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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악 지형이 전체 지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에

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로, 철도, 지하철, 

비축기지 등의 건설 시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

로 우리나라의 터널은 1,700여개에 달하며 총 연장은 도

로 터널의 경우 약 1,000km, 철도 터널의 경우 500km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그림 1). 터널의 개소가 

증가하고 터널의 크기가 점차 대형화하고 있으며, 철도 

터널, 하수 터널 및 도심내 지하도로터널 등의 심부화가 

계획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 비축 및 처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 300~1,000m 깊이의 지하 심부에 

건설되는 방사성 폐기물 지하처분장,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지하 LPG 저장시설 등과 같은 지하공동 시설물들이 

이미 건설되었거나 추가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터널 및 지하구조물의 안정성은 공동 주위 암반

에 작용하는 응력과 암반의 강도 특성 또는 터널의 형상

과 관계되며, 특히 초기응력이 큰 대심도 터널은 터널 굴

착으로 발생하는 큰 2차 응력으로 인하여 스퀴징(squeezing) 

및 취성파괴(spalling)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퀴징은 토피가 높고 

암반강도가 약한 경우 굴착으로 유도되는 응력이 주변암

반의 한계강도를 초과하여 내공변위가 크게 발생하는 현

상을 의미하며 Singh et al.(1992), Goel et al.(1995), 

Aydan(1993) 등은 대심도 공동의 암반 및 연약대에서 발

생하는 스퀴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취성파괴는 암반이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있

음에도 과지압으로 인해 작은 변형률이 발생하는 동안 급

격하게 강도가 감소하거나 소성변형을 보이지 않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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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도로 터널의 총 개소 및 연장(국토해양부, 2011)

되는 현상으로 최근 Martin과 Chandler(1994), Martin 

등(1994, 1997, 1999)에 의해 암반의 강도와 현지 암반 

응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공동 주변 취성파괴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터널이 경암 내에 건설됨에 따라 

취성파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천대성 

(2006), 박현익 등(2009), 이강현 등(2009)에 의해 실험

적 방법 및 수치해석적 방법 등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

고되어 왔다. 이에 반해 연약지반 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스퀴징의 경우 국내 연구사례가 적고 취성파괴에 비해 수

치해석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동서간 도로 및 철

도 터널을 시공할 때 연약지반을 만나는 경우가 빈번하

며, 이러한 경우 기존의 지보 및 예측 기법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정소걸, 2003).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다양한 스퀴징 발생 가능성 평

가 방법을 소개하고 스퀴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 

대책 및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스퀴징 평가 방법 

스퀴징이란 터널을 굴착할 때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공

변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퀴징 현상은 

굴착으로 유도되는 응력이 암반의 한계강도보다 크게 작

용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소걸, 2003). 스

퀴징은 일반적으로 연약 암반에서 발생하며 연약 암반의 

변형률 및 강도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스퀴징 발

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Jethwa et al.(1984)는 암반의 일축압축강도와 토피고

에 따른 응력의 비를 이용하여 스퀴징 발생 가능성을 평

가하였으며, 암반의 일축압축강도와 토피고에 따른 응력

의 비인 competency factor가 1.0 미만일 경우 스퀴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Singh et al.(1992)은 39

개의 현장사례를 기초로 하여 Q 값과 토피고 H 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식을 통해 얻어진 한계토피

고 이상일 경우 스퀴징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하였다. Aydan et al.(1993)은 일본 터널 시공경험을 토

대로 일축압축강도와 토피고에 따른 응력의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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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퀴징 가능성 평가 방법

구분 Jethwa et al.(1984) Singh et al.(1992) Aydan et al.(1993)

