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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예측식의 제안 및 현장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터널 유지관리 기법의 개발 

A Proposal of Durability Prediction Models and Development of Effective Tunnel 

Maintenance Method Through Fiel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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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d more reasonable prediction models on compressive strength and carbonation of concrete structure 
and developed a more effective tunnel safety diagnosis and maintenance method through field application of the proposed 
prediction models. For this study, the Seoul Metro’s Line 1 through Line 4 were selected as target structures because 
they were built more than 30 years ago and have accumulated numerous diagnosis and maintenance data for about 15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ompressive strength and carbonation, we were able to draw prediction models with 
accuracy of more than 80% and confirmed the prediction model’s reliability by comparing it with the existing models. 
We’ve also confirmed field suitability of the prediction models by applying field, the average error of an estimate on 
compressive strength and carbonation depth was about 20%, which showed an accuracy of more than 80%. We developed 
a more effective maintenance method using durability prediction Map before field inspection. With the durability prediction 
Map, diagnostic engineers and structure managers can easily detect the vulnerable points, which might have failed to 
reach the standard of designed strength or have a high probability of corrosion due to carbon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o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diagnose and maintain tunnel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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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5년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현

재까지 국내 주요 터널들에 대한 수회에 걸친 진단 및 점

검을 통하여 각 터널별 압축강도, 탄산화 등 수많은 내구

성 조사 자료들이 축적되었으나, 각 터널에 적합한 예측

식의 제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일본 등 

기존 제안식(岸谷 등, 1986)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도심지와 산간지로 구분하여 교량 및 

터널의 탄산화속도계수를 예측하는 등의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김종호 등, 2008). 특히, 탄산화는 합리적인 예

측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취약부위를 놓칠 가능성이 높

으며, 탄산화 깊이가 콘크리트 피복두께 이상까지 초과 

진행되면 철근 표면의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어 부식이 시

작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감소시킨다는 사

실이 국내⋅외 연구결과 지적되고 있다.(이창수 등, 2000).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현재 취약부위 중심의 효율

적인 터널 유지관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터널별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강도 

및 탄산화 예측식을 도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게 되

면 보다 효과적으로 터널을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터널 구조물 가운데 우리

나라 도시철도를 대표하는 서울메트로를 대상시설물로 

선정하였다. 약 3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타 도시철도에 

비해 탄산화로 인한 철근 부식 및 콘크리트 박락 등의 영

향으로 내구성 측면에서 불리하며, 향후 내구수명의 유지 

및 연장을 위해 효율적 유지관리의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

는 시점이다. 또한, 1996년 진단 이후 약 15년간에 걸친 

진단 및 점검으로 수많은 실측 자료들이 축적되었으며, 

메트로에 적합한 내구성 예측식의 도출을 위하여 이 실측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용재료, 시공상태 및 노출

환경 등 메트로의 고유한 현장특성 하에서 강도 및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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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 coefficient applied for rebound number test 

28days 100days 200days 300days 400days

1.00 0.78 0.72 0.70 0.68

500days 750days 1000days 2000days 3000days

0.67 0.66 0.65 0.64 0.63

Fig. 1 Regression analysis among R(2002) and R(2007)

Table 2 Analysis results among R(2002) and R(2007)

R(02)
Mean

R(07)
Mean

M.A.E1) Correlation 
Coefficient(r)

M.A.P.E2)

48.6 47.9 2.2 0.90 4.4%

*1) Mean Absolute Error : 
 
 



    

*2) Mean Absolute Percent Error : 
 
 




   

× 

화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실측 자료가 시설물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실측 

자료들로부터 메트로의 강도 및 탄산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서울메트로 1~4호선까지 축적된 실측 자료들의 회귀, 

상관 및 정확도 분석 등을 통하여 강도 및 탄산화 예측식

을 도출하였고, 기존 제안식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적

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식을 서울메트로 1~4호선 

각 구간에 적용 후 현장 실측치로 제안식의 정확도를 확

인하였으며, 제안식으로 현장조사 전 예측한 압축강도 맵

(Map)과 탄산화 맵(Map)을 활용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기법을 개발하였다. 

