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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나 터널은 이와 반대로 목적물인 

터널을 굴착하여 하중을 발생시키고 붕락을 방지하는 지

보를 한다.

터널을 하는 전문가는 이와 같은 시공순서에 길들여지

고 이런 시공순서에 익숙해진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만

약에 집을 짓는 시공 순서대로 먼저 완벽한 지보를 하고 

원하는 크기의 터널을 굴착 한다면 터널은 절대 붕락이 

생기지도 않고 안전한 시공이 될 것이다. 

선지보 터널공법은 이와 같이 터널을 굴착전에 먼저 지

보를 하고 굴착하는 공법으로 토피가 적은 경우는 갱외에

서 터널을 향해 천공 및 네일을 설치한 후 굴착하는 “갱외

선지보 터널공법”과, 대단면 터널에서는 Pilot터널을 먼

저 시공후 Pilot터널 내에서 선지보후 본터널을 굴착하는 

“갱내선지보 터널공법”이 있다. 

본 고에서는 선지보터널 공법의 원리 및 개념과 시공사

례를 소개한다.

2. 선지보터널공법(KPST, Korean Pre- 
supported Tunnelling Method)

종래 굴착시 저토피 지반이나 미고결 지반, 지질이상대

등 취약지반을 통과할 때 강관다단그라우팅등의 보조공

법이 사용되었으나 구조적으로 터널 변위방향과 직교하

게 보강되어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보강량이 과다해지고 

복잡한 공정과 공기지연 등의 시공성 저하의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저희 회사에서 선지보 터

널공법(KPST, Korean Pre-supported Tunnelling Method)

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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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지보 터널공법의 종류

구분
선지보 터널공법

갱내 선지보 갱외 선지보

개요

• Pilot터널 시공후 본선터널 굴착면을 향하여 선지보재 선시공, 

본선터널 확폭 시공

• 터널 원지반 상부에서 하부로 선지보재를 선시공, 터널 본선 

시공

특징

• 대심도, 대단면 터널에서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터널공법

• 터널내 과다변위발생구간의 대책공법으로 추가변위를 억제하고 

지반의 안정성 확보

• 지반변형을 선지보재가 미리 부담하여 지반변형을 최소화함으로

써 안정성 확보

• 지보타입에 무관하게 최대 굴진장으로 굴착 가능

• 터널 입·출구부와 같은 저토피 구간의 터널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법

• 터널주변 지반을 보강하여 아칭영역을 미리 확보한 후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

• 지반변형을 선지보재가 미리 부담하여 지반변형을 최소화함으로

써 안정성 확보

• 지보타입에 무관하게 최대 굴진장으로 굴착 가능

적용 암반 및 토사 저토피구간 및 토사

<그림 2.1> KPST공법의 구조적 개념

선지보 터널공법의 이론적 특징을 지반반응곡선-지보

특성곡선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선지보 시공시의 압력그라우팅에 의한 맥상주입효과로 

원지반(Original Ground)보다 증가된 강성으로 같은 응

력 발생하에 변위가 감소하는 개선된 효과(Improvement 

Effect)를 보인다. 

미리 설치한 지보재가 굴착에 따른 초기 지반변형과 동

시에 발생하는 지반내 응력을 부담함으로써 전체 변형량

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기존 NATM공법에서 굴착 후 보강을 수행하는 기존 지

보시스템인 강관다단 그라우팅공법은 Beam효과에 의해 

선행변위를 포함한 탄소성상태에서 보강이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변위가 크게 발생하는 반면, 굴착 전에 보강

이 이루어지는 선지보 터널공법은 네일 및 압력그라우팅

에 의한 선보강 효과로 터널굴착시 지반의 탄성거동 상태

에서 변위발생이 최소화 된다. 즉 변위의 감소는 원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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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횡방향 아치 (b) 종방향 아치

<그림 2.2> 굴착 전 지반보강 효과

(a) 지압판 설치(횡방향) (b) 지압판 설치(종방향)

