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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질셰일 지역내 터널 천단 및 갱구비탈면 보강 사례
Improvement Cases of Tunnel Crown and Portal Slope in
Bituminous Shale Zones
The Danmil Tunnel, located at the Package No. 3 of the Sangju-Andong Expressway
section, is a parallel tunnel with the inter-distance of 32m between center (length toward
Sangju = 351m, toward Yeongdeok 402m). It is constructed by the NATM.
The surrounding area of the Danmil 4 Tunnel is mostly composed of dead rock and shale
and has lots of joints and bedding. There were several cases of slope collapse before and
after the tunnel construction due to the silt layers between the rock fracture zones and
runoff between layers. In particular, the rear side of slope was collaps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shaft at the ending point of the tunnel (Toward Sangju direction). As part
of damage-controlling, the shaft slope collapsed was improved by applying pressured soil
nailing, permanent anchor, and presupported nail method at the outer shaft areas.
Meanwhile, during the in-shaft excavation work, the improvement range of the small
diameter bored-pile grouting was increased from 120˚ to 180˚across the bituminous shale
zones.

남윤섭1)
1) 감리부 이사(twin19984@naver.com)

256 | 설계·감리사례

1.
2.
3.
4.
5.
6.

서론
단밀4터널 종점부 지반특성
갱구 비탈면 활동 이력 및 추가 지반조사 내용
탄질셰일 설계정수 및 대책방안 제시
시공 중 공법 개선 및 시공 결과
결론

20-256~272-탄질셰일다시

1904.1.2 23:10

페이지257

G7 JPC-ATALK 300DPI 60LPI

○○○

연결함으로써 물류지원체계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

1. 서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본 고속도로의
현재 건설 중인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건설 사업

공사기간은 2010.12~2016.12(총 72개월)이며, 과

은 중부내륙고속도로(남북 4축)와 중앙고속도로(남

업규모로는 설계속도 100km/hr의 4차선으로 총

북 5축)를 연결하고 낙후된 경북 동북부 지역인 의

연장은 107.56km(설계 17개 공구, 시공 19개 공

성·청송·영덕 등의 지역 교류 활성화 및 관광자원

구), 교량 115개소, 터널 38개소, 분기점 2개소, 나

과 산업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수도권과 대구·포

들목 7개소, 휴게소 3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항·경남권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 고속국도를 직접

[그림 1] 상주-영덕 고속도로 계획노선도

상주-안동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은 경상북도

된 탄질셰일이 나타났으며, 특히 탄질셰일 파쇄대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서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까

내 협재된 층간물질은 주로 점토 및 미고결층으로

지 연장은 총 56.8km이며, 단밀4터널이 위치한 3

이루어져 급속풍화 및 용출수의 영향으로 활동면으

공구는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의성군

로 작용한 결과, 2011년 8월 종점 갱구 비탈면 절취

단북면 정안리까지 연장 6.9km구간으로서 출입시

중 비탈면 파괴가 발생하였다.

설 1개소(서의성 나들목), 교량 8개소, 터널 1개소(단

지반조사로는 탄질셰일 내 층간물질의 분포를 명

밀4터널)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밀4터널은 상주방

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갱구 비탈면 굴착 중 탄질

향 351m, 영덕방향 402m의 중심간 거리가 32m

셰일 파쇄대가 터널 크라운(Crown) 하부에서 나타

인 병렬터널로서 터널 시공은 NATM공법으로 적용

난 후 바로 평면파괴가 발생할 정도로 연약하여 갱

되었다. 단밀4터널 종점 갱구부와 인근 비탈면의 구

구 비탈면 및 굴진 중 터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암반은 사암 및 셰일로서 수직, 수평 및 사절리가

서는 탄질셰일 파쇄대의 분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촘촘하게 발달된 사암과 이와 교호하여 층리로 구성

중요하다. 이에 본 보강사례에서는 추가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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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단밀4터널 종점부 현장 위치 전경

(12공) 및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해 탄질셰일의 분포

은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

경향 및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터널 천단부 및 비탈

며, 일부 이를 관입한 화성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본

면 안정을 위해 적용된 갱외 선지보네일 및 록앵커

구간 내 퇴적암류는 경상계 신동층군에 대비되는 지

의 보강 효과를 제시하였다.

