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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굴착중 굴착면 단층파쇄대와 지하수 

용출 구간에서 단계별 변위 거동 특성 분석

김낙영
1
ㆍ박건태

2
ㆍ백승철

3
ㆍ이강현

4
ㆍ최진웅

5
ㆍ허  열

6*

1
정회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2
비회원,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3
비회원,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4
정회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5
비회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6
비회원,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Analysis of displacement behavior in 

fractured fault and groundwater flow under 

tunnel excavation

Nag-Young Kim
1
ㆍGun-Tae Park

2
ㆍSeung-Cheol Baek

3
ㆍKang-Hyun Lee

4
ㆍ

Jin-Woong Choi
5
ㆍYol Her

6*

1
Membe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Chief Researcher

2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Department Manager

3
And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Professor

4
Member, Expresswa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5
Expresswa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6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Yol Her, heoyol@yahoo.co.kr

Abstrac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detailed geotechnical investigation on the tunnel section in 

order to secure the tunnel design and construction stability. It is necessary for the 

importance of geotechnical investigation that needed for the analysis of distribution 

and size of fractured fault zone and distribution of groundwater in tunnel .However, if 

it is difficult to perform the ground survey in the tunnel design due to ground condition 

of the tunnel section and the limited conditions such as civil complaint, the tunnel 

design is performed using the result of the minimum survey. Therefore, if weathered 

fault zone exists in the face the reinforcement method is determined in the design 

process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tunnel.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inforcing 

the tunnel excavation surface is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tunnel by performing 

quick reinforcement. In particular, if groundwater leaching occurs on the excavation 

surface, more rapid reinforcement is needed. In this study, fractured fault zone exists 

on the tunnel excavation surface and displacement occurs due to weathered fracture 

zone. When the amount of groundwater leaching rapidly increased under the condition 

of displacement, the behavior of tunnel displacement was analyzed based on tunnel 

collapse. In the study, reinforcement  measures were taken because the fir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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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 did not converge continuously. After the first reinforcement, the displacement was not converged due to 

increased groundwater leaching and the second stage displacement occurred and chimney collapse occurred.

Keywords: Reinforcement Measures, Distribution of Groundwater, Tunnel Displacement

초 록

터널설계 및 시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은 터널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지반조사분석이다. 이러한 지반조사의 중요

성은 터널구간에 단층파쇄대 분포와 규모 그리고 지하수 분포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터널구간의 지형조건과 민원 등의 

제한조건으로 터널설계시 지반조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활용하여 터널설계를 수행한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 터널 시공 중 단층파쇄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터널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수행하여 보강공법을 결정하게 

된다. 터널굴착면에 대한 보강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보강을 수행하여 터널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특히 굴착면에 지하수 용출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속한 보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굴착면에 단층파쇄대가 존재하고 있고 굴착 후 단층파쇄대로 

인하여 변위가 발생한 상태에서 지하수 용출량이 급증한 경우의 붕락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 터널

은 1단계 변위가 수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강조치를 하였고 그 이후 지하수 용출량의 증가로 인해 변위가 수렴되지 않고 2

단계 변위가 발생하여 추가보강 작업중 3단계 변위발생 과정 중 지표면 함몰붕락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보강방법, 지하수 분포, 터널변위

1. 서 론

물류와 여객수송의 핵심은 신속한 주행성능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최근 개통되는 도로와 

철도에서 터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터널공사량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동서방향으로 횡

단하는 도로의 경우 전체연장에 비하여 터널연장 비율은 각각 61%, 43%, 54%로 이루어져 있고, 산지가 70%인 

우리나라에서 기하구조와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터널이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

용되는 터널공법은 굴착하면서 현장계측 결과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법으로 암반과 지보재 거동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이 중요하다. 즉 실제 굴착을 하면서 굴착면에 대한 관찰과 계측을 통해 초기의 설계조건과 비교하므로서 

설계계획단계에서 예측하였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터널설계는 터널 입구부

에 수직 및 수평보링과 지표면에 물리탐사 자료만으로 지질도와 지보패턴을 결정한다. 그러나 설계시 조사자료

만을 가지고 완벽하게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타입에 의존하여 현장에서는 그대로 적용하

므로써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터널구간 지형특성상 당초 설계시 도심지 구간 등은 건축물, 민원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설계시 수행되는 지반조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반조건이 