2. 내구성 예측식의 제안

2.1 압축강도 

2.1.1 반발경도()값의 신뢰여부 확인

본 연구에서는 서울메트로 지하구조물의 신뢰할 만한 

압축강도 예측 및 예측식의 도출을 위하여 1~4호선까지 

1차(02년) 및 2차(07년) 진단 시 총 1000여개 콘크리

트 표면의 반발경도()값을 NR형 슈미트해머로 측정하

였다. 

반발경도()값 측정 당시 각 구간별 경과년수는 다음

과 같다. 1974년 준공된 1호선 진단구간은 종로선 종각~

동대문 구간으로 1차(02년) 및 2차(07년) 진단 시 경과

년수가 각각 29년과 34년에 해당된다. 1980~82년에 준

공된 2호선 을지로 순환선 잠실~강남역 구간은 진단 시 

경과년수가 각각 23년과 28년에 해당되며, 1985년에 준

공된 3호선 지축~남부터미널역과 4호선 창동~이촌역은 

진단 시 경과년수가 각각 18년과 23년에 해당된다. 

또한, 1차(02년) 및 2차(07년) 진단 시 반발경도()값

을 일본재료학회 식 (1) 및 일본건축학회 식 (2)에 적용하

여 압축강도를 예측하였으며, 총 240개소의 개별 예측강도

와 코어강도간의 비로부터 전체 평균 비를 구한 결과 재령

계수가 각각 0.65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1의 3000일 이

상 경과 시 재령계수 0.63의 약 3% 오차범위에서 일치하

는 것으로서 약 25여년 이상 경과하면서 반발경도()값

이 수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1)

   × (2)

여기서, 는 예측 압축강도(), 은 보정 반발

경도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1차(02년) 및 2차(07년) 진단 

시 총 180여개 동일부위의 반발경도()값은 미소한 오

차범위 내에서 일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귀 및 상관분

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한 반발경도()값의 신뢰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Fig. 1과 Table 2

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2에서와 같이 총 180여개 동일부위의 1차(02

년) 및 2차(07년) 측정한 반발경도(R)값의 평균치는 약 

48로서 일치하고, 절대치를 적용한 평균오차는 약 2.0으

로 미소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2회

차 반발경도 간 상관도는 약 90%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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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rmal distribution curve of total 240 points cores 

compressive strength

Table 3 Frequency of such compressive strength area

Strength(MPa) 10 14~16 16~18 18~20 20~22

Frequency(N) 1 6 5 9 9

Strength(MPa) 22~24 24~26 26~28 28~30 30~32

Frequency(N) 10 22 33 27 21

Strength(MPa) 32~34 34~36 36~38 38~40 40~42

Frequency(N) 22 25 14 10 5

Strength(MPa) 42~44 44~46 46~48 48~50 50~52

Frequency(N) 11 2 5 2 1 Fig. 3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mong  and 

오차율을 고려한 정확도는 약 96%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반발경도(R)값 간 미소한 오차는 1차(02년) 및 2차

(07년) 측정 시 기계적 오차 등 측정오차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압축강도 

예측 및 예측식의 도출을 위하여 1~4호선까지 1차(02

년) 및 2차(07년) 진단 시 측정한 반발경도()값이 신

뢰할 만한 값임을 확인하였다. 

2.1.2 코어 압축강도()의 분포 양상 확인

예측압축강도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압축강도 

예측식의 도출을 위하여 1~4호선까지 1차(02년) 및 2차

(07년) 진단 시 총 240개소의 코어를 채취하고, 압축강

도를 측정하였다. 압축강도 예측식의 1~4호선에 대한 대

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어 압축강도의 정규분포곡선

을 도시하고, 각 압축강도 영역별로 충분한 빈도수를 확

보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코어강도는 Fig. 2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정규분포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14~44MPa까지 각 강도 영역별로 충

분한 빈도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출한 강도 예

측식의 서울메트로 1~4호선에 대한 대표성을 확인하였다. 

