunnels. But it is rather expensive. The parallel tunnel is not as expensive, but it requires 

more land than 2-arch tunnels. This may cause a problem when there is a land shortage. The new design is to 

connect these two types of tunnels by another pair of parallel tunnels where the separation distance is gradually 

increasing. The applicability of this new design to the cases where rock condition is not even fair has to be verified 

since the width of the pillar between the connecting tunnels can be quite narrow. Therefore both two and three 

dimensional numerical analyses were conducted and pillar stability was examined for rock classes IV and V in 

two different ways. Results showed that this new design is still effective for poor rock conditions if central pillar 

is properly reinforced by tension bolts as long as overburden is less than five times of the tunnel diameter.

Key words 2-arch tunnel, Parallel tunnel, Pillar 2-arch varying section tunnel, Tension bolt

초  록 2-아치 터널은 터널의 간격이 매우 좁아서 병렬 터널에 비해 점유 면적이 작으나 경제적이지 못하다. 

병렬 터널은 경제적이긴 하지만 2-아치 터널보다 점유 면적이 커서 용지의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설계는 이 두 터널을 터널의 간격이 점차 증가하는 제3의 병렬터널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접속 

터널의 필라는 폭이 매우 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설계를 불량한 암반에 적용하려면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4등급 및 5등급 암반에 대해 2차원 및 3차원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2가지 방법으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

다. 검토 결과, 중앙 필라가 텐션 볼트로 적절히 보강된다면 터널 심도가 직경의 5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였다.

핵심어 2-아치 터널, 병렬 터널, 2-arch 변단면 터널, 필라, 텐션 볼트

1. 서 론

최근 도시의 고밀도화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으로 인해 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등 교통시설에 필요

한 많은 터널이 시공되고 있다. 도로 터널의 경우 단선 

병렬 터널로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접한 두 개의 터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필요

하다. 이로 인해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 또한 동일한 간

격으로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점유하는 면적

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도심의 경우 용지의 매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최근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사회적 요

구에 따라 병렬 터널의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Arch 터널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개의 터널

을 인접 시공하고 그 사이를 콘크리트 기둥으로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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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2-Arch 터널은 시공공

정이 복잡하고 공사비도 고가이다. 따라서 터널의 입구

부 및 출구부는 2-Arch 터널로,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병렬 터널로 설계하면 환경성,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터널의 경우, 2-Arch 터널과 병렬 터널의 접

속부에서 터널의 간격이 점차 넓어지게 되는 구간이 필

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간을 ‘2-Arch 변단면 

터널’이라 한다(최재진 외, 2012). 이 구간에서는 두 터

널 사이에 존재하는 암반 필라의 폭이 일반적인 병렬터

널의 경우보다 좁기 때문에 중앙 필라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강재기 외, 2014). 

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라우팅에 의한 보

강방법과 텐션볼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라우

팅 보강법의 경우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

워 설계 및 해석에 적용하기 어렵다. 텐션볼트에 의한 

보강 방법은 암반 필라의 좌･우측에 하중을 가함으로써 

필라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이므로 보강 효과

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최재진 외, 2012; 김원범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텐션볼트를 이용하여 접속 구

간의 중앙 암반 필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

는 방안들을 고안하고, 그 효과를 수치해석적으로 검증

하여 효과적인 보강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암반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중앙 필라의 안정성

에 큰 문제가 없으며, 보강 효과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불량한 지반인 4, 5등급 암반을 대상으

로 암반 필라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중앙 필라부

의 안정성 증대를 위한 텐션볼트의 보강효과 검증을 통

해 보다 효과적인 텐션볼트 보강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필라의 폭이 변하는 2-Arch 변단면 터널 구간에 대

해 필라 보강여부, 텐션볼트 설치방법, 토피고, 암반등

급 등을 변화시키면서 2차원 및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

하여 암반 필라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안정성 검토는 

무보강의 경우와 텐션볼트 보강의 경우로 구분하여 암

반 필라 내부의 응력을 확인하고, 보강의 경우도 텐션

볼트의 시공 순서 및 방법에 따라 3가지 Case로 구분지

어 암반 필라 보강 Case별 보강효과를 비교하였다.

보강 효과에 따른 터널의 안전율 산정방법으로는 보

강 효과의 고려가 가능한 방법으로 황정순 등(2005)과 

백승철 등(2009)이 제안한 응력비를 이용한 방법, 그리

고 Hoek & Brown(1980)이 제안한 강도/응력비를 이용

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 터널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굴착폭 11.5 

m의 2차로 도로 터널을 가정하였고, 굴착 및 지보패턴

은 한국도로공사의 표준지보패턴을 적용하였다. 4, 5등

급 암반임을 고려하여 토피고는 1D, 2D 및 5D로 가정

하였으며, 필라 폭은 2-Arch 터널 접속부에서 0.25D로 

시작하여 점차 두꺼워져 병렬 터널 접속부에서는 0.5D

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2. 텐션 볼트를 이용한 암반 필라의 보강 방법

텐션볼트를 이용하여 암반 필라를 보강하는 기존의 

방법은 두 개의 터널이 모두 굴착된 후에 미리 설치된 

파이프형의 볼트에 강선을 삽입하여 인장력을 가하도

록 되어있다. 이 방법은 공정도 다소 복잡하고 후행터

널의 굴착 시 이미 설치된 볼트의 단부, 즉 후행 터널측 

두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으며, 후행 터널이 굴착되는 

동안에는 볼트에 인장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필라의 폭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이 가진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두 가지 설치 방법을 추가로 제안하고, 수치해