<그림 2.3> 굴착 후 지보보강효과

<표 2.2> KPST공법과 기존보조공법 비교

구 분 KPST공법
기존터널보조공법

보강공법 굴착면안정공법

공법개요
• 구조재로 보강 및 지보효과를 

동시에 구현

• 그라우팅 • 강관다단그라우팅

• Fore poling

적용시점 • 굴착 전 • 굴착 전 가능 • 굴착 후

역학적 Benefits
• 굴착 중 지반강도 증진

• 굴착 후 지보안정

• 지반강도 증진 • 구조재를 통한 굴착 중 안정

안정성

개선정도

• 굴착 중 지반보강

• 굴착 후 지보

• 지반점착력증진 • 굴착 후 기능 소멸

지보재

이용

• 굴착 후 지보재로 기능전환(Rock 

bolt 및 케이블 볼트 수준)
-

• 굴착면 시공으로 품질관리 유리

품질관리
• 지상선시공에 따른 품질관리 최적 • 지상주입 품질관리 양호

• 터널주입관리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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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 손실이 감소 되는 것이다. 시공측면의 경우 종래 

보조공법이 생략되고 , 갱외선지보공법은 굴착 및 버력처

리, 숏크리트 및 록볼트 설치 등 주공정(critical path)의 

직렬구성 시공 싸이클을 보강과 토공 공정의 병렬구성이 

가능해지고 선지보에 따른 지반강성 증대로 1회 굴진장을 

지보타입에 상관없이 최대굴진장으로 일정하게 굴착 시

공이 가능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공사비가 절감된다. 

선지보 네일은 굴착면이 접근해 옴에 따라 그림 2.2에 

나타난 것처럼 지반보강재의 역할로 종횡방향 아칭현상

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3을 보면 굴착 후

에 지압판을 설치하여 강봉의 인장력으로 지반의 변위를 

억제 한다.

다음은 KPST공법과 기존공법을 지반반응곡선으로 표

현한 비교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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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공법변경 검토

구분 원안설계 : NATM 공법 공법변경: 선지보 터널공법

적용

지보

패턴

중

앙

부

갱

구

부

특징

•강관다단은 시공중 임시지보 역할로서 영구지보재 역할에 부

적합함 

•강관다단은 암반에 변위방향과 수직으로 철근보강, 철근이 인

장시 보강 기능을 발휘함으로 지보효과 작음

•지반조사 결과가 부족한 현실에서 국부적 취약대 출현시 대처

하기가 어려움

•다분할 공법으로 굴착에 따른 계측 시점이 일정하지 않아 계

측이 불확실함

•선지보후 본선굴착으로 무지보상태가 없어서 안전하며 영구지

보재 역할을 수행함

•단면 변위 방향에 대한 지보로써 효율성이 좋음

•파일럿 터널을 통한 지반조건을 사전 확인 후 선지보 및 굴착

으로 지반조건에 대한 대처가 용이함

•분할굴착 최소화, 굴진장 증대로 급속시공 가능

3. 초대단면터널에 선지보공법 적용 시공사례
(대리터널)

3.1 개요

대구국가산업단지와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IC를 

연결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대리

터널 시공법은 당초 ‘다분할 굴착+갱내 강관다단 보강’의 

대단면 터널을 계획하였으나 ‘선지보터널공법’으로 변경

하였다. 이로인해 분할굴착 최소화와 굴진장 증대로 급속

시공이 가능하였으며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

3.2 문제점 분석 및 대책방안

폭 21.4m의 대단면 대리터널은 적색 셰일의 불량한 지

반에 시추조사 없이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만으로 지보설

계가 수행되었으나 시공중 확인된 지반은 심한풍화 내지 

완전풍화의 풍화암이 분포하고 부분적으로 단층파쇄대가 

분포하는 매우 불량한 조건으로 사업구간 대단면 터널에 

일반적인 NATM공법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5

분할 굴착 적용과 강관다단그라우팅의 보조공법 적용은 

복잡한 공정으로 시공성이 저하되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Pilot 터널을 선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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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변