단층파쇄대와 같이 취약한 구간이 국부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계보다 지보패턴을 상향조정하

여 시공하였으나, 막장부에서 단층파쇄대 분포에 의한 지하수를 다량 함유한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

보재의 과대변위에 의한 내공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내공변위는 상대적으로 지보간격이 넓은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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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발생하였으며, 터널 필러부 측에서 터널 내측방향으로 터널변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수치해석을 통한 보강공법 지보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대부분 검토결과는 차수그라우팅+대구경강

관 +지보재 조정+인버트 설치시 지보재에 발생하는 부재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

는 것으로 검토된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굴착면에 단층파쇄대가 존재하고 있고 굴착 후 단층파쇄대로 인하여 변

위가 발생한 상태에서 지하수 용출량이 급증한 경우에 붕락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 거동특성을 현장변위 계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 터널은 1단계 변위가 수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서 보강조치를 하

였고 그 이후 지하수 용출량의 증가로 인해 변위가 수렴되지 않고 2단계 변위가 발생하여 추가보강 작업중 3단계 

변위발생 과정중 지표면 함몰붕락이 발생하였다.

2. 터널거동 일반

본 연구구간과 같이 불량한 지반에 위치한 터널은 굴착 초기에 큰 변형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터널 굴착이 수행

된 직후 조기에 계측을 수행하여 정확한 지반 변형을 평가하여야 하며, 향후 막장 관찰자료 및 계측결과 등 시공

자료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정성 및 경졔성 모두를 만족하도록 하는 시공이 필요하

다. 다음 Fig. 1과 같이 실제 설계와 시공 지보패턴이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공 중 터널 설계시 지표지질조

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결과와의 상호 입체적 연계분석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a) North bound lane (b) South bound lane

Fig. 1. Comparison of supporting pattern (Design and Construction)

이와 같이 터널굴착시 굴착 대상 지반의 연약한 강도, 과다한 지하수 유입, 단층파쇄대 파쇄절리를 통한 굴착면

에서 발생되는 변위 및 국부적으로 붕락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요약하면 터널 시공 중에 발생하는 외력

을 터널 지보재가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성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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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터널굴착 및 지보재를 설치하는 동안 터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의 확보이며 지보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반이완이 발생하고 하중이 점진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국부적인 탈락 또는 균열, 파손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터널붕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굴착 중에 발생하는 붕괴유

형으로는 지지력 부족에 인한 붕괴, 측압증가에 의한 붕괴, 가지보재 파괴에 인한 붕괴가 있다. 지지력 부족에 의

한 붕괴는 터널하반에 연약한 지반이 출현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지지력의 부족으로 터널 상반에 설치된 1

차 지보재의 우각부 침하로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공단면의 유지가 곤란하고 지보재의 균열 등을 초래하

여 직접적으로 터널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측압 증가에 의한 붕괴는 일반적으로 원지반의 구속응력 중 연직응력보다 수평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측벽부에 과다한 변위발생으로 1차 지보재 천장부에 균열발생, 하부 지반의 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터널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0).

(a) Deformation due to lack of 

bearing capacity

(b) Upheaval of tunnel bottom (c) Side wall deformation

Fig. 2. Upheaval behavior and deformation of tunnel bottom

지보재 폐합 후에 발생하는 터널의 붕괴유형은 전단파괴에 인한 붕괴, 압축파괴에 의한 붕괴, 펀칭파괴에 인한 

붕괴, 휨압축파괴에 인한 붕괴, 밀림현상에 의한 붕괴가 있다. 전단파괴에 의한 붕괴유형은 연약대, 파쇄대, 단층

대 등 국부적으로 취약한 지층조건과 터널이 간섭될 경우 취약한 부분에 집중된 지반응력 및 하중 등이 터널의 지

보재에 국부적인 외력으로 작용하여 지보재의 전단파괴를 유발하여 발생한다. 압축파괴에 의한 붕괴유형은 주로 

지반응력이 지보재의 저항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터널의 계획심도가 깊어 과지압이 작용하는 경우, 

