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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e assessment of an operational tunnel is usually done by performing visual 

inspection and durability tests by following the detailed guideline for safety inspection 

(SI) and/ or precision inspection for safety and diagnosis (PISD). In this study, 12 

NATM tunnels, which have been operational for more than 10 years, were inspected 

to figure out the cause of longitudinal cracks for the purpose of modifying the scoring 

items in the state assessment NATM tunnel related to the longitudinal crack and the 

thickness of concrete lining. All investigated tunnel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depending on the shape and usage of each tunnel. The causes of longitudinal crack 

occurrence were analyzed by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longitudinal 

crack and the following four factors: the patterns of ground excavation; construction 

state of primary support system; characteristics of material properties of the concrete 

lining; and thickness of lining which was obtained by Ground Penetration Radar 

(GPR) tests. It was found that influencing factors causing longitudinal cracks in the 

lining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condition of the primary support 

system, i.e. shotcrete, rockbolt, and steel-rib; crack occurrences were not much 

affected by the excavation patterns. As for the properties of concrete lin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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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 of the longitudinal crack was mostly affected by the following three items: w/c ratio; contents of cement; 

and strength of lining. When estimating the lining thickness of the concrete lining by GPR tests and taking thickness 

effect into account in the statement assessment, it was concluded that increase of the index score by an average of 0.03 

(ranging from 0.01 up to 0.071) is needed; a more realistic way of state assessment should be proposed in which the 

increased index score caused by lack of lining thicknes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Keywords: Longitudinal crack, GPR, NATM tunnel, 2nd lining thickness, State assessment

초 록

공용중인 터널의 조사 및 평가는 시설물안전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터널)편에 따라 외관조사와 내구

성조사를 근거하여 상태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방향균열의 발생요인 파악을 위해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되어 최초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 NATM터널 12개에 대해 균열과 라이닝의 두께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상태평가 수

정사항을 모색하였다. 종방향균열에 대한 굴착지반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지보패턴, 이를 구성하는 지보재 시공 조건, 

라이닝의 재료적 특성, GPR탐사를 통한 라이닝 두께 등을 터널 형상 및 용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

하였다. 균열발생밀도는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의 지보재 지지능력에 따라 변화되나 굴착지보패턴에 따른 균열발

생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닝 재료적인 특징인 물-시멘트비, 시멘트함유량, 강도 등이 균열발생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PR탐사의 라이닝 두께를 반영한 상태평가에서는 평균 0.03 정도(분포, 0.001~0.071)

의 점수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라이닝 두께 부족을 고려하는 현실적인 상태평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주요어:종방향균열, GPR, NATM터널, 콘크리트라이닝 두께, 상태평가

1. 서 론

준공된 터널 조사는 라이닝의 결함이 주로 평가되고 있으며 라이닝 균열에 대한 무근 및 철근, 덕트슬래브 유무, 

2, 3 Arch의 구조물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여 왔다(Lee et al., 2009; Choo et al., 2011; Park et al., 

2012; Choo and Lee, 2019).

NATM 터널 콘크리트라이닝 균열은 첫째,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단위시멘트 함유량, 굵은골재 함유량, 혼

화제 종류 등의 재료적 요인으로 건조수축, 수화열 등이 발생하여 초기균열 형태가 조사된다. 둘째로 발파에 따른 

과굴착 및 미굴착 등의 요철 형태로 지보재 설치 후 마감면에 단일 크기의 강재거푸집으로 내측 선형만을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제약으로 좌 ‧ 우 라이닝 두께의 불균형 타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불량 및 거푸집 조기 탈형, 

외기온도의 동결융해 등의 시공원인으로 응력불균형 및 재료적 허용응력을 넘어 발생되는 균열이다. 그 예로 

Wilhelm and Horst (2000)의 연구는 외적인 하중보다 수화열 방출로 인한 양생 시 온도상승, 건조수축, 구속조건 

등의 재료 및 시공 상의 원인으로 종방향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Rankoth (2016), Rankoth and 

Hosoda (2017)는 균열저감을 위한 배합 및 온도관리 기준, 숏크리트와 콘크리트라이닝이 분리되어 거동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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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리막 시공방법 등을 제안하여 균열을 저감한 사례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암반의 시간 의존적 특성인 

크리프, 지보재의 기능 훼손, 인접공사, 터널 주변의 지하수위 급변동 등의 외적 하중으로 콘크리트라이닝의 허용 

압축, 허용 휨인장 그리고 허용 전단응력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균열이다(KISTEC, 1997; Lee et al., 1998; Zheng 

and Park, 2009). 상기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Kim et al. (2006)은 소규모 모델시험을 통한 균열발생 원인

을 분석하였으며, Robert et al. (2011)은 균열저감을 위한 배합 및 시공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그 외 외관조사와 더불어 라이닝의 건전도를 평가하는 최근의 비파괴 방법으로 Maeda et al. (2018)는 광학 이미

지를 자동 분석하여 균열의 진행성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Lai et al. (2017)는 GPR (Ground Penetration 

Radar)탐사를 이용하여 결함부를 분석하였다. Joh et al. (2018)은 비접촉식의 탄성파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 및 콘

크리트 건전도를 평가하였으며, Breysse (2012)는 라이닝 두께 평가에 Ultrasonic Echo와 Impact Echo를 병행하

여 평가하기도 하였다.

