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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터널기술 제4권 제2호 2002년 6월

1. 서론

석회암 지대는 일반인에게 관광의 즐거움을 제공하지

만 토목기술자들에게는 암반내 발생되는 공동때문에 여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석회암 분포

지역을 보면, 강원도의 정선, 영월, 평창, 삼척, 충청

북도의 단양, 제천등에서 석회암 지역이 발달하고 있으

며 지하수의 용식 작용등에 의해 지역별로 규모와 형상

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터널주변에 발달한 석회암 공동은 위치, 규모, 형상 그

리고 내부 채움상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터널구조물에

어떠한 영향이 얼마만큼 미칠것인가를 사전에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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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establishing influence zone caused by tunnelling in limestone site. 

Therefore, the numerical analysis using the FLAC2D was performed considering various locations 

and magnitudes of cavities. To reduce the stress concentration, the shape of cavities was designed 

to ellipse. This parametric study reveals that the cavities located at crown part and edge part of 

tunnel greatly have influenced on stability of tunnel. The effect of distance between tunnel and 

cavity which is larger than 1-0D (Tunnel diameter) dose not directly related to stability of tunnel, 

but the nearer a cavity location was, the larger displacement and stress of reinforcement occured 

within 0.25D.

Keywords: Limestone, influence zone, magnitude of cavity, cavity location

요  지

석회암 지역에서 불규칙하게 발견되고 있는 공동의 규모와 위치를 표준화하여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적

으로 접근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공동의 불규칙한 모서리 부분의 응력집중 문제는 해석의 한계때문에 타원형

으로 모델링 되었다. 공동의 위치가 터널의 천단부와 하부 모서리에 있는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났다. 굴착되는 

터널크기의 공동이 1D (터널직경)정도 이격되어 있으면 안정성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과 공동

의 이격거리가 0.25D (터널직경) 이내의 경우에는 변위 및 지보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석회암, 공동규모, 공동위치, 영향권,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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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석회암 분포 지역

 

그림 2. 수치해석 조건

Case Ⅰ단계 : 공동위치 영향검토

공동위치 5 Case (0°, 45°, 90°, 135°, 180°)
이격거리 5 Case (0.125D, 0.25D, 0.5D, 1D, 2D)

충진상태 2 Case (빈공동, 충진공동)

;

Case Ⅱ단계 : 공동규모(접선방향) 영향검토

공동위치 2 Case (0°, 135°)
이격거리 4 Case (0.25D, 0.5D, 1.0D, 2.0D)

공동규모 4 Case (1D, 1.5D, 2.0D, 2.5D)

;

Case Ⅲ단계 : 공동규모(법선방향) 영향검토

공동위치 2 Case (0°, 135°)
이격거리 2 Case (0.5D, 1.0D)

공동규모 4 Case (0.25D, 0.5D, 0.75D, 1D)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주변에 분포하는 공동의 위치별, 이격거리별, 공동

의 규모를 변수로 설정하여 공동에 의한 터널주변지반의 

영향권을 파악하고 발생되는 지보응력을 검토하여 터널

구조물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와 연계

하여 합리적인 공동조사 방안 및 보강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 공동의 영향권 해석

2.1 해석조건

조사된 공동의 형상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수치해

석을 위해 타원으로 단순화하여 모델링 하였고 해석 결

과에 따라 공동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터널에 미치

는 영향권을 분석하였다.

공동의 위치는 0°(천단부)～180°(바닥부), 공동의 이

격거리는 터널굴착면에서 0.125D(D:터널직경)～2.0D, 

공동의 규모는 시공시 파악된 형상비가 4 (터널굴착면 

접선방향 6.0m/법선방향 1.5m)인 타원형상을 기준으

로 접선방향으로는 1.0D～2.5D까지 변화시켰고 공동

의 법선방향 크기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접

선방향의 길이는 1.0D로 설정하고 법선방향으로는 

0.25D～1.0D까지 변화시켜 검토하였다.

