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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우리나라에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2014년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된 터널은 총 793개소,

연장 621km에 달한다. 이 중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587개소, 연장 446km이며 향후 신규 고속

도로 건설 시, 터널 구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통계청, 2014). 

콘크리트 포장이 겪는 환경하중은 포장체 내의 온도

및 습도 변화에 의한 부피변화에 따른 내부저항으로 발

생한 응력을 의미한다(Y.H Yang, 2003; E.J. Yoder,

1975). 낮동안 대기 온도가 상승할 때,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 온도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콘크리트 슬래

브 하부가 상부와 열평형 상태가 되기까지는 일정 시간

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깊이에 따른 온도차를 유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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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S: This paper investigates behavior and performance of concrete pavement in tunnel based on temperature data from field.

METHODS : In this study, there are 4 contents to evaluate concrete pavement in tunnel, First, Comparison for distress was conducted at
outside, transition, and inside part of tunnel. Secondly, temperature data was collected in air and inside concrete pavement in outside and inside
tunnel. Thirdly, FEM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stress condition, based on temperature data from field. Finally, performance
prediction was done with KPRP program.

RESULTS : From the distress evaluation, failure of inside tunnel was much less than it of outside tunnel, Temperature change in tunnel was
less than out side, and also it was more stable. According to result of FEM analysis, both curling stress status of inside tunnel was lower than it
of outside tunnel. Based on KPRP program analysis, performance of inside tunnel was longer than outside. 

CONCLUSIONS : Through all study about behavior and performance of concrete pavement in tunnel, condition in tunnel has more
advantages from environmental and distress point of view. Therefore, performance of inside tunnel was better than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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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슬래브의 양끝이 아래로 향하는 하향 컬링

(Curling-Down)현상이 나타난다. 반대로 밤이 되면

슬래브의 표면은 대기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급격히 차

가워진다. 하지만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온도가 하강한다. 이로 인해서 슬래브의 양끝이

위로 향하는 상향 컬링(Curling-Up)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콘크리트 포장 내부의 컬링 응력은 균

열 등과 같은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터널 내부 환경은 터널 외부보다 상대적

으로 콘크리트 포장에 유리한 조건에 있다. 실제 한국도

로공사에서 수행한“콘크리트 포장 장수명화를 위한 선

진 시공기술 개발”에서 산인터널 내 환경조건을 현장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이 터널 내부는 외부에 비해

상대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크지 않았다(한국도로공사,

2013). 일일 온도 변화는 터널 입구에서 5.5℃, 터널 내

부에서 0~1℃ 로, 본선구간의 10% 수준이며, 일일 상

대습도 변화는 터널 입구에서 60%, 터널 내부에서

15~20%로 본선구간의 25% 수준이었다. 또한 터널외

부와 달리 내부는 우천 시 강우의 향과 겨울철 동상의

향도 적게 받는다. 따라서, 터널 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가해지는 환경 조건은 본선구간에 비해 가혹하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터널 외부에 비해 양호한

환경 조건을 갖는 터널 내부의 콘크리트 포장은 토공부

와 동일 단면 및 구조로 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공용성에 향을 주는 환경하중의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콘크리트 포장 설계에 반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진보한 포장 설계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거동 및 파손

에 향을 주는 주된 요인인 환경하중에 대한 향을 검

토하기 위해 터널 내부와 외부의 파손 자료, 온도 분포

계측, 구조해석 및 포장 수명예측 결과를 비교 및 분석

하 다. 

2. 터널 내외부 포장 파손 분석
2.1. 현장 육안조사

터널 내외 포장 상태는 기초 조사로서 3개소의 터널

에 대한 현장 육안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파손 형태

를 검토하 으며, 다음으로 도로포장상태 자동조사 장

비를 통해 얻은 여러 개소의 터널 포장 파손 이미지를

상세 분석하 다. 

첫번째로 현장 육안조사 구간은 중앙고속국도의 남산

터널, 삼마치터널, 공근터널 3곳에서 실시하 다. 포장

파손 분류는 FHWA(2003)의 Distress Identification

Manual(2003)에 준하여 실시하 다(FHWA, 2003).