이 중 빈도수가 1∼2로 낮은 일부 영역은 평균강도가 

약 30MPa인 서울메트로에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10MPa 이하의 저강도 영역과 45MPa 이상의 고강도 영

역으로서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의 부족으로 이 영역의 강

도 경향을 명확히 결정짓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

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빈도수를 확보 

시 이 일부 영역의 강도 경향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3 압축강도 예측식의 도출

서울메트로 지하구조물의 합리적인 압축강도 예측식의 

도출을 위하여 총 240개소의 반발경도()값과 동일부위 

코어 압축강도()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0선(Zero Line)으로 조정한 추정 회귀선을 기준으로 

실측치와 추정치간 잔차(residual)의 분포양상을 산점도

로 확인하였으며, 통계분석에서 이상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2지침(±2guidelines)을 벗어

나는 12개소의 일부 측정치를 도출하였다. 이 측정치들의 

강도 경향을 파악한 결과 동일 반발경도 55~60에서의 

대표적인 강도인 약 40MPa 수준보다 약 15~25% 차이

가 나는 46~50MPa의 고강도 영역으로서 이 측정치들을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3은 최종 회귀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개별 실

측치의 회귀식 적용을 통한 점예측치와 예측오차의 분산

으로부터 회귀선을 기준으로 한 95% 신뢰구간을 구한 결

과 실측치 모두 구간 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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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results among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M.C.S1)

Mean
P.C.S2)

Mean
M.A.E3) Correlation 

Coefficient(r)
M.A.P.E4)

29.8 30.2 3.50 0.74 11.0%

*1) Measured Compressive Strength(MPa)
*2) Prediction Compressive Strength(MPa)

*3) Mean Absolute Error : 
 




    

*4) Mean Absolute Percent Error : 
 
 




   

× 

Fig.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mong  and 

Table 5 Analysis results among two prediction models

B.P.C.S1)

Mean
R.P.C.S2)

Mean
M.A.E3) Correlation 

Coefficient(r)
M.A.P.E4)

24.0 23.4 0.58 1.0 3%

*1) Prediction Compressive Strength by blue model(A)(MPa)
*2) Prediction Compressive Strength by red model(B)(MPa)

*3) Mean Absolute Error : 
 
 



    

*4) Mean Absolute Percent Error : 


 
 




   

× 

Table 6 Analysis results among three prediction models

Prediction
Model

M.C.S1)

Mean
P.C.S2)

Mean
M.A.E3) M.V4) T.V5) M.A.P.E6)

(1) 29.0 27.9 3.93 11.6 142 14%

(2) 29.0 28.2 4.30 13.4 256 16%

(3) 29.0 29.2 3.89 11.0 114 14%

*1) Measured Compressive Strength(MPa)
*2) Prediction Compressive Strength(MPa)

*3) Mean Absolute Error : 
 
 



    

*4) Mean of Indivisual Variences
*5) Total Varience of Indivisual Variences

*6) Mean Absolute Percent Error : 
 
 




   

× 

분석결과 식 (3)에 제시한 압축강도 예측식이 도출되

었으며, 측정치와 예측치간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4

에 나타내었다. 

    (3)

여기서, 는 예측 압축강도(), 은 보정 반발

경도이다.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228개소 측정 코어 압

축강도와 예측 압축강도의 평균치는 약 30MPa로 일치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관도는 74%, 절대치를 적용

한 평균 오차는 3.5MPa이고, 평균오차율은 11.0%로서 약 

90%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1.4 도출된 예측식의 신뢰여부 확인 

분석결과 도출된 압축강도 예측식의 신뢰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타 년도(’00년과 ’05년 및 ’01년과 ’06년) 

각 2회차 진단 시 측정한 총 217개소의 반발경도()값과 

동일부위 코어 압축강도() 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청색의 추세선이 식 (3)의 

’02년, ’07년도 측정치의 분석결과이며, 적색의 추세선이 

식 (3)의 신뢰여부 확인을 위한 ’00년, ’05년 및 ’01년, 

’06년 측정치의 분석결과이다. 

두 예측식간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5~60까지

의 반발경도()값을 각 식에 적용 시 예측 압축강도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

었다. 두 식 적용 시 평균 압축강도는 약 24MPa로 일치

하고, 절대치를 적용한 평균 오차는 1MPa 미만이며, 3%

의 미소한 오차 범위 내에서 두 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식 (3)의 신뢰여부를 

확인하였다. 

