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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railway tunnel behavior characteristic of shallow overburden 

under the existing road. In order to understand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ground deformation during tunnel excavation, a horizontal rod extensometers were 

installed in the passage area of the shallow overburden tunnel under the road, an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compare the in situ measurement, three 

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with ground condition and construction step was 

carried out using MIDAS NX. As a result of the field measurement, large preceding 

settlement occurred where the poor ground condition with shallow overburden 

excavation has been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numerical analysis, the largest 

settlement occurred at the shallow overburden point where the ground condition was 

poor. Therefore, in the shallow overburden section where the soil condition is poor and 

a sufficient depth can’t be secured and the arching effect of the ground around the 

tunnel can’t be expected,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application of stiffness 

reinforcement measures and to minimize ground loos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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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도로하부를 통과하는 저토피 터널의 거동특성에 관한 논문이다. 저토피 터널 굴착중에 발생하는 지반변형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 중인 도로하부의 저토피 터널 통과구간에 수평 지중 침하계를 설치하였으며, 계측 및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현장 계측 값의 비교를 위해 MIDAS NX를 이용하여 지반 조건 및 시공단계가 적용된 3차원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현장 계측 결과, 터널굴착 시점부에서 선행 침하가 발생되었으며,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 굴착 시점부에

서 큰 침하량이 발생되었다. 수치해석 결과,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 시점부에서 가장 큰 선행 침하량이 발생 되었다. 

수치해석결과 및 현장 계측 값 비교 결과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 시점부에서 침하량이 크게 발생 되었다. 따라서, 지

반조건이 불량하고 충분한 토피고가 확보되지 못하여 터널 주변지반의 아칭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토피 구간에서는 

강성보강대책의 적용 및 지반이완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요어:저토피, 터널, 철도터널, 지반거동

1. 서 론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세계적인 환경보호 흐름에 맞추어 터널건설 시 친환경적인 저토피 터널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Han and Park, 2002). 

터널은 도로, 철도 및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행시키는 동시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토목 구조물로써, 수요증가와 더불어 터널이 대규모화, 장대화 되어가며 대규모화에 따른 갱구부의 

규모 증가와 장대화에 따른 저토피 터널 구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Roh et al., 2013). 특히, 저토피구간은 

지질학적으로 풍화가 깊은 심도까지 진행되어 지반공학적인 강도특성이 매우 불량한 토사 및 풍화암층이 발달되

어 있고, 터널 천장부 토피가 낮아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국내 저토피 터널구간에 대한 설계방법 및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저토피구간 굴착에 따라 굴착

단면 부근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원지반에 존재하던 토압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주변지반쪽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아칭(arching) 이라하며(Kim and Lee, 2005), 낮은 토피로 터널 주변지반의 아칭효과를 크게 기

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설계자의 경험 및 터널 갱구부의 토피고 1.5~2.0D영역을 저토피 보강영역으로 설정하

여 굴착 및 지보설계를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Tunnel Design Standard, 2007).

실제 터널 굴착중 설계에서 평가 및 예측된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저토피 

터널구간 굴착중 발생되는 지반변형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저토피구간의 범위, 적합한 굴착방법, 보강공

법의 선정, 보강공법 적용영역 및 시공방안 수립 등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Kim,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토피구간 관련 설계기준 및 문헌자료, 시공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지반 및 저토피 터

널통과구간에 적합한 보강방안을 고찰하였다. 실제 저토피 터널 굴착 중 발생되는 지반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기존 국도를 근접하여 통과하는 철도터널구간에 수평 지중침하계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계측을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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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토피구간의 지형, 지반조건 및 터널 시공단계를 모사한 3차원 정밀 수치해석(FEM)을 수행하여 계측자료와 비

교하여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실제 저토피 터널 굴착 중 발생되는 지반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터널｣소재의 

국도◯호선 하부 저토피 터널통과구간에 수평 지중침하계를 설치하여 터널 굴착 중 지속적인 계측을 수행하였

다. 또한, 검토구간의 지형, 지반 및 시공여건을 고려한 3차원 연속체 수치해석(FEM)을 수행하여 저토피 터널구

간의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계측자료와 비교 ․ 분석하여 저토피 터널굴착에 따른 선행침하 발생경향, 및 최종침

하 발생경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 저토피 터널 및 계측기 설치 현황

3.1 계측기 설치계획

저토피 터널구간의 지반침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1, 2와 같이 지표 0.5~4.3 m하부에 자동화 수평 지중

침하계를 터널을 굴착하기 전에 매설하였다. 또한, 수평 지중침하계의 센서는 터널 최소 1굴진 간격(PD-6-2B, L = 

0.8 m)을 고려하여 50.0 cm간격으로 축소하여 계측결과의 정밀도를 증대시켰으며, 기존 국도◯호선과 터널의 

직접적으로 간섭되는 연장(L) 80.0 m를 고려하여 87.5 m구간에 수평 지중침하계를 매설하였다.