Distress Identification Manual에서 줄눈 시멘트 콘크

리트 포장에 대하여 파손 종류를 Cracking, Joint

Deficiencies, Surface Defects, Miscellaneous

Distress로 나누었고, 다시 세부적으로 16개의 파손으로

분류하 다. 이러한 다양한 파손 중 조사의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해 국내 콘크리트 포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폴링, 패칭, 균열을 주요 파손으로 선정하 고, 육안

조사를 실시하 다. 남산터널의 경우, 터널 내부에는 파

손이발견되지않았으나터널외부(출구부)부분에서상당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8 No.212

Table 1. Comparison of Distresses Inside and Outside of Tunnel

Tunnel name
(length)

Construction
year

Inside of tunnel
Outside of tunnel

(include  60m transition section)

Survey
length

Spalling
(m/100m)

Patching
(m2/100m)

Crack
(m/100m)

Survey
length

Spalling
(m/100m)

Patching
(m2/100m)

Crack 
(m/100m)

Nam-San
(729m)

2001 729m - - - 150m 14.00 4.67 1.33

Sam-Ma-Chi
(1429m)

2001 1,429m 0.56 0.21 0.14 168m 7.14 22.02 -

Kong-Keun
(670m)

2001 322m 4.04 - - 200m 1.5 16 -

Fig. 1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an-In Tunnel 

(KE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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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많은스폴링이발견되었다. 삼마치터널의경우에는터

널 내부에도 파손이 발견되었지만, 터널 외부에 비해 적

은 수준이었다. 공근터널의 경우 터널 내부에도 경미한

수준의 스폴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터널 외부의 경우

스폴링이 발생한 곳에 패칭 작업을 이미 완료한 상태여

서, 결과적으로 터널 외부가 더 많은 파손이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1은 현장육안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Fig. 2와 같이 터널 외부와 내부의 전체 파손량

을 100m 단위길이당으로분석한결과, 터널외부에서는

100m당 22개의 파손이 발견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터널

외부가내부에비해파손량이매우큰것을알수있다.

두 번째로, 2013년 4월에 도로포장상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 실측 자

료와 KRISS Analyz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손 데이

터를 분석하 다. 도로포장상태 조사장비 및 획득한

상을 나타낸 것이 Fig. 3이다. 기존의 도로포장상태 조

사는 인력 조사의 어려움 및 개인 오차, 도로이용자 불

편 및 안전사고 유발, 인력 조사 및 분석의 한계 및 비효

율성 등으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도로포장상태 조

사장비를 통해 첨단 레이저 상촬 시스템을 적용하

여 교통차단 없이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객관적인 포장재료 공용성 분석이 가능하 다. 대상은

중앙고속국도, 동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상에

건설한 터널들로 Table 2와 같다. 이 구간 중 터널 내

포장과 터널 주변 진출입부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

된 터널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대상 터널에서

분석 구간의 구분은 전이구간 60m를 포함한 터널 외부

와 나머지 터널내부 구간으로 구분하 다. 이 구분은 한

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한“콘크리트 포장 장수명화를 위

한 선진 시공기술 개발”에서 도출된 결과를 적용한 것

이다(한국도로공사, 2013). 또한 터널 진입부에 교면포

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이 있으면 최대한 근접한 지역의

콘크리트 포장표면을 분석하 다. 진입부에서 분석 대

상 구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출구부에서 분석

대상 구간을 확보하 다. 

Fig. 4는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터널의

구분에 있어 500m 미만의 터널은 단터널, 500m~

1,000m는 중터널, 1,000m 이상의 터널은 장터널로 분

류하 다. Fig. 4(a)는 터널 연장별로 1km당 발생한 횡

방향 균열 길이로 정량화한 결과이다. 단터널의 경우,

터널 외부가 내부에 비해 횡방향 균열이 60배 이상 많

았고, 중터널의 경우도 10배 많았다. 장터널의 중앙부

에서는 횡방향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Fig. 4(b)는 터

Fig. 2 Distress Difference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Tunnel (per 100m)

Fig. 3 Distress Survey Equipment and KRISS Analyzer

Table 2. Tunnel Information

Highway name
(direction)

Tunnel name Length
Construction

year

Young-Dong
(Kang-Leung)

Doon-Nae 3300m 1999

Bong-Pyung 1445m 1999

Joong-Bu-Nae-Ryuck
(Yang-Pyung)

Choo-Jum 547m 2004

Jo-Kock 859m 2004

Mae-Hyun 2 970m 2004

Mae-Hyun 1 328m 2004

Tan-Yong 380m 2004

Doo-Jung 615m 2004

Jang-Ko-Gae 470m 2004

Man-Jung 440m 2004

Ga-Keum 845m 2002

Joo-Won 980m 2002

Joong-Bu-Nae-Ryuck
(Kim-Cheon)

Jang-Ko-Gae 475m 2004

Jo-Kock 870m 2004

Joong-Ang
(Choon-Cheon)

Hwing-Sung 405m 2001

Sam-Ma-Chi 1436m 2001

Gool-Ji 710m 1995

Won-Moo 1 497m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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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연장별로 1km당 종방향 스폴링을 넓이로 정량화한

결과이다. 단터널에서는 내외부의 파손이 유사하게 발

생하 고, 터널 외부가 터널 내부에 비해 중터널에서는

24배, 장터널에서는 14배 더 많이 발생하 다. 단터널

에서의 스폴링을 제외하고 모든 길이의 터널에서 터널

진입부의 파손량이 더 컸다. 전체 터널에 대해 평균적으

로 터널 외부는 터널 내부보다 횡방향 균열이 25배 이

상, 스폴링은 3배 이상 발생하 다. 

