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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use of underground spaces becomes more frequent and the demands for urban tunnels are 

rapidly increasing. The urban tunnels constructed in the ground with a shallow and soft cover might be deformed in various 

forms on the face, which would lead, the tunnels to behavior 3-dimensionally, which may have a great impact on the 

longitudinal load transfer. The tunnel face might deform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construction method, overburden 

and the heterogeneity of the ground. And accordingly, the type and size of the distribution of the load transferred to the ground 

adjacent to the tunnel face as well as the form of the loosened ground may appear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deformation form of the tunnel face. Therefore, in this study was conducted model tests by idealizing the deformation behavior 

of the tunnel face, that were constant deformation, the maximum deformation on the top and the maximum deformation on the 

bottom. And the test result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deformation of the face and the longitudinal load transfer at the 

ground above the tunnel. As results, it turned out that the size and the distribution type of the load, which was transferred to the 

tunnel as well as the earth pressure on the face were affected by the deformation type of the face. The largest load was 

transferred to the tunnel when the deformation was in a constant form. Less load was transferred when the maximum 

deformation on the bottom, and the least load was transferred when the maximum deformation on the top. In addition, it turned 

out that, if the cover became more shallow, a longitudinal load transfer in the tunnel would limited to the region close to the 

face; however, if the cover became higher than a certain value, the area of the load transfer would become wider.

Keywords: Tunnel face, Ultimate displacement, Shallow tunnel, Model test, Longitudinal load transfer

초 록: 최근들어 지하공간의 활용이 빈번해지면서 도심지 터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토피가 얕고 연약한 지반에 시공되는 도심지 

터널에서는 굴진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굴진면 변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터널이 3차원 거동하여 종방향 하중전이의 영향이 

클 수 있다. 굴진면에서는 분할 굴착, 토피, 지반의 불균질성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변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반의 

이완형태는 물론 주변지반으로 전이되는 하중의 분포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 굴진면의 

변위거동을 등변위, 상부 큰 변위, 하부 큰 변위로 이상화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굴진면의 변위와 터널 상부 

지반의 종방향 하중 전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굴진면의 변위형태에 따라 굴진면에 작용하는 토압은 물론 터널 

종방향으로 전이되는 하중의 크기와 분포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터널 종방향으로 전이되는 하중의 크기는 굴진면 변위가 등변위 

형태일때에 가장 크고 하부 큰 변위 형태일때와 상부 큰 변위 형태일때의 순서로 작아졌다. 또한 토피고가 낮아지면 터널 종방향 

하중전이가 굴진면 근접부에 집중되어 발생되지만 토피고가 일정값 이상으로 커지면 하중전이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굴진면, 한계변위, 얕은터널, 모형실험, 종방향 하중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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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b) Constant displacement (c)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Fig. 2. Experiment equipment

   

Fig. 1. Experiment equipment

1. 서 론

터널을 굴착하면 터널의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지반

이 이완되고 하중이 전이된다. 터널의 횡방향 하중전

이 메카니즘은 평면변형율 조건의 2차원 문제로 단순

화하여 해석(Lee, 2013)하며 다양한 실험적(Terzhagi, 

1936), 수치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반면, 터널 

굴착에 의한 터널 종방향 아치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굴진면 안정(Chambon and Corte, 1994; Idinger et 

al., 2011)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터널 굴진면의 거동은 굴진면의 안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터널 종방향 하중전이와 이에 대비한 추가 지보

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굴진면의 변위는 굴진면에 작용하는 토압에 영향을 

주고 종방향 하중전이가 발생하는 데 있어 매우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벽체의 변위 

형태에 따라 크기와 분포가 달라진다(Ohde, 1938)는 

점에 착안하여 터널 굴진면의 변위형태가 다른 조건

에서는 종방향으로 전이되는 하중도 달라질 것이다. 