층으로 암종은 주로 녹회색, 백색, 흑색 및 암회색의
셰일과 사암, 역암 및 이암이며, 일부 화산암류는 안
산암, 유문암과 같은 용암류(LAVA)와 응회암류와

2. 단밀4터널 종점부 지반특성

같은 화산쇄설물로 구성된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3공구 구간의 지질은 경상계 낙동층 군으로 낙동강

2.1 지질 조건

및 위천을 따라 충적층이 분포되어 있고 편마암 및
화강암류로 된 암반이 침식면상에 부정합으로 퇴적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업구간의 기반암

[그림 2] 상주-안동 3공구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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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하부층은 역암, 상부층은 사암과 셰일

[그림 3] 상주-안동 노선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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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세한 분포경향을 보인다.

단밀4터널 종점부에 분포하는 암종은 담갈색 담

과업구간 내 사암의 입도는 대체로 조립질로서 석영

회색의 세립 중립질 사암으로서 국부적으로 7cm이

이 풍부한 알코즈에 속하고 주절리의 주향과 경사는

내의 자갈이 혼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수직절리가

N20°
~30°
W, 10°
~15°
NE로 나타나고 있다.

발달되어 있으나 틈새 폭 0.1 1mm내에 충진물은 보
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2 시공 전 지표지질조사 결과
[표 1] 단밀 4터널 종점부 지표지질조사

위치도

노두사진

불연속면 분포도

로즈다이아그램

[표 2] 단밀 4터널 종점부 절리 특성

항목

절리 분포 현황
J1

J2

J3

J4

방향성

88/200

83/315

18/080

79/254

간격(m)

0.2~1.0

0.1~1.0

0.1~1.5

0.3~1.5

연속성(m)

15 이상

2 이상

5 이상

5 이상

거칠기(JRC) Undulating Rough(6~8) Undulating Rough(4~6) Undulating Rough(4~6) Undulating Rough(6~8)
강도

강함

강함

강함

강함

틈새(mm)

0.1~1.0

0.1 이하

0.1 이하

0.1~1.0

충진물

None

None

None

None

풍화도
지하수

Slightly Weathered~
Slightly Weathered~
Slightly Weathered~
Slightly Weathered~
Moderately Weathered Moderately Weathered Moderately Weathered Moderately Weathered
Dry

Dry

Dry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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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공 중 지표지질조사

충진물 내로 용출수가 발견되어 자유면 노출시 상부
사암층의 지지층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단밀4터널 종점 갱구 비탈면 깎기 진행 중 지표지

평 및 수직절리가 발달한 사암하부에 형성된 탄질셰

질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반암은 사암과 탄질셰일이

일 파쇄대(T=1m 이상)는 터널 진행방향으로 15~

교호하며 나타나고 수직 및 수평절리가 발달한 사암

20°
상향 경사의 연장성을 보이고 있고 틈새에는

은 약간풍화 내지 보통 풍화된 상태이나 탄질셰일은

1~10cm 두께의 점토와 모래·실트의 미고결체로

차별풍화를 받아 완전 풍화상태이며, 실트 및 점토

구성된 충진물이 협재되어 있다.

[사진 2] 상주방향 갱구비탈면 탄질셰일 파쇄대

3. 갱구 비탈면 활동 이력 및 추가 지반
조사 내용

[사진 3] 탄질셰일 절리틈새 내 점토충진물

파쇄대의 영향으로 단밀4터널 종점부 영덕방향 부
체도로 상부 비탈면 동일 지점에서에서 2011. 4월
(1차:L=4m, B=2m, t=0.5m, 2차:L=15m,

3.1 갱구 비탈면 활동 현황

B=8m, t=1.5m) 2번의 소규모 활동이 발생된 바
있었다.