이러한 터널 내외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터널 내

외부의 환경 상이 및 제설재의 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내외부의 파손이 하부조건,

품질관리 및 제설재 등의 향도 있지만 온도 하중에 의

한 차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 다. 

3. 터널 내외부 대기 및 슬래브 내 온도 조사
및 분석

터널 내부와 외부의 대기 및 슬래브 내 온도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해 대상 터널을 선정하 다. 대상 터널은 교통

차단이 가능한 터널 위주로 고려하 으며, Table 3은 선

정된 터널의 기본 정보를 나타낸 표이다. 대기온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센서를 설치하 다. 터널 내부는 터널 입

구로부터 약 150m 정도 이격된 위치를 선정하 으며,

이는한국도로공사에서수행한“콘크리트포장장수명화

를 위한 선진 시공기술 개발”에서 터널내 온습도 변화가

터널입구에서부터감소하여약50m 정도의깊이에서부

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깊이를

고려하여 결정하 다(한국도로공사, 2012). 설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면에서 약 1.5m 상단 벽면에 설치하 고

터널 벽면 청소 시 센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캡을 설치하 다. 터널외부에는 그늘이 진 나무에 1.5m

이상의높이에설치하 다. Fig. 5(a)는대기온도를측정

하기 위한 센서와 설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대기온

도와 함께 슬래브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Fig.

5(b)와 같이 아이버튼이 삽입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봉

Fig. 4 Transverse Crack and Longitudinal Spalling 

at Each Tunnel

Table 3. Tunnel Information

Highway name Tunnel
Length
(m)

Construction
year

Traffic 
(AADT)

1 Nam-Hae (33k)
Jang-

Heung 1
380 2012 24,312

2
Soon-Chung~
Wan-Joo(90.70k)

Kwan-
Chon 2

420 2010 9,469

3 Dong-Hae(23.9k)
Kang-
Leung 4

960 2004 13,585

(a) Air Temp.

(b) Slab Temp.

Fig. 5 Installation of Thermal Sensors at Outside and 

Inside of Tunnel 

(a)

(b)



을 미리 제작하 다. 이는 현장에서 온도 센서를 각 깊이

별로 설치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이

다. 28cm의 콘크리트 봉에 상하부 1cm 이격하여 아이버

튼 온도계를 설치하 다. 슬래브 단부에서 30cm 이격된

거리에 천공을 한 후 센서가 설치된 콘크리트 봉을 삽입

하고 초속경 그라우트를 채우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온도 측정은 여름철인 2014년 7월 23일 부터 2014년 8

월 20일까지수행하 다.

Fig. 6은 각 터널들의 외부와 내부(150m)의 대기 및

포장체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6(a)에 나타난

강릉4터널의 외부 온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7월 28

일 터널 외부의 경우 대기의 최대 및 최소 온도는 각각

18.5℃와 26℃ 으며, 슬래브의 1cm와 27cm 깊이에서

의 최대, 최소 온도도 각각 21℃와 36.5℃, 25.5℃와 30

℃ 다. 슬래브 1cm 깊이에서의 포장체 온도가 대기온

도보다 높았으며, 온도차이 또한 컸다. 하지만 슬래브

27cm 깊이에서의 온도는 대기보다 더 높았으나, 온도

변화는 더 적었다. 슬래브 1cm 깊이의 온도 대비 27cm

깊이에서의온도변화는 3배이상 적었다. 동일한날짜의

강릉4터널 내부의 온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Fig.

6(a)의 아래 그림과 같다. 대기의 최대 및 최소 온도는

각각 18℃와 24℃ 으며, 슬래브의 1cm와 27cm 깊이

에서의 최대, 최소 온도도 각각 20℃와 23℃, 21℃와

21.5℃ 다. 전체적으로 대기 온도변화는 약 6℃ 으

나, 슬래브의 상부와 하부에서의 온도변화는 매우 미미

하 다. Fig. 6(b)와 (c)는 장흥1터널과 관촌2터널에 대

해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로, 각 터널별로 온도 차이가

있으나, 터널 내부의 온도변화가 터널 외부보다 더 안정

적이어서콘크리트포장에유리한것을알수있었다. 