Fig. 1. Horizontal borehole extensometer installation state in shallow overburden tunne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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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y Horizontal borehole extensometer (b) Automatic measuring system

Fig. 2. Horizontal borehole extensometer installation

3.2 저토피 터널구간 지보패턴 및 보강현황

저토피 터널굴착 구간의 지반조건은 터널 상부 0.5D이내에 지반강도특성이 매우 불량한 풍화토~풍화암이 분

포하여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파악되어, Table 1과 같이 고강성의 PD-6 및 

PD-6-2B 지보패턴을 계획하여 터널 굴착을 진행하였다. 지보패턴 및 보강현황은 Fig. 3으로 알 수 있다.

Table 1. Support pattern and reinforcement method

Classification Supporting pattern of depth section and reinforcement method

PD-6

Drilling method: Top and bottom semi-split drilling

Advance: 1 m

Shotcrete: 20 cm

Rock bolt: L = 4 m, Longitudinal 6 m, Transverse 0.5 m

Steel rib: LG-70, Longitudinal 1 m

Tunnel reinforcement: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L = 12 m, 

Longitudinal 6 m, Transverse 0.5 m, 120°

Concrete lining 40 cm (steel reinforcement)

PD-6-2B

Drilling method: Ringcut split drilling

Advance: 0.8 m

Shotcrete: 25 cm

Steel rib: H-125, Longitudinal 0.8 m

Tunnel reinforcement

- Tunnel hanging wall: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L = 12.0 

m, Longitudinal 4.0 m, Transverse 0.5 m, 180°

- Tunnel side wall: Side wall support pile L = 6.0m, Longitudinal 

1.6 m, Transverse 2.0 m

Concrete lining 50 cm(steel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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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pport pattern and reinforcement status

4. 저토피구간 수평 지중침하계 계측자료 검토

저토피구간 터널굴착에 의한 변위양상은 전반적으로 터널 상반 굴착 전 대구경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공에 의

한 영향으로 터널막장 기준 약 1.0D (L = 12.0 m) 전방에 1.0 mm 미만의 지반융기가 발생된 후, 터널굴착이 진행

되면서 선행침하가 발생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토피구간에 발생된 침하는 터널 

토피조건 및 지층분포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터널 상반 굴착 시 최종 침하량의 65~75%가 발생되었으며, 

터널 하반 굴착 후 막장이 2.0D정도 진행될 때까지 침하가 발생되다가 수렴하여 안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검토구간의 최대 침하량은 2.50~14.48 mm로 1차 관리기준 19.0 mm보다 작게 발생되어 터널 굴착 중 보강

공법의 적정성 및 지상부 도로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저토피구간 터널굴착에 의한 막장 전방지반의 변형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토피구간의 지반 및 토

피조건을 대표하는 15 km147.0, 15 km165.0, 15 km220.0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각 지점의 토피고 및 지반상

Fig. 4. Review location at shallow overburde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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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Table 2와 같다. 종방향 지반변형(침하)을 중점 검토한 결과, 저토피구간의 터널 굴착에 의한 지반침하 특성

은 상이한 지반 및 토피조건에 의하여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Fig. 5(a)에 나타낸 봐와 같이 터널막장 기준 

0.6~1.5D 전방영역에서 터널굴착(상반)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체 지반침하량의 20~40%수준의 선행침하가 발생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5(b), (c), (d)는 막장위치에 대한 지중 침하 발생 경향을 나타낸 것이며 특히, 지반조

건이 불량하고(터널상반: 토사, 하반: 풍화암) 토피고가 가장 낮은(6.85 m (0.57D)) 서원기(현) 15 km165.0 지점

에서는 같이 터널굴착에 의한 선행침하가 터널폭(D)의 1.5배 영역에서 터널 전체 지반침하량(터널상반 굴착)의 

40%가 발생되었다. 저토피 터널구간의 굴착이 완료된 현재(2015년 10월 기준), 지반침하 발생특성은 Fig. 6과 

같이 전반적으로 토사 및 풍화암층이 깊게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지반조건이 불량하고 토피조건이 얇은 저토피 