단밀4터널 종점부는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

이후 단밀4터널 상주 및 영덕방향 종점 배면 및 측

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밀4터널 구간에서 연대

면 비탈면 절취 중 탄질셰일 파쇄대가 확인되어 소

미상의 탄광 갱도가 확인되었으나 탐문조사 결과 탄

일네일링 공법을 적용하여 Top-Down방식으로

소중량 함유량이 50% 미만으로서 상품가치가 저하

보강이 진행 중 2011. 8월 중순 이후 터널 크라운

되어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설계

하부에서 점토 층간물질이 협재된 대규모 탄질셰일

시 노두를 대상으로 한 지표지질조사 및 지반조사

파쇄대가 나타났으며, 추가 보강에 대한 검토가 진

결과에서는 탄질셰일파쇄대 및 충진물이 발견되지

행되는 과정에서 2011. 8. 30일 갱구 임시비탈면에

않았으나 2011. 3월부터 깎기 작업 진행 중에 국부

수직균열이 상부 비탈면까지 확인되었고 며칠 후 평

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였고 연장성이 큰 탄질셰일

면 및 원호 복합파괴가 발생되었다. 탄질셰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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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물리탐사 등의 사전조사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거동 및 보강연구, 한국 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제8

가 어렵고 용수 등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도

권 제6호, 2007. 12)가 있다. 따라서 해당 갱구 비

자체는 양호하나 용수에 접하거나 대기에 노출되는

탈면에 나타난 탄질셰일 파쇄대는 사전예측자료가

경우 단기간에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거나 풍화가 급

전무한 상태에서 깎기 진행 중에 확인되었으며, 터

속히 진전되는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탄질

널 배면에 2개소의 소류지 위치하고 계곡을 따라 우

셰일 파쇄대에 대한 점하중 강도 시험결과 용수에

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탄질셰일 파쇄대로

접할시 12시간 경과 후에 강도가 56% 감소한 것으

용수가 유출되어 파괴가 단기간에 발생된 것으로 추

로 제시된 사례(탄질셰일 파쇄구간에서 터널 붕락부

정되었다.

[사진 4] 소규모 슬라이딩 발생(2011.4)

[사진 5] 상주방향 깎기 진행 중 탄질셰일 확인

[사진 6] 상주방향 갱구 비탈면 슬라이딩(2011.8)

3.2 추가 지반조사 현황

성과 층간물질이 확인된 바, 지반조사를 통해 터널
굴진방향으로의 불규칙한 취약대 분포경향 및 특성

해당 과업구간 내 탄질셰일 파쇄대가 절취 중에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표지질조사 결과 연장

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시추조사(수직 및 수평), 전기
비저항 탐사 및 시추공 영상촬영 등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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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터널 지반조사 위치도
[표 3] 지반조사(설계/확인/추가) 항목 및 내용

조사 항목

범례

전기비저항탐사(추가)

시추조사

공내영상촬영(추가)

-

수량

단위

내

용

0.96km

측선

3측선(상주방향, 영덕방향, 필러부)

4/3

공

실시설계(시점부/종점부)

2/2

공

확인조사(시점부/종점부)

4

공

1차 추가조사(종점부)

2/2

공

2차 추가조사(시점부/종점부)

4

공

3차 추가조사(종점부 수평시추 2공)

8

회

1차 추가(4회), 2차 추가(4회)

※ 2011. 9.~10. : 1차 추가시추조사(4공), 2차 추가시추조사(4공) 및 전기비저항탐사
※ 2012. 4. : 3차 추가시추조사(4공, 갱구부 수평시추조사 2공 포함)

3.3 지반조사 결과 분석

회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기비저항 탐사를 양방향
터널 중심부 외에 필러부에도 시행하여 중복 분석을