NATM터널 라이닝에 발생된 종방향균열의 현황 및 개요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다만, Table 1에 검토된 연구

는 설계 및 시공 초기단계에서 진행된 내용이거나 종방향균열 만의 원인분석을 중점적으로는 기술하지는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 10년 이후의 국내 NATM 터널에 대한 지보패턴 등의 지반상태, 지보재 시공 조건, 

콘크리트라이닝의 시공 상태(라이닝 두께) 등을 연계 분석하여 라이닝 상태평가 주요 항목인 ‘균열’과 ‘손상 및 

파손’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닝 발생 균열 중에서 많은 경우에 구조적 결함으로 평가되는 종방향

균열에 국한하여 균열 발생요인 및 이와 관련된 특징 등을 정밀안전진단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

으로 상태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Table 1. Summary of longitudinal cracks occurred in NATM tunnel lining

Author and 

year

Range of 

vault

Considered 

tunnels
Suspected reasons for crack Special features of analysis or comments

KISTEC, 

1997
NS

10 road tunnels 

(2 lanes)

- Dry shrinkage and thermal 

discrepancy

- Additional external load

- Mostly consider the external load not 

material and construction process

Lee et al., 

1998
40°

4 road tunnels 

(NS)

236 ea/ 5.2 km 

(42%)

- Carrying ground load to lining

- Material and construction 

process

- Load transfer from shotcrete and rock

- Integrity may be problem due to 

longitudinal crack, which is inevitable 

in 2nd lining

- Thickness is critical for bending and 

shearing stress

Wilhelm and 

Horst, 2000
NS

7.4 km 

(836 span)

Flexural tensile stress, uneven 

cooling and shrinkage, incorrect 

grouting of the gap, load from 

rock and dead weight

- Load-independent causes of cracks are 

the restrained movement from shrinkage 

and hydration

- 2 mm thick foil and protective fiber mat 

reduce the crack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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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longitudinal cracks occurred in NATM tunnel lining (continue)

Author and 

year

Range of 

vault

Considered 

tunnels
Suspected reasons for crack Special features of analysis or comments

Seo, 2001 FS
40 sectors Seoul 

metro (40 km)

- Irregular thickness of lining

- Discrepancy of boundary 

conditions

- Not considered between conventional 

method and NATM

- Not just longitudinal crack but all types of 

crack 

Jeon et al., 

2006
20° 5 road tunnels NS

- Small scale may not be realistic compared 

to site concreting delay or mal-compaction

Kim et al., 

2006
20°

1/20, 1/7 small 

scale model test 

(4 lanes)

Height of pouring, total volume 

of lining can be changed

- Small scale can’t model the realistic 

curing process, may cause the crack

Zheng and 

Park, 2009
NS

10 road tunnels 

(2 lanes)

Rapid pouring and dry shrinkage 

and thermal discrepancy

- Not considered btw. plain and reinforcement

- Initial oriented longitudinal crack may 

work within short time, not long-term 

period or as a 2nd lining concept

Robert et al., 

2011
NS Specifications

Thermal, freezing and thawing, 

AAR

- To minimize concrete cracking

- To allow appropriately stripping of the 

tunnel formwork

Lai et al., 

2017
FS

Double arch 

tunnel

(L = 320 m)

Close to portal, more wide 

crack can develop due to 

weather condition

- Chinese maintenance code for highway

- Crack, Seepage, Strength, Void are focused

Maeda et al.,

2018
FS

82 NATM 

tunnels

17 conventional 

tunnels

NS

- TCI (Tunnel lining Crack Index)

- Every crack can follow its progress by 

surface image photographing

NS: Not Specified, FS: Full Surface

2. NATM터널 조사의 개요

2.1 외관조사

사고 및 재해피해 조사목적 이외에 시행되는 정기적인 유지관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터널-

MOLIT, 2017)의 절차에 의해 결함조사, 원인분석,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게 된다. 결함조

사는 기술자가 육안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나 터널의 대단면, 연장, 조사시간 제약 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연속된 

광학 CCD카메라 이미지(Fig. 1(b)의 [A]) 및 레이저를 이용하여 3차원 좌표 취득 후 조사자가 이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채택하는 추세이다(Fig. 1(b)의 [C]). 광학장비에 의한 영상취득 및 조사 절차는 Fig. 1(a)와 같으며, 라이

닝에 대한 상태에 대한 평가는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를 Table 2와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으로

써 평가한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re-appraisal of scoring items in state assessment of NATM tunnel considering influencing factors causing longitudinal cracks

483

(a) Flow chart (b) Details

Fig. 1. General procedure for detecting defects in NATM tunnel lining by optical scanning

Table 2. Scores for state assessment of unreinforced NATM lining

Grade a b c d e Percent (%)