굴진면의 변위형태는 터널 굴착공법과 지층의 다양

성, 지층 및 지반조건의 불균질성 등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터널하부

로 갈수록 양호해지는 지층조건에서는 상부 큰 변위 

형태가 발생할 수 있고 분할굴착 순서에 따라서 상부 

큰 변위와 하부 큰 변위형태, 터널 상부만 보강되는 

조건에서는 하부 큰 변위형태, 균질한 점성토지반에

서는 등변위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굴진면에 

작용하는 토압과 주변지반으로 전이되는 하중의 분포

형태와 크기를 다르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 굴진면의 변위형태를 

등변위, 상부 큰 변위 그리고 하부 큰 변위로 이상화하

여 굴진면 변위에 따른 토압변화와 터널 천단상부 

지반의 종방향 하중전이 특성에 대해 실험적으로 연

구하였다.

2. 모형실험

2.1 모형실험기

모형실험기는 모형토조와 모형터널로 구성되어 있

다(Fig. 1, Fig. 2). 모형토조와 모형터널의 제원은 동반

논문인 얕은 터널의 굴진면 변형에 따른 종방향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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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bles of tunnel model experiment and outline

Category
Variables

Outline 
Tunnel face deformation type Overburden(H)

CASE 1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0.5D

CASE 2 1.0D

CASE 3 1.5D

CASE 4 2.0D

CASE 5

Constant displacement

0.5D

CASE 6 1.0D

CASE 7 1.5D

CASE 8 2.0D

CASE 9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0.5D

CASE 10 1.0D

CASE 11 1.5D

CASE 12 2.0D

전이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I)을 참조하기 바란다. 

모형터널의 전면판은 굴진면의 변위조건에 맞춰 거동

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등변위 형태는 수평롤러를 

장치하여 수평으로 등변위만 유발되도록 하였고 상부 

큰 변위 및 하부 큰 변위 형태는 회전 베어링을 장치하

여 굴진면이 상부 또는 하부만 변형되도록 하였다.

2.2 모형지반

모형지반은 주문진 자연사를 사용하여 샌드커튼 

방식으로 균질하게 조성하였으며 모형지반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은 동반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계측

굴진면의 변위에 따른 터널 주변지반 내 하중전이 

특성 및 지반의 변위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

한 측정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계측기의 종류 및 제원

은 동반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2.4 실험방법 및 변수

얕은 토사터널에서 굴진면의 변위 형태에 따른 종

방향 하중전이 및 지반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앞서 모형터널의 전

면판은 변위형태에 맞도록 모형토조에 거치한 후 지

반을 조성하였다. 모형지반의 토피고는 0.5D, 1.0D, 

1.5D, 2.0D (D:터널직경)이고 샌드 커튼 방식(낙하고 

0.7 m)을 통해 균질한 지반을 조성하였다. 모형지반의 

초기응력을 측정한 후 모형터널 전면판에 변위를 허

용하여 굴진면에 변위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터널 상부와 굴진면에 작용하는 토

압변화 및 지표변위를 측정하고 일정한 변위간격으로 

터널 굴진면 전방 지반의 변형을 관찰하기 위해 사진

을 촬영하였다. 모형실험은 토피고 변화와 굴진면 변

위형태(상부 큰 변위, 등변위, 하부 큰변위)를 변수로 

하고 굴진면 변위에 의한 굴진면 토압변화와 터널 천단

상부의 하중전이 특성에 대해 실험하였다(Table 1).

3. 결과분석

터널 굴진면의 변위형태에 따른 지반의 종방향 하

중전이 및 변위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실험

을 수행하고 계측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3.1 굴진면 토압변화

Fig. 3은 굴진면 변위 형태별로 굴진면 변위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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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b) Constant displacement

(c)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d) Earth pressure ratio at the critical displacement

Fig. 3. Load variation at face depending on displacement

따른 토압의 변화를 나타낸것이며 굴진면의 변위가 

증가하면 작용하는 토압은 감소하였다. 토피고와 굴

진면의 변위 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토압의 크기와 

경향은 다르나 동일한 굴진면 변위형태에서 토압의 

수렴 위치는 토피고와 무관하게 일정하였다. 굴진면

에 변위가 발생하면 굴진면에 작용하는 토압이 선형

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정의 변위

에 도달했을 때 굴진면 변위에 대한 토압감소량이 

완만한 감소를 나타내거나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때를 굴진면 전방지반의 한계상태 즉, 파괴상태로 

판단하였으며, 이때의 변위를 한계변위로 규정하였다 

(Fig. 3). 