시점부에서 큰 지반 침하량이 발생되었으며, 기반암(연암 및 경암)선이 상승하는 종점부로 갈수록 침하량이 감소

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Table 2. Depth and ground condition at shallow overburden section

Classify Depth Ground condition

A-A 15 km147.0 10.3 m (0.87D) Tunnel upper: soil, Tunnel bottom: weathered rock

B-B 15 km165.0 6.85 m (0.57D) Tunnel shoulder: soil, Tunnel bottom: weathered rock

C-C 15 km220.0 9.14 m (0.76D) Tunnel 0.5D: soil, Tunnel shoulder: weathered rock

(a)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at 

shallow overburden section

(b)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at face 

location 15km147.0

(c)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at face 

location 15km165.0

(d)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at face 

location 15km220.0 

Fig. 5. Horizontal borehole extensometer occurrence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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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inal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at shallow overburden section

15 km140.0~160구간은 지반조건이 가장 불량하나, Fig.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토피조

건 및 대구경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보강효과로 터널이 굴착됨에 따라 점차 지반침하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

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15 km160.0~180.0구간은 터널 하부까지 풍화암이 분포하고 토피조건이 가장 얇게

(0.60~0.65D) 형성됨에 따라, 터널 굴착중 가중 큰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15 km180 이후 기반암선의 상

향 분포 및 토피가 두꺼워지는 양상에 의하여 지반침하량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구간을 터널로 통과할 때, 터널 지층분포 및 토피조건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

치며, 토피조건이 0.7D 이하인 경우에는 터널 주변지반의 아칭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어 터널 주변지반 보강공

법(강관보강 그라우팅)의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본 현장의 계측자료에 의한 분

석결과로 보다 다양한 저토피조건의 계측자료 분석 또는 정밀 수치해석을 통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3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저토피구간 지반변형특성 검토

본 저토피 터널구간의 지중침하 계측결과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검토구간의 지형, 지층분포, 터널 시공단계 

및 도로하중 등을 3차원 수치해석에 모사하여 터널굴착에 의한 저토피구간의 지반변형특성을 검토하였다. 수치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 지반문제에 대하여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MIDAS GTX NX를 이용하여 Fig. 7과 같이 모

델링 하였으며, 초기 단계, 변위초기화, 시공단계, 해석단계를 설정하여 단계시공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 진행하였

고, 지반설계정수는 Table 3과 같으며 실시설계 지반조사에서 획득된 자료를 적용하였다. 

저토피구간 터널굴착에 의한 터널 천단침하 및 지상부(지표하부 1.0 m) 지중침하 변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터널 굴착시점(15 km120.0) 기준으로, 0.0D, 3.0D, 6.0D, 9.0D, 12.0D의 위치를 관측측점을 설정하여 수치해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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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umerical analysis modelling

Table 3. Design ground constant

Classify
Unit weight

(γ, kN/m3)

Poisson’s ratio 

(υ)

Deformation 

modulus (E, MPa)

Cohesion 

(c, MPa)

Internal friction 

angle (Ø , °)

Soil 19.0 0.32 50.0 0.02 32.0

Weathered rock 20.0 0.30 150.0 0.03 33.0

Soft rock 23.0 0.28 2,000.0 0.40 35.0

저토피구간의 지층분포 및 터널 주변지반의 강도특성에 따라 정량적인 침하량의 크기는 상이하나, 전반적으

로 불량한 지반조건에 의하여 터널 굴착 초기에 선행변위가 발생한 후, 단계적인 터널 굴착에 의하여 침하량이 증

가하다, 관측측점 기준 약 2.0D 이상 터널막장이 전진하면 일정한 침하량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터널천단 최대 침하량은 23.93 mm가 발생되었고, Fig.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중침하량

은 18.92 mm (<1차 관리기준 19.0 mm)가 발생되었다. 수치해석에 의한 지중침하는 불량한 지반조건과 저토피

의 영향으로 터널 천단 침하의 약 80.0%수준의 비교적 큰 변위가 발생되었다. 이는, 최대 계측 지중침하량(14.48 

mm)과 비교하면 수치해석에 의한 지중침하량이 약 1.3배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8. Tunnel crown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Fig. 9.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index 

lower part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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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저토피구간 터널 굴착 시 발생되는 지반침하 특성은 토피조건 및 지반조건에 변화에 의

하여 다소 차이를 나타내나, 터널막장 기준 약 0.83D 전방영역에서 터널굴착(상반)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체 지반