(1) 해석 Case 및 흐름

공동위치별 충진상태에 따라 이격거리를 변화시켜 터

널에 불리한 공동의 위치를 파악(Case Ⅰ)하고 분석된 

불리한 위치에서 공동의 규모를 변화시켜 이격거리별로 

분석(Case Ⅱ,Ⅲ)하였다.

Case Ⅱ,Ⅲ에서 적용한 공동의 위치는 해석결과, 터

널시공시 중점관리 구간을 고려하여 하단모서리부와 천

단부를 선정하였고 이격거리별 영향권을 분석하여 터널

의 안정성을 파악하였다.

2.2 해석결과 및 분석

2.2.1 공동의 위치별 영향분석

(1) 터널주변 변위영향

공동이 인접함에 따라 터널주변 변위는 매우 불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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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변위변화량 개념도 그림 4. 공동인접부의 터널변위

그림 5. 충진공동으로 인한 변위변화율 그림 6. 빈공동으로 인한 변위변화율

양상을 보이며 공동인접부의 터널변위는 터널과 공동의 

이격거리가 감소할수록 내공외측 방향으로 발생경향을 

보인다.

무공동의 경우와 비교하면 내공변위 변화량은 공동 이

격거리 1.0D일때 10～30%, 0.5D이하 일때 급변하며 

0.125D 이격시 최대 207%를 나타낸다.

측벽부 빈공동, 하단모서리부 충진공동의 경우 최대의  

변화량 발생하였다. 측벽부와 하단 모서리부 공동의 경우 

변위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 지보재 응력영향

▪숏크리트 휨응력

무공동의 경우와 비교하면 공동이격 거리 1.0D에서 

10% 미만의 증가를 나타내며 이격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급증하여 0.125D 접근시 최대 81% (어깨부)가 증가한다. 

휨인장 응력은 무공동의 경우에 발생되지 않으며 공동 

이격거리 1.0D이상에서는 0～3.57kg/cm², 0.125D 

접근시 최대 24.84kg/cm² (하단모서리부)가 발생하여 

허용치 6.01kg/cm²을 크게 초과한다. 

최대 휨응력은 공동충진의 경우가 빈공동의 경우보다 

다소 크게 발생하며 하단부와 하단모서리부에서 이격거

리별 변화량은 미소하고 하단부의 휨인장 응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록볼트 축력

무공동의 경우와 비교시 공동 이격거리 1.0D에서 

10% 미만의 증감을 나타내며 0.25D에서는 20%미만의 

증감, 0.125D시 하단모서리부에서 138%, 측벽부에서 

55%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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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그림 8.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증가율

그림 9. 록볼트 축력 그림 10. 록볼트축력 증감율

특히, 하단부에 공동이 존재할 경우 축력은 전반적으

로 감소하며 공동의 충진여부, 공동 이격거리별 축력의 

증감은 공동의 위치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발생하나 하단

모서부와 측벽부에서는 빈공동의 경우가 충진된 경우보

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3) 터널주변 지반의 소성접근도

공동의 이격거리가 0.5D이상 공동의 위치에 따른 소

성영역 발생구간의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격거

리 0.25D이내가 되면 터널과 공동간 거의모든 지반이 

소성상태에 도달하고 0.125D에서는 소성접근 영역이 

150～200%가량 증가한다. 빈공동의 경우가 충진시보

다 소성접근 영역이 다소 넓은 범위에 발생한다. 터널바

닥부 공동의 경우 이격거리 영향이 미소하지만 개통후 

통행하중과 추가 외력이 공동상부에서 발생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4) 공동위치별 영향검토 결과

이격거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하단모서리부

에 위치할 때 터널에 가장 불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공동의 이격거리가 1.0D이상이면 변위의 변화는 30%