실시설계 및 확인조사에서는 탄질셰일 파쇄대의

통해 암반 분류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지반조사

층간물질이 천공비트 내부로 뿜어지는 압력수의 작

결과, 단밀4터널 구간은 사암과 셰일이 교호 분포하

용으로 제거되어 확인이 어려웠으나 추가 시추조사

고 매우 복잡한 풍화 및 불연속면 특성을 나타내고

에서는 탄질셰일이 코어 회수로 확인되고 순환수가

있다. 터널 시점부에서는 암질상태가 비교적 양호하

흑색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스플릿스푼 샘플러를 로

며, 탄질셰일 파쇄대 분포가 미미한 반면에 종점 갱

드에 연결하여 해머타격을 통해 층간물질을 최대한

구부에서는 암반 개구 절리 분포가 수직, 수평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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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빈번하게 발달되어 있고 암반강도가 이방

하나 대부분 점토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평면

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갱구 비탈면 배면방향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비저항

으로 10~20°
내외의 저각인 경사를 보이는 연속적

탐사에 따른 전기비저항치의 분포특성에서는 대체

인 탄질셰일 파쇄대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층리

로 심도증가에 따라 전기비저항치가 증가하는 양상

형상의 탄질셰일 파쇄대의 구성요소는 부분적으로

을 보이나 종점 갱구부 인근에서는 저비저항의 취약

각력이나 실트 및 모래질로 구성된 미고결층이 존재

대층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터널 방향

비저항치 분석 결과

상주 방향

영덕 방향

암반등급

암반상태

전기비저항(Ω-m)

Ⅰ

매우양호

> 668

Ⅱ

양

호

392~668

Ⅲ

보

통

230~392

Ⅳ

불

량

135~230

Ⅴ

매우불량

비고

< 135

[그림 5]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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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추조사 결과 갱구 비탈면 슬라이딩이 발생

12(상주방향, STA. 0+455)에서는 일부 나타났으

한 상주방향에서 탄질셰일 파쇄대는 STA. 0+460,

나 ATB-4(상주방향, STA. 0+440)에서는 분포빈

영덕방향에서는 STA. 0+500 이후에서 집중적으

도가 급격히 감소되어 점토 충진물은 STA. 0+450

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탄질셰일 파쇄대의 주방

인근부터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영덕방향의

향성은 N29°
W로서 갱구 배면방향과 유사한 경향

경우, ATB-14(상주방향, STA. 0+500)에서 절리

을 보이고 점토 충진물이 불규칙적으로 협재되어 있

분포가 발달되어 있으나 점토 충진물은 상대적으로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점토 층간물질은 ATB-

미약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터널 방향

시추조사 결과 분석

상주 방향

영덕 방향

[그림 6] 탄질셰일 파쇄대(점토 충진물 협재) 분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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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질셰일 설계정수 및 대책방안 제시

과는 상이하여 명확한 설계정수를 산정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나 활동 규모와 지형 및 탄질셰일 파쇄

4.1 설계정수의 결정

대의 분포경향을 고려하여 역해석을 시행하였고 문
헌치 및 설계사례와 비교하여 근접한 설계정수를 결

단밀4터널 종점부에서 발생한 갱구비탈면 활동은

정하였다. 우선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깎기에 따른 자유면 형성과 함께 탄질셰일 파쇄대내

지형을 파악하여 파괴시 안전율 1.0을 만족하는 설

점토 층간물질이 용수와 대기에 노출되어 발생된 것

계정수를 Trial and Error를 통해 추정하였다.

으로서 탄질셰일 파쇄대의 설계정수는 모암의 특성
점착력 C=10kPa, 내부 마찰각 Ø=29°

점착력 C=15kPa, 내부 마찰각 Ø=23°

점착력 C=20kPa, 내부 마찰각 Ø=17°

역해석 결과 분석

[그림 7] 슬라이딩 비탈면 역해석(탄질셰일 파쇄대)