검토

방법

Competency Factor(일축압축강도 / 토피고에 

따른 응력비)를 이용하여 스퀴징 가능성 판단

39개의 현장사례를 기초로 하여 Q값과 토피

고 H의 상관관계 분석

일본 터널 시공경험을 토대로 σci/γH값이 2

보다 작을 때 스퀴징이 발생하며, 실험실 시험

의 응력-변형률 관계와 현장에서 터널의 접선

응력과 변형률간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

고, εθ
a
(터널의 반경방향 변위와 터널 반경의 

비에 대한 백분율)와 εθ
e
(한계탄성변형률)로 

스퀴징평가

관

계

식

N=qu/(2P)=qu/(2γH) H=350Q1/3(m)

 


 

 

  


 

 

 

  
 

필요

인자
qu(일축압축강도), γ(단위중량), H(토피고) Q

εθ
a(현장자료)

εe(탄성한계변형률)

εp,εs,εf(단축압축시험 시 파괴단계에 따라 

정의된 변형률) - εe,εp,εs,εf는 

실내시험을 통해 획득

관련

도표

qu/(2P) 거동특성

＜ 0.2 Highly squeezing

0.2 - 0.4 Moderately squeezing

0.4 - 1.0 Mildly squeezing

＞ 1.0 Non squeezing

값이 2보다 작을 때 스퀴징이 발생하며, 실험실 시험의 

응력-변형률 관계와 현장에서 터널의 접선응력과 변형률

간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터널의 반경방향 

변위와 터널 반경의 비에 대한 백분율)와 
(한계 탄성변

형률)로 스퀴징을 평가하였다. Goel et al.(1995)은 99개

의 사례로부터 터널심도 H, 터널직경 B, 암반계수 N을 

통해 스퀴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Bhasin and 

Grimstad(1996)는 Singh et al.(1992)의 개념을 기본으

로, 암반이 받는 응력과 암반강도, Q값을 이용하여 암반

의 스퀴징 파괴양상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한편, Hoek 

and Marinos(2000)는 터널의 반경방향 변위와 터널 반

경의 비에 대한 백분율 을 정의하여 스퀴징을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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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퀴징 가능성 평가 방법(계속)

구분 Goel et al.(1995) Bhasin and Grimstad(1996) Hoek and Marinos(2000)

검토

방법

99개의 사례로부터 터널심도 H, 터널직경 B, 

암반계수 N과 스퀴징 상관관계 분석

Singh et al.(1992)의 개념을 기본으로, 암반

이 받는 응력 σθ과 암반강도 σcm, Q값을 이용

하여 암반의 파괴양상 예측

터널의 반경방향 변위와 터널 반경의 비에 대

한 백분율 εt을 정의하여 스퀴징 평가

관

계

식

H=(275N0.33)B-0.1(m),

N=(Q)SRF=1
σθ/σcm=2P/(0.7γQ

1/3
)

   

×




 



   

  
 

×
  

필요

인자
B(터널직경), QSRF=1 P, Q

pi(내부지보압), p0(현지응력), 

mi(Hoek-Brown 상수), 

σci(무결암의 일축압축강도), 

GSI(지질강도지수)

관련

도표

구분 거동특성

εt≤1.0 few support problem

1.0＜εt≤2.5 minor squeezing

2.5＜εt≤5.0 severe squeezing

5.0＜εt≤10.0 very severe squeezing

10.0＜εt extreme squeezing

고, Singh et al.(2007)는 Aydan et al.(1993)의 한계 변

형률(critical strain, )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계 변형

률을 무결암의 탄성계수와 일축압축강도, 절리암반의 변

형계수의 관계로 정의하고, 이를 Aydan et al.(1993) 및 

Barton(2002)의 개념에 적용하여 암반의 스퀴징 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경험적 분석을 통해 스퀴징 가능성을 평가하

고자 수행한 연구들의 기본개념, 관계식, 필요인자, 스퀴

징 평가 그래프 및 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과 같

이 Aydan et al.(1993), Singh et al.(2007)의 경험식은 

실내 시험이나 터널의 반경방향 변위에 관한 계측이 필요

하나 Jethwa et al.(1984), Singh et al.(1992), Goel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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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퀴징 가능성 평가 방법(계속)

구분 Singh et al.(2007)