굴진면의 한계변위(Δs/D)는 변위형태에 따라 달라

지므로 굴진면 높이(D)와 굴진면의 수평변위(Δs)의 

비로 무차원화 하면, Δs/D는 상부 큰 변위에서 0.09%, 

등변위에서는 0.07%이고 하부 큰 변위는 0.11%에서 

한계변위가 발생하였다. 상부 큰 변위와 하부 큰 변위

에서는 토압의 수렴위치가 유사하고 등변위는 보다 

빠른 변위에서 굴진면이 한계상태에 도달하였다. 굴

진면 한계상태에서의 토압은 상부 큰 변위에서 36.4~ 

56.6%까지 감소되고, 등변위에서는 28.1~48.9%, 하

부 큰 변위에서는 18.7~36.2%가 감소되었으며, 굴진면 

변위형태와 토피고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Table 2). 

Fig. 4는 굴진면이 정지상태에서 한계상태에 이르

기까지 토압 감소율과 한계변위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굴진면에 변위가 발생하면 토압은 한계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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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arth pressure and displacement at tunnel face failure

Category

Max. displacement

on the top Category
Constant displacement

Category

Max. displacement

on the bottom

Eah/E0 (%) Δs/D (

, %) Eah/E0 (%) Δs/D (


, %) Eah/E0 (%) Δs/D (


, %)

CASE 1 56.6

0.09

CASE 5 48.9

0.07

CASE 9 36.2

0.11
CASE 2 45.5 CASE 6 40.0 CASE 10 28.0

CASE 3 38.5 CASE 7 33.9 CASE 11 22.6

CASE 4 36.4 CASE 8 28.1 CASE 12 18.7

(a) Max. displacement on the top (b) Constant displacement (c) Max. displacement on the bottom

Fig. 4. Relation of earth pressure and displacement to the failure

(a) CASE 1 (0.5D) (b) CASE 2 (1.0D) (c) CASE 3 (1.5D) (d) CASE 4 (2.0D)

Fig. 5. Ground deformation shape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Δs/D= 0.06)

이르기 전, 변위 초기에 급격한 기울기로 감소하며 

토압감 소량의 75% 이후에서 한계 변위까지는 완만한 

기울기로 감소하였다. 굴진면 한계변위의 초기 즉, 등

변위 약30%, 하부 큰 변위 약 45%, 상부 큰 변위 

약 50%에서 굴진면 토압 감소율의 75%가 발생하였다. 

굴진면 변위형태 중 등변위 형태는 기울기가 가장 

크고 작은 변위에서도 토압 변화가 커지는데 이는 

굴진면 변형면적이 다른 변위형태 보다 크기 때문으

로 판단되었다.

굴진면의 한계상태는 매우 작은 변위에서 발생되어 

지반의 변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한계상태 이후의 

지반 변형을 관찰하여 그 형상을 추정하였다. 

한계상태 이후의 지반변형은 모형지반 조성시 일정

한 간격으로 포설한 염색사의 변화를 사진촬영하여 

확인하였고 육안관찰이 가능한 동일한 변위에서 비교

하였다. 굴진면의 지반변형은 동일한 굴진면 변위가 

발생하더라도 굴진면 변형면적이 큰 등변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상부 큰 변위와 하부 큰 변위는 

굴진면 변형면적이 동일하지만 굴진면 전방의 지반변

형 형상이 다르게 발생하였다. 상부 큰 변위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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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5 (0.5D) (b) CASE 6 (1.0D) (c) CASE 7 (1.5D) (d) CASE 8 (2.0D)

Fig. 6. Ground deformation shape (Constant displacement, Δs/D= 0.06)

(a) CASE 9 (0.5D) (b) CASE 10 (1.0D) (c) CASE 11 (1.5D) (d) CASE 12 (2.0D)

Fig. 7. Ground deformation shape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Δs/D= 0.06)

하부에서부터 직선형의 영역이 형성되고 하부 큰 변

위는 하부가 볼록한 곡선형의 영역이 형성되었다(Fig. 