국내에서 발표된 각종 문헌 및 논문 등을 통해 제

0.18~0.30GPa, 포아송비(υ
)는 0.22~0.31로 제

안된 유사지층(탄질셰일, 탄층)의 강도정수 요약 결

시되었다. 이에 탄질셰일 파쇄대의 설계정수는 역해

과, 점착력(c)은 1~159kPa로 상당히 넓은 범위로

석 결과, 유사 설계적용사례 및 실내시험 결과를 종

분포하고 있으며, 내부마찰각(Ø)은 10~30°
의범

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중량 20kN/m3, 점착력(c)

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탄층의 탄성계수(E)는

15kPa, 내부마찰각(Ø) 23°
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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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탄질셰일 파쇄대 강도정수 문헌자료 비교

구

분

단위중량(kN/m3)

점착력(kPa)

내부마찰각( °)

①

삼척탄광 무연탄-김민규

19

48

28

②

군장산업단지 탄층

21

25

30

③

석탄산업단지합리화 사업단(흑색셰일, 1999)

-

51~159

18~28

④

탄질셰일층 사면의 안정화평가 사례-배우석 외

-

50

19

⑤

정소걸(석탄, 2000)

-

19.8

26

⑥

탄질셰일파쇄대 비탈면 설계 및 시공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 2006)

19

45

28

⑦

단양지역 터널 입구부 붕괴사면(탄질셰일, 2006)

-

16

25

⑧

경상계퇴적암(안동지역) 비탈면 평면파괴에 대한
안정성 검토(점토협재물, 2011)

22.5

1

10

-

11~13

16

-

20

30

⑨ 충전물을 포함하고 있는 불연속면의 전단강도(Barton,1974)
⑩

절리면 전단강도시험(상주-영덕 실시설계, 3공구)

4.2 터널 굴착시 천단부 안정대책

24m, 영덕방향 50m 정도이며, 터널 천단부에 탄
질셰일 파쇄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터널 굴

단밀4터널 종점부는 절리가 발달한 사암과 대기

진방향에서 역방향 저각으로 형성되어 있어 터널 내

중에 노출시 급속히 풍화가 진행되는 탄질셰일이 분

지반아치형성이 어려워 붕락의 위험이 많은 것으로

포하고 용출수가 파쇄대에 집중적으로 유출되고 있

예측되었다. 또한 터널 갱구 비탈면 형성시 활동파

어 갱구 비탈면 깎기 및 터널 굴착 시 지반 이완 및

괴가 발생된 상황으로서 파괴 토체 제거 후 추가 파

붕락·붕괴에 대한 보강 및 시공대책이 필요하다.

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터널 천단부 안정을 위

터널 종점 갱구부는 토피고 10m 이내가 상주방향

한 대책으로는 지반아치형성을 위해 저토피 구간에

[그림 8] 갱외 선지보네일 보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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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갱외 선지보네일(C.T.C 1.2m×1.2m), 토피고

수치해석(적용프로그램 MIDAS GTS)을 통해 단면

가 10m 이상에서 탄질셰일 파쇄대 분포범위까지는

별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터널 변위, 숏크리트 응

강관다단그라우팅1열(보강범위180°
)을 계획하였다.

력 및 록볼트 축력에 대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

터널 종점부에 계획된 강관다단그라우팅 및 갱외

로 나타났다.

선지보네일 보강공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TA.0+495(상주 및 영덕방향, 강관다단그라우팅)

STA.0+515(상주방향, 갱외 선지보네일)

[그림 10] 유한요소해석 Modelling

4.3 터널 갱구 비탈면 안정대책

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부 영구비탈면은
C.T.C=2.0m×2.4m, 임시비탈면을 C.T.C =

단밀4터널 상주방향 종점부 배면 및 측면 비탈면

1.2m×1.2m 간격으로 압력식 네일(HD29, 천공각

지반보강 평면도

상주 방향 보강 종단면도

영덕 방향 보강 종단면도

[그림 11] 단밀4터널 종점부 보강 공법 요약

탄질셰일 지역내 터널 천단 및 갱구비탈면 보강 사례 | 267

20-256~272-탄질셰일다시

1904.1.2 23:10

페이지268

G7 JPC-ATALK 300DPI 60LPI

●●●

도 15°
, 천공 홀 105mm)을 계획하였으며, 터널 갱

5. 시공 중 공법 개선 및 시공 결과

외에서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1열(12공)을 갱외선지
보네일 사이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5.1 시공 중 암괴 탈락 및 인장균열 발생

지표수 및 지하수 배제를 위한 수평배수공(L=12m)
을 5m×7.2m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나 현장 시공

단밀4터널 종점 갱구부를 대상으로 갱외선지보네

시에는 용수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지점으로 변경

일 보강을 완료하고 압력식 네일을 시공하는 과정에

하도록 계획하였다.