검토

방법

Aydan et al.(1993)의 critical strain(εcr)의 개념을 이

용하는 방법으로, critical strain을 무결암의 탄성계수 Ei

와 일축압축강도 σi, 절리암반의 변형계수의 관계로 정

의하고, 이를 Aydan et al.(1993) 및 Barton(2002)의 

개념에 적용하여 암반의 스퀴징 가능성을 평가

관

계

식

  




   

  






or 





필요

인자
Ei(무결암 탄성계수), Q, ua(터널내공변위)

관련

도표

구분 Strain 거동특성

1 εt＜1.0 No squeezing

2 1.0＜εt＜2.5 Light squeezing

3 2.5＜εt＜5.0 Fair squeezing

4 5.0＜εt＜10 Heavy squeezing

5 10＞εt Very heavy squeezing

표 2. Bhasin and Grimstad(1996)의 스퀴징 기준

구분
거동특성 참고

σθ/σc SRF

＞ 5 5 - 10
Heavy

squeezing

1 - 5 10 - 20
Mild to moderate 

squeezing

＜ 1 - Non-squeezing

al.(1995), Bhasin and Grimstad(1996) 및 Hoek and 

Marinos(2000)의 경험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내시험 자료 및 현장 정보를 통해 스퀴징 가능성을 평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스퀴징 발생 정도 예측

이 절에서는 Bhasin and Grimstad(1996) 및 Hoek 

and Marinos(2000)의 기준을 이용한 스퀴징의 발생 정

도 예측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Bhasin and Grimstad(1996)의 기준에 의한 스퀴징 발

생정도는 표 2와 같다. Bhasin and Grimstad(1996)는 

원형터널에서 측압계수 K가 1인 경우에 대해 터널의 접선

응력과 암반의 일축압축강도 비()를 이용하여 스퀴

징 거동 특성을 분류하였다.  가 1 이하일 때는 스퀴

징이 발생하지 않으며, 1과 5사이일 때는 mild to moderate 

squeezing, 5 이상일 때에는 heavy squeezing이 발생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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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Hoek and Marinos(2000)의 스퀴징 기준

구분 변형률 εt % 거동특성 참고

A ＜ 1
Few stability

 problem

   




 



   

  
  

  

pi: 지보압, p0: 초기지압, εt: 반경방향 변형률, σcm: 암반강도

B 1 - 2.5 Minor squeezing

C 2.5 - 5 Severe squeezing

D 5 - 10
Very severe

 squeezing

E ＞ 10
Extreme

 squeezing

Hoek and Marinos(2000)의 기준에 의한 스퀴징 발생

정도는 표 3과 같다. Hoek and Marinos(2000)는 터널의 

반경방향 변형률()을 스퀴징 발생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이를 지보압 , 초기지압 , 암반강도 의 함수로 나

타내었다. 여기서 암반강도 은 Hoek-Brown의 파괴

기준에서 무결암 상수 ,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및 

GSI 지수의 함수로 나타낸다.

4. 스퀴징 발생 시 보강 대책

대규모 스퀴징(heavy squeezing) 현상에 대한 대책으

로는 대규모 변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과굴착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가축성 지보를 사용하는 것이 유일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가축성 지보의 사용방법으로는 

터널경계면과 강성 라이닝(stiff lining) 사이에 압축성 

레이어를 배열하는 방식(그림 2(a))과 숏크리트 라이닝 

사이에 압축성 숏크리트를 배열함과 동시에 강지보를 사

용하는 방법(그림 2(b))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로 쉴

드터널에서 사용되며, 두 번째 방법이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스퀴징 지반에 사용되는 강지보

는 주로 top hat 형상의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friction 

loop의 개수 및 pre-tensioning 을 통해 강지보에 작용

하는 원주방향 힘(hoop force)이 제어되는 방식이다(그림 

2(b)의 단면 c-c). 4개까지 사용되는 friction loop는 일

반적으로 개당 약 150 kN의 마찰 저항을 갖고 있다. 굴착 

즉시 또는 일정 변형 이후 적용되는 숏크리트에는 압축성 

숏크리트 슬롯을 설치한다(그림 2(b)의 단면 d-d). 그림 

3(a)는 압축성 숏크리트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며, 그림 

3(b)는 LSC(Lining Stress Controller) 형식과 HDC(High 

Deformation Concrete) 형식의 압축성 숏크리트의 하중

-변형 곡선을 나타낸다. LSC 및 HDC 형식의 개요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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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ressible layer