경

<그림 3.1> 선지보 터널공법 적용

갱외선지보 수직천공 터널 굴착후 지압판 체결

<그림 3.2> 갱외선지보 터널공법 시공사진

하고 지반조건을 분석한 후 이에 맞는 터널 지보를 할 수 

있으며, 기존 NATM공법 대비 터널 변형을 최소화 하고 

굴착공정의 단순화로 신속한 지보설치 및 터널 안정화가 

용이하며 공사비 절감과 급속시공이 가능한 선지보 터널

공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3.2는 갱외선지보(시종점부 갱구부 적용) 네일은 

지형에 상관없이 수직천공이 가능하며, 선지보 보강후 터

널 굴착과 동시 지압판을 체결하여 지보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은 Pilot터널 시공후 선지보 네일 천공·그라우

팅으로 지반을 안정화 시키고, 본선터널을 굴착하는 과정

을 보여주는 갱내선지보 시공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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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터널 시공완료 본선 상반굴착 및 하반굴착

<그림 3.3> 갱내선지보 터널공법 시공사진

3.3 공법변경에 따른 개선효과

선지보 터널공법 적용은 전기비저항에 의한 불확실한 

지반조사 구간에서 파일럿 터널을 선굴착하여 사전에 지

반조건을 확인한 후 원지반을 적절히 보강함으로써 터널 

변위 최소화 및 대단면 터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보

조공법(훠폴링, 강관보강 등)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상하

분할 굴착 적용으로 시공성 개선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❶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선지보 터널공법은 선보강에 의한 지반강성 증대로 1

회 굴진장을 지보타입에 상관없이 최대굴진장으로 일정

하게 굴착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를 절감하였다.

❷ 시공 및 품질 향상 효과

굴착전 ‘선지보 보강’으로 인해 대단면 터널의 굴착공

정을 단순화(5분할굴착→상하분할굴착)하고 터널 굴착과 

간섭되는 갱내 보조공법의 미적용으로 시공성이 향상되

었으며, 본선 굴착시 Pilot 터널의 자유면 활용 및 선지보 

천공홀을 이용한 효율적인 발파설계로 급속시공이 가능

하였다. 보강효과로는 계측 및 품질확인 시험을 통해 선

지보 네일 천공과 가압그라우팅에 의한 맥상그라우팅 효

과 등을 확인하였다.

❸ 공법의 안정성 개선과 안전관리

굴착중 변위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갱내 보강이 이뤄

지는 원설계 대비 굴착전에 미리 원지반을 보강한 후 터

널을 굴착하는 선지보 공법 적용으로 변위 감소와 안정성 

향상이 가능 하였다. 선지보 시공으로 굴착면의 국부적 

붕락방지와 무지보 상태 없는 굴착면에서 안정감을 갖고 

터널을 시공할 수 있었다.

4. 2-Arch터널의 초대단면 변경 시공사례
(번암2터널)

4.1 개요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제5공구)중 

번암2터널(구 유정터널)은 당초 계획인 2-Arch 터널형식

을 초대단면(폭 24.3m) 터널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2-Arch 터널 대비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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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rch 붕락 사례(필라부 응력집중) 중앙 벽체부 누수

• 필라부 응력집중으로 인한 변형 발생 • 중앙벽체 누수 및 동절기 결빙 발생

<그림 4.1> 2-Arch 터널 문제점

<표 4.1> 터널형식 변경사항

구 분 터널형식 터널시점 굴착시점 굴착종점 터널종점 터널연장

당초 2Arch Sta. 2+080 Sta. 2+085 Sta. 2+222 Sta. 2+240 160m

변경 1Arch Sta. 2+080 Sta. 2+085 Sta. 2+233 Sta. 2+240 160m

향상, 중앙벽체 누수와 배수 등 유지관리 개선 그리고 공

사비 절감에 따른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4.2 2-Arch 터널의 문제점

연장 L=160m의 번암2터널은 당초 4차로 2-Arch터널

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2-Arch터널은 시공시는 물론 공

용중 유지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숏크리트를 통과한 용출수가 백태를 발생하여 잔