2.1.5 기존 제안식과의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도출한 압축강도 예측 식 (3)과 기존 일본

재료학회 식 (1) 및 일본건축학회 식 (2)과의 비교 분석

을 실시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은 서울메트로의 적합식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00년에서 ’06년까지의 총 

445개소 측정치와 각 예측식으로 구한 예측치 간 분석결

과를 다음의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과 같이 총 445개소 측정 코어강도에 대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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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Analysis

(×10,000)

Compressive 

Strength(Mpa)
50.3 8.4

Carbonation

Depth(mm)
3.5 48.2

Carbonation Rate 

Coefficient( )
0.73 10.1

Used Years 23 23

Fig. 5 Difference of carbonation among two concrete specimens that are different in compressive strength

연구 제안 식 (3)과 일본 재료학회 식 (1) 적용 시 예측 

강도 간 평균 오차율은 14%로 일치하고, 개별 분산들의 

평균치는 5%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개별 분산들의 전체 분산은 식 (3) 적용 시가 

식 (1) 적용 시에 비해 약 20%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식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로부터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고, 별도의 재령

계수 적용 없이 간편하게 현장 사용이 가능한 본 연구 제

안 식 (3)을 서울메트로에 적합한 압축강도 예측식으로 

제안코자 한다. 

2.2 탄산화

2.2.1 압축강도와 탄산화 간 관계 규명

콘크리트 탄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시멘트비, CO2

농도, 시멘트 및 골재의 종류 등 여러 인자들 가운데 서울

메트로 시공 당시 사용 재료, 물-시멘트비, 다짐 및 양생 

등에 의해 결정된 구조물의 압축강도와 CO2농도, 온⋅습

도 등 지하철 노출 환경 하에서 약 30여년 이상 경과하면

서 진행된 탄산화 간의 관계를 규명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년 진단 시 압축강도가 50MPa과 약 

10MPa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하철 3호선 두 코어 

시편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여 내부 조직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50MPa의 고강도

인 경우는 공극이 거의 없는 치밀한 조직구조를 나타내었

고, 규산칼슘 수화물(C-S-H)이 대부분 관찰되었으며, 

탄산화에 따른 탄산칼슘(CaCO3)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 또한, 코어 시편 할렬 후 페놀프탈레인 1%시약으로 

측정한 탄산화 깊이는 약 5mm이고, 식 (4)에 의해 구한 

탄산화 속도계수(A)는 1  미만으로서 탄산

화 진행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약 

10MPa의 저강도인 경우는 공극이 많은 다공질의 공극 

구조를 나타내었고, 규산칼슘 수화물(C-S-H) 일부와 

함께 탄산화에 따른 탄산칼슘(CaCO3)이 다량으로 관찰되

었다. 또한, 코어 시편 할렬 후 페놀프탈레인 1%시약으로 

측정한 탄산화 깊이는 약 50mm이고, 식 (4)에 의한 탄산

화 속도계수(A)는 10로서 고강도인 50MPa

의 경우에 비해 탄산화 진행 속도가 약 10배 이상 빠른 

것으로 분석되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구조물의 압축강도와 탄산화 진행속도 간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4)

여기서, 는 탄산화 깊이(), 는 탄산화 속도계수

( ), 는 까지 탄산화 되는 기간(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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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ressive Strength and Carbonation depth of total 64 

points cores 

N
Compressive

Strength
(MPa)

Carbonation 
Depth
(mm)

Used 
Period
(year)

Carbonation
Rate Coefficient
(mm/ )

W/C

1 8.4  48.2 23 10.1 0.87 

2 15.3 26.7  15 6.9 0.77 

3 16.0 38.9  23 8.1 0.76 

4 16.8 29.8  15 7.7 0.75 

5 17.2 16.1  23 3.4 0.74 

6 18.4 39.8  34 6.8 0.73 

7 19.9 39.4  23 8.2 0.70 

8 21.0 29.4  26 5.8 0.69 

9 21.3 39.4  23 8.2 0.68 

10 21.4 29.2  34 5.0 0.68 

11 21.8 19.7  23 4.1 0.67 

12 23.4 28.7  26 5.6 0.65 

13 23.8 34.6  23 7.2 0.64 

14 24.0 29.9  23 6.2 0.64 

15 24.5 29.8  23 6.2 0.63 

16 24.6 30.2  23 6.3 0.63 

17 24.6 40.3  23 8.4 0.63 

18 24.6 30.1  23 6.3 0.63 

19 24.9 25.7  23 5.4 0.63 

20 25.1 21.6  23 4.5 0.63 

21 25.3 20.1  23 4.2 0.62 

22 25.9 23.6  23 4.9 0.61 

23 26.2 30.4  26 6.0 0.61 

24 26.5 25.2  23 5.3 0.60 

25 26.8 26.5  26 5.2 0.60  

26 26.8 20.3  23 4.2 0.60  

27 27.1 42.8  34 7.3 0.60 

28 27.1 23.6  26 4.6 0.60 

29 27.6 19.7  26 3.9 0.59 

30 27.6 23.9  15 6.2 0.59 

31 27.8 27.8  23 5.8 0.59 

32 28.1 35.9  23 7.5 0.58 

33 28.4 23.0  26 4.5 0.58 

Table 7 Compressive Strength and Carbonation depth of total 64 

points cores -Continued

N
Compressive

Strength
(MPa)

