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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ork presents 3-D behavior of adjacent structures due to tunnelling induced ground

movements by means of field measuring data and nonlinear FEM tunne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tical methods from Mohr-Coulomb model are compared with the site measurement data

obtained during the twin tunnel construction. It was found that the location and stiffness of the

structure influence greatly the shape and pattern of settlement trough. The settlement trough for

Greenfield condition was different from the trough for existing adjacent structures. Therefore the

load and stiffness of adjacent structur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stability analysis of

th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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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도심지터널 시공시 막장진행에 따라 다양하게 계측된 현장의 계측치 분석을 통하여 막장 진행에

따른터널주변지반의거동및인접구조물의3차원거동을상호규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터널설계시적용되는

Mohr-Coulomb 모델및막장관찰자료를바탕으로한Hoek-Brown 현장암반모델을적용한3차원유한요소해

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이들 지반 및 구조물 거동을 규명하였다. 막장 진행에 따른 침하

양상은 greenfield 상태에서의거동과는차이를보이고있으며구조물의위치와강성그리고하중에큰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3-D behavior, ground movement, FEM analysis, Mohr-Coulomb model, field measur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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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고도의산업발달과인구집중현상으로인한도시의비

대화는주택난, 교통난및공해등의문제를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공동 구조물이

나지하철등지하교통구조물들을위한터널공사는기하

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이에따라경제적이고현실

에맞는설계및시공법들이다양하게연구되고있다.

일반적으로터널설계및시공중터널의안정해석은토

* 1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khm1028@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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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일반화된파괴규준인Mohr-Coulomb 모델과시

공중막장에서관찰된암석및암반종류, 불연속면의

형태, 실험자료및암반의등급을평가하는 RMR 값을

근거로 하는 Hoek-Brown의 모델을 이용하여 터널의

설계 및 터널 안정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도심지에서의 터널공사는 인접구조물과 근접하

게시공이이루어지므로설계시터널자체의안정성뿐만

아니라주변지반및주변구조물에대한3차원거동평가

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

및 자료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지반및구조물의거동이막장

진행에따라다양하게계측된현장의계측치분석을통

하여터널굴착시막장진행에따른터널주변지반의거

동및인접구조물의 3차원거동을상호규명하고, 일반

적으로 터널설계시 적용되는 Mohr-Coulomb 모델을

통한결과와현장막장관찰자료를바탕으로한Hoek-

Brown 현장암반모델을적용한경우이들지반및구조

물 거동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연구대상 현장현황

2.1 건물현황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내 오페라극장은

건축면적이 13,500m
2
, 연면적은 43,500m

2
으로지하1

층지상6층의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형식이며, 하부의

기초형식은독립기초와말뚝기초로이루어져1988년준

공되었다.

오페라극장의우면산터널통과부평면및단면은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2.2 지반현황

예술의전당부의시추조사결과지층은지표로부터매

립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의 층서를 나타내며,

오페라극장내 지층의 단면은 그림 3과 같다.

지층상태를보면, 매립토층은지표면을형성하는층으

로주로실트질모래및모래질호박돌로구성되어2.2∼

2.5m두께로분포하며, N치는30∼50으로조밀내지매

그림 1. 우면산터널 통과부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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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밀한상태이고, 주로갈색계통을띠고있다. 풍화토

층은주로실트질모래로구성되어 5.5m의두께로분포

하며, N치는 50/17∼50/15로 매우조밀한 상대밀도를

나타내고있다. 풍화암층은풍화토층하부에1.5∼7.0m

두께로분포하며, N치는50/10∼50/2로매우조밀한상

대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암층은 지표면하 17.5∼

19.8m 이하의심도에서모암인편마암이풍화작용을받

아주로심한풍화내지보통풍화된상태이며, TCR은 72

∼100%이고 RQD는 7∼20%의범위로매우불량한암

질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경암층은 지표면하 14.5∼

18.3m 이하의심도에서분포하고, TCR은93∼100%이

고 RQD는 63∼89%의범위로보통내지양호한암질상

태를 보이고 있다.