Crack 0~2 3~5 6~8 9~11 12~13 44.4~48.1

Leakage 0 1 2 3 4~5 14.8~18.5

Damaged thickness 0 0 1 2 3 11.1

Deterioration 0 0 4 5 6 22.2

2.2 라이닝 두께 조사

터널 라이닝의 결함조사 항목의 하나인 라이닝손상 두께에 대한 평가는 초음파를 이용한 탐사, 탄성파를 이용

한 탐사, 전자파를 이용한 탐사 등이 가능하나 조사의 연속성 및 무근 라이닝에 대한 분해 해상도를 고려하여 터널 

라이닝 두께 평가에는 전자파를 이용하는 GPR탐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GPR탐사는 10 MHz~수 GHz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의 반사시간과 속도를 이용하여 얇은 지반 및 균질한 콘크리트 매질의 내부상태를 파악

할 수 있어 지표투과 레이다법 또는 전자기 반사법이라고도 한다. 안테나를 통해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속도()는 

파동방정식에 따라 파장()으로 표현 가능한 탐사 깊이와 활용 가능한 주파수의 주요 대역인 중심주파수()로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되며, 이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중심주파수를 결정한다.

  ∙ (1)

전자파가 전기적 특성이 다른 두 매질을 전파하는 경우, Fig. 2(a)와 같이 경계부의 상태에 따라 입사각과 동일

하게 반사하거나 일부는 접합된 다음 매질로 계속해서 굴절하게 된다. 이때, 전자파의 반사는 두 매질의 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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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전기적 임피던스는 매질의 유전율에 영향을 받으며 아래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   
 

 
 (2)

여기서,  ,   매질의 유전율을 뜻한다. 전자파는 매질의 유전상수 차이가 매우 큰 두 매질을 투과할 때 강한 반사

가 일어난다. 이 경우 전자파의 반사량이 투과량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표면 하부의 상태 측정이 어렵고, 반사 

강도가 크다는 것은 전자파의 투과량이 적어 측정 가능심도가 작아질 수 있다. 또한, 전자파는 매질의 유전상수에 

따라 에너지의 진행속도와 에너지 흡수율에 영향을 받는다. 매질 내 전자파의 속도는 아래 식 (3)과 같이 진공에

서 빛의 속도(c = 2.998 ‧ 108 m/s)를 기준으로 상대유전율( )에 반비례하게 된다.

 



 (3)

(a) Array of GPR survey antenna on NATM lining

(b) Schematic display for signal processing of TX and RX (c) Converted depth and wave in time domain

Fig. 2. General process of GPR survey performed on NATM tunnel 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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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b)와 같이 GPR안테나에서 샘플링 단위시간(time interval, ns) 마다 펄스를 방출하고 반사된 신호를 분

석하여 Fig. 2(c)와 같이 시계열의 연직면을 음영으로 나타내게 된다(Hugenschmidt and Mastrangelo, 2006). 전

용프로그램(Reflex/w, ver5.05)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유전율 값에 따른 속도를 입력하여 Fig. 3같은 분석들을 

수행한다. Fig. 3(a)는 지보재와 콘크리트라이닝 사이의 공간 및 강지보 설치에 따른 강한 반사신호가 탐지된 예

를 보여주며, Fig. 3(b)는 철근배근 및 철근피복 상태, 규모가 큰 채움 부족 및 공동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예

시하였다.

(a) Displaying converted depth obtained from reflected wave due to existence of void and steel rib

(b) Displaying converted depth obtained from reflected wave due to existence of rebar and unfulfilled area

Fig. 3. Results of GPR survey performed on NATM tunnel lining

3. NATM 터널(무근)의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3.1 NATM 터널(무근)의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방법

NATM 터널로 시공된 무근라이닝의 상태평가 항목은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의 항목으로 라이닝 

지수를 산정하는 총 점수는 27점인 바 이중에서 균열로 인한 점수는 Table 3과 같이 13점으로 균열 중요도는 

48.1%이다. 전체 터널 연장을 평가길이로 나누는 바, 일반적인 평가길이(Sheet)는 시공이음 3~4개 스팬(Span)으

로 약 30 m를 기준으로 구조물 경계 또는 신축이음 등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자가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

가길이별 조사된 균열의 등급은 구조적 균열(설계오류로 인한 균열, 외부 하중에 의한 균열, 단면 및 철근량의 부

족에 의한 균열), 진행성이 확인된 균열, 다음 스팬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균열, 균열 면적율이 조사면적의 

20% 이상인 균열, 쪼개짐 형태(breakage)의 균열 등은 부여된 등급보다 하향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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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coring depending on width of cracks in state assessment of unreinforced NATM lining

Grade a b c d e

Width of crack, w w < 0.1 mm 0.1 mm ≤ w < 0.3 mm 0.3 mm ≤ w < 1 mm 1 mm ≤ w < 3 mm 3 mm ≤ w