Carbonation 
Depth
(mm)

Used 
Period
(year)

Carbonation
Rate Coefficient
(mm/ )

W/C

34 28.7 27.6  34 4.7 0.57 

35 29.3 19.2  34 3.3 0.56 

36 29.4 24.2  15 6.2 0.56 

37 29.6 28.9  34 5.0 0.56 

38 29.8 23.4  23 4.9 0.56 

39 30.7 24.0  23 5.0 0.54 

40 30.8 25.0  34 4.3 0.54 

41 31.0 37.4  34 6.4 0.54 

42 31.9 21.4  26 4.2 0.52 

43 32.0 20.0  23 4.2 0.52 

44 32.0 30.7  23 6.4 0.52 

45 32.2 19.1  26 3.7 0.52 

46 34.0 15.2  23 3.2 0.49 

47 34.5 20.7  23 4.3 0.49 

48 34.8 21.1  23 4.4 0.48 

49 36.4 28.1  34 4.8 0.46 

50 36.5 17.2  28 3.3 0.46 

51 38.5 21.3  26 4.2 0.43 

52 38.8 28.3  28 5.3 0.42 

53 38.9 16.0  23 3.3 0.42 

54 39.3 26.7  34 4.6 0.41 

55 41.3 11.4  23 2.4 0.38 

56 42.9 14.1  28 2.7 0.36 

57 44.0 15.8  23 3.3 0.34 

58 46.5 18.2  28 3.4 0.31 

59 46.9 4.6  26 0.9 0.30  

60 47.2 4.1  26 0.8 0.30 

61 47.4 25.7  28 4.9 0.29 

62 48.1 20.2  28 3.8 0.28 

63 49.3 12.4  23 2.6 0.26 

64 50.3 3.5  23 0.7 0.25 

ave. 30.2 24.9 25 5.0 0.55

2.2.2 탄산화 예측식의 도출

구조물의 압축강도와 탄산화 진행속도 간의 인과관계

로부터 서울메트로 지하구조물의 합리적인 탄산화 예측

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Table 7에 제시한 ’07년 진단 시 

1~4호선까지 총 64개소의 코어 압축강도()와 탄산화 

속도계수()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탄산화 

속도계수()는 Fig. 7과 같이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의 코어 할렬 후 페놀프탈

레인 1% 시약으로 측정한 탄산화 깊이와 코어를 채취한 

해당구간의 경과년수를 식 (4)에 적용하여 구하였다. 

Fig. 6에는 지하철 내 CO2농도 및 온⋅습도에 대한 분

석 결과를 도시하였다. CO2농도는 지상보다 약 100PPM 

높은 약 470PPM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온도는 측정 

당시 여름철로서 약 28℃로 높게 나타났으며, 습도는 약 

47%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Fig. 8의 구조물의 압축강도에 

따른 속도계수 예측식을 식 (4)에 적용하여 탄산화 깊이 

예측식을 도출하고, 이를 식 (5)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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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2 density, temperature and humidity in Seoul Metro

 

Fig. 7 Cabonation depth measurement of concrete cores

Fig. 8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mong  and 

Table 8 Analysis results among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M.C.R.C1)

Mean
P.C.R.C2)

Mean
M.A.E3) Correlation 

Coefficient(r)
M.A.P.E4)

5.0 4.9 0.91 0.8 22%

*1) Measured Carbonation Rate Coefficient(mm/year)
*2) Prediction Carbonation Rate Coefficient(mm/year)

*3) Mean Absolute Error : 
 
 



  (mm/year)

*4) Mean Absolute Percent Error : 


 
 




  

× 

       (5)

여기서, 는 예측 탄산화 깊이(), 는 탄산화 기

간(년),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이다. 