석적인 검증을 통하여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해석 조건은 텐션볼트를 설치하지 

않는 무보강의 경우와 텐션볼트를 설치한 보강의 경우

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보강의 경우 텐션볼트 설치 

방법에 따라 3개의 보강 Case로 구분하여 텐션볼트 보

강방법에 따른 보강효과를 비교하였다. 

2.1 후 인장법(Case 1)

보강 Case 1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텐션볼트 보강

방법으로 Fig. 1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굴착 및 보강

이 이루어진다. 우선 좌측터널을 굴착한 후 숏크리트를 

타설하고 록볼트를 설치한다. 이후 굴착된 좌측터널에

서 텐션볼트 설치를 위한 파이프형 볼트를 우측터널의 

예상 굴착 벽면까지 설치하고 그라우팅하여 볼트를 고

정시킨다. 다음으로 우측터널을 굴착 및 보강하고, 미리 

설치된 볼트 내에 강선을 삽입한 후 강성 인발하여 체

결한다. 

이 방법의 경우 우측터널의 발파 굴착 시 발파로 인

하여 텐션볼트 체결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

측 터널 굴착 이전에는 긴장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텐션 볼트의 보강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

점이 있다.

2.2 선 인장법(Case 2)

보강 Case 2는 우측 터널 굴착 시 발파로 인해 텐션

볼트 체결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보완하고, 

우측 터널 굴착 이전에 인장을 가함으로써 보강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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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tunnel excavation and support (b) Installation of tension bolts with grouting

(c) Right tunnel excavation and support (d) Steel-wire tensioning after clamping

Fig. 1. Installation process of tension bolt for Case 1

(a) Left tunnel excavation and support (b) Installation of tension bolts with grouting

(c) Right tunnel excavation and support

Fig. 2. Installation process of tension bolt for Case 2

극대화하기 위해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좌측터널 

굴착 후 텐션볼트를 설치하고 강성 인발하여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때 텐션볼트의 단부를 우측터널 예상 굴

착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켜 우측 터널 굴

착 시 볼트의 단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3 절충법(Case 3)

보강 Case 3의 절충법은 선 인장법과 후 인장법을 절

충한 형태로 Fig. 3에 도시한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좌측터널을 굴착하고 지보재를 설치한 후 보강 Case 2

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측터널 예상 굴착 벽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켜 계획된 텐션볼트 수량의 절반만을 선

인장법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수량은 우측터널 굴착 후

에 후 인장법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보강 Case 

2와 같이 우측터널 발파 굴착 시 단부 보호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단부 고정만 가능한 선 인장 텐션볼트 

사이에 필라를 관통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후 

인장 텐션볼트를 설치해 줌으로써 보강 Case 2보다 향

상된 보강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암반 필라의 안정성 평가 방법

3.1 응력비를 이용한 방법

암반 필라의 안전율은 암반강도와 터널굴착에 의해 

필라에 작용하는 응력의 비로서 결정된다. 황정순 등

(2005)은 터널 폭이 D이고 토피고가 H인 병렬터널에서 

필라 유발응력의 정규화 및 유발응력 평가식을 식 (1) 

및 식 (2)와 같이 제안하였다. 병렬터널 굴착 시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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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tunnel excavation and support (b) Installation of tension bolts with grouting and tensioning

(c) Right tunnel excavation and support (d) Installation of additional tension bolts with grouting and tensioning

Fig. 3. Installation process of tension bolt for Case 3

는 필라의 작용응력은 식 (1) 및 식 (2)의 응력비를 토

대로 식 (3) 및 식 (4)에 의해 산정된다. 식(3)에 표현된 

최대주응력의 작용방향은 이론적으로 대칭구조물의 정

중앙부에서는 터널 굴착 완료 후 연직방향이 된다. 측

압계수가 큰 지역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렬터

널 굴착 시 연직응력의 증가와 수평응력의 감소에 의해 

통상적으로 연직응력이 수평응력보다 크므로 최대주응

력을 연직방향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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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연직응력비

 : 수평응력비

  : 수치해석에 의해 구한 연직응력

  : 수치해석에 의해 구한 수평응력

 : 측압계수이며,

 : 필라에 작용하는 최대주응력

 : 필라에 작용하는 최소주응력이다.

결국 병렬터널 굴착에 의해 유발되는 지중응력 변화

를 고려한 필라의 안전율은 필라에 유발되는 최대주응

력()과 식 (5)에 의해 산정되는 Hoek & Brown(1980) 

파괴포락선상의 최대주응력의 비로서 식(6)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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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 필라의 강도

 : 무결암의 일축압축강도

 : 암반의 재료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

,  : 암반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수이다.