류수압을 발생시키고 누수의 우려가 있다. 둘째, 필요적 

다분할굴착과 중앙벽체가 형성되기 전에 본선터널 굴착

이 불가능하여 공정이 복잡하고 공기가 지연된다. 셋째, 

중앙벽체 시공시 작업공간이 협소하며 저토피 토사층등 

불량한 지반 통과시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 적용으로 중

앙·본선터널 굴착에 간섭을 일으키게 되어 시공성 저하와 

공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넷째, 아칭효과가 저

감되어 상부 이완하중이 필라부에 집중되고 미고결 연약

지반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4.3 선지보공법 적용한 초대단면 터널 계획

당초 2-Arch터널로 계획되었으나, 상기 설명한 2-Arch 

터널의 시공중 및 운용중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1-Arch의 초대단면 터널로 변경하였다. 사업구간은 

저토피, 미고결 지반으로서 지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므

로 터널굴착 전 보강이 가능한 선지보 터널공법을 적용하

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최종 지보패턴 시스템에 따라 

갱외선지보(P-5, P-6, P-6-1, L=92m), 갱내선지보(P-5-1, 

L=56m)를 적용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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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단면검토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비 고

단면확대에 따른 

안정성 확보방안

↓

선지보 터널공법적용

(굴착 전 이완영역 

보강을 통한 

아칭효과구현)

(굴착단면) 192.11㎡ (굴착단면) 230.23㎡

(폭/높이) 25.65m/8.62m (폭/높이) 24.30m/11.87m

• 다분할 굴착 및 중앙벽체 시공에 따른 공기 및 시공성 

불리

• 중앙벽체 누수, 배수 등 유지관리 불량

• 주행시 위압감, 폐쇄감발생

• 굴착공정의 단순화와 작업공간 확보로 공기단축 및 작업

효율성 향상

• 유지관리를 포함한 LCC측면에서 유리 

• 주행시 개방감, 환기개선

<그림 4.2> 적용 지보패턴 시스템

4.4 공법 변경에 따른 개선효과

2-Arch 터널의 문제점인 복잡한 시공공정, 중앙벽체 

응력집중에 따른 붕괴사고, 배수불량에 따른 막힘현상과 

누수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1-Arch 대단면 터널로 변경하

였으며, 갱외 및 갱내 선지보 터널공법을 적용하여 다음

과 같은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지반강성을 증대하여 변위 억제와 안정성을 향상

시켰다. 

둘째, 막장 자립시간과 굴진장 증가로 시공성을 향상시

키고 공사비를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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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외선지보 시공후 터널굴착 전경 선지보 적용으로 막장 자립증대(3.0m)

Pilot터널 굴착후 갱내선지보 시공전경 최종 굴착 전경

<그림 4.3> 선지보 터널공법 시공사진

셋째, 공용중 터널 유지관리에 있어 VE/LCC의 개선효

과를 확인하였다.

**파일럿터널 굴착시 시점부 저토피 구간에서 붕락으

로 그 위치부터는 개착터널로 변경시공 완료 했음.**

5. 도심지 갱외선지보 적용사례(신림선)

5.1 개요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중 STA.2km740~3km758 

구간은 도심지 주택 및 보라매공원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당초 개착터널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성, 안정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갱외선지보 터널공법으로 변경하였다. 이

로 인해 주거민과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민원

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공원내 느티나무를 포함한 대형수

목의 보호․존치가 가능하고, 지하지장물의 보호와 안정성 

확보, 저토피구간의 도심지 비개착시공이 가능하다.