제안한 식 (5)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치와 

예측치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8에 나

타내었다. 

Table 8에서와 같이 총 64개소 코어 실측 및 예측 탄

산화 속도계수의 평균치는 약 5로 일치하

고, 상관도는 80%, 평균오차는 1  미만이

고, 평균오차율은 22%로서 약 80% 수준의 높은 정확도

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3 기존 제안식과의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예측한 식 (5)와 기존 한국콘크리트학회

에서 “콘크리트 염해 및 탄산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 방지

대책 연구(’01년)” 중 서울메트로 탄산화 예측식으로 제

안한 식 (6) 및 일본 岸谷가 제안한 식 (7)과의 비교분석

을 실시하였다. 

     (6)

  
 

   ≥ 

(7)
  


  ≤ 

여기서,

  : 예측 탄산화 속도계수( )

 : 콘크리트 압축강도()

 : 탄산화 깊이()  : 물-시멘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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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among prediction models (5) and (6) 

Fig. 10 Comparison among prediction models (5) and (7) 

Table 9 Analysis results among three prediction models

Prediction
Model

M.C.R1)

Mean
P.C.R2)

Mean
M.A.E3) M.V4) T.V5) M.A.

P.E6)

(5) 5.0 4.9 0.91 0.61 0.55 22%

(6) 5.0 2.9 2.14 2.90 6.77 44%

(7) 5.0 3.3 2.47 9.09 594 112%

*1) Measured Carbonation Rate Coefficient( )
*2) Predicted Carbonation Rate Coefficient( )

*3) Mean Absolute Error : 
 




    

*4) Mean of Indivisual Variences
*5) Total Varience of Indivisual Variences
*6) Mean Absolute Percent Error : 


 





  

× 

  : 까지 탄산화 되는 기간(년)

 : 탄산화비율(보통시멘트 경우 1.0 적용)

Fig. 9에는 콘크리트 학회와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를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콘크리트 학회에서 분석에 활용

한 청색의 실측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동일강도 

21MPa에서의 탄산화속도가 약 1~6의 범

위로 분산이 매우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실

측치의 전체 분산은 콘크리트 학회 실측치의 분산이 6.5

로서 본 연구 실측치 분산 3.3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예측선을 기준으로 한 실측치의 분포양

상을 확인한 결과 ±2 내외의 범위에 분포하는 본 연구 

모델에 비해 콘크리트학회 모델의 실측속도는 ±4 이상

의 큰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 및 상관

도도 약 20% 이하로 본 연구 모델의 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콘크리트 학회에

서 분석 당시까지 축적된 탄산화 측정자료가 28개소로 

제한된 측면, 진단 초창기의 자료들로서 시험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岸谷 식 (7)에서 탄산화 속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공 당시 물-시멘트비(W/C)를 적용하여야 하나 서울메

트로 건설지 등에 관련 내용이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개

정 콘크리트 시방서(2009년)에서는 시공 시 W/C와 압

축강도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현장에 적합한 예측 

식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토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W/C를 추정하

기 위하여 ACI 211.1-91 Table A1.5.3.4(a)에 제시된 

물-시멘트비와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비연행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간 관계식(8)을 활용하였다. 총 64개소 압축

강도를 식 (8)에 적용하여 W/C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압축강도가 25, 30, 40, 45MPa

일 때 W/C는 각각 63%, 55%, 40%, 33%로 예측되었

다. Fig. 10은 각각의 탄산화 속도계수 실측치에 대해 식 

(5)로 예측한 적색의 예측치, 식 (7)로 예측한 하단 분홍

색의 보정 전 예측치와 보라색의 보정 후 예측치를 동시

에 도시하였다. Fig. 10과 같이 岸谷 식 (7) 적용 시 보정 

전 예측 속도계수는 -2.3~5.9로서 W/C 

40% 이하인 40MPa 이상부터 속도계수가 음수로 예측되

어 고강도의 경우 식 (7)의 적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식 (7)에 의해 구한 보정 전 예측 속도계수에 실

측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정계수를 적용한 결과 W/C 

47%를 초과하는 35MPa 미만 구간에서 식 (5) 적용 시 

예측 속도계수와 약 5% 내외의 오차범위에서 일치하나, 

W/C 48% 이하인 35MPa 이상 구간에서 오차가 약 35% 

이상으로 현저히 크게 증가하고, 특히 W/C 40% 이하인 

40MPa 이상부터 예측 속도계수가 음수로 추정되어 

Table 9와 같이 분산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로부터 岸谷 식 (7)은 W/C 48% 이하인 35MPa 이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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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ield Application results of durability prediction models

Line
Number

Mea.1)

C.S
Ave.