Scores 0~2 3~5 6~8 9~11 12~13

또한, 파손 및 손상의 항목은 3점으로 무근 라이닝에서의 중요도는 11.1%이며 Table 4와 같이 라이닝 두께를 

설계두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GPR탐사 결과를 반영 할 수 있으며, 두께 부족 면적율이 20% 이상일 경우 

부여된 등급보다 하향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able 4. Scoring depending on damaged thickness of unreinforced NATM lining

Grade a b c d e

Damaged thickness, d none d < 1/6 ‧ 


1/6 ‧ 

 ≤ d < 1/3 ‧ 


1/3 ‧ 


 ≤ d < 1/2 ‧ 


1/2 ‧ 


 < d

Scores 0 0 1 2 3



: designed thickness (MOLIT, 2017)

3.2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 터널

NATM으로 시공되어 1999년 이후로 준공된 터널들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2010년 실시하였으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터널)편에 의거하여 외관 및 내구성을 반영한 상태평가를 실시하였다. 12개의 터널은 

단면의 크기에 따라 도로터널 4개소를 Group A, Group B로, 단면크기가 거의 유사한 철도터널 6개소를 인버트 

시공유무에 따른 Group C, Group D로 구분하여 종방향균열 발생 특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각 터널별 치

수, 지질특성과 설계지보 현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Summary of tunnels studied in this paper

Tunnel name Length
Rein-

forced
Built Size Rock type

Patterns of excavation

Unreinforced (plain) Reinforced

Full face Divided face Divided face

Group A

MSR_U* 3,568 535 m 2006
H7.4 × 

B11.3
Granitic banded gneiss P1~P3 P4~P6 (U/D) P5~P6

MSR_D* 3,523 2006
H7.4 × 

B11.3
Granitic banded gneiss P1~P3 P4~P6 (U/D) P5~P6

Group B

SPS_T* 3,932 740 2007
H9.1 × 

B18.4

Biotite banded gneiss, 

Granite gneiss

P1~P4 

(U/D, M)
P5~P6 (double)

SPS_I* 3,941 967 2007
H9.1 × 

B18.4

Biotite banded gneiss, 

Granite gneiss

P1~P4 

(U/D, M)
P5~P6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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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tunnels studied in this paper (continue)

Tunnel name Length
Rein-

forced
Built Size Rock type

Patterns of excavation

Unreinforced (plain) Reinforced

Full face Divided face Divided face

Group C

WH 9,949 718 m 2001
H9.1 × 

B14.2

Migmatitic gneiss, 

granite

P1~P4 (U/D)

P5 (M)
P5 (single, double)

WJ 3,178.8 103 m 1999
H9.1 × 

B14.2

Augen gneiss, 

Biotite banded gneiss

P1~P4 (U/D)

P5 (M)

BR 2,058 463 m 1999
H9.1 × 

B14.2
Biotite granite gneiss P2, P4 (U/D)

WS5 6,230 726.7 2001
H9.1 × 

B14.2

Conglomerate, 

Granitic gneiss

P2-1, P4-1 

(U/D)

GO 4,663 594 2001
H9.1 × 

B14.2
Granitic gneiss

P2, P3, P4 

(U/D)

DY 6,585 5,839 2007
H9.1 × 

B14.2

Andesite, 

Granitic gneiss
P1~P5 (U/D)

P4 (single)

P5 (single, double)

Group D

IJ 2,780 781 2002
H9.5 × 

B14.2
Biotite banded gneiss

P1~P5 

(U/D, M)

JS 2,603 446 2002
H9.5 × 

B14.2
Biotite banded gneiss

P1~P5 

(U/D, M)

*: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 was used in these tunnels (compressive strength = 21 MPa)

U/D: Up and down sectional excavation, M: multi-sectional excavation, single/ double: single/ double rebar reinforcement

4.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종방향균열 발생 요인 분석

종방향균열과 관련된 분석을 위해 Table 5에서 제시한 터널 용도에 따라 도로터널 4개와 철도터널 8개로 구분

하고 외관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굴착지반 상태를 나타내는 지보패턴 및 지보재의 시공 조건, 재료적 특성, 라이닝 

두께 등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지보패턴의 영향

NATM 터널 설계는 지반상태에 따른 지반 자체의 아칭효과 정도에 따라 굴착 지보패턴 5~6개를 미리 계획하며 

시공 중 계측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적합한 지보를 변경하게 된다. Müller (1978)는 토사지반의 NATM 터널은 

가능한 빠르게 폐합하여 지표침하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지반에 따라 NATM의 시공 중 다양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HSE, 1996; KTA, 2010). 본 논문에서 분석된 터널은 토사가 아닌 암반을 주로 굴착하는 

터널로 제한하였다. 검토된 12터널 56 km에 대한 지보패턴에 따른 단면형상, 굴착방법의 개략적인 특성을 Fig. 4

에 나타내었다. Group A는 상단부 반지름이 7.4 m로 작아 지반상태가 양호한 경우(Pattern 1~3) 전단면 굴착을 

시행한 2개 터널을, Group B는 상단부 반지름이 10.1 m로 상 ‧ 하 및 다단면 굴착을 한 2개 터널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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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 반지름이 9.1 m로 상 ‧ 하반으로 굴착한 6개소를 Group C, 다단면 굴착 및 인버트를 시공한 2개 터널을 

Group D로 구분하였다.