암반 필라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라에 보강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현재까지 제안된 암반 필라의 보강방법 중 실무

적용이 용이한 공법으로는 텐션볼트 및 그라우팅 공법 

등이 있으나, 그라우팅 공법의 경우 그라우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량화가 상대

적으로 용이한 텐션볼트를 이용하여 암반 필라의 보강

효과를 평가하는 기법이 제시되었다(최재진 외, 2012). 

Fig. 4 (a)와 같이 암반 필라의 보강을 위해 텐션볼트를 

적용한 경우, 필라 측면에는 텐션볼트의 설치에 의해 

추가적인 구속압이 작용한다. 따라서 Fig. 4 (b)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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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on bolt reinforcement (b) Reinforcement fundamental

Fig. 4. Summary and fundamental of reinforcement by tention bolt(Baek et al, 2009)

된 바와 같이 텐션볼트의 설치에 의해 유발되는 추가적

인 구속압(∆)으로 말미암아 필라의 수평응력이 변화

되고(A→A') 이에 따라 필라의 강도도 증가되어(B→B') 

필라의 안정성이 향상되게 된다.

이를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텐션볼트에 의한 구

속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을 필요로 한다. 텐션볼트 

설치 시 연직 및 수평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필라의 최

대주응력을 구하는 식을 백승철 등(2009)이 식 (7)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때 안전율은 무보강 암반 필라의 

안전율 평가기법과 동일하게 식 (6)로 평가되며, 텐션볼

트에 의한 구속응력은 식 (8)로 계산된다.


 

 
∆

  

 




∆


  (7)

∆

 


 (8)

여기서, ∆ : 텐션볼트에 의해 증가되는 응력

 : 텐션볼트에 가해지는 긴장력

 : 연직설치간격

 : 수평설치간격

 : 그라우팅에 의한 필라의 압축강도 

증가 계수이다.

3.2 강도/응력비를 이용한 방법

임의의 점에서의 주응력이 (  )일 때 이점에서의 

파괴는 식 (9)의 Mohr-Coulomb 파괴기준에 의해 계산

되는 파괴 시 축방향 응력, 즉 암반강도 와 을 비

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9)

여기서, 암반의 일축압축강도 과 최소주응력 에 

대한 선의 기울기 는 식 (10)과 같이 정의된다.



sin

cos
 
sin

sin
 (10)

여기서,  : 실제 암반의 점착력

 : 실제 암반의 내부마찰각이다.

Fig. 5는 암반 필라의 강도에 대한 응력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강도/응력비(strength/stress ratio)는 주어진 응

력상태에서의 안전율을 의미하며, 식 (11)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강도응력비







 (11)

진행성 파괴(progressive failure)나 응력 전이과정(stress 

transfer progress)을 고려하여 평균 강도/응력비가 1.0 

이하가 되면 필라 전체가 불안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Hoek and Brown, 1980).

4. 수치해석모델링과 해석 Case

2차원 해석의 경우 유한차분법(FDM)을 기반으로 한  

FLAC
2D
를 사용하였고, 3차원 해석은 유한요소법(FEM)



터널과 지하공간 475

Fig. 5. Strength/stress ratio curve (Hoek & Brown, 1980)

Table 1. Additional rock mass parameters used to determine the factor of safety

Type


(kN/m
3
)


′

(MPa)
     

Ⅳ 23 40 0.201 20 30 0.15 2.67×10
-4

0.522

Ⅴ 21 25 0.098 20 10 0.15 2.89×10
-5

0.585

을 기반으로 한 MIDAS/GTS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

로 4등급 이하의 암반에서는 다수의 절리군이 존재하거

나 풍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천부의 터널 입구부일 

경우에는 과거에 측압계수가 컸더라도 자유면인 지표

방향으로 변형되면서 측압이 해소될 가능성이 많으므

로 측압계수(K0)는 1.0을 적용하였다.

변단면 터널 구간의 암반 필라를 보강하지 않은 경우

와 텐션볼트로 보강한 경우로 구분하고, 보강을 한 경

우는 다시 텐션볼트 보강방법에 따른 보강효과를 규명

하기 위해 3개의 보강 Case로 구분하여 해석을 수행하

고 안전율을 구하였다.

4.1 지반 특성

응력비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 안전율을 산정하기 위

해 지질강도지수(GSI) 및 무결암강도(
′ ) 등의 추가적

인 지반 물성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 필라

의 안전율을 산정하기 위해 여러 문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Table 1과 같은 지반 특성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Table 1에서 는 암반의 종류에 따른 재료 상수로 

  값에 따라 달라지며,  및 는 암반의 특성을 반영

한 상수이다. 암석 종류에 따른   값은 화성암과 변성

암의 경우 9∼33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값을 중간값에 가까운 20으로 가정하여 4등급 및 5

등급 암반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굴착지반상태에 따

른 계수인  값은 암반 조건이 4등급 및 5등급의 불량

한 암반에 해당되므로 발파에 의한 굴착 시 조절발파를 

수행하여도 지반의 교란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0.15

의 값을 적용하였다.