Pre.2) 
C.S
Ave.

Mea.3)

C.R.C
Ave.

Pre.4)

C.R.C
Ave.

C.S5)

M.A.P.E
C.R.C6)

M.A.P.E

1 30.9 30.8 4.6 4.8 9% 18%

2 35.4 30.0 4.1 4.4 18% 21%

3 31.0 30.2 4.8 5.0 8% 20%

4 27.4 28.3 4.8 4.6 7% 14%

*1) Measured Average Compressive Strength ()
*2) Predicted Average Compressive Strength ()
*3) Measured Average Carbonation Rate Coefficient( )
*4) Predicted Average Carbonation Rate Coefficient( )
*5) Mean Absolute Percent Error : 


 





   

× 

*6) Mean Absolute Percent Error : 


 





   

× 

간의 합리적인 속도계수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총 500여개의 코어 강도 중 

35MPa 이상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약 25%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8)

여기서, : 재령28일 압축강도()

 : 물-시멘트비(%)

Table 9는 각 예측 식 적용 시 실측 속도계수와의 정확

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제안식(5)의 경

우 평균오차율이 약 20%로 식 (6) 및 식 (7)에 비해 가

장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고, 전 강도 영역에 걸쳐 합리적

인 예측이 가능하며, 간편식으로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적

용이 가능하므로 서울메트로의 탄산화 적합식으로 제안

코자 한다. 

3. 제안식의 현장적용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압축강도 예측식(3)과 탄산화 예

측식(5)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메트로 1~4호

선까지 각 호선별로 두 구간씩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코어 압축강

도 및 드릴링에 의한 실측 탄산화 깊이에 대한 예측치의 

평균오차율이 약 20% 내외로서 80% 이상의 높은 정확

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 제안식의 현장 

적용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4. 효율적인 터널 유지관리 기법의 개발

4.1 개 요

본 연구에서는 서울메트로 등 지하구조물 뿐만아니라 

도심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터널 및 산악에 위치한 철

도터널 등 다양한 종류의 터널에 적용 가능한 보다 향상

된 유지관리 기법을 개발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메트로의 특성이 반영된 내구성 예측식의 현장 적용을 통

하여 각 부위의 압축강도 및 탄산화 예측치를 도출하고, 

Fig. 11~12에 도시한 내구성 예측 맵(Map)을 작성하였

다. 예측 맵 활용 시 사전에 압축강도 및 탄산화 취약부위

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진단 및 유

지관리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2 효율적 유지관리 흐름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터널의 효율적 유지관리 흐름을 

Fig. 13에 도시하였다. 현재까지 각 터널별로 진단을 통

하여 축적된 반발경도(), 코어압축강도(), 철근피복

두께 등의 측정치를 데이터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이 측정치 중 반발경도()을 식 (3)에 적용하여 

도출한 각 부위의 압축강도, 이 예측 강도와 경과년수를 

식 (5)에 적용하여 도출한 각 부위의 탄산화깊이, 이 예

측 탄산화 속도계수와 철근피복두께, 경과년수를 식 (9)

에 적용하여 도출한 각 부위별 현재로부터 탄산화가 내부

철근 표면에 도달하기까지의 잔존수명으로 Fig. 11~12

에 도시한 각각의 내구성 예측 맵(Map)을 작성한다. 이 

작성한 예측 맵(Map)으로 취약부위 중심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각 부위의 강도 및 탄산화 깊이를 확인함으로써 

최종 내구성 맵을 완성하게 되며, 관리주체의 시설물 담

당자는 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터널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여기서, t d는 현재로부터 탄산화가 철근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년), Cc는 현장조사로부터 얻어진 철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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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ive strength map(line number 1)

(b) Carbonation depth map(line number 1)

(c) Remaining life map(line number 1)

(a) Compressive strength map(line number 2)

(b) Carbonation depth map(line number 2)

(c) Remaining life map(line number 2)

Fig. 11 Durability maps of line number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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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ive strength map(line number 3)

(b) Carbonation depth map(line number 3)

(c) Remaining life map(line number 3)

(a) Compressive strength map(line number 4)

(b) Carbonation depth map(line number 4)

(c) Remaining life map(line number 4)

Fig. 12 Durability maps of line number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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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low chart of effective tunnel maintenance

지의 피복두께(mm), A는 탄산화 속도계수, t 0는 현재의 

구조물 경과기간(년)이다. 