(a) Patterns chosen at Group A

(b) Patterns chosen at Group B

(c) Patterns chosen at Group C

(d) Patterns chosen at Group D

Fig. 4. Excavation patterns depending on size of tunnels and on ground conditions for the four groups of NATM 

tunnels

각 터널에 대한 균열발생밀도(Crack ratio, 발생 균열 연장을 조사된 터널 연장으로 나눈 값)를 Table 6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Fig. 5에 도시하였다. 무근구간(Pattern 1~4)에서 도로터널(Group A, B)이 철도터널(Group C, D)

에 비해 단위길이 당 균열발생율이 2.7배 높으며, 개착 및 철근보강(Pattern 5) 구간에서는 3.5배로 증가하였다. 

용도별 특수성 이외에 라이닝의 보강 유 ‧ 무 따른 터널의 특징에서 무근구간 대비 철근구간의 균열발생은 도로터

널 2.1배, 철도터널 1.6배로 균열발생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면이 작은 Group A가 대단면인 

Group B와 비교하여 발생 균열이 적으며 동일한 형상에서 인버트가 시공된 Group D가 일반구간(Group C)에 비

해 균열발생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터널 내부의 온도변화는 철도터널에 비해 큰 변화폭을 감안하

여 Group A는 강원지역의 온도 영향 및 차량운행 환경이 주요한 영향으로, Group B는 대형단면인 상단부 반지

름의 크기와 차량운행 환경이 균열발생밀도에 철도터널에 비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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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crack ratios according to excavation patterns

Tunnel
Crack ratio depending on the ground condition Group average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Pattern 4 Pattern 5 Cut & Cover Unreinforced Reinforced

Group A
MSR_U 1.08 1.18 1.39 1.00 3.83 2.50

1.17

1.30

2.89

2.67
MSR_D 1.30 1.33 1.37 0.71 3.62 1.60

Group B
SPS_T 1.16 1.28 0.97 1.10 2.35 1.71

1.42 2.44
SPS_I 2.01 1.73 1.65 1.45 3.44 2.25

Group C

WH - 0.96 0.98 - 0.49 0.58

0.72

0.49

1.03

0.76

WJ - 0.23 0.61 0.44 0.20 0.68

BR 0.22 0.27 0.61 0.44 0.20 0.67

WS5 - 0.86 0.67 0.77 - 1.75

GO - 0.90 0.73 0.4 - 1.22

DY 1.26 1.24 1.40 0.52 0.70 2.93

Group D
IJ 0.52 0.12 0.22 0.33 0.10 0.60

0.25 0.49
JS 0.18 0.18 0.23 - 0.18 1.08

Fig. 5. Crack ratio dependent upon support patterns and tunnel groups

무근라이닝의 경우, Group A, B, C의 지보패턴별 균열발생밀도 경향은 Fig. 5와 같이 유사하며 도로터널(Group 

A, B)에서 가장 높고, 철도터널인 Group C 및 D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중 Group 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짧은 연장 및 인버트를 시공한 Group D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Group D의 Pattern 4~5는 인버트를 시공한 

경우로 상대적으로 낮은 균열발생밀도와 철근의 균열제어로 Pattern 5에서 가장 낮은 균열밀도가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로 Seo (2001)가 분석한 서울지하철 5~8호선 구간의 초기점검 결과에서는 지반 조건의 변화와 라이

닝에 발생되는 균열의 뚜렷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었다. 금번 분석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로 터널

의 굴착방법, 지보조건, 기하조건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균열발생밀도는 지반조건 만의 변화로 나타내는 지보패

턴별 분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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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보재 시공조건의 영향

Appendix Table 1과 같은 지보패턴을 구성하는 숏크리트 두께, 강지보의 간격, 록볼트의 간격 등의 지보재 시공

환경에 따른 종방향균열 발생밀도를 철근구간이 배제된 지보패턴 1~4에 대하여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동일 

지보패턴에서는 숏크리트 두께가 두꺼울수록, 강지보 간격이 좁을수록, 록볼트 유효면적(종 ‧ 횡 간격으로 정의

(a) Effect of shotcrete thickness

(b) Effect of lattice girder interval

(c) Effect of rockbolt area (multiplying longitudinal spacing with transverse spacing)

Fig. 6. Correlation between primary support systems and longitudinal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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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면적)이 촘촘할수록 종방향균열 발생밀도는 낮게 나타났다.

숏크리트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균열발생밀도는 감소하며 도로터널에 비해 철도터널에 그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단부 반지름이 가장 큰 Group B가 균열발생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Group B의 경우 

지보패턴 1~4에서는 강지보재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Fig. 6(b)에서 제외되었다. 강지보의 간격이 넓을수록 

Group A, C의 종방향균열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록볼트의 유효면적이 넓을수록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Group D에서는 인버트 시공과 상대적으로 짧은 연장 등의 시공조건으로 균열밀도가 상이하게 분석된 것으

로 판단된다.