국내외 콘크리트 포장 설계법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

의 상하부 온도에 의해 발생하는 컬링 응력만을 고려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기 위해 슬래브 깊이 1cm와

27cm의 온도차이를 비교하 다. Fig. 6(d)는 그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서 측정기간 동안 최대의 온도차이를 각

터널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터널 외부의 최대

상하부 온도차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낮시간 동안에 발

생하는 컬링 다운(CD)의 온도차는 강릉4터널에서 13℃

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장흥1터널, 관촌터널 순으로

나타났다. 밤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컬링업의(CU)의 경

우도 컬링 다운과 유사한 순서 다. 하지만 터널내부의

경우는 터널 위치에 상관없이 컬링 다운의 온도차는

3.5~4.5℃, 터널 내부의 경우는 -2.0~-3.0℃ 다. 전

체적으로 터널 내부의 슬래브의 컬링응력을 유발하는

상하부 온도차가 더 적어 발생하는 응력수준이 낮아 파

손 발생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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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Inside>

(a) Air and Slab Temperature Inside and Outside of

Kang-Leung 4 Tunnel

<Outside>

<Inside>

(b) Air and Slab Temperature Inside and Outside of

Jang-Heung 1 Tunnel

<Figs. Continued>



4. 3차원 유한요소해석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3차원 유

한요소 해석모형을 개발하여 터널내 슬래브의 깊이별 온

도분포에따른 향을살펴보았다. 콘크리트포장단면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요소 크기에 대한 분석

결과, Ever-FE 해석결과와 Westergaard가 제시한

Closed-form Solution과 90% 이상일치하는최소크기

인 25mm×25mm를 모형의 최적 요소 크기로 설정하

다(University of Washington and the Washington

State DOT, 2003; Y.H. Huang, 2003). 깊이에 따라서

는 Concrete + Lean + Subgrade+ Rock 4개의 층을

고려하 다. 콘크리트슬래브의두께는0.24m, 린(Lean)

콘크리트 0.15m, 골재 기층 0.1m, 그리고 암반층 깊이

1.0m으로 정의하 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하부와 린

(Lean) 콘크리트 상부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기 위해

콘크리트슬래브의중량을고려하 다. 이는콘크리트재

료의일반적인단위중량(2,400kg/m3)을사용하 다. 

다웰바와 슬래브 길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3.375m×

6 및 8m의 슬래브가 두 개 고려된 모형으로 각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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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Inside>

(c) Air and Slab Temperature Inside and Outside of

Kwan-Chon 2 Tunnel

(d) Maximum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op and 

Bottom at Each Tunnel 

*CD : Curling down, CU : Curling up

Fig. 6 Air and Slab Temperature Inside and Outside 

of Tunnel

(a) Plan Geometry of FEM Model

(b) Profile Geometry and Boundary Condition of FEM 

Model

(c) Mesh of FEM Model

Fig. 7 3D FEM Model



하 다. 줄눈폭은 6mm이며, 다웰바는 0.3m의 간격으

로 배치하 고, 길이는 0.5m, 직경은 0.032m이다. 경

계 조건은 실제 포장 거동과 근접하도록 각 방향으로

구조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롤러로 정의하 다. Fig.

7은 개발된 3차원 유한요소 모형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4는 해석에 적용한 재료물성이다.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의 거동 분석 시 슬래브 깊이별 온도조건

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교통하중은 반 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슬래브와 린콘크리트 층간의 부착은

General Contact를 사용하 으며, 마찰계수는 1.5로

설정하 다. 

Fig. 8은 슬래브 깊이별 온도 분포에 따른 포장 하부

의 최대 인장응력에 대한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강

릉4터널에서 낮동안 6m 슬래브의 상하부 온도차로 인

한 컬링응력(CD)은 터널 외부가 1.2~1.4MPa이지만,

터널 내부는 0.6MPa보다 더 낮은 응력상태 다. 밤동

안의 컬링응력(CU)은 전자가 약 0.6 MPa 으나, 후자

는 그보다 더 낮은 응력상태로 평가되었다. 관촌2터널

이나 장흥1터널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터널 외하향부의

응력 상태가 낮과 밤 모두 더 커졌으며, 낮의 경우가 더

큰 응력차이를 보 다. 슬래브 길이에 대한 응력에서는

온도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는 응력에서도 큰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지만, 온도차가 커져서 약 ±15℃가 된다면

약 0.2MPa 차이가 발생하 다.