4.3 내구성 예측 맵(Map) 효용성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구성 예측 맵(Map)의 효용성을 

정확성, 실용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확성 분석 결과 Fig. 11~12에 도시한 각 호선별 총 

4개 구간의 내구성 예측 맵(Map)과 Table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80%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하며, 실측치에 근

접한 예측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실용성 분석 결과 내구성 예측 맵(Map)을 통하여 설계

기준강도에 미달하거나, 탄산화가 철근피복까지 도달하여 

철근 부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이 예측 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 분석결과 예측 맵을 활용하여 강도와 연계한 취

약부위 중심의 탄산화 조사 시 개별적으로 일일이 조사를 

수행하여 취약부위를 도출해야 하는 기존의 조사법에 비

해 약 50% 이상의 진단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서울메트로 1~4호선까지 약 10여년 진단 시 축적

된 총 445개소의 코어 압축강도()와 반발경도

()간 분석 결과 약 85%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식 (3)을 도출하였다. 제안식은 기존 일본 예측식

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며, 간편식으로 현장

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압축강도와 탄산화 진행 간 인과관계로부터 총 64

개소 코어 압축강도()와 탄산화 속도계수()

간 분석 결과 약 80%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식 

(5)를 도출하였다. 기존 탄산화 예측식과의 비교

분석 결과 전 강도 영역에 대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압축강도 분석을 통하여 기존 일본 예측식 적용 시 

재령계수 0.63의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

으며, 서울메트로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탄산화 예측식(5)는 

목표강도를 정하고, 철근부식까지의 내구수명 100

년 이상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피복두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지하철 내구성 설계 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 제안식의 현장적용 결과 실측 압축강도 및 

탄산화 깊이에 대한 예측치의 평균오차율이 약 

20% 내외로서 8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

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장적용의 적합성을 확인하

였다. 

(5) 현장조사 전 내구성 예측 맵(Map)을 활용한 효율

적인 유지관리 기법을 개발하였다. 예측 맵(Map) 

활용 시 설계기준강도에 미달되거나 탄산화로 철

근부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일일이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약

부위를 도출해야 하는 현 조사기법 보다 효율적인 

터널 조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내구성 예측 맵(Map)의 효용성을 정확성,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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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합리적인 압축강도 및 탄산화 예측식을 제안하고, 이 제안식의 현장적용을 통한 보다 효율적

인 터널 진단 및 유지관리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용연수가 약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약 15년 동안 수회에 걸친 

진단 및 점검으로 무수히 많은 현장 내구성 측정 데이터가 축적된 서울메트로를 대상 시설물로 선정하였다. 압축강도 및 탄산화 

분석결과 80%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각각의 예측식을 도출하였으며, 기존 제안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 제안식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식의 현장적용 결과 압축강도 및 탄산화 깊이에 대한 예측치의 평균오차율이 약 20%내외로서 

8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장적용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현장조사 전 내구성 예측 맵(Map)을 활

용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기법을 개발하였다. 예측 맵(Map) 활용 시 진단기술자 및 시설물 담당자는 설계기준강도에 미달되거나 

탄산화로 철근부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일일이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약부위를 도출해

야 하는 현 조사기법 보다 효과적으로 터널 조사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용어 : 효율적인 터널 유지관리 기법, 압축강도, 탄산화, 예측 식, 내구성 예측 맵

및 경제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80% 이상의 정

확도를 확보하고, 취약부위 중심의 실용적인 조사 

및 유지관리의 수행이 가능하며, 50% 이상의 진

단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향후 실험실에서 서울메트로 현장 여건에 최대한 

근접한 접근과 구현을 통하여 실험결과를 도출한

다면 본 연구 제안식의 현장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향후 타 도시철도와 도심지 도로터널, 산악지 철도

터널 등 국가 주요 터널에 대해서도 각 터널별로 

합리적인 압축강도 및 탄산화 예측식의 제안 및 현

장 적용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터널을 유지 관

리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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