4.2 수치 모델링과 해석 Case

해석 대상으로는 가장 많이 건설되는 2차로 도로 터

널인 직경 11.5 m의 마제형 터널을 선택하였다. 변단면 

구간은 터널 입구부에 가까이 있음을 감안하여 터널의 

심도는 최대 터널 폭의 5배까지로 하였으며, 해석 지반

이 4등급 및 5등급의 불량한 지반조건임을 고려하여 터

널 굴착방법을 상하 반단면 분할굴착으로 하였고, 지보

패턴은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2009)에 제시된 표

준지보패턴을 적용하였다.

텐션볼트는 모든 Case에 동일하게 한 단면에 5개를 

설치하였으며, 수직 설치간격을 1 m로 하였다. 또한 수

평 설치간격은 암반등급에 따른 1회 굴진장과 동일하게 

4등급 암반에서는 1.5 m, 5등급 암반에서는 1.2 m로 

적용하였다. 지반조건이 4등급 및 5등급의 암반이어서 

상하 반단면을 분할 굴착하므로 터널 상부 굴착 시 3개, 

터널 하부 반단면 굴착 후 2개의 텐션볼트를 설치하였

다. 텐션볼트에는 각각 150 kN의 긴장력을 가하였다.

Fig. 6 (a)는 2차원 해석에 사용된 횡단면 모델을 도

시한 것이다. 필라 폭은 2-Arch 터널로부터 병렬 터널

로 변화하는 구간임을 고려하여 0.25D, 0.3D, 0.35D 및 

0.4D로 적용하였다. Fig. 6 (b)는 2차원 해석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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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D analysis model (b) 2-D analysis mesh

Fig. 6. Model and meshes for 2-D analysis

(a) Support elements for 3-D analysis (b) Mesh for 3-D analysis

Fig. 7. Modeling of supports and meshes for 3-D analysis

터널 간 최소 필라 폭 0.25D, 최대 토피고 5D의 경우에 

대한 요소망이다. 필라 폭이 최소인 0.25D(2.875 m)의 

경우에도 해석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암반 필라의 

최소 횡방향 요소 수를 6개로 모델링하였다.

2차원 해석 시에는 굴진면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하중분배율을 적용하게 된다. 하중분담율

은 경험식, 수치해석적 방법, 유사지반 및 시공조건 하

의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실제 대상 지반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시에는 위의 방법으로 하중분담율을 

산정하여 수치해석에 적용하여야 하나, 본 연구는 여러 

경우를 비교검토 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암반등급 4, 5

에 많이 적용했던 굴착 후 40%, 숏크리트 타설 직후 

30%, 숏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시점에서 30%의 하중

분담율을 적용하였다. 적용 하중분배율은 암반등급 4, 5

에 동일하게 상반 굴착 후 40%, 연성 숏크리트 및 록볼

트(텐션볼트) 설치 후 30%, 경성 숏크리트 단계에서 30 

%로 적용하였으며, 터널 하반의 굴착 시에도 이와 동일

한 하중분배율을 적용하였다.

2차원 해석은 FLAC
2D
를 이용하였으며, 3차원 해석은

 

MIDAS/GTS를 사용하여 본 해석을 실시하였다. 3차원 

수치해석에 사용된 해석단면은 2차원 수치해석과 동일

한 해석단면으로 적용하였으며, 전반적인 해석과정 또

한 동일하다. 해석단면은 총 굴진장 36 m로 암반등급 4

등급의 경우 1회 굴진장 1.5 m를 적용하였으며, 암반등

급 5등급의 경우에는 1회 굴진장 1.2 m를 적용하였다. 

Fig. 7 (a)는 4등급 암반에 적용한 3차원 모델의 지보 설

치 형상이며, Fig. 7 (b)는 토피고 5D일 때의 요소망 형

상이다. 2차원 수치해석과 비교하기 위해 필라 폭 0.25D

∼0.4D 구간 중 2차원 해석 시와 동일한 두께의 필라부 

단면상에서의 응력을 이용하여 안전율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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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analysis (Choi et al., 2012)

Type
Elastic Modulus

(GPa)

Cohesion

(kPa)

Internal Frincion 

Angle (°)

Poisson’s Ratio

()

Unit Weight

(kN/m
3
)

Ⅳ 2 210 35 0.26 23

Ⅴ 1.4 50 32 0.30 21

Table 3. Support pattern for analysis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09)

Rock Type Support Patten Excavation method

Shotcrete 

thickness

(mm)

Rock bolt

Length

(m)

Spacing (m)

Longitudinal Transverse

Ⅳ Type-4 bench cut 120 4.0 1.5 1.5

Ⅴ Type-5 bench cut 160 4.0 1.2 1.5

Table 4. Input parameters of shotcrete for numerical analyses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09)

Type Elastic Modulus

(GPa)

Shotcrete thickness

(mm)

Unit Weight

(kN/m
3
)

Poisson’s Ratio

()Rock Shotcrete

Ⅳ
Soft 5

120 23 0.2
Hard 15

Ⅴ
Soft 5

160 23 0.2
Hard 15

Table 5. Input parameters of rockbolt and grout for numerical analysis

Type
Longitudinal 

spacing (m)

Elastic Modulus

(GPa)

Yield Load

(kN)

Diameter

(mm)

Grout Shear 

Stiffness

(MN/m/m)

Grout Bond 

Strength(kPa)

Ⅳ 1.5
210 171 25 9,943.3 596

Ⅴ 1.2

4.3 지반 및 지보재 물성

해석 지반의 암반물성은 터널주변의 암반 거동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치해석의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암반특성의 정확한 고려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 적용한 지반물성은 암반분류에 따른 물성과 국

내의 터널 설계 적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

정한 박연준과 유일형(2012)의 지반물성을 적용하였다. 