침하량의 7~32%의 선행침하가 발생되는 것으로 Fig. 10(b)와 같이 검토되었다. 특히, 최대 선행침하는 지반조건

이 불량하고(터널상반: 토사, 하반: 풍화암) 토피고가 가장 높은(10.3 m (0.87D)) 15 km147.0 지점에서 터널 전체 

지반침하량(터널상반 굴착)의 32%가 발생되는 것으로 Fig. 10(a)와 같이 검토되었다. 저토피구간 터널굴착에 따

른 최종 지중침하를 분석한 결과, Fig. 10(d)와 같이 토사 및 풍화암이 깊게 분포한 터널 시점부의 지중침하가 크

게 발생되어 1차 지중침하 관리기준 19.0 mm에 근접한 변위량이 발생되었고, 터널 주변지반이 연암(암반등급

Ⅳ)이 분포하는 L = 95.0 m (15 km215.0), (Fig. 10(c) 참조) 이후 구간에서는 2.5 mm 이하의 미소한 지중침하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a) Face location 15 km147.0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b) Face location 15 km165.0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c) Face location 15 km220.0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d) Final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at 

shallow overburden section

Fig. 10.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by Numerical Analysis

6. 현장 계측자료 및 3차원 수치해석 비교검토

수치해석은 구조물의 형상 및 제원, 지반정보(지층분포 및 지반강도 특성)와 시공단계 등을 수치해석에 모델링

하여 변형특성, 응력 및 부재력을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수치해석은 

불규칙한 지반조건, 상이한 시공공정 및 시간경과에 따른 응력변화 등의 현장 시공환경 변화가 사실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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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는 제한사항으로, 실제 발생되는 변형 및 응력상태와 동일하게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 본 절에서는 저토피구간 터널 굴착 중 계측된 지중침하와 수치해석에 의한 지중침하를 비교 ․ 분석하여 상호

간의 차이점 및 유사성을 파악하였다.

6.1 터널굴착에 따른 선행침하 발생경향 비교분석

저토피 터널굴착구간에 대한 현장 계측 및 수치해석에 의한 선행침하 발생경향을 비교 ․ 분석한 결과, 수치해석

에 의한 선행침하 발생영역은 터널막장 기준 약 0.83D로, 지반 및 토피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터널막장 

전방의 소성영역(L = H ․ tan (45° + Ø/2))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Fig. 11에 나타났다. 

Fig. 11. Situ measurement and numerical analysis precedence settlement occurrence area

선행침하량은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구간 시점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되었고(-4.76 mm, 선행침하 발생비: 

32%), 기반암층이 상향 분포는 종점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저토피 구

간에서 가장 큰 변형특성을 나타내는 토사 및 풍화암층의 분포현황과 터널상부 토피지반을 터널에 작용하는 하

중조건으로 고려되는 수치해석의 전형적인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계측결과에 의한 선행침하 발생영역은 터널막장 기준 0.6~1.5D이며, 최대 선행침하량은 토피고가 가장 낮은 

15 km165.0 지점에서 발생하였다.(-3.737 mm, 선행침하 발생비: 40%) Table 4~6과 같이 저토피구간 터널굴착

에 의한 선행침하 발생영역, 침하량, 발생비 및 발생위치가 계측자료와 수치해석결과가 다소 상이한 것은 터널 상

부 지반보강을 위하여 설치되는 대구경 강관보강 그라우팅 천공 및 그라우팅 주입압 등에 의한 지반이완이 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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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낮은 15 km165.0 부근에서 실제 가장 큰 지반침하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 터널구간에서는 과도한 선행침하 및 터널막장 변형에 의한 터널 안정성 저

하 방지를 위하여 터널막장 전방 1.0D 이상 영역에 대한 보강(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터널 보강(보조)공

법 적용시 지반이완이 최소화되도록 저진동 천공장비 적용, 주입압 관리 및 단계적인 시공을 통한 집중응력 방지

대책 등의 상세히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Local conditions A-A: 15 km147 precedence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Measurement result Numerical analysis result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 occurrence territory:

0.6D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occurrence rate: 

-0.279 mm/24%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 occurrence territory: 

0.8D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occurrence rate: 

-4.67 mm/32%

Table 5. Local conditions B-B: 15 km165 precedence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Measurement result Numerical analysis result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 occurrence territory:

1.5D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occurrence rate: 

-3.737 mm/40%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 occurrence territory: 

0.83D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occurrence rate: 

-3.17 m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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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cal conditions C-C: 15 km220 precedence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Measurement result Numerical analysis result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 occurrence territory: 

0.8D

∙ Precedence displacement(settlement)/occurrence rate: 

-1.917 mm/20%

∙ Precedence displacement (settlement) occurrence territory: 

0.83D

∙ Precedence displacement(settlement)/occurrence rate: 