서 2012. 12월 STA. 0+522.5 갱구 좌측부에 소
규모 암괴탈락과 함께 상부 인장균열이 발생하였다.

[사진 7] 암괴탈락 전경(1)

[사진 8] 암괴탈락 전경(2)

이로써 갱외선지보네일은 터널 천단부 붕락방지를

분포하는 탄질셰일 파쇄대 통과하고 천단부에 설치

위한 보강이 주된 역할이며, 비탈면 안정을 위해 계

된 갱외선지보네일 보강 간격 사이로 영구앵커를 배

획된 압력식 네일로는 탄질셰일 파쇄대를 경계로 평

치하였으며, 터널 굴진부인 임시비탈면 양측 벽에는

면파괴를 유발하는 암괴의 활동력을 억제하기에 부

터널 하부에서 배면 방향으로 20°상향 분포하는 탄

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질셰일 파쇄대를 경계로 상부토괴의 활동력을 억제

근본적인 비탈면 활동 억제 대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할 수 있도록 영구앵커 보강계획을 수립하였다. 터널

제기되어 시공 중 변위를 허용하지 않는 갱구 가시설

굴진 상부에서의 록앵커 설치 제원은 간격 2.5m(수

(H-Pile+Anchor)이나 록앵커(격자블록 부착)중 경

직)×4.8m(수평), 설치단수 및 길이는 3단 22~

제성 및 시공성이 양호한 록앵커 공법을 계획하였다.

24m, 정착장 길이는 8m이며, 터널 굴진부 좌·우
측에는 록앵커 2.5m(수직)×2.4m(수평), 설치단수

5.2 갱구비탈면 안정대책

및 길이는 6단 16~22m, 정착장 길이 8m로 계획
하였다. 해석프로그램은 SLOPE/W 2004로서 건

터널 종점 갱구상단 비탈면에서는 연속성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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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기시

우기시

지진시

1.920 > 1.5 (안정)

1.759 > 1.2 (안정)

1.294 > 1.1 (안정)

건기시

우기시

지진시

1.811 > 1.5 (안정)

1.496 > 1.2 (안정)

1.101 > 1.1 (안정)

터널 굴진상부
(영구 비탈면)

구 분

터널 굴진상부
(임시 비탈면)

[그림 12] 영구앵커 보강 시 비탈면 안정해석 결과

[그림 13] 갱구 비탈면 보강 정면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터널 갱구에서는 당초 1열(12공)로 계획되어
있던 강관다단그라우팅의 보강을 강화시켜 2열(40

[그림 14] 갱구비탈면 보강 측면도

3°
내외)인 것과 갱외선지보네일이 탄질셰일 파쇄대
에서 침투주입이 불량한 것을 감안하여 갱외선지보
네일 보강효과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공)을 적용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사용 프로그램 :

터널 갱구 비탈면 안정성 향상과 함께 터널 구조물

MIDAS GTS ver 4.2)시 횡단상의 개량 폭은 1m

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확인된 탄질

로서 갱구부 강관다단 그라우팅 설치각도가 저각(약

셰일 파쇄대의 분포경향을 유한요소해석상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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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ling

지반변위도(Ko=1.0)