2 Lining

3 Steel set

4 Sliding connection with three 

friction loops

5 Shotcrete

6 Compressible element

u : 지반의 반경방향 변위

b : 강지보 사이의 간격

b’ : 강지보 사이의 변형가능한 간격

s : 숏크리트 슬롯의 원주방향 크기

∆s: 숏크리트 슬롯의 변형량

(a) (b) 비고

그림 2. 가축성 지보의 일반적 형태

p : 지보에 가해지는 반경방향 압력 

a : 터널 반경

d : 라이닝 두께, 

s : 숏크리트 슬롯의 원주방향 크기

u : 지반의 반경방향 변위

N : 라이닝의 hoop force

n : 압축성 숏크리트 요소와 강지보의 sliding connection 개수

(a) (b)

그림 3. 압축성 숏크리트의 일반적 형태 및 변형률-응력 곡선

징, 시공사례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Cantieni and Anagnostou(2009)는 2차원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스퀴징 암반과 가축성 지보 패턴과의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이용하면 가축성 지보 패턴의 정량

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개한다. 먼저 여

기에서 쓰이는 변수들을 설명하면 표 5와 같다.

지보에 가해지는 반경방향 영구압력 p(∞)을 지반 조건

에 따른 상수(, , , , ), 초기응력 , 터널반경 

a, 무지보 스팬 e, 지보에 관련된 변수(, , ,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p(∞) = f(, , , , , , a, e,  , , )

12개의 변수는 차원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9개로 줄

일 수 있다(Anagnostou and Kovari,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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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숏크리트 슬롯의 형식 및 특징

구분
LSC 형식

(Lining Stress Controller)

HDC 형식

(High Deformation Concrete)

개 요 도

특 징 ∙ LSC(Lining Stress Controller) - Steel Cylinders ∙ HDC(High Deformation Concrete) : 고변형 콘크리트

시공사례
∙ Galgenberg Tunnel

∙ Semmering railway Tunnel
∙ Saint Martin La Porte access Tunnel

Cantieni and Anagnostou(2009)는 다음과 같은 가정

을 통해, 매개변수연구(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다.

            

그림 4는 마찰각 φ와 지보의 항복강도 의 변화에 따

른 매개변수연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의 노모

그램의 결과는 스퀴징 암반에서 가축성 지보 패턴 설계에 

이용될 수 있다. 표 6은 250m 심도의 터널과 800m 심도

의 터널을 굴착할 경우 설치할 가축성 지보의 정량적 양

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예제이다. 터널 반경, 터널 심도 

등의 지반 정보와 그림 4의 매개변수연구 결과를 활용하

면 라이닝에 작용하는 원주응력, 지보의 변형량, 압축성 

숏크리트 슬롯의 폭 등 스퀴징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가축

성 지보의 정량적인 정보를 계산을 통해 표 6과 같이 확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Cantieni and Anagnostou(2009)의 연구

를 이용하면 가축성 지보에 대한 정량적인 계산이 가능하

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의 가정은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

므로, 실제 현장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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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 명명법