-0.65 mm/7%

6.2 저토피구간 최종 침하발생경향 비교분석

저토피 터널굴착에 의한 지반침하는 계측 및 수치해석 결과 모두 토사 및 풍화암층이 깊게 형성되어 상대적으

로 지반조건이 불량하고 토피조건이 얕은 저토피 시점부에서 지반침하량이 크게 발생되었으며, 기반암(연암 및 

경암)선이 상승하는 종점부로 갈수록 침하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Fig. 12와 같다. 단, 저토피 시점부(15 km 

120.0)에서 15 km160.0구간의 최종 침하특성이 상이한 것은 6.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터널 상부 지반보강을 

위하여 설치되는 대구경 강관보강 그라우팅 천공 및 그라우팅 주입압 등에 의한 지반이완으로 발생된 지반융기

와 상대적으로 높은 토피조건(10.2 m, 0.9D)에 강성보강대책(PD-6-2B) 적용으로 터널 주변지반의 강도특성 개

선의 영향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실제 계측된 최종 침하량이 수치해석 결과보다 작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2. Ground settlement occurrence tendency by situ measurement and numerical analysis at shallow 

overburde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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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반조건이 불량하고 충분한 토피고가 확보되지 못하여 터널 주변지반의 아칭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토피 구간에서는 강성보강대책의 적용도 중요하나, 터널굴착 및 보강공법 시공중 발생되는 지반이완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단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터널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갱구부, 계곡부 및 기존 절토부 등의 저토피구간을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저토

피구간은 지질학적으로 풍화가 깊은 심도까지 진행되어 지반공학적인 강도특성이 매우 불량한 토사 및 풍화암층

이 발달되어 있고, 터널 천장부 토피가 낮아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실제 저토피 터널구간

을 굴착할 때, 설계에서 평가한 내용과 상이한 변형 및 응력특성이 다수 발생되는데 이는, 저토피 터널구간 굴착

중 발생되는 지반변형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저토피구간의 범위, 적합한 굴착방법, 보강공법의 선정, 보강

공법 적용영역 및 시공방안 수립 등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토피 터널구간(○○~○○ 철도건설 제○공구 ○○터널) 실측계측자료 분석과 현장

의 지형, 지반조건 및 터널 시공현황 등을 고려한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저토피 터널굴착에 의한 지반변형

특성 검토하였다.

현장 계측 및 수치해석에 의한 지반침하를 비교 ․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사성 및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수치해석에 의한 선행침하 발생영역은 터널막장 기준 약0.83D로, 지반 및 토피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터널막장 전방의 소성영역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침하량은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

구간 시점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되었고(-4.76 mm, 선행침하 발생비: 32%), 기반암층 상향 분포는 종점부로 갈수

록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저토피 구간에서 가장 큰 변형특성을 나타내는 토사 및 

풍화암층의 분포현황과 터널상부 토피지반을 터널에 작용하는 하중조건으로 고려되는 수치해석의 전형적인 특

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계측결과에 의한 선행침하 발생영역은 터널막장 기준 0.6~1.5D이며, 최대 선행침하량은 토피고가 가장 낮은 

서원기(현)15 km165.0 지점에서 발생하였다(-3.737 mm, 선행침하 발생비: 40%). 저토피구간 터널굴착에 의한 

선행침하 발생영역, 침하량, 발생비 및 발생위치가 계측자료와 수치해석결과가 다소 상이한 것은 실제 시공중 발

생되었던 대구경 강관 그라우팅에 의한 막장 전방지반 이완(지반융기), 지반의 불균질성 및 불규칙성 및 터널굴

착중 시공여건 변경 등이 수치해석에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

서는 선행 침하의 실측방안 및 이를 고려한 해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 터널구간에서는 과도한 선행침하 및 터널막장 변형에 의한 터널 안정성 저

하 방지를 위하여 터널막장 전방 1.0D 이상 영역에 대한 보강(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터널 보강(보조)공

법 적용시 지반이완이 최소화되도록 저진동 천공장비 적용, 주입압 관리 및 단계적인 시공을 통한 집중응력 방지

대책 등의 상세히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Yoon-sic SeoㆍDeok-yeon KimㆍGyeong-seon MoonㆍHyeob KimㆍSang-hwan Kim

1058

또한, 지반조건이 불량하고 충분한 토피고가 확보되지 못하여 터널 주변지반의 아칭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

토피 구간에서는 강성보강대책의 적용도 중요하나, 터널굴착 및 보강공법 시공중 발생되는 지반이완이 최소화되

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단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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