다만, 4등급 암반의 경우 천부의 터널 갱구부임을 고려

하여 박연준과 유일형(2012)의 지반물성보다는 변형계

수의 값이 작은 최재진 등(2012)이 제시한 지반물성을 

사용하였다(Table 2).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2

차로 도로터널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표준지보패턴을 

통해 굴착 방법 및 지보 설계를 Table 3과 같이 적용하

였다.

숏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양생에 따른 물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성 숏크리트와 경성 숏크리트로 구분하였

다. Table 4는 2차원 및 3차원 해석에 사용된  숏크리트 

물성이며, 숏크리트의 두께는 한국도로공사(2009)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Table. 5는 2차원 및 

3차원 해석에 적용된 록볼트의 물성이다. 암반 필라 보

강에 사용되는 텐션볼트는 직경 29 mm이며 종방향 설

치간격 및 탄성계수는 록볼트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5. 안정성 해석 결과 및 분석

5.1 2차원 해석에 의한 암반 필라의 응력상태 분석

5.1.1 암반 필라를 텐션 볼트로 보강하지 않은 경우

텐션 볼트로 보강되지 않은 경우, 터널의 심도가 5D

일 때 필라 내부에서의 수직응력 및 수평응력은 Fig. 8

과 같다. 여기서 x축은 필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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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stress (b) Horizontal stress

Fig. 8. Pillar stress by 2-D analysis: Rock Type IV; Depth=5D; No tension bolts

(a) Vertical stress (b) Horizontal stress

Fig. 9. Pillar stress by 2-D analysis: Rock Type V; Depth=5D; No tension bolts

도시된 4개의 그래프는 필라 폭이 각각 0.25D, 0.3D, 

0.35D 및 0.4D일 때의 응력을 나타낸다.

좌측 터널이 굴착, 보강된 후에 우측 터널이 굴착, 보

강되므로, 수직응력은 우측부가 좌측부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중앙부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필라 

폭이 감소함에 따라 응력은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응력의 감소폭은 필라 폭이 0.25D에서 0.3D로 증가하

는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텐션볼트로 보강되지는 

않지만 록볼트와 숏크리트로 보강되므로, 필라의 좌우 

측벽에서의 수평응력 값은 0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굴착 및 보강이 단계적으로 수행되므로 수평응력 

분포도 좌우 대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등급 암반에 대한 해석 결과도 이와 유사하나(Fig. 9), 

4등급 암반에 비해 수직 및 수평 응력이 다소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등급 암반의 경우 더 많은 지보재가 

시공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1.2 암반 필라를 텐션볼트로 보강한 경우

암반 필라를 텐션볼트로 보강한 경우는 Fig. 10, Fig. 

11, Fig. 12 및 Fig.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보강방법에 

따라 필라 내부에서의 응력분포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

으며 암반 등급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텐션

볼트 보강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수직응력은 약간 감

소하였으며, 수평응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 인장을 하는 Case 1의 경우에는 필라 좌･우측에서

의 수평응력 차이가 크지 않으나, 선 인장의 경우와 절

충법을 적용한 경우인 Case 2 및 Case 3에서는 우측 터

널 굴착 이전에 인장력을 가하기 때문에 필라 우측에서

의 수평응력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Fig.11 및 Fi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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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0. Vertical stress of pillar by 2-D analysis: Rock Type IV; Depth=5D; Tension bolts installed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1. Horizontal stress of pillar by 2-D analysis: Rock Type IV; Depth=5D; Tension bolts installed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2. Vertical stress of pillar by 2-D analysis: Rock Type V; Depth=5D; Tension bolts installed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3. Horizontal stress of pillar by 2-D analysis: Rock Type V; Depth=5D; Tension bolts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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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stress (b) Horizontal stress

Fig. 14. Pillar stress by 3-D analysis: Rock Type IV; Depth=5D; No tension bolts

(a) Vertical stress (b) Horizontal stress

Fig. 15. Pillar stress by 3-D analysis: Rock Type V; Depth=5D; No tension bolts

5.2 3차원 해석에 의한 암반 필라의 응력상태 분석결과

5.2.1 암반 필라를 텐션 볼트로 보강하지 않은 경우

3차원 수치해석의 경우, 필라의 두께가 연속적으로 

변하므로 2차원 해석과의 비교를 위해 필라의 두께가 

0.25D, 0.3D, 0.35D 및 0.4D인 지점을 선택하여 해당 

위치에서의 필라 내부 응력 값을 사용하였다. 필라 내

부에서의 위치별 응력 분포는 Fig. 14 및 15와 같다. 