5~Fig. 7).

3.2 터널천단 상부의 하중전이 특성

굴진면에 변위가 발생하면 굴진면의 토압의 크기가 

감소하고 터널천단 상부의 토압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토압변화는 굴진면의 응력해방에 의한 

토압의 일부가 터널천단 상부로 전이되기 때문이고 

그 변화, 즉 하중전이량을 분석하여 종방향 하중전이 

특성을 알아보았다. 굴진면의 토압은 굴진면 변위 초

기에 가장 크게 변화하므로 변위형태(상부 큰 변위, 

등변위, 하부 큰 변위)에 대해 굴진면 한계변위의 25%, 

50%, 100%일때를 분석하였다. 측정위치는 굴진면에 

근접한 측점 TA에서 1.0D이격된 TF까지이다. 측점의 

위치는 Fig. 2를 참조한다.

3.2.1 굴진면 변위초기의 하중전이(Δs/D=0.25

)

굴진면의 변위 형태에 따라 굴진면 한계변위의 

25%일때 터널 상부의 하중 전이특성을 분석하였다. 

굴진면의 변위 0.25

는 모든 변위형태에서 굴진면 

근접부의 토압이 커지고 굴진면에서 이격될수록 영향

이 작아지는 하중전이 경향을 나타냈다.

굴진면 변위 0.25

에서 토피고 0.5D는 모든 변위

형태에서 측점 TA~TC의 하중이 증가되었다. 

최대 하중 증가는 등변위 20.5%, 하부 큰 변위 

18.7%, 상부 큰 변위15.5%가 발생하였고 전반적으로 

하중전이 범위가 좁고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0D 

이상의 토피고에서는 하중전이 발생 영역이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터널 상부에 전이된 하중은 전반적

으로 굴진면에 근접한 측점 TA가 크고 TF가 작은 

선형적인 분포 경향이 있으나 등변위는 측점 TA와 

TB의 하중전이가 꺾이는 형상을 나타내 굴진면 변위

초기에도 지반이완의 영향이 터널 천단상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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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b) Constant displacement (c)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Fig. 8. Load transfer on the crown (Δs/D=0.25

)

(a)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b) Constant displacement (c)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Fig. 9. Load transfer on the crown (Δs/D=0.50

)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하중전이량은 토피고에 따라 

등변위 6.5~9.6%, 하부 큰 변위 2.1~6.7%, 상부 큰 

변위 1.8~5.6%이었으며 굴진면 변형면적이 가장 큰 

등변위에서 하중전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Fig. 8).

3.2.2 굴진면 변위초기의 하중전이(Δs/D=0.50

)

굴진면 한계변위의 50%일때 토피고 0.5D는 모든 

변위형태에서 측점 TA~TC의 하중이 증가되었다. 하

중이 전이되는 최대값은 등변위 27.4%, 하부 큰 변위 

25.0%, 상부 큰 변위 22.6%의 순서로 발생하였으며 

굴진면 변형면적이 큰 등변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

였다. 토피고 1.0D는 상부 큰 변위와 등변위에서 굴진

면에 근접한 측점 TA 보다 TB에서 전이되는 하중이 

크게 나타났다. 하부 큰 변위는 굴진면에 근접한 측점 

TA에서 크고 굴진면과 이격될수록 작게 증가하는 

선형적인 분포를 유지 하였다. 전이되는 하중의 최대

값은 하부 큰 변위 11.9%, 등변위 11.3%, 상부 큰 

변위 8.5%가 발생하여 하부 큰 변위의 하중전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등변위의 굴진면 변형면적이 가장 