2.3 계측기기의 설치현황

본현장에설치된계측기기로는경사계, 지중 수평변

위계, 지표침하계, 측량점, 측량타켓, 균열계, 수위변위

그림 2. 우면산터널의 오페라극장 통과부 단면

그림 3. 지층 및 터널의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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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진동소음측정계기가설치되었으며, 그림 4는계측

기가 설치된 위치를 나타낸다.

3.수치해석의 개요

본연구는다층토지반에서터널굴착에따른지반거동

및인접구조물의거동을규명하기위하여 3차원유한요

소해석기법을적용하였으며, 터널상부토피가약15m로

토사와풍화암층으로나뉘어져있고, 굴착공사중풍화

대에대한강관다단그라우팅, 지반보강그라우팅과같

은지반보강공법등을고려하여수치해석모델링하였다.

인접구조물부는 구조물 근입깊이 만큼을 제거하였으며

대상구조물기초부는독립기초및말뚝기초2가지Type

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기초 위치에 실제 작용하중을

적용하였다.

3.1 지반 및 터널의 모델링

3.1.1 해석에 적용된 지반입력 물성치

현장내에서 시추조사된 보오링공인 BH-1, BH-2,

TB-1, YB-12, YB-13에서 실시된 SPT, 수압파쇄시

험, 탄성파탐사, 실내실험등에의한결과로부터유추한

지반입력 물성치를 사용하여 Mohr-Coulomb모델을

통한프로그램해석시기본입력물성치로설정하였으며

이는표2와같다. 또한Hoek-Brown모델을통한프로

그램해석시적용한물성치는터널막장의암반평가자료

를 통하여 RMR 값을 정하고 이에 의해 입력물성치를

설정하였다. 그림 5는본현장에시공중관찰된막장의

대표종단면도이며표1은본막장의관찰일지를나타내

고있다. 본현장의암종은편마암으로mi값은33을채

그림 4. 현장 계측기설치 평면도

표시 계측항목 수량 비고

● 온도계 19ea
자동 또는

수동측정

ⓣ 경사계 19ea
자동 또는

수동측정

측량점 25ea 수동측정

十 측량 Ta rge t 24ea 수동측정

AD 정,동적자동계측기 5se t 자동측정

★ 진동계 (3축) 6se t 자동측정

지하 수위변위계,

지층경사계
각1ea 수동

Ω 균열측정계 15ea 자동

소음측정계 2set 수동

진동 소음측정계 1se t 진동 (3축)

지표침하계 8ea 수동측정

그림 5. 평가대상 터널에서 시공중 관찰된 막장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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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고, 암석의일축압축강도σci는 15000t/m
2
으로

사용하였다.

점착력과내부마착각은 RMR을기초로하여추정하는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c = 0.5 RMR (KPa) (1)

ψ = 0.5 RMR+0.5 (degree) (2)

암반의변형계수는 Serafim과 Pereira에 의해 제안

된 변형계수를 사용하였다.

Em = 100000×
σ ci

10000
10 (

GSI-10
40 ) (3)

Em = 100000×10 (
GSI-10
40 ) (4)

그러나이관계에서는불량한암석에대한변형계수가

너무높은값을나타내므로σci ≤ 10000t/m
2
조건에서

역계산과경험을바탕으로식(3)을, σci＞ 10000t/m
2

조건에서는 식 (4)를 사용하였다.

또한파괴조건의경험적상수m과 s는아래식을적용

하였다.