Nomenclature

a 터널 반경 r 터널축으로부터 반경방향 거리

b 강지보 사이의 간격 (그림 2(b)) s 숏크리트 슬롯의 원주방향크기(그림 2(b) 및 그림 3(a))

b' 강지보 사이의 변형가능한 간격(그림 2(b)) u 지반의 반경방향 변위

c 지반의 점착력 u2D 평면변형률 조건에서 지반의 반경방향 변위

d 라이닝 두께 u(0) 막장에서 지반의 반경방향 변위

dII 변형단계에서 압축성콘크리트와 라이닝의 두께 u(∞) 지반의 반경방향 최종변위

dIII 변형단계에서 라이닝의 두께 uy 변형단계에서 지보의 반경방향 최대변위

e 무지보 스팬 Uy 변형단계에서 지보의 반경방향 정규화 최대변위

ER 지반의 변형계수 x 막장면으로부터의 거리

EL 라이닝의 변형계수 γ 지반의 단위중량

fc 지반의 일축압축강도 ν 지반의 포아송비

fy 고변형숏크리트의 항복강도 Δs 숏크리트 슬롯의 변형량 (그림 2(b))

H 터널 심도 ε 슬롯의 변형률 Δs/s (그림 3(b))

k 라이닝의 강성 εy 변형단계에서 슬롯의 변형률

kI 변형단계 전의 지보강성 ρ2D 평면변형률 조건을 가정한 경우의 소성영역의 반지름

kIII 변형단계 후의 지보강성 σ1 최대주응력

n 압축성 숏크리트 요소와 강지보의 sliding connection의 갯수 σ3 최소주응력

nf sliding connection에서 friction loop의 수 σs lining에 작용하는 원주응력

N 라이닝의 hoop force σxx 축방향 응력

Ny 변형단계에서 가해지는 라이닝의 hoop force σrr 반경방향 응력

Nf friction loop의 마찰저항력 σtt 접선응력

p 지보에 가해지는 반경방향 압력 σrx 전단응력

p(∞) 지보에 가해지는 반경방향 영구압력 φ 지반의 내부마찰각

py 지보의 항복강도 ψ 지반의 팽창각

po 초기응력

한편, Hoek and Marinos(2000)는 반경방향 변형률 

를 이용하여 스퀴징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보 

형태를 개략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표 7). Hoek and 

Marinos(2000)의 방법은 반경방향 변형률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스퀴징의 정도 및 지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보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세부조사

를 통해 정확한 입력자료를 획득하여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절한 지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국내외 스퀴징 발생 및 보강 사례

5.1 국내 스퀴징 발생 및 보강 사례

본 절에서는 국내외에서 실제로 발생한 스퀴징 사례를 

소개하고 발생시 적용된 보강방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

였다. 먼저 국내에서 발생한 스퀴징 발생 사례 및 발생 시 

수행한 보강방법은 표 8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퀴징은 암반의 강도가 약한 대심도 지반의 경우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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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ized ground pressure p(∞)/po as a function of the normalized yield deformation (uyER)/(ap0) and of the normalized uniaxial 

strength of the ground fc/p0 for friction angle φ=15 or 20
o
 and for normalized yield pressures py/p0 = 0–0.08.

그림 4. Cantieni and Anagnostou (2009)의 매개변수연구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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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antieni and Anagnostou (2009)의 매개변수연구 결과의 활용 예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사례 모두 단층 혹은 단층 파쇄대

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퀴징 발생시 터널 

내공변위가 크게 증가하므로 적용된 보강방법으로는 내

공 변위를 억제하기 위해 인버트 콘크리트를 설치한 후 

강지보공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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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Hoek and Marinos (2000)의 스퀴징 기준 및 지보대책

구분 변형률 εt% 거동특성 지보대책

A ＜ 1 Few stability problem 락볼트와 숏크리트만으로 지보 가능

B 1 - 2.5 Minor squeezing

일반적으로 락볼트와 숏크리트를 통해서 지보;

때때로 추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지보 또는 

격자지보를 추가하기도 함

C 2.5 - 5 Severe squeezing
지보의 조기 설치와 설치과정에 주의가 필요함

강지보가 필요함

D 5 - 10 Very severe squeezing 훠폴링(forepoling)과 막장면 보강, 강지보 필요

E ＞ 10 Extreme squeezing 훠폴링(forepoling)과 막장면 보강, 가축성지보 필요

   




 



   

  
  

  

p i : 지보압, p0: 초기지압, 

εt : 반경방향 변형률, σcm: 암반강도

5.2 일본 및 대만의 스퀴징 발생 및 보강 사례

해외 발생 사례 중 일본 및 대만에서 발생한 스퀴징 발

생 사례 및 발생 시 수행했던 보강방법을 표 9에 정리하

였다.