5.2 사업구간 주요현황

사업구간은 주택밀집지역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보

라매공원을 관통하며, 주변 수목은 공군사관학교 시절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성과 보라매공원의 상징성

을 지니고 있다. 이에 전면 개착공법은 환경훼손 뿐만 아

니라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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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도심지 통과공법 비교검토

구  분 원안(개착공법) 비교안(강관보강 NATM) 변경안(갱외선지보 터널공법)

단면도

공법

개요

• 가시설 터파기와 본선박스 시공 후되메

움 시공

• 휨강성 큰 강관을 천단부 주변에 설치하

여 터널 안정 확보

• 터널 굴착전 미리 선지보네일시공 보강 

및 아칭영역 확보

장․단점

• 가시설 흙막이 과다변위 및 붕괴, 주변

지반 침하 등 우려

• 가시설 시공공정 복잡

• 개착 후 복구까지 장기간 통행차단

• 굴착 중 터널 주변부 보강으로 침하 및 

터널변형 감소

• 갱내 보조공법 적용으로 공기증가

• 지상 통행차단 불필요

• 굴착 전 선지보 네일 시공으로 지반침하 

및 터널변형 최소화

• 공정이 단순하여 시공성 양호

• 선지보 시공 후 조기에 통행차단 해소

선정 ◉

과업구간의 지반은 상부로부터 매립층, 퇴적층, 풍화

토, 풍화암, 연암, 경암순으로 나타나며, 터널 통과구간은 

퇴적층 내지 풍화토가 분포하여 일반적인 NATM공법 적

용으로는 안정성과 시공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으며 보강

이 과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해소, 지반강

성 증대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5.3 대안공법 검토

도심지 통과공법으로 개착터널의 적용은 주민의 이동

동선 및 교통흐름 방해, 기존 수목 훼손, 공사 소음·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민 생활환경 저해, 미관상 거부감 등 다

양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강관다단 그라우

팅을 적용한 NATM공법은 토사지반과 같은 취약한 지반

조건에서는 시공성과 경제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해결과 지반의 강성증대로 토사지반에서도 안전한 

터널시공이 가능한 갱외선지보 터널공법을 적용하였다.

대상 사업구간중 선지보터널공법의 적용구간은 그림 

6.1과 같다.

5.4 선지보터널공법 적용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❶ 도심지 민원발생 최소화

사업구간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이

며 특히 보라매공원을 통과하므로 공사중 발생 가능한 여

러 가지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주거주민과 공공시설물 이

용주민의 편의를 저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착공법

을 터널로 변경하였다.

최근 도심지에 지반침하와 씽크홀 발생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으로의 토사유

입, 대형건물 및 지하철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가 그 원인이다. 따라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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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지보보강공법 적용구간

(b) 선지보보강공법 적용구간

<그림 5.1>

<표 5.2> 선지보차수보강 계획

구분 차 수 보 강 개 요 평 면 계 획

개요도

보강

내용

• 퇴적층 지반의 도심지 시공조건을 고려 확실한 차수효과를 위해 선지보 외측에 추가로 주열식 차수그라우팅 적용

- 최외측 선지보 설치간격 1.2m → 1.0m 축소 적용

- 최외측 선지보공의 격간으로 차수그라우팅(CTC=1.0)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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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설계기준을 반영한 수목보호방안

수목보호를 위한 선지보 시공방안

- 기존 수목구간은 생육 최소 심도 확보 및 그라우팅 영향 배제를 위해 지표하 -1.5m 

이하에 그라우팅 시행

- 선지보 압력그라우팅시 주입재를 용탈우려가 있는 물유리계를 배제하고 시멘트계 

주입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함

- 수목영향범위 외측에 선지보 네일을 계획하여 뿌리손상 최소화

실시설계 본선개착(당초) 터널 (변경) 실시설계 본선개착(당초) 터널 (변경)

<그림 5.2> 저토피구간 갱외선지보 터널공법 적용

<그림 5.3>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선지보 시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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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균열발생 부위

터널공법과 병행하여 차수그라우팅을 계획하였다.