교란되지않은암반 (기계식또는제어발파에의한굴

착)에 대하여

m = mi exp ( RMR-10028 )

s = exp ( RMR-1009 ) (5)

교란된암반(사면이나발파에의한손상된굴착)에대

하여

m = mi exp ( RMR-10014 )

표 1. 터널 현장의 막장관찰 일지

분류 항목 평 점

1
암석 강도 극경암 경암 연암

연암-

풍화암
풍화암

평 점 15 12 7 4 0

2
R.Q.D.(%) 90 - 10 0 75- 90 50 - 75 25- 50 <25

평 점 20 17 13 8 3

3
불연속면의 간격 >3m 1- 3m 0 .3 - 1m

50 - 30 0

mm
<50mm

평 점 20 15 10 8 5

4
불연속면의 상태

신선

절리면 암반 경암

약간 풍화

절리면 암반 경암

보통 풍화

절리면 암반 연암
심한 풍화

완전

풍화

평점 25 20 12 6 0

5
지하수조건 건조상태 습기 인지정도 습윤(10 - 25 l/min)

(25- 125

l/min)

(>125 l/

min)

평점 20 17 13 8 0

6
불연속

면

경사방향
경사방향과 굴착방향이

동일방향

경사방향과

굴착방향이

서로 반대방향

주향방향과 굴착방향

주향방향이

굴착방향에 사교하는

방향

경사각 45∼90 20∼45 45∼90 20∼45 45∼90 20∼45 0∼20

평 점 0 - 2 - 5 - 2 0 - 2 - 12

7
암반

평가

총 평 점 10 0∼81 80∼61 60∼41 40∼21 <20

암 급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Σ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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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exp ( RMR-1006 ) (6)

이와 같은 경험식을 이용하여 막장에 따른 지반입력

물성치를프로그램해석시기본입력물성치로설정하였

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3 .1.2 해석영역

터널굴착에의한지반및구조물거동을연구하기위한

횡방향 침하영향거리는 Cording과 Hansmire (1976)

가제시한침하영역해석도표와일본성전 9공구 (1988)

의 영향범위등의검토를통하여보수적으로결정하였으

며, 종방향침하영향거리는오페라극장의전체종방향길

이에 걸쳐 침하를 고려하였다.

3.1.3 3차원 유한요소망 및 기초평면

대상구조물하부기초부에구조계산에의한하중을적

용시키기위해건물부유한요소망은그림6과같이방사

형으로 모델링하였으며, 또한 해석에 적용된 구조물의

하부기초형식의 평면도는 그림 7과 같다.

4.오페라극장 및 주변지반 거동평가

4.1 굴착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의 침하 영향

그림 8, 9, 10은 현장계측자료를통하여인접구조물

사이로터널굴착을할때지반및인접구조물의침하영

향을나타내고있다. 이결과에서보면터널굴착초기에

표 2. 지반종류별물성치 (Mohr-Coulomb해석시)

특성치

구분

탄성계수

(10 3t/m2)
포아슨비

마찰각

( )

점착력

(t/m2)
측압계수

단위중량

(t/m3)

토 사 2.0 0 .3 30 1 0 .5 2.0

풍 화 암 10 0 .3 30 5 0 .5 2.4

연 암 10 0 0 .25 40 50 1.97 2.65

경암 시점측 40 0 0 .2 45 10 0 1.97 2.75

표 3. 막장별 물성치 (Hoek-Brown 해석시)

특성치

막장별
RMR

탄성계수

(10 5t/m2)
포아슨비

마찰각

( )

점착력

(t/m2)
측압계수

단위중량

(t/m
3
)

1D 77 35 .4 0 .25 43 .5 38 .5 1.97 2.75

2D 80 42.2 0 .25 45 40 1.97 2.75

3D 78 37.6 0 .25 44 39 1.97 2.75

4D 68 21.1 0 .25 39 34 1.97 2.75

5D 88 66 .8 0 .25 49 44 1.97 2.75

6D 92 84 .1 0 .25 51 46 1.97 2.75

7D 92 84 .1 0 .25 51 46 1.97 2.75

표 4. 터널굴진에 따른 횡방향 및 종방향의 해석영역 결정

침하영향거리

제안자

횡방향침하 영향거리

(m)
수치해석시 횡방향 해석영역 수치해석시 종방향 해석영역

Hansmire & Cording 28 .84 Hansmire의 28 .84의 1.5배인

약 50m 해석영역적용

기초의 종방향길이인 약 112m

해석영역적용일본성전 9공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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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차원 유한요소망 그림 7. 건물 기초의 위치평면도