앞서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스퀴징 발생은 암반의 강

도가 작은 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찌요시 터널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스퀴징은 시간의존적 특성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발생시 보강방법으로는 가축성 지보재의 설

치, 강지보재 및 인버트 설치 등이 수행되었으며 스퀴징 

발생 정도에 따라 록볼트의 길이 및 개수 증가, 숏크리트

의 두께 증가 등도 추가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유럽 및 기타사례

해외 발생 사례 중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스퀴

징 발생 사례 및 발생 시 수행한 보강방법을 표 10에 정리

하였다. 스퀴징의 발생은 사암, 셰일 등 연암 지반 조건에

서 발생하였으며 토피고 500m 이상의 대심도 지반이 주

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 변위는 측벽 및 

천단부에 걸쳐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며, 보강 방법으로는 

인버트 시공, 굴착방법 변경, 가축성 지보재 설치 등이 수

행되었다. 또한 앞서 일본 및 대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스퀴징 정도에 따라 록볼트의 길이와 개수를 조정하였으

며 일정량의 내공 변위를 허용하는 sliding joint 형 가축성 

지보재 및 고변형 콘크리트(High deformable concrete) 

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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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내 스퀴징 발생 및 보강 사례

구  분 변상원인 및 특징 보수 및 보강방법

산골터널
∙ 2개의 대규모 층상단층 존재

∙ 라이닝 측벽부 및 천단부 균열 및 누수

∙ 라이닝 배면 공동 채움(폴리우레탄)

∙ 인버트 콘크리트 설치 및 라이닝에 홈을 파고 강지

보공 설치

원효터널
∙ 단층파쇄대와 조우(심도 140~450m)

∙ 암반강도 부족에 의한 소성변형 가능성이 매우 큼

∙ 인버트 콘크리트 설치

∙ 강지보공 확대 적용

표 9. 일본 및 대만의 스퀴징 발생 및 보강 사례

구  분 변상원인 및 특징 보수 및 보강방법

일본

중산터널

∙ 측벽부 300~800mm 발생으로 30mm 숏크리트

균열 발생

∙ 지반강도비가 매우작고 팽창성이 심한 암반

∙ 전면접착식 록볼트 + U형 가축성 지보재 설치

∙ 건축한계초과부분은 제거 후 숏크리트 및 록볼트 

추가시공

일본

배산터널

∙ 일축압축강도가 작고, 측벽부 편압으로 소성

변형 발생

∙ 측벽부 숏크리트 균열 및 록볼트 플레이트 변

형 발생

∙ 윙리브 +지보공(H-200) 설치

∙ 인버트 조기폐합 실시

∙ 측벽부 록볼트 개수 증가+인버트+강재스트럿 재

시공

찌요시

터널

∙ 측벽부 200~300mm 발생이 1년여 동안 지속

적 진행

∙ 지반강도비가 매우작고 팽창성이 심한 암반

∙ 록볼트 길이 6m로 변경 및 추가 설치

∙ 강지보공(H-250)을 추가 설치, 숏크리트 두께 

증가

나베타테

-야마 터널

∙ 시공 중 최대변위 약 900mm 발생

∙ Squeezing으로 인해 측벽부 숏크리트 균열 

발생

∙ 강지보공(H-125) 및 숏크리트(12.5cm) 추가 설치

∙ 터널상반에 록볼트(4m, 16본) 추가 설치

이야마 터널
∙ 중신세 이암이며 ‘severe squeezing’ 조건

∙ 시공중 500mm 이상의 측벽부 변형이 유발

∙ 추가 강지보재(H125) 및 숏크리트 타설

(두께 12.5cm)