미만, 숏크리트 최대 휨압축응력 증가는 10%미만, 록볼

트 축력 증감량은 10%미만, 소성접근 영역의 발생은 미

미하다. 변위 및 지보재 (응)력의 증감량는 이격거리 

2.0D～1.0D까지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0.5D에서 급격

히 커지는 것들을 감안하여 터널이 공동과 1.0D이상 이

격될 경우에는 공동에 의한 영향이 미소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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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그림 12.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증가율

공동의 충진유무는 터널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는 않지만 터널의 상반굴착 완료단계인 3단계 (경화숏

크리트)에서 이미 소성접근도가 높고 지보재 응력등이 

크게 발생함으로 공동의 보강시기는 상기 시공단계 이전

에 수행하여야 한다.

2.2.2 공동규모 (접선방향) 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1) 터널주변 변위영향

무공동의 경우와 비교시 천단부 공동의 이격거리 

1.0D에서 13～66%, 2.0D에서 4%～22% 변화하고 공

동위치가 하단모서리부의 경우 공동 이격거리 1.0D에서 

30～157%, 2.0D에서는 16～132%의 변화를 나타낸다. 

공동직경 2.5D, 이격거리 0.25D에서 최대 변화값은 

417%의 매우 큰 값이 발생한다.

(2) 지보재 응력영향

▪숏크리트 휨응력

최대 휨압축 응력은 무공동의 경우와 비교시 이격거리 

1.0D의 경우 천단부 및 하단모서리부에서 각각 7～

21%, 8～40%가 발생하고 이격거리 2.0D일때 천단부 

및 하단모서리부에서 각각 0～6%, 5～31%가 증가한

다. 2.5D 크기의 하단모서리부 공동이 0.25D 이격시 

최대 52%의 증가를 보인다. 

최대 휨인장 응력은 무공동의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이격거리가 1.0D이상이면 천단부에서 발생하지 않고 

하단모서리부에서 1.0D와 2.0D 이격시 각각 3.31～

11.55kg/cm², 0～4.95kg/cm² 발생한다.

▪록볼트 축력

록볼트 축력 변화량은 천단부에서 미소하며 하단모서

리부 공동이 0.25D～1.0D로 접근시 급격히 변화한다. 

최대 축력은 무공동의 경우와 비교면 증감율은 천단부 

공동의 경우 모든해석 Case에서 13% 미만값을 보인다.

하단모서리부 공동의 이격거리 0.25D, 공동크기 

2.5D일 경우 하단모서리부에서 록볼트 축력은 최대 

285%의 증가한다.

▪지보재 (응)력 발생량

공동의 위치, 이격거리, 규모를 변화시켜 터널해석을 

수행한 결과 무공동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동이 존재하는 

경우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도표화하여 제시하였다. 도

표에서 해치구간은 미소영향 구간으로 수치해석 결과를 

참고하여 공동의 이격거리가 1.0D일 때 숏크리트 휨압

축 응력 및 록볼트 축력은 10%, 숏크리트 휨인장 응력

은 허용기준인 6.01kg/cm²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3) 터널주변 지반의 소성접근도

소성영역은 공동의 이격거리가 감소하고 공동의 규모

가 커지질수록 증가한다. 천단부 공동의 경우 공동의 이

격거리가 1.0D 이상이면 무공동의 경우와 비교해서 변

화가 없으며, 0.5D 이격되고 공동크기가 1.5D이상이

면 터널 천단부에서 추가로 소성영역이 발생하며 이격거

리 0.25D, 공동크기 2.5D일때는 터널 천단부와 공동

사이의 모든 지반이 소성접근 영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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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록볼트 축력 그림 14. 록볼트축력 증감율

공동

위치

공동

이격

거리

공동규모(Da)