터널 내부로 지하수 침투가 원활하지 않아 지보재 배면에 수압이 집중되는 경우, 함수량이 높은 팽창성 지반에 터

널이 계획되는 경우 등에서 볼 수 있다. 압축파괴에 의한 붕괴는 전단파괴에 인한 붕괴와 마찬가지로 국부적인 취

약한 지반과 터널이 간섭할 경우 취약한 지반에 집중되는 과다변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휨압축파괴에 의한 

붕괴유형은 압축파괴에 의한 붕괴유형이 발생하는 조건과 유사한 경우에 발생하며, 연속체 특성을 보이는 지보

재에 압축하중이 발생할 경우 지보재의 휨저항력이 이에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에 발생한다. 밀림현상에 의한 붕괴

유형은 다른 붕괴유형과는 다소 상이한 붕괴특성을 보이는 경우로 지보재와 원지반이 충분히 밀착되지 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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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반변위 발생에 지보재가 함께 저항하지 못하고 상대변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한국터널지하공간

학회, 2010).

3. 소규모 단층파쇄대와 지하수 용출시 단계별 터널 거동 분석

3.1 1차 변위 발생 분석

터널은 크게 도심지 지하에 설치되는 터널과 산악지에 설치되는 산악지터널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산악지 터

널의 경우, 지형조건에 따라 터널구간에 대한 설계시 지반조사 분석결과와 터널 시공 중 터널굴착면 지반조사 분

석결과와 유사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층파쇄대와 지하수 상태에 대하여 설계시 예

측과 시공 중 예측이 다른 경우에는 붕락 및 과다변위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두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터널 굴착면에 신속하지 대응방안 부족과 단층파쇄대와 지하수 용출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설계시에 지반조건을 정확하게 모두 조사분석 될 수 없으므로 보강설

계를 고려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다음 Fig. 3과 같이 50~100 cm 정도의 단층파쇄대가 터널 굴착면

에 존재하고 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보강방안을 적용하는데 제약조건이 많다(기술보고서, 2007).

(a) Geological condition (b) Fractured fault in the face

Fig. 3. Tunnel geological condition

다음 Fig. 4는 상기 Fig. 3 단층파쇄대가 굴착면에 존재하고 있어 보강을 위한 강관다단 그라우팅 작업 중 터널 

굴착면 지하수 용출로 인하여 추가 변위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터널은 다음 Fig. 5와 같이 압성토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변위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원설계시 본 구간에 대하여 천단부에 풍화토층이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검토구간에 대해 시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터널 천단부에는 자갈섞인 모래인 퇴적층이 약 2 m 내외의 층후로 분포하고 있으며, 단층파

쇄대가 좌측부에 존재하고 퇴적층 상부에는 연약점토층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다음 굴착할 구간은 터널상반 및 

하반부의 대부분이 풍화토, 풍화암층이 분포하고 있어, 원 설계시 가정한 지층조건과 상이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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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water flow under reinforcement (b) Displacement of ground surface due to 

groundwater flow

Fig. 4. Displacement of cutting surface due to groundwater flow

(a) Countermeasure of counterweight fill 

at tunnel excavation

(b) Countermeasure of displacement at ground surface

Fig. 5. Countermeasure of displacement control due to groundwater flow at cutting surface

3.2 1차 변위 발생후 터널굴착면 지질조건을 고려한 수치해석 결과

붕락 후 터널굴착면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터널 수치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치해석결과는 다음 Fig. 6~10과 

같다. 본 분석을 위하여 터널 범용해석 프로그램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마이다스 GTX

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천단부 변위가 최종 단계시 28.53~29.80 mm로 검토되었으며, 원설계시 10.63~11.73 mm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 이상으로 큰 값을 보이는데 이는 지층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대 천단변위는 32.99 mm로 검토되

었다.

록볼토 최대축력은 천단부에서 119.53 kN으로 허용치인 88.70 kN을 초과하므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숏크리트는 최대 6.18 MPa로 허용치 8.40 MPa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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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 of ground surface collapse

Fig. 7. Distribution of shotcrete bending compressive stress

Fig. 8. Distribution of rockbolt axial force

Fig. 9. Step by step analysis of displacement after first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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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alysis of rockbolt axial force (b) Analysis of shotcrete stress

Fig. 10. Analysis of support after first collapse

3.3 지하수 용출에 따른 2차 변형 발생 분석

1차 변형 발생후 다음 Fig. 11과 같이 터널내 지하수 용출량 증가와 국부적으로 토사가 30 m
3
 탈락하였고 이로

인해 터널 좌측벽 숏크리트 균열 및 강지보재 변형발생하였다.