5.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프로그램을 통해 터널 내외부의

온도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수명을 분석하 다(건설교

통부, 2007). 현재 배포된 프로그램은 사용자 입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슬래

브 상하부의 온도차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 다. 프로그

램 내부적으로 기상정보 및 슬래브 두께 정보를 바탕으

로 깊이별 온도분포를 예측한다. 터널 내 온도 변화가

더 적은 것을 고려하기 위해 깊이별 온도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계산하 다. 여기서, 감소계수는 극한상태를 고

려하기 위해 강릉4터널 자료에 근거하여 터널 내부는

터널 외부의 약 30% 정도의 온도 변화만 있다고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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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put Variables for FEM Analysis

Section Variable Value 

Geometry 

2 Slabs 6000, 8000mm×3375mm

Depth 240mm 

Dowel 12 EA

Environment
loading 

Differential temperature 
between top and bottom 

±5, ±10, ±15℃

Materials 

Slab elastic modulus/nu 28,000MPa, 0.18 

Lean base E/nu 15,000MPa, 0.2 

Subgrade E/nu 262MPa, 0.3 

Rock base E/nu 15,000MPa, 0.2 

Dowel/Tie bar diameter 32, 16mm 

Dowel/Tie bar E, nu 200,000MPa, 0.26 

Dowel-slab support
modulus(Tie)

12,800(1,000)MPa 

K-value of support 30MPa/m

Fig. 9 Result of KPRP Analysis

Fig. 8 Result of Stress Analysis in according with 

Curling Temperature



다. 즉, 터널내 슬래브 상하부 온도가 10℃이면 터널

내의 경우는 30% 수준인 3℃로 입력하여 포장 수명을

예측하 다. 설계에 필요한 다른 변수들은 프로그램 상

에서 나오는 디폴트 값을 이용하 으며, 분석 결과를 도

시한 것이 Fig. 9이다. 콘크리트 포장 설계프로그램에서

는 공용성 기준이 되는 파손 형태가 횡방향 균열과 평탄

성이다. 30년을 공용할 경우, 횡방향 균열은 터널 외부

와 내부에서 각각 약 5.7%와 3.7% 발생하여 터널 내부

는 외부대비 약 65% 수준의 균열 발생율을 보 다. 평

탄성의 경우 터널 내부와 외부의 차이가 0.2m/km로 크

지 않았다. 이는 IRI 모형 자체가 온도하중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변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터널내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터널 내외부의

포장파손결과를뒷받침해주는결과라고볼수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터널 내부와 외부의 파손 특성을 검토

하고, 터널 세 곳에서 온도 센서를 설치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 다. 구조해석 모형과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을 이용하여 실측 온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터널 내외부

의 온도차에 따른 응력 상태 및 공용수명을 분석하 다.

일련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장 육안조사 및 자동측정 장비를 통해 터널 내외부

의 파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터널 내부가 외부에

비해 균열 및 스폴링 등과 같은 파손 발생량이 현격

히 적게 나타났다.

2. 3개소 터널에서 터널 내외의 대기 및 슬래브 온도를

측정한 결과, 터널마다 차이는 있지만 터널 외부의

대기 온도가 터널 내부에 비해 온도가 더 높으며 변

화폭도 더 컸다. 컬링 응력을 유발하는 슬래브 상하

부의 온도차도 터널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터널

외부가 터널 내부에 비해 더 컸다. 전체적으로 터널

내부의 온도변화가 터널 외부보다 더 안정적이어서

콘크리트 포장에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 3차원 유한요소 모형을 이용한 구조해석 결과, 강릉

4터널의 온도데이터에 대해 상향 컬링은 터널 내부

가 외부에 비해 약 절반 이하의 응력 수준이었으며,

하향 컬링도 터널 내부가 더 낮은 상태 다.

4.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이용하여 공용성 기준인

횡방향 균열과 평탄성을 예측한 결과, 터널 내부에서

는 3.7%와 3.4m/km 으나 터널 외부는 5.7%와

3.6m/km로 나타나 터널내부의 포장 공용성이 더 우

수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5.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터널 외부에 비해 터널

내부가 공용성이 양호한 환경 조건임을 확인하 고,

그로 인해 포장설계에 있어 두께를 줄이고 줄눈간격

을 늘릴 수 있거나 혹은 동일 설계조건에서 공용성이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터

널내 콘크리트 포장의 문제를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전체적인 연구를 종합하

여 향후 터널내 줄눈 콘크리트 포장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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