1.0D 1.5D 2.0D 2.5D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천단부

0.25D 40 0.00 13 50 -4.06 10 49 -7.81 3 41 -9.28 1

0.50D 20 0.00 8 32 0.00 8 35 -2.91 2 33 -5.21 -6

1.00D 7 0.00 3 14 0.00 3 19 0.00 2 21 0.00 -1

2.00D 0 0.00 0 1 0.00 0 4 0.00 -1 6 0.00 -2

하단

모서리

0.25D 14 -12.98 9 27 -20.88 57 42 -22.53 157 52 -25.26 285

0.50D 10 -4.16 9 23 -11.67 12 35 -16.76 37 45 -19.47 98

1.00D 8 0.00 6 17 -3.31 11 29 -8.03 14 40 -11.55 21

2.00D 5 0.00 3 12 0.00 7 20 -0.43 10 31 -4.85 13

(주) ① :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② : 숏크리트 휨인장응력, ③ : 록볼트축력

표 1. 공동영향 구간       단위: ①,③ %, ② kg/cm²

하단모서리부 공동의 이격거리가 2.0D이상이면 무공

동의 경우와 유사하며 이격거리 1.0D이고 공동크기가 

1.5D, 2.0D, 2.5D일때 터널 하단부 소성영역은 각각 

추가 발생시작, 50%증가, 100%증가하며 이격거리 

0.5D, 공동크기 2.0D이상의 경우와 이격거리 0.25D, 

공동크기 1.5D이상인 경우는 터널과 하단모서리부 공

동의 이격거리가 2.0D이상이면 무공동의 경우와 유사

하며 이격거리 1.0D이고 공동크기가 1.5D, 2.0D, 

2.5D일때 터널 하단부 소성영역은 각각 추가 발생시작, 

50%증가, 100%증가하며 이격거리 0.5D, 공동크기 

2.0D이상의 경우와 이격거리 0.25D, 공동크기 1.5D

이상인 경우는 터널과 공동사이의 소성접근 영역의 폭이 

터널폭(D)이상 발생한다.

(4) 공동규모(접선방향)변화에 따른 영향검토결과

공동에 따른 영향은 이격거리와 더불어 공동의 크기도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위치가 터널 천단부 

보다 터널 하단모서리부에 존재할 때 더 큰 영향을 받는

다. 공동의 크기가 1.5D일 경우 공동의 영향거리는 

1.0D이상으로 증가하며 공동의 크기가 2.0D이상일 경

우 이격거리가 2.0D이 되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

로 대규모 공동이 예상되는 지역은 굴진장 조절 및 터널

주변지반 보강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석회암 공동이 터널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Tunnelling Technology, Vol.4, No.2, June 2002   119

그림 15. 공동인접부의 터널변위 그림 16. 공동으로 인한 변위변화율

공동

위치

이격

거리

공동규모(Da)

1.0D 1.5D 2.0D 2.5D

천단부

0.25D △,◇,○ △,◇,○ △,◆,○ △,◆,○
0.50D ◇ △, ◇, △, ◇, △,◇,○
1.00D △, ◇, △, ◇
2.00D

하단

모서리

0.25D △,◆,○ △,◆,○ △,◆,○ △,◆,○
0.50D △, ○ △,◆,○ △,◆,○ △,◆,○
1.00D △, ◇ △,◆,○ △,◆,○
2.00D △, ◇ △, ◇

(주) 1. △: 터널변위, ◇: 지보재(응)력, ○: 소성접근영역, ◆: 