크고 측점 TA의 토압발생 경향이 감소 추세로 변화되

는 점으로 볼 때 굴진면 한계변위의 50%이상에서는 

굴진면 전방의 지반 이완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주

변 지반에 영향을 주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부 

큰 변위는 하부 큰 변위와 굴진면의 변형면적이 동일

하지만 종방향으로 전이되는 하중의 발생경향은 등변

위와 유사하였다. 토피고 1.5D와 2.0D의 경우 토피고 

1.0D와 같이 상부 큰 변위와 등변위에서 측점 TB의 

하중증가가 크고 하부 큰 변위는 선형적인 하중전이 

경향을 유지하였다. 최대 하중전이량은 토피고 1.5D, 

2.0D에서 등변위 9.7%, 9.9%, 하부 큰 변위 8.7%, 5.0%, 

상부 큰 변위 3.6%, 2.8%가 발생하였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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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b) Constant displacement (c)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Fig. 10. Load transfer on the crown (Δs/D=1.00

)

3.2.3 굴진면 변위초기의 하중전이(Δs/D=1.00

)

굴진면의 한계변위 100%에서 터널 상부의 하중전

이 특성을 분석하였다. 토피고 0.5D인 조건은 하중전

이 영역이 좁고 지속적인 하중증가가 발생하였으나 

굴진면의 변위가 작을 때 보다 증가 추세는 감소하였

다. 상부 큰 변위와 등변위는 토피고 1.0D이상에서는 

하중전이 영역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나 전이되는 

하중의 증가는 크지 않았고 최대 하중증가 위치가 

굴진면과 이격되어 발생하였다. 하부 큰 변위에서는 

선형적인 분포경향을 유지하고 전이되는 하중이 일정

하게 증가하였다.

토피고 0.5D에서 최대 하중전이량은 등변위 32.8%, 

하부 큰 변위 29.7%, 상부 큰 변위 26.0%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토피고 1.0D의 하중전이 발생 경향은 

굴진면 한계변위 50%일때와 같은 경향을 유지하였

다. 이때 전이되는 하중의 최대치는 등변위 13.1%, 

하부 큰 변위 12.1%, 상부 큰 변위 10.2%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토피고 1.5D와 2.0D의 경우 상부 큰 변위

와 등변위에서 측점 TA의 하중은 감소하고 TB와 

TC의 하중이 소폭 상승하여 굴진면에 근접한 측점의 

하중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면 굴진면과 이격된 

측점에서 하중이 증가하는 형태의 하중전이 특성을 

나타냈다. 하부 큰 변위는 선형적인 하중분포 경향을 

유지하였으나 하중증가는 크게 발생하였다. 최대 하

중전이량은 토피고 1.5D, 2.0D에서 등변위 11.7%, 

12.7%, 하부 큰 변위 12.4%, 8.3%, 상부 큰 변위 5.1%, 

3.8%로 나타났다(Fig. 10).

굴진면의 변위 발생에 따른 터널 천단상부 하중전

이 특성을 분석한 결과, 토피고가 낮으면 굴진면 변위

형태와 무관하게 하중전이 영역이 좁고 굴진면 부근

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하중전

이 영역은 넓어지고 굴진면 변위형태에 따라서 하중

전이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3.3 굴진면 변위와 터널 천단상부의 하중전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지상태에 있는 굴진면에 

변위가 발생하면 굴진면에 작용하는 토압은 변위 초

기에 급한 기울기로 감소한 후 한계상태 토압에 이르

고 터널의 종방향으로 하중전이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굴진면의 변위와 터널 종방향 하중전이는 연관

이 있음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굴진면의 한계변위

에 대한 종방향 하중전이 발생경향을 분석하여 굴진

면 변위형태에 따른터널 천단상부의 하중전이 특성을 

파악하였다. 

굴진면 변위가 한계변위의 약 50%에서 굴진면의 

토압감소는 75%이상 발생하므로 굴진면 한계변위의 

25%와 50%에 대해 분석하였다.

굴진면 변위형태가 상부 큰 변위에서는 굴진면 한

계변위의 25%에서 터널 천단상부에 전이되는 전체 

하중전이량의 32.4~68.2%가 발생하였고 굴진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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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b) Constant displacement (c)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Fig. 11. Relation between tunnel face displacement and longitudinal load transfer

변위 50%에서는 76.8~91.7%가 발생하였다. 굴진면 

변위 초기에는 전이되는 하중이 급한 기울기로 증가

하고 굴진면 한계변위의 50%에서 대부분의 하중전이

가 발생되었다. 그 이후의 변위에서는 완만한 기울기

로 하중전이가 발생하였다(Fig. 11(a)).