Fig. 14는 3차원 해석단면 중 가장 불리한 조건인 토피

고 5D, 4등급 암반에 대한 결과이며, Fig. 15는 동일 조

건의 5등급 암반에 대한 결과이다.

2차원 해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수평 및 수직 응력 모

두 다소 작은 값을 보인다. 또한 필라의 폭 변화에 따른 

응력의 크기 변화가 작음을 알 수 있다.

5.2.2 암반 필라를 텐션 볼트로 보강한 경우

암반 등급별로 토피고 5D인 경우에 대해 텐션볼트로 

보강한 경우에 대한 3차원 해석 결과를 수평 및 수직응

력으로 구분하여 도시하면 Fig. 16, 17, 18 및 19와 같

다. 2차원 해석과 비교하면 수직응력 및 수평응력의 값

이 다소 작음을 알 수 있으며, 필라 폭 변화에 따른 차

이도 매우 작다. 보강 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차

원 해석 결과와 경향이 동일하게 Case 2와 3에서는 필

라 우측에서의 수평응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2차원 해석에 비해 현저히 작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2

차원 해석과 3차원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

며, 특히 하중분배계수에서 최초 굴착 시 본 해석에서 

적용한 40%가 다소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5.3 암반 필라의 안전율과 보강 효과

Table 6은 텐션볼트로 보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암

반 필라의 안전율을 나타낸 것이다. 필라의 안전율 산

정방법은 전기한 바와 같이 응력비를 이용하는 방법과 

강도/응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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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6. Vertical stress of pillar by 3-D analysis: Rock Type IV; Depth=5D; Tension bolts installed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7. Horizontal stress of pillar by 3-D analysis: Rock Type IV; Depth=5D; Tension bolts installed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8. Vertical stress of pillar by 3-D analysis: Rock Type V; Depth=5D; Tension bolts installed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9. Horizontal stress of pillar by 3-D analysis: Rock Type V; Depth=5D; Tension bolts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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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afety factors obtained by 2-D & 3-D analyses: No tension bolts

Rock Type Depth Pillar Width
Stress Ratio Strength/Stress Ratio

2D 3D 2D 3D

Ⅳ

1D

0.25D 1.08 1.12 1.20 1.26

0.30D 1.20 1.17 1.35 1.32

0.35D 1.24 1.18 1.41 1.33

0.40D 1.35 1.23 1.57 1.40

2D

0.25D 0.78 0.88 0.83 0.94

0.30D 0.87 0.91 0.94 0.99

0.35D 0.89 0.93 0.97 1.00

0.40D 0.98 0.96 1.09 1.04

5D

0.25D 0.58 0.61 0.64 0.66

0.30D 0.65 0.63 0.72 0.69

0.35D 0.66 0.64 0.74 0.71

0.40D 0.73 0.67 0.85 0.74

Ⅴ

1D

0.25D 0.50 0.52 0.64 0.67

0.3D 0.55 0.56 0.71 0.72

0.35D 0.56 0.57 0.73 0.75

0.4D 0.61 0.61 0.82 0.82

2D

0.25D 0.41 0.46 0.53 0.59

0.3D 0.42 0.48 0.61 0.63

0.35D 0.46 0.50 0.62 0.66

0.4D 0.51 0.54 0.70 0.73

5D

0.25D 0.35 0.37 0.48 0.51

0.3D 0.38 0.39 0.55 0.55

0.35D 0.39 0.42 0.56 0.60

0.4D 0.43 0.44 0.64 0.65

전체적인 안전율의 변화는 필라 폭이 증가할수록 안

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안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정방법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면 강도/응력비를 이용한 방법이 응력비를 

이용한 방법보다 큰 값을 보였다. 또한 필라 폭의 증가

에 따른 안전율의 상승 폭이 2차원 해석에서 더 컸으며, 

터널 심도 증가에 따른 안전율의 감소 비율은 해석 차

원과는 무관하였다.

2차원과 3차원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면, 3차원 수

치해석에 의한 안전율이 2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안전율

보다 대체로 낮으며, 필라 폭이 가장 넓은 0.4D에서 가

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3차원 수치해석 결

과에 의한 안전율이 2차원 해석 결과를 이용한 안전율

보다 크게 계산되지만, 3차원 해석에서는 필라의 폭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점에서의 응력이 필라 폭이 

더 넓거나 좁은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2차원 해석 시 본 해석에서 사용된 굴착 

후 하중 분배계수가 너무 작아서 록볼트와 숏크리트에 

의한 보강 효과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able 7은 2차원 수치해석에 의해 4, 5등급 암반 터

널에서 필라를 텐션볼트로 보강한 경우에 대한 보강 

Case별 안전율이다. 비교를 위해 텐션볼트로 보강하지 

않은 경우의 안전율을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텐셔볼트

의 보강 효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안전율이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Table 7을 좀 더 보기 쉽도록 챠트의 

형태로 Fig. 20 및 Fig. 21에 도시하였다.