4.3 콘크리트라이닝 재료 특성의 영향

객관적인 외관조사를 위해 광학스캐너를 활용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 12개 터널에서 무근 라이닝 4,629개 

스팬의 균열 형태 및 분포를 Table 7과 같이 분석하였다. 천단에서 좌 ‧ 우 Spring line을 반으로 나누는 가상선으

로 외관조사망도에서 좌측아치(LC)-천단(C)-우측아치(RC)의 영역(Fig. 10 참고)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영역

에서 종방향균열이 확연한 길이 5 m 이상 개소(10미터 종방향 시공이음의 50%를 기준으로 하였음)와 균열 보수

부를 포함하여 스팬별 발생 물량을 산정하였다. 정밀안전진단 시험 자료 및 기존 문헌들에서 종방향균열의 원인

으로 언급된 물-시멘트비, 시멘트함유량, 일축압축강도, 단위중량, 시공이음간격 등의 재료적 특성과 시공특성에 

따른 균열발생밀도를 분석하였다.

Table 7. Summary of longitudinal cracks occurred in the lining dependent upon lining properties and construction 

circumstances

Tunnel

name

w/c ratio 

(%)

Contents of 

cement 

(kg/m3)

Range of lining 

strength 

(unconfined)

2nd lining (Mpa)

Unit 

weight

(kg/m3)

Radius of 

upper circle/ 

thickness (m)/ 

range

Interval 

of C.J

Length of 

crack/

Length of 

tunnel

No. of longitudinal 

crack span/ 

No. of unreinforced 

span

MSR_U 65 331 27.4~38.9/ 10 ea 2,190 5.7/ 0.3/ 120° 10 m 1.09 231/ 307 (75.2%)

MSR_D 65 329 26.7~38/ 11 ea 2,192 5.7/ 0.3/ 120° 10 m 1.16 202/ 302 (66.9%)

SPS_T 60* 312* 22.6~34.3/ 8 ea 2,172 10.1/ 0.4/ 110°   9 m 1.18 342/ 351 (97.4%)

SPS_I 60* 332* 23.5~35.8/ 9 ea 2,202 10.1/ 0.4/ 110°   9 m 1.75 322/ 329 (97.8%)

WH 55* 337 25.0~44.3/ 40 ea 2,283 7.1/ 0.4/ 220° 12 m 0.57 360/ 854 (42.1%)

WJ 47 303 25.5~36.6/ 10 ea 2,271 7.1/ 0.4/ 220° 12 m 0.23   95/ 338 (28.1%)

BR 46.2, 51 300.5 31.6~46/ 7 ea 2,216 7.1/ 0.4/ 220° 12 m 0.60 100/ 242 (41.3%)

WS5 49.5* 303 22.3~37.9/ 30 ea 2,241 7.1/ 0.4/ 220° 12 m 0.85 221/ 441 (50.1%)

GO 49* 302 24.2~39.6/ 13 ea 2,189 7.1/ 0.4/ 220° 10 m 0.86 245/ 475 (51.5%)

DY 60* 308 24.8~37.4/ 16 ea 2,214 7.1/ 0.4/ 220° 10 m 1.87 563/ 580 (97.1%)

IJ 60* 300* 26.1~36.6/ 7 ea 2,289 7.1/ 0.4/ 212° 10 m 0.39 101/ 191 (52.8%)

JS 60* 300* 26.1~44.5/ 7 ea 2,305 7.1/ 0.4/ 212° 10 m 0.20 138/ 219 (63.0%)

*: Extracted from specification/ quality report, C.J: Construction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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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ffect of construction joint (b) Effect of cement contents

(c) Effect of water-cement ratio (d) Effect of unconfined uniaxial strength

(e) Effect of radius in crown area (f) Effect of lining thickness

(g) Effect of crack ratio (h) Effect of unit weight

Fig. 7. Effect of material properties and construction circumstances on the crack occurrence frequency in the 

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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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2009)는 시공이음 연장이 길게 되면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종방향균열 발생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Fig. 7(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반된 결과로 시공이음이 길수록 균열밀도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히려, 라이닝 시공연장보다는 상단부 반지름의 크기(Fig. 7(e))가 종방향균열밀도에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시멘트 함유량(Fig. 7(b)), 물-시멘트비(Fig. 7(c))가 클수록 종방향균열 발

생밀도가 크게 분석되었으며 물-시멘트비와 상반된 일축압축강도(Fig. 7(d)), 단위중량(Fig. 7(h))이 클수록, 콘크

리트라이닝 두께(Fig. 7(f))가 두꺼울수록 발생되는 종방향균열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7(g)

와 같이 균열발생밀도가 높은 터널에서 종방향균열 발생도 높게 나타나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은 분석을 고려할 때, 종방향균열의 발생원인으로 기존에 연구 중에 실제 정밀안전진단 중에 검토되

어야 하는 적합한 상태평가 항목에 콘크리트라이닝 기하적 특성 및 라이닝 재료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기존

의 균열폭 만을 고려하는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콘크리트라이닝 두께의 영향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라이닝의 상태평가는 시공이음 및 구조물 형식으로 구분한 3~4개의 스팬을 하나의 평

가길이로 설정하여 Table 2에 따라 평가길이마다 결함별 최저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라이닝 두

께 분석을 위하여, 천장 중앙부에서 실시한 GPR 탐사 결과를 분석하여 Table 4에 따른 라이닝 두께 평가를 실시

하였다.