허용력초과

2. ◆영역 : 터널 미소영향구간

표 2. 접선방향 공동규모에 따른 영향

2.2.3 공동규모(법선방향)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1) 터널주변 변위

접선방향으로 공동의 크기가 증가하면 변위변화율은 

커지고 있는데 법선방향으로 공동이 커질 경우에는 변화

율이 작아지고 있다. 이는 공동의 법선방향 크기가 커질

수록 원형에 가까워져서 주변지반의 최소 주응력이 증가

하여 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보재 (응)력

▪숏크리트 휨응력

숏크리트 최대 휨압축응력은 공동이 없는 경우와 비교

시 공동위치 천단부에서 이격거리 1.0D와 0.5D에서 공

동크기에 따라 각각 7～8%, 20～22%가 증가하며 하단

모서리부에서는 8～10%, 11～18%가 증가한다. 숏크리

트 휨압축응력은 공동과 이격거리가 1.0D이상되면 법

선방향 규모에 의한 영향이 미소한것으로 판단된다. 숏

크리트의 최대 휨인장 응력은 공동위치 하단모서리부, 

공동이격거리 0.5D일경우에만 발생하며 법선방향 크기

가 0.25D에서 3.92kg/cm²이 발생하고 공동의 법선

방향 크기가 커질수록 감소하여 크기가 0.5D이상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록볼트 축력

록볼트 최대 축력은 공동의 이격거리가 줄어들수록 감

소하며 공동위치가 하단모서리부일 경우에는 공동의 법

선방향 크기가 커질수록 크게 발생하며 공동위치가 천단

부일 경우는 공동의 법선방향 크기에는 거의 영향을 받

지 않는다. 록볼트 최대 축력은 공동이 없을 경우와 비교

시 공동위치 천단부, 이격거리 1.0D와 0.5D의 경우에

는 공동크기에 따라 각각 2～3%, 7～8%가 증가하며 

하단모서리부에서는 6～10%, 8～16%가 증가한다. 록

볼트 축력은 공동과 이격거리가 1.0D 이상되면 종방향 

크기에 따른 영향이 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터널주변지반의 소성접근도

소성접근영역은 공동의 이격거리가 1.0D의 경우에는 

공동의 법선방향 크기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고 공동이

격거리 0.5D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공동

위치가 하단모서리부일 경우에는 공동의 크기가 커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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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증가율 그림 18. 숏크리트 휨인장응력

그림 19. 록볼트 축력 그림 20. 록볼트축력 증감율

록 미약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4) 공동규모 (법선방향)변화에 따른 영향 및 보강효

과검토결과

공동의 법선방향 크기에 따른 영향은 변위, 숏크리트 

휨인장응력, 소성접근영역은 감소하고 있으며 숏크리트 

휨압축응력과 록볼트 축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감량은 

크지 않으며 공동의 이격거리가 1.0D이면 거의 공동의 

법선방향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나 1.0D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형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터널 굴진중 주변지반에 분포된 공동의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수치해석을 통해서 공동의 위치, 이격거리, 

규모에 따른 영향권을 분석하였다.

터널 굴착면의 접선방향으로 공동의 크기에 따라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며 공동이 터널 굴착면과 

1.0D 이상 이격되면 터널에 미치는 영향은 미소한 것으

로 판단된다. 터널과 공동의 접근 거리가 0.25D 이내에 

공동이 있을 경우 터널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 시공중 

보강방안능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공동의 위치가 터널의 천단부와 하단모서리부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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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터널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공

동의 경우와 비교하면 공동의 위치가 터널에서 1.0D 

이격시 터널의 변위는 10～30%, 지보재(응)력은 

10%미만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 공동이 천단부에 위치하는 경우 공동의 규모가 1.5D 

이하의 경우 이격거리 1.0D 이상이면 터널에 큰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모서리에 위치하

는 경우 공동규모 1.0D의 경우 이격거리 1.0D 이상

시 터널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치해석을 통한 공동의 영향권 분석결과 공동의 위

치 및 규모보다는 터널과 공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터

널의 안정성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격

거리가 1.0D(D:터널직경)이상이면 공동에 의한 영

향이 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터널의 안정성에 불

리한 구간은 공동의 위치가 바닥부〈어깨부〈천단

부〈측벽부〈하단모서리부 순이며 공동의 규모가 

접선방향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법선방향의 경우보다 

터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4. 공동의 이격거리가 0.25D이하의 경우, 터널에 미치

는 영향이 크므로 터널～공동사이의 암반을 모두 제

거한 후 충진물질등을 세척한 후 숏크리트 또는 경량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터널의 내공을 확보하는 방안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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