❷ 환경보전을 고려한 수목보호

신림선 경전철은 보라매공원을 관통하므로 개착공법 

적용시 느티나무를 포함한 많은 수목의 이식·재이식 공사 

내지 벌개제근이 불가피한 바 환경훼손이 크게 발생한다. 

이에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을 준용한 선지보 터널공법

을 적용하여 수목의 보호․존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❸ 저토피구간 비개착 시공

터널 통과 지반은 퇴적층 내지 풍화토의 토사층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토피고가 6~7m 정도인 저토피 구간이므

로 개착공법 이외의 일반적인 NATM공법 적용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선보강에 의한 지반강성 증대로 안정성 확

보가 용이한 갱외선지보 터널공법을 적용하여 비개착 터

널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저토피구간의 토사층 분포

심도에 따른 보강횡단면의 개요는 그림 6.3과 같다.

❹ 지장물보호

사업구간은 전화, 무선, 방송시설 등의 통신시설과 상

하수도, 전력, 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의 pipeline이 존

재하는바 개착공법 적용시 지장물의 간섭에 따른 이설 및 

보강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부 줄파기로 지장물을 확

인하고 필요시 보호케이싱을 설치한 후 되메움함으로써 

지장물의 이설이 필요 없고 경사천공으로 지장물과의 간

섭을 배제할 수 있는 갱외선지보 터널공법의 적용으로 지

장물 보호 및 파손 방지가 가능하다.

6. 과다변위구간 보강 시공사례(도계터널)

6.1 개요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에 위치한 도계터널은 시공

중 과다변위가 발생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보강

공법으로 갱내선지보 터널공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계측

자료와 품질확인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6.2 시공중 과다변위발생 문제점 분석

터널은 굴착 완료 후 1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균열 

및 과다변위가 발견되었다. 균열은 대부분 측벽 하부~어

깨부에서 발생하였으며 터널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발생하였

다(그림4.1). 균열간격은 1.8~4.4m, 균열 폭은 0.01~2.1cm, 

균열길이는 0.9~6.2m의 범위를 보였다.

균열발생구간은 균열 발견 후 즉시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고 스프링라인 까지 압성토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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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균열구간 사진 및 압성토 현황

추가적인 균열의 진행은 없는 상태로 수렴 되었다(그림

4.2).

터널 관통부 지반은 단층대구간이며 암종 경계면에 인

접한 관계로 주단층과 관련된 파생단층대가 터널과 예각

으로 교차하고 있으며 습곡작용, 관입, 단층활동 등의 영

향으로 지질이 복잡하고 불량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

형상 편경사가 심한 지역에 편토압의 영향을 받는 조건하

에 있으며, 터널 상부의 파쇄대가 터널 굴진에 따른 발파

진동의 영향과 지하수의 침투 등으로 점차 지반강도가 저

하되어 고각의 절리면을 따라 이완되면서 터널 지보재에 

하중으로 작용하여 터널의 변형을 초래하였다.

6.3 과다변위구간 대책방안

변위 발견후 조기 압성토의 조치로 추가 변형은 방지하

였으나 과다변위로 인해 주변지반의 상당부분이 이완되

었으므로 터널 주변에 충분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일반적으로 강관보강공법은 종방향으로 연속된 보강체

를 형성하고 강관부 지지점을 확보하여 막장의 안정을 도

모하는 방법이나 보강영역이 작으므로 시공중 터널 주변

이 크게 이완된 지반을 보강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

다. 따라서 그라운드 아치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선지

보 터널공법을 대책방안으로 선정하였다. 이 공법은 터널 

변위방향과 일치하게 네일을 설치하므로 터널 변위에 대

한 즉각적인 저항체로 작용하며, 파쇄대의 이완영역 외측

까지 압력그라우팅과 선지보재를 시공하여 이완에 따른 

지중의 크랙을 충전하므로 충분한 보강 및 차수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선지보 보강공법 지보패턴 및 적용구간은 상기와 같으