한 예로, BR터널에 대한 분석사례를 Fig. 8에 도시하였다. 또한, Table 4에 제시된 1/6 ‧ , 1/3 ‧ , 1/2 ‧ 의 두

께를 Fig. 8에서 실선으로 함께 표기하여, 해당 두께에 따른 평가를 가능하게 도시하였다. 기존의 라이닝의 파손 

및 손상 항목은 라이닝 두께가 설계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손 및 손상을 평가하게 되어, 거의 모

든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GPR탐사의 결과를 볼 때 NATM터널 라이닝은 종방향으로 균등하

게 타설되어 있지 않으며 Fig. 8 및 Table 8과 같이 부분적으로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 Measured vs. designed lining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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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PR survey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lining thickness and the occurrence of crack

Tunnel
No. of recalculated 

span or sheet

Percentage of lack of 

thickness (%)

Currently assessed 

state

Proposed state by 

applying GPR 

thickness

Difference in state 

assessment

MSR_U   57/363 15.7 0.18 0.19 0.01

MSR_D 114/360 31.6 0.19 0.21 0.02

SPS_T   93/134* 69.4 0.192 0.263 0.071

SPS_I   84/133* 63.1 0.197 0.261 0.064

WH 161/279* 57.7 0.20 0.23 0.03

WJ   54/110* 49.1 0.208 0.235 0.027

BR   61/101* 60.3 0.201 0.235 0.034

WS5   66/176* 37.5 0.22 0.24 0.02

GO 158/161* 98.1 0.216 0.242 0.026

DY 138/199 69.3 0.25 0.30 0.05

IJ   35/190* 18.4 0.151 0.156 0.005

JS     6/219   2.7 0.117 0.118 0.001

*: Sheet is defined to be composed of three or four spans

본 연구에서는 터널별 정밀안전진단에서 수행된 터널별 상태평가의 평가길이에서 GPR탐사 결과를 보면 라이

닝의 두께가 부족함에도 평가되지 않은 스팬의 수와 함께, 기존 평가등급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을 적용한 등

급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상태평가 지수산정은 라이닝 두께점수를 기존에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본 연

구에서는 GPR분석결과를 설계기준 두께와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길이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이닝 

두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평가지수에 비하여, 라이닝 두께를 고려한 평가 지수는 작게는 0.001부터 크게는 

0.71정도 까지 증가됨을 알 수 있었으며, 평균 0.03정도의 차이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을 Table 8에서 보여주고 있

다. 라이닝의 현상태 평가를 위해서 두께에 대한 보정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이닝 두께 평가 점수

를 “0”으로 평가하는 현 상태평가의 조정을 제안한다.

GPR탐사를 통해 라이닝 두께부족이 평가된 평가길이의 분포(Table 8의 3열)와 종방향균열밀도 및 전체균열

밀도의 분포(Table 7의 8, 9열)를 Fig. 9와 같이 도시하였다. 라이닝의 두께가 설계기준 대비 부족한 구간이 많을

수록 균열의 발생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종방향균열 발생 스팬보다는 전체균열의 발생과 더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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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rrelations between crack occurrence and the lack of lining thickness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천장부 종방향균열의 형태는 Fig. 10(a)와 같이 분리 타설되는 스팬별 시공이음에 따라 

단절된 상태로 조사된다. 현재 상태평가에서 다음 스팬에 연속하여 이어진 균열은 평가등급을 책임기술자가 하

향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보재 표면의 상태가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되는 3개스팬 이상 연속한 종방향균열(Fig. 10(b), 10(c))에 대한 등급하향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하며, Fig. 

10(c)와 같은 2열 이상의 종방향균열과 Fig. 10(d)의 S.L하단의 연속된 종방향균열에 대한 GPR탐사 등으로 배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성평가와 더불어 중점관리 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다.

(a) Separated crack (b) Continued single crack (c) Continued parallel crack (d) Continued crack at wall

Fig. 10. Samples of typical and problem causing longitudinal cracks (BR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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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국내 NATM터널 12개소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후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확인된 종방향균열의 원인

분석을 위해 굴착지반을 나타내는 지보패턴, 지보재 상태, 라이닝의 재료 및 두께, 시공이음의 간격 등의 시공상

태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검토된 터널의 종방향균열 발생요인은 굴착방법, 지보재의 지보조건, 기하조건 등의 영향을 받으나, 기존의 

지보패턴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보패턴을 구성하는 지보재 중에서 숏크리트가 두꺼울수록, 강지보 간격이 좁을수록, 록볼트 유효면적이 좁

을수록 종방향균열의 발생을 저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기하적 특징으로 터널 상단부 반지름이 클수록, 시공이음 간격이 좁을수록 균열 발생밀도가 증가하였다.