∙ 시공중 추가 보강을 실시한 후 변위 수렴

대만

핑린터널

∙ RMR 값, 일축압축강도가 매우 낮아 불량한 

지반

∙ 단층파쇄대와 교차하여 변위 발생(최대 200mm)

∙ 록볼트 길이(6m) 및 숏크리트 두께(20cm) 변경

∙ 강지보공(H-100) 추가 및 인버트 단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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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유럽 및 기타지역의 스퀴징 발생 및 보강 사례

구  분 변상원인 및 특징 보수 및 보강방법

오스트리아

Semmering 터널

∙ Squeezing으로 인한 지반변형이 2.0m 

발생

∙ 과대내공변위 발생으로 인해 라이닝 균열 

발생

∙ 추가 굴착 및 인버트 단면 시공

프랑스

Isere-Arc 터널

∙ 지반조건은 압쇄상 셰일

∙ 토피고 500m 이하 구간에서 최초 천단변

형 발생 후 측벽변위 지속

∙ 굴착중 발생한 squeezing으로 전단면 굴

착 공법 구간을 선진도갱 굴착공법으로 변경

스위스

Gotthard 터널

∙ 시공 중 측벽부 최대변위 55cm 발생

∙ 천단부 1차 지보재 변형 유발

∙ 변형 여유량을 고려, U형 가축성 지보재 

설치

∙ Expansion Shell Tube Rockbolt 설치

스위스

몽블랑 터널

∙ 연암 70%, 경암 30%

∙ Squeezing 조건 중 ‘extreme’에 해당, 매

우 불량한 조건

∙ 변형량 및 단면 크기에 따라 록볼트 길이

를 상황에 따라 조정

∙ 가축성 지보재 설치

Yacamb-Quibor tunnel, 

Venezuela.

∙ 지질조건은 흑연질 천매암으로 터널최대

토피 : 1,270m
∙ Sliding Joint형 강지보 설치

 Saint Martin La Porte 

access tunnel
∙ 지질조건은 Sand Stone

∙ Lining Stress Controller

∙ High Deformable Concrete

∙ U형 가축성 지보설치

6. 결론

본 고에서는 대심도 터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스퀴

징 파괴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스퀴징 

발생 예측 방법 및 보강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실제 스퀴징 사례와 발생시 적용

된 보강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퀴징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방법

은 경험식을 통한 방법으로 Jethwa et al. (1984), Singh 

et al. (1992), Aydan et al. (1993), Goel et al. (1995), Bhasin 

and Grimstad(1996), Hoek and Marinos(2000), Singh 

et al. (2007) 등의 경험식이 있다. 또한 국내외 스퀴징 

사례 및 보강공법을 검토하여 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 11

과 같다. 스퀴징 가능 구간의 지보대책으로는 인버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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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 및 해외의 스퀴징 보강 사례 검토 결과

구  분 대책 방안

지반조건
∙ 이암/사암 및 셰일구간, 일축압축강도가 작은 불량암 구간

∙ 대심도 구간 및 단층대 조우구간

굴착
∙ 인버트 설치

∙ 전단면 굴착을 선진도갱 굴착으로 변경

숏크리트 ∙ 숏크리트 두께 증가

록볼트
∙ 록볼트 추가 및 길이 증가

∙ Expansion Shell Tube Rockbolt 설치

강지보
∙ 추가 보강 강지보

∙ U형 등 가축성 지보재 설치

기타 ∙ 건축한계 초과 부분은 제거후 숏크리트 및 록볼트 추가 설치

치, 분할굴착, 숏크리트 두께 증가, 락볼트 추가 및 길이 

증가 Expansion Shell Tube Rockbolt 설치, 추가 보강 

강지보 및 가축성 지보 설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과굴착, 

가축성 지보 및 압축성 숏크리트 슬롯의 사용은 대규모 

스퀴징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축성 

지보의 패턴은 Cantieni and Anagnostou(2009)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일부 패턴의 정량적 계산이 가능한 것으

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Cantieni and Anagnostou(2009)

의 연구에서의 가정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Cantieni and Anagnostou(2009)의 연구 결과의 활용에

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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