그림 8. 막장 진행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의 침하영향 변화

(막장위치 2D (D=터널직경))

그림 9. 막장 진행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의 침하영향 변화

(막장위치 4D (D=터널직경))

그림 10. 막장 진행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의 침하영향 변화

(막장위치 6D (D=터널직경))

그림 11. 종방향 지표침하 영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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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반부에서와 달리 인접구조물부에서는 침하영향이

상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조물의 강성에

의하여이런현상이일어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터널막장이 인접 구조물부를 지나간 그림 10에서 보면

횡방향 침하영역 거리는 터널중심으로부터 터널심도

(Z0)의2.25배범위까지영향이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

며, 이는Hansmire & Cording이제시한횡방향침하

영역해석도표에의해구한값보다50% 더먼거리까지

침하영향이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reenfield

에서산정되는침하영역보다인접구조물이있을때구조

물의하중의영향에의해침하영향거리가예상침하영향

거리보다50% 더먼거리까지영향이미치는것으로사

료된다. 그림11은터널굴진에따른종방향침하곡선을

나타내고있다. 종방향침하영향은그림 5에서보듯이

터널굴진에 따른 계측점 (y/Z0)에서의 침하시작위치는

계측점 전방 (0.45∼0.6)Z0이며, 침하 종료위치는 (1.

∼1.7)Z0으로나타나고있다. 계측점통과시침하발생

비율은최대침하량에38-54%정도로나타나고있으며,

건물부에가장근접한GH-1 (계측점)에서침하향의변

화가가장많이일어나는것을알수있었다. 이는인접

구조물의하중의영향에의해이와같은현상이일어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계측치를 통한 막장진행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의 거동

그림 12는 막장이진행되어감에따라변하는지반및

인접구조물의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지반의최대침하량은건물과 8.7m로인접해지나가는

상행선터널상부에서5mm발생하였는데, 이는green-

field에서쌍굴터널굴진시지표침하곡선은터널사이에

서최대침하가발생하지만본현장과같이인접구조물

이있는경우에는구조물에인접한터널상단에서최대침

하가발생하였다. 이는건물부의하중영향으로이지점

의 침하가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막장이측점을지나가는2D (터널직경, D=10m) 부근에

서최대침하량의54%가발생하였는데이는Attewell

의 연구결과인 터널이 측점을 통과할 때, 전체침하량의

50%정도발생된다고한것과거의비슷한결과를나타

내었다. 인접구조물의거동은막장진행이측점부인 2D

까지진행되는동안에는지반거동만이발생하였으며구

조물에는영향이없었지만막장이측점부를지나3D 만

큼 진행되면서부터는 구조물의 외곽부로부터 1/12500

의각변위가발생하여부등침하가발생하였으나막장진

행이5D를지나면서구조물부침하는균등해졌으며, 지반

및구조물의침하량이수렴하였다.즉측점부로부터막장이

3D이상 진행하면 침하거동이 수렴함을 알 수 있었다.

4.3 계측치와 수치해석의 거동 비교

4.3.1 계측치와 수치해석 (Mohr- Coulomb)의

거동 비교

그림13은터널설계시사용된물성치를적용한Mohr-

그림 12. 막장진행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의 거동

그림 13. 계측치와 수치해석에 의한 지반 및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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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omb모델을이용한 3차원수치해석결과와계측치

를통한막장진행에따른지반및구조물의거동을비교

한 것이다.

수치해석에 의한 지반의 거동을 보면 계측치 결과와

마찬가지로2D 부근에서침하가최대침하량의51.7%가

발생하였으며, 막장이 5D, 즉측점부로부터 3D이상막

장이진행시지반및구조물의거동이거의수렴하는것

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정량적인값은지반부에서

는계측치에비해서 Mohr-Coulomb모델을이용한수

치해석이최대230% 더크게나타나고있으며건물부에

서는계측치에비해144%보수적인결과를보이고있다.