며, 터널 변상 직후 신속한 압성토 시공으로 임시적인 추

가 변위를 억제한 후 천공-네일/양단정착형 앵커 삽입-

그라우팅-지압판 체결 순의 선지보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추가 내공변위 발생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6.4 대책공법 적용에 따른 안정성 검토․확인

수치해석에 의한 안정성 검토결과 구간별로 천단침하

는 2.2~8.0mm, 측벽수평변위는 좌측벽 1.20~8.15mm, 

우측벽 1.62~8.54mm의 범위로 발생을 확인하였다. 숏크리트 

휨 압축응력은 2.59~8.25MPa, 전단응력은 0.04~0.26MPa

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선지보 네일과 양단정착앵커의 최

대 축력값은 각각 23.64~130.07kN, 316.23~353.49kN

으로 모두 허용치 이내이므로 터널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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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지보패턴별 적용 선지보 보강공법

보강 Type-1 보강 Type-2 보강 Type-3

STA. 7+206~220 STA. 7+220~270 STA. 7+270~300

보강 Type-4 보강 Type-5 보강 Type-6

STA. 7+300~325 STA. 7+325~360 전기실 구간

<그림 6.3> 보강계획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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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강전 전경(균열발생) (b) 압성토 중앙부 굴착 (c) 네일 천공 작업

(d) 네일 삽입 (e) 양단정착형 앵커 삽입 (f) 보강완료 후 압성토 제거

<그림 6.4> 보강공법 시공순서

<표 6.2> 계측 검측 결과

구분 선지보 축력 지중 변위 숏크리트 응력 누수현상

측정결과 2.15ton 0.004mm 37.12㎏/㎠ 없음

1차관리기준 5.16ton 이하 4.8mm 이하 56kg/㎠ -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장 시공시 계측데이터 확인 결과, 압성토 직전에 내

공변위가 -40mm 정도 추가 발생하였으나 압성토 후 수

렴하였다. 이후 선지보작업과 압성토를 제거하는 과정에

서 1mm~3mm 의 변위가 더 발생하였나, 이후로는 더 이

상의 추가 변위 없이 안정된 상태을 보였다. 

지반조건 4등급에 고각으로 파쇄대가 지나가는 가장 

취약한 터널 단면에 대한 보강 Type-4에 대한 계측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결과자료를 토대로 파쇄대 등 지반조건이 불량한 구간

에 대해 선지보 네일공법의 적용으로 과다변위발생 구간

에서 터널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7. 결 언

선지보 터널공법은 순수하게 국내에서 개발되어 발전

된 공법으로 터널에서 Ideal support를 가능하도록 한다. 

종래 NATM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효과의 장점을 갖는다.

첫째, 토사터널과 저토피 터널에서 효과적으로 지보하

는 공법이다.

둘째, 토사지반을 탄성지반으로 거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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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갱내선지보 적용시 초대단면터널 B=20~70m까

지 시공이 가능하고 단면이 클수록 종래공법보다 더 경제

성을 갖는다.

넷째, 차수를 겸용하여 시공이 가능하다.

다섯째, 터널 굴착이 완료된 후, 터널 원지반이 소성변

형에 의한 과다변위 발생구간에서도 갱내선지보공법을 

이용하여 쉽게 보강이 가능하다.

선지보 터널공법은 현재까지 22개소의 터널에서 시공 

완료되었으며, 현재 13개소의 설계 및 시공에 반영중이

다. 이러한 많은 사례를 빌어 시공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한국형 선지보 터널공법(KPST, Korean Pre-supported 

Tunnelling Method)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도심지터널과 특수지반에서의 

대표적인 터널공법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

이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