안전율 1.0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4등급 암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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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afety factors obtained by 2-D analyses: Tension bolts installed vs. (No Tension bolts)

Rock

Type
Depth Pillar Width

Stress Ratio
2D

Strength/Stress Ratio
2D

Case 1∼3 Case 1 Case 2 Case 3

Ⅳ

1D

0.25D 1.66 (1.08) 1.74 (1.20) 1.76 1.80

0.30D 1.83 (1.20) 1.97 (1.35) 2.17 2.19

0.35D 1.90 (1.24) 2.08 (1.41) 2.24 2.25

0.40D 2.07 (1.35) 2.31 (1.57) 2.66 2.64

2D

0.25D 1.08 (0.78) 1.10 (0.83) 1.14 1.16

0.30D 1.19 (0.87) 1.24 (0.94) 1.37 1.38

0.35D 1.23 (0.89) 1.29 (0.97) 1.42 1.42

0.40D 1.35 (0.98) 1.44 (1.09) 1.66 1.65

5D

0.25D 0.74 (0.58) 0.79 (0.64) 0.84 0.84

0.30D 0.82 (0.65) 0.89 (0.72) 1.00 1.00

0.35D 0.85 (0.66) 0.92 (0.74) 1.04 1.03

0.40D 0.93 (0.73) 1.03 (0.85) 1.20 1.19

Ⅴ

1D

0.25D 0.83 (0.50) 1.14 (0.64) 1.18 1.19

0.30D 0.91 (0.55) 1.27 (0.71) 1.40 1.41

0.35D 0.94 (0.56) 1.33 (0.73) 1.45 1.46

0.40D 1.01 (0.61) 1.48 (0.82) 1.76 1.74

2D

0.25D 0.58 (0.41) 0.80 (0.53) 0.85 0.86

0.30D 0.64 (0.42) 0.90 (0.61) 1.00 1.00

0.35D 0.65 (0.46) 0.92 (0.62) 1.04 1.04

0.40D 0.71 (0.51) 1.03 (0.70) 1.23 1.21

5D

0.25D 0.43 (0.35) 0.64 (0.48) 0.70 0.70

0.30D 0.48 (0.38) 0.72 (0.55) 0.82 0.81

0.35D 0.49 (0.39) 0.74 (0.56) 0.85 0.84

0.40D 0.54 (0.43) 0.83 (0.64) 0.99 0.97

(a) Stress ratio
2D (b) Strength/

Stress ratio
2D 

(Case 1)

(c) Strength/

Stress ratio
2D 

(Case 2)

(d) Strength/

Stress ratio
2D 

(Case 3)

Fig. 20. Safety factor charts obtained by 2-D analyses: Rock Type IV

토피고 2D 이내의 모든 경우가 안정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토피고 2D 이상인 경우에도 안전율 산정 방

법에 따라 다르지만 필라 폭이 0.3D 이상이면 안정함을 

보인다. 5등급 암반의 경우에도 토피고가 약 1.5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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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 ratio
2D (b) Strength/

Stress ratio
2D 

(Case 1)

(c) Strength/

Stress ratio
2D 

(Case 2)

(d) Strength/

Stress ratio
2D 

(Case 3)

Fig. 21. Safety factor charts obtained by 2-D analyses: Rock Type V

(a) Stress ratio
3D (b) Strength/

Stress ratio
3D 

(Case 1)

(c) Strength/

Stress ratio
3D 

(Case 2)

(d) Strength/

Stress ratio
3D 

(Case 3)

Fig. 22. Safety factor charts obtained by 3-D analyses: Rock Type IV

(a) Stress ratio
3D (b) Strength/

Stress ratio
3D

 (Case 1)

(c) Strength/

Stress ratio
3D 

(Case 2)

(d) Strength/

Stress ratio
3D 

(Case 3)

Fig. 23. Safety factor charts obtained by 3-D analyses: Rock Type V

인 경우에는 안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라 폭이 증가

하면 그 이상의 토피고에서도 안정함을 알 수 있다.

안전율 산정방법 중 응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보

강 Case별 차이를 반영할 수 없어 모든 Case에서 동일

한 안전율이 계산된다. 그 이유는 응력비에 의한 안전

율 산정식의 경우 식 내에 텐션볼트 보강효과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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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afety factors obtained by 3-D analyses: Tension bolts installed vs. (No Tension bolts)