4. 재료적 특징으로 물-시멘트비, 단위 시멘트함유량이 클수록 종방향균열 발생밀도가 증가하였으며, 일축압축

강도, 단위중량이 클수록, 라이닝 두께가 두꺼울수록 감소하였다.

5. GPR탐사 등으로 라이닝 두께를 예측하여 이의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 조사된 터널의 평균 라이닝 지수가 평균 

0.03증가(작게는 0.01부터 크게는 0.71까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라이닝 두께 부족을 고려하는 현실적인 상

태평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라이닝의 두께부족으로 인한 균열발생은 스팬별 종방향균열 만의 분포보다는 전체 발생 균열 분포와 연관성

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기존 정밀안전진단 라이닝 상태평가는 균열폭 만을 계측하여서 평가하였으나 터널의 기하적 특성, 지보재 특

성, 라이닝의 두께 및 재료적 특징 등을 감안한 균열원인 분석과 평가로 보다 진단시점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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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1. Summary of primary support system depending on typical excavation patterns

Tunnel

Length of crack per ground condition

Pattern 1 (II-1 included) Pattern 2 Pattern 3

Shotcrete
Rockbolt

(m)

Steel 

support
Shotcrete

Rockbolt

(m)

Steel 

support
Shotcrete

Rockbolt

(m)

Steel 

support

Mate-

rial

Thick-

ness

(mm)

Length@ 

Spacing

Spacing

(m)

Mate-

rial

Thick-

ness

(mm)

Length@ 

Spacing

Spacing

(m)

Mate-

rial

Thick

ness

(mm)

Length@ 

Spacing

Spacing

(m)

Group A
MSR_U SFRS 100 3@R N SFRS 130 2@3×2 N SFRS 155 4@2×1.5 1.5

MSR_D SFRS 100 3@R N SFRS 130 2@3×2 N SFRS 155 4@2×1.5 1.5

Group B
SPS_T SFRS   50 5@R N SFRS   80 5@2.4×2 N SFRS 100 5@2×2 N

SPS_I SFRS   50 5@R N SFRS   80 5@2.4×2 N SFRS 100 5@2×2 N

Group C

WH Plain 100 4@R N Plain 100 4@2×1.5 2 Plain 150 5@1.5×1.5 1.5

WJ Plain 100 4@R N Plain 100 4@2×1.5 2 Plain 150 5@1.5×1.5 1.5

BR Plain 100 4@R N Plain 100 4@2×1.5 2 Plain 150 5@1.5×1.5 1.5

WS5 Plain 100 5@1.8×1.5 N Plain 150 5@1.8×1.5 1.8 Plain 200 5@1.5×1.2 1.5

GO Plain 100 4@2.0×2.0 N Plain 100 4@2×1.5 2.0 Plain 150 5@1.5×1.5 1.5

DY Plain 100 4@R N Plain 100 4@2×2 N Plain 150 5@1.5×1.5 1.5

Group D
IJ Plain 100 3@R N Plain 150 3@2×2 2.0 Plain 200 4@1.5×1.5 1.6

JS Plain 100 3@R N Plain 150 3@2×2 2.0 Plain 200 4@1.5×1.5 1.5

Tunnel

Length of crack per ground condition

Pattern 4 Pattern 5

Shotcrete
Rockbolt 

(m)

Steel 

support
Shotcrete

Rockbolt 

(m)

Steel 

support

Material
Thickness 

(mm)

Length@ 

Spacing
Spacing (m) Material

Thickness 

(mm)

Length@ 

Spacing
Spacing (m)

Group A
MSR_U SFRS 220 4@1.5×1.5 1.2 SFRS 260 4@1.2×1.5 1.2

MSR_D SFRS 220 4@1.5×1.5 1.2 SFRS 260 4@1.2×1.5 1.2

Group B
SPS_T SFRS 120 5@1.5×1.5 N SFRS 180 5@1.2×1.5 1.2

SPS_I SFRS 120 5@1.5×1.5 N SFRS 180 5@1.2×1.5 1.2

Group C

WH Plain 200 5@1.3×1.25 1.3 Plain 250 5@0.8×1.0 0.8

WJ Plain 200 5@1.3×1.3 1.3 Plain 250 6@0.8×1.0 0.8

BR Plain 200 5@1.3×1.3 1.3 Plain 250 6@0.8×1.0 0.8

WS5 Plain 250 6@1.0×1.2 1.0 Plain 250 6@0.8×1.2 0.8

GO Plain 200 5@1.3×1.3 1.3 - - -

DY Plain 200 5@1.3×1.3 1.3 Plain 250 5@1.0×1.0 1.0

Group D
IJ Plain 200 5@1.3×1.3 1.0 Plain 250 6@1.0×1.0 0.8

JS Plain 200 5@1.3×1.3 1.2 Plain 250 6@1.0×1.0 0.8

N: none, R: rand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