[그림 15] 강관다단 그라우팅(2열) 보강 모델링 및 해석결과

에 반영한 결과 갱구 시점에 강관다단 그라우팅은 2

은 강지보재 사이에 설치한 버팀 철근에 설치한 지

열 배치하는 경우 변위는 최대 6.47mm, 숏크리트

압판에 고정시켜 지반과 일체화시키도록 하였다. 갱

압축 응력은 8.4Mpa, 전단응력은 0.37Mpa로서

외선지보네일 설치간격이 1.2m×1.2m이므로 갱

허용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부 갱외

외 강관다단 그라우팅은 선지보네일에 간섭되지 않

선지보네일 보강효과를 제외한 것으로서 안정성은

도록 2열(32공) 시공하였다.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터널 갱구 비탈면 보강공법으로 록앵커를 시공하
고 안정화된 이후 터널 굴진이 진행되었으나 터널

5.3 터널 천단 및 갱구비탈면 보강 및 결과

굴진 시 아래와 같이 탄질셰일 파쇄구간이 빈번하게
나타나 필요시 추가로 강관다단 그라우팅을 시행하

터널 굴진 시 천단부 붕락 방지를 위하여 선시공

였으며, 시점부로 갈수록 암종(사암) 및 암질이 양호

하는 갱외선지보네일은 굴진 이전에 갱외 지표부에

해지면서 2013년 6월 병렬 터널 양방향 관통이 성

서 네일(D29mm)에 패커를 장착 후 천공홀에 설치

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하고 무압 및 가압그라우팅을 시행하며, 선지보네일

[그림 16] 선지보네일 체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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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터널 막장 전경

6. 결론

[사진 11] 터널 관통 완료 전경

설계사례와 비교하여 근접한 설계정수를 결정
하였다.

1) 상주-안동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 내 단밀4

4) 터널 천단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반아

터널은 상주방향 351m, 영덕방향 402m의 중

치형성을 위해 저토피 구간에서는 갱외 선지

심간 거리가 32m인 병렬터널로서 종점 갱구

보네일(C.T.C 1.2m×1.2m), 토피고가 10m

부 인근 암종은 사암 및 셰일로서 수직, 수평 및

이상에서 탄질셰일 파쇄대 분포범위까지는 강

사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층리로 구성된 탄질셰

관다단그라우팅 1열(보강범위 180°
)을 계획

일이 나타났으며, 특히 탄질셰일 파쇄대 내 협

하였다.

재된 점토층의 영향으로 갱구 비탈면 절취 중
비탈면 파괴가 발생하였다.

5) 터널 갱구 배면 및 측면 임시비탈면에는 영구
앵커 보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록앵커 설치

2) 이후 지반조사를 통해 터널 굴진방향으로의

제원은 간격 2.5m(수직)×4.8m(수평), 설치

불규칙한 취약대 분포경향 및 특성을 파악할

단수 및 길이는 3단 22~24m, 정착장 길이

필요가 있어 시추조사(수직 및 수평), 전기비

는 8m이며, 터널 굴진부 좌·우측에는 록앵

저항 탐사 및 시추공 영상촬영 등을 시행한 결

커 2.5m(수직)×2.4m(수평), 설치단수 및 길

과 비탈면 활동 원인인 충진물이 함유된 탄질

이는 6단 16~22m, 정착장 길이 8m로 계획

파쇄대의 분포범위와 방향성 및 경사를 확인

하였다.

하였다.

6) 터널 천단 및 갱구 비탈면 보강 이후 안정화

3) 탄질셰일 파쇄대의 설계정수는 활동 규모와

되었고 계측시행 결과 변위는 기준변위 이내

지형 및 탄질셰일 파쇄대의 분포경향을 고려

로 수렴되었으며, 터널 굴진 시 탄질셰일 파쇄

하여 역해석을 시행하였고 국내에서 발표된

구간이 빈번하게 나타나 필요시 추가로 강관

유사 지층(탄질셰일, 탄층)에 대한 문헌치 및

다단 그라우팅을 시행하였으나 시점부로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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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암종(사암) 및 암질이 양호해지면서 2013

design of tunnel support”
. Rock Mechanics

년 6월 병렬 터널 양방향 관통이 성공적으로

and Rock Engineering, 189-236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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