Rock

Type
Depth Pillar Width

Stress Ratio
3D

Strength/Stress Ratio
3D

Case 1∼3 Case 1 Case 2 Case 3

Ⅳ

1D

0.25D 1.78 (1.12) 1.60 (1.26) 1.67 1.64

0.30D 1.84 (1.17) 1.69 (1.32) 1.77 1.77

0.35D 1.85 (1.18) 1.71 (1.33) 1.81 1.83

0.40D 1.91 (1.23) 1.80 (1.40) 1.96 1.97

2D

0.25D 1.26 (0.88) 1.14 (0.94) 1.20 1.19

0.30D 1.31 (0.91) 1.20 (0.99) 1.27 1.26

0.35D 1.32 (0.93) 1.22 (1.00) 1.30 1.32

0.40D 1.35 (0.96) 1.27 (1.04) 1.41 1.40

5D

0.25D 0.79 (0.61) 0.76 (0.66) 0.82 0.81

0.30D 0.81 (0.63) 0.79 (0.69) 0.86 0.85

0.35D 0.83 (0.64) 0.81 (0.71) 0.89 0.89

0.40D 0.85 (0.67) 0.85 (0.74) 0.97 0.96

Ⅴ

1D

0.25D 0.91 (0.52) 1.00 (0.67) 1.05 1.06

0.30D 0.96 (0.56) 1.12 (0.72) 1.21 1.22

0.35D 0.97 (0.57) 1.20 (0.75) 1.27 1.28

0.40D 1.03 (0.61) 1.34 (0.82) 1.42 1.41

2D

0.25D 0.68 (0.46) 0.83 (0.59) 0.89 0.89

0.30D 0.71 (0.48) 0.90 (0.63) 0.95 0.94

0.35D 0.73 (0.50) 0.92 (0.66) 0.97 0.98

0.40D 0.77 (0.54) 1.02 (0.73) 1.07 1.07

5D

0.25D 0.47 (0.37) 0.66 (0.51) 0.70 0.69

0.30D 0.50 (0.39) 0.69 (0.55) 0.73 0.73

0.35D 0.52 (0.42) 0.72 (0.60) 0.76 0.76

0.40D 0.55 (0.44) 0.79 (0.65) 0.82 0.81

구속압(∆ )만이 추가될 뿐이며, 텐션 볼트로 보강한 

경우의 해석 결과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도/응력비를 이용한 방법의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강 Case 2∼3에서 가장 높은 안전율을 보였으며, 보

강 Case 1의 경우 응력비를 이용한 방법에 의해 산정된 

안전율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보강 Case 2∼3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안전율이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

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에 사용되는 텐션볼트 보강방법

에 비해 보강 Case 2∼3의 보강방법이 더 안전하고 간

편하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은 3차원 수치해석에 의해 4, 5등급 암반 터

널에서 필라를 텐션볼트로 보강한 경우에 대한 보강 

Case별 안전율이며, 괄호 안에 텐션 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의 안전율을 병기하였다. Fig. 22 및 Fig. 23

은 이를 챠트 형태로 도시한 것이다. 암반 등급 및 토피

고, 그리고 필라 폭에 따른 경향은 2차원 해석에 의한 

결과와 유사하지만 필라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안전

율 값이 2차원 해석에 의한 결과보다 전체적으로 낮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피고에 따른 안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4등

급 암반에서 필라 폭이 0.25D인 경우에도 토피고가 약 

3D 이하인 경우에는 안정함을 보여 2차원 해석의 경우

보다 심도 증가에 따른 안전율의 감소는 오히려 작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암반 등급 저하에 따른 안전율 저하 

정도를 살펴보면 5등급 암반에서는 보강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1D의 토피고에서도 필라의 안정성을 장담하

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 암반 등급의 저하에는 2차원 해

석 결과보다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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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2-Arch 터널과 병렬터널을 병합

한 2-Arch 변단면터널을 적용한 설계가 4등급 및 5등

급 암반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 암반

을 대상으로 암반 필라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암반 필라를 텐션볼트로 보강한 경우를 보강하지 않

은 경우와 비교한 결과, 안전율이 1.0 이하로 불안정

했던 단면들의 상당수가 안전율 1.0 이상으로 상승

하였다. 텐션볼트로 보강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4등급 암반의 경우 평균 27.1 %, 5등급 암반의 경우 

평균 32.6 % 만큼의 안전율이 증가하여 텐션볼트 설

치에 따른 보강효과를 확인하였다.

2. 2차원과 3차원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3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안전율이 2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안전율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3차원 해석 

시 필라의 폭이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필라 폭이 더 

넓거나 좁은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되며, 2차원 해석 시 굴착 직후 하중 분배계수()

가 너무 작아서 록볼트와 숏크리트에 의한 보강 효

과가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3. 텐션볼트로 보강한 경우의 보강 Case별 보강효과를 

비교한 결과, 기존의 보강방법인 보강 Case 1에서 

가장 낮은 안전율을 보였으며, 선 인장법인 Case 2

와 절충법인 Case 3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큰 안전율

을 보여 기존의 텐션볼트 보강방법에 비해 효과적임

을 알 수 있었다. 보강 Case 2와 Case 3의 경우 안전

율 값의 크기가 유사하므로 시공 공정이 단순하고 

보강패턴이 간단한 Case 2의 선 인장법이 보다 효율

적인 보강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석대상의 지반이 하나의 균질한 

단일 지층이라는 가정 하에, 2-Arch 변단면터널 구간의 

암반 필라 안정성을 평가한 것으로, 2-Arch 변단면터널

의 설계 시 다양한 지층으로 구성된 지반조건일 경우에

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현장에 맞는 필라 폭과 

텐션볼트 보강설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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