이는 비교적 부정확한 지질과 지반조건을 자료로 하여

산정된지반정수를사용하므로너무보수적인값을사용

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4.3.2 계측치와 수치해석 (Hoek- Brown)에 의한

거동 비교

그림 14는 터널 굴진에따라 터널설계 시 입력자료를

이용한 Mohr-Coulomb 모델과일반화된 Hoek-Brown

현장암반모델의적용에서지반부의최대지표침하를계

측치와비교분석하였다. 먼저Hoek-Brown 현장암반

모델 적용에서의 최대지표침하는 계측된 지표침하보다

1∼52% 차이를나타내고있으며, Mohr-Coulomb 모

델적용에서는계측된최대지표침하보다130∼230% 차

이를나타내었다. 이 결과를보면 Mohr-Coulomb 모

델적용한수치해석결과보다Hoek-Brown 현장암반

모델적용하여구한결과가계측치와유사하게나타나고

있다.

그림 15는 Mohr-Coulomb 모델과 Hoek-Brown

현장암반모델의적용에서 건물의최대침하를계측치

와비교분석하였다. 먼저 Hoek-Brown 현장암반모

델적용에서의최대침하는계측된침하에 14∼20% 정

도 차이만을 보이나 Mohr-Coulomb모델 적용에서는

계측점과 68∼75% 차이를보인다. 이와같이건물부에

서도지반에서와마찬가지로 Mohr-Coulomb 모델적

용한수치해석결과보다Hoek-Brown 현장암반모델

적용하여구한결과가계측치와유사하게나타나고있음

을알수있다. 이는비교적부정확한지질및지반조건

을자료로하여설계된Mohr-Coulomb 모델을적용한

수치해석 결과보다 현장 막장자료를 근거로 해석한

Hoek-Brown 모델을적용한수치해석결과가현장계

측결과에보다유사한거동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5.결론

터널굴착에따른지반및인접구조물의거동을연구하

고자현장계측자료와3차원수치해석을통하여막장진

행에따른거동변화를비교분석하여다음과같은결론

을 내렸다.

1. 터널굴착따른침하영향은지반부에서와달리인접구

조물부에서는침하영향이상쇄되는현상을보이고있

으며이는구조물의강성에의하여이런현상이일어

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인접구조물부를 지나간

지점에서의 횡방향 침하영역은 2.25 Z0범위를 보이

그림 15. 터널굴진에 따른 건물의 최대침하량그림 14. 터널굴진에 따른 지반의 최대지표침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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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Hansmire & Cording이제시한침하영향영역보

다 1.5배 더 큰 범위까지 영향을미치고 있다. 이는

greenfield에서산정되는침하영향영역보다인접구

조물이있는경우구조물의하중의 영향으로터널굴

착에의한침하영향영역이보다크게나타나는것으

로 판단된다.

2. 터널굴진에따른계측점(y/Z0) 에서의침하시작위치

및 침하종료위치는 지반조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

며. 계측점통과시침하발생비율또한다소차이가

난다. 특히 인접구조물에근접한계측점에서침하량

의변화율이더큰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인접구조

물의하중의영향에의해이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Greenfield에서 쌍굴터널 굴진 시 지표침하곡선과

달리 인접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과 인접한

터널상단에서최대침하가발생하였는데, 구조물하

중의영향에의해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

판단되다.

4. 현장막장자료를근거로하는Hoek-Brown모델을

통한수치해석결과와Mohr-Coulomb 모델을이용

한3차원수치해석의결과를계측치와비교하였을때

Hoek-Brown 모델을통한수치해석결과가실제거

동에보다잘접근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비교적

부정확한지질과지반조건을자료로하여산정된지반

정수를사용하는Mohr-Coulomb 모델을통한수치

해석결과가보다보수적인결과가나오는것으로나

타났다. 따라서 설계시에는 Hoek-Brown 모델을

이용한3차원수치해석을실시함으로써지반및인접

구조물의 3차원거동이보다명확하게규명될수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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