굴진면 변위형태가 등변위인 경우는 굴진면 한계변

위의 25%에서 터널 천단상부 전체 하중전이량의 

48.0~72.4%가 발생하여 상부 큰 변위 보다 급한 기울기

로 증가하고 굴진면 한계변위 50%에서는 76.6~90.0%

가 발생하였다. 상부 큰 변위와 마찬가지로 굴진면 

한계변위의 50%에서 하중전이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변위에서는 완만한 기울기로 하중전이가 

발생하였다(Fig. 11(b)).

굴진면 변위형태가 하부 큰 변위인 경우는 굴진면 

한계변위의 25%에서 터널 천단상부의 하중전이량의 

17.4~72.2%가 발생하였다. 다른 굴진면 변위형태와

는 다소 다른 하중전이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토피

고에 따라 하중전이 발생경향이 달라졌다. 토피고가 

낮은 경우는 급한 기울기로 하중전이가 발생하지만 

토피고가 커질수록 급격한 하중전이는 발생하지 않았

다. 굴진면 한계변위의 50%에서도 41.5~90.8%로 하

중전이량의 변화폭이 크게 발생하였다. 토피고가 낮

은 경우는 한계상태의 하중전이량에 근접하는 급한 

기울기의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토피고가 커지면 하중

전이가 다소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발생하였다(Fig. 

11(c)).

굴진면의 변위형태가 등변위일때는 굴진면 변형면

적이 사각형형상으로 가장 크고 굴진면이 파괴상태에 

이르는 한계변위가 작기 때문에 터널 천단상부의 하

중전이가 작은 한계변위에서 대부분 일어나며 하중전

이량도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하부 큰 변위와 상부 큰 변위는 굴진면 변위에 대한 

변형면적이 삼각형형상으로 동일하고 한계변위가 비

슷한 크기이지만 하중전이의 크기와 발생경향은 다르

게 나타났다. 상부 큰 변위는 등변위 형태와 같이 

작은 굴진면 변위에서 터널 천단상부의 하중전이가 

대부분 일어나는 반면, 하부 큰 변위는 굴진면 변위에 

따라서 서서히 발생하였 다. 하지만 하중전이는 상부 

큰 변위보다 하부 큰 변위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굴진면의 변위형태에 따라 굴진면 토압발생 형

태와 파괴되는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하부 큰 

변위 형태가 상부 큰 변위에 비해 굴진면 전방지반을 

크게 이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3.4 지표침하

굴진면에 변위가 발생하면 굴진면이 이완되고 변위

가 증가할수록 굴진면의 이완이 확대되었다. 굴진면

의 지반이완은 터널 주변지반의 거동에 영향을 주고 

얕은 터널에서는 그 영향이 지표침하의 형태로 발생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굴진면의 변위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굴진면의 변위형태에 따른 

지표침하 경향을 분석하여 얕은 터널에서 굴진면 변

위형태에 따른 지표침하 경향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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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b) Constant displacement (c)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Fig. 12. Surface settlement (Δs/D=0.50

)

(a) Maximum displacement on the top (b) Constant displacement (c) Maximum displacement on the bottom

Fig. 13. Surface settlement (Δs/D=1.00

)

3.4.1 굴진면 한계변위 이전의 지표침하(Δs/D=0.50

)

굴진면 한계변위의 50%에서 상부 큰 변위와 등변

위는 굴진면 전방 +0.25D에서 최대 침하가 발생하고 

하부 큰 변위는 +0.5D에서 최대 침하가 발생하였다. 

침하량의 크기는 등변위, 하부 큰 변위, 상부 큰 변위의 

순서로 발생하고 굴진면의 변형면적이 가장 큰 등변

위에서는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침하량은 작아지나 

침하발생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부 

큰 변위와 하부 큰 변위에서는 토피고 0.5D에서만 

침하가 발생되었다(Fig. 12).

3.4.2 굴진면 한계변위에서의 지표침하(Δs/D=1.00

)

한계상태인 굴진면 변위 즉, 한계변위에서 상부 

큰 변위는 모든 토피고에서 굴진면 전방 +0.25D에서 

최대 침하가 발생하고 등변위는 토피고 0.5D~1.5D에

서 굴진면 전방 +0.25D, 토피고 2.0D는 굴진면 전방 

+0.5D에서 최대 침하가 발생하였다. 하부 큰 변위는 

토피고 0.5D에서 굴진면 전방 +0.25D, 토피고 1.0D이

상은 굴진면 전방 +0.5D에서 최대 침하가 발생하였다. 

굴진면이 변형되는 면적이 가장 큰 등변위는 토피고

가 증가하면 침하량은 작아지나 침하발생 범위가 점

차 확대되었다. 

상부 큰 변위와 하부 큰 변위는 굴진면 변위가 증가

함에 따라 침하발생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침하영향 범위는 상부 큰 변위에서 굴진면 기준 

–0.25D~+1.0D이내에 분포하고, 등변위는 –0.5D~+1.5D, 

하부 큰 변위는-0.25D~+1.25D이내에 분포하였다

(Fig. 13). 

모든 굴진변 변위형태에서 토피고 1.0D이상인 실

험조건은 침하경향이 일정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Idinger et al. (2011)의 실험에서 지표침하 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얕은 터널에서 굴진면 변위형태와 종방향 하중전이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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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굴진면의 변위형태를 상부 큰 변위, 등변위, 하부 

큰 변위로 이상화하고 굴진면의 변위형태에 따라 터

널 천단상부에 발생하는 하중전이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굴진면 전방지반이 한계상태에 도달될 때까지 변위

를 발생시키면서 변위에 따른 하중전이 경향 및 토피고

의 영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굴진면에 변위가 발생하면 굴진면에 작용하는 토

압은 감소하며, 변위가 일정한 크기가 되면 지반이 

한계상태에 도달하고 토압이 극한치에 수렴하였

다. 굴진면의 한계변위는 토피고에 무관하고 변위

형태에 따라 등변위, 상부 큰 변위, 하부 큰 변위의 

순서로 크게 발생하였다.

2. 굴진면 변위에 따른 토압 감소율은 상부 큰 변위, 

등변위, 하부 큰 변위의 순서로 증가하며, 토압은 

변위 초기에는 급격한 기울기로 감소하고 한계상

태에 근접할수록 완만하게 감소하여 극한치에 수

렴하였다. 또한 토압 감소율은 토피고가 증가할수

록 증가하였다.

3. 굴진면에서 변위가 발생하면 굴진면이 이완되어 

지반내 하중이 터널 천단상부로 전이되므로 굴진

면의 토압은 감소하지만, 터널 천단상부에 작용하

는 토압은 증가하였다. 터널 천단상부의 전이 하중

은 굴진면 변위 초기에 크게 증가하고 변위가 커져

서 한계상태에 이르면 감소하였다. 

4. 종방향 하중전이는 토피고가 낮은 터널에서는 굴

진면 부근에 집중되는 반면, 토피고가 커질수록 

발생 영역이 넓어졌다. 굴진면 변위형태는 하중전

이의 형태와 크기에 영향을 미쳤다.

5. 굴진면 변위가 등변위 형태로 발생할 때 굴진면의 

변형면적이 크고 한계변위가 작기 때문에 터널 천

단상부의 하중전이는 굴진면 변위 초기에 대부분 

발생하였다. 

6. 굴진면이 하부 큰변위와 상부 큰 변위 형태로 발생

하는 경우는 굴진면 변위에 대한 변형면적과 한계

변위의 크기가 비슷하지만 하중전이의 크기와 발

생경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굴진면 변위가 상부 

큰 변위형태로 발생하면 등변위 조건일 때와 같이 

굴진면 변위초기에 대부분 일어났다. 하부 큰 변위 

형태일 경우는 굴진면 변위의 진행에 따라 완만한 

기울기로 발생하였다. 전이된 하중의 크기는 상부 

큰 변위보다 하부 큰 변위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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