2차 발생원인 상부 실트질 풍화토층이 대수층에 의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굴착으로 인해 이완토압과 수압

이 일시 지보재에 작용하여 지보재 저면 지지력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 Ground flow at tunnel cutting surface (b) Debonding of shotcrete at tunnel side wall

Fig. 11. Secondary displacement of cutting surface due to groundwater flow(Shotcrete debondign

(a) Groung plan of second displacement occurrence (b) Cause analysis of lower end side wall displacement

Fig. 12. Concept of secondary displacement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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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차 변위로 인한 지표면 함몰붕락 발생 분석

2차 발생이후 추가적인 수발대책을 적용하고 보강 작업 중 다음 Fig. 13과 같이 지표면 함몰형태의 붕락으로 

확대되었다. 지표면 함몰은 폭 9 m, 깊이 1.8 m, 40 m
3
로 조사되었다.

(a) Collapse of crown due to third displacement (b) Surface subsidence due to third displacement

Fig. 13. Surface subsidence due to third displacement (width 9m, length 1.8m)

이와 같은 3차 변위 추가발생으로 인한 지표면 함몰붕락은 다음 Fig. 14와 같이 터널 천단부에 다량의 지하수

가 포함되고, 지반강도특성이 매우 불량한 퇴적토(자갈질 모래) 및 풍화토층의 하향 분포로 터널 천장 및 아치부

의 보강된 강관 사이로 토사유출(Q=27.0 m
3
)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4. Volume of groundwater flow out

Fig. 15. Measurement result of Crown settlement/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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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Measurement result of Crown settlement/Convergence

3.5 단계별 변위 발생에 대한 대책방안

본 연구대상 터널과 같이 단층파쇄대와 지하수 용출이 시간적인 편차를 두고 지하수 용출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위가 억제되지 않고 단계별로 변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서 굴착면에서 과다변위에 의한 안정성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터널 바닥부에 다음 Fig. 17과 같이 인버트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변위에 대한 터널 변

형제어를 위해서 강재 인버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버트는 다음 Fig. 17과 같이 수치해

석 결과에서 곡선형상 인버트 단면 적용시의 경우, 응력집중에 의한 소성영역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기술보고서, 2002).

(a) Distribution of plastic zone (invert uninstalled) (b) Distribution of plastic zone (invert installed)

Fig. 17. Behavior characteristic of invert

요약하면 터널 굴착시 곡선 형상의 강재인버트와 숏크리트 타설에 의한 조기의 링폐합은, 터널변형 및 터널주

변 지반의 응력집중을 감소시켜 터널의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다음 Fig. 18과 같이 터널 인버트 형상은 터널 변형

억제 및 이완응력 집중 방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곡선형 형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인버트에 설치되는 숏크리

트 두께는 설계된 숏크리트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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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eptual diagram of reinforcement plan (b) Picture of reinforcement plane

Fig. 18. Reinforcement plan of displacement occurrence area

4. 결 론

터널설계시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민원등의 제한조건으로 인하여 지반조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설계시 분석된 

지반조건과 시공 시 터널굴착면 지반조건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게된다. 특히 소규모 단층파쇄대 존재하고 이

러한 단층파쇄대로 인하여 변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지하수 용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계

별 변위 발생이 발생하고 지하수 용출량 증가시 대규모 붕락으로 발생하는 조건으로 확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1

차, 2차, 3차 단계별 변위증가 이후 붕락이 발생한 실제 현장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터널설계시 추정한 지보패턴과 시공시 조사한 지보패턴 편차가 2등급 이상 발생하고 굴착면에 단층파쇄대

가 소규모(폭 50~100 cm)단층파쇄대가 존재하고 터널굴착면에서 지하수 용출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

에는 1차, 2차, 3차 단계별 변위 및 붕락이 발생하는 경향이 분석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선정한 터널 관리기

준 이내 변위계측 값을 확인하여도 단층파쇄대가 존재하고 굴착면에서 지하수 용출이 서서히 발생하는 조

건에서는 굴착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터널굴착중 굴착면에서 지하수 용출량이 증가하면 우선적으로 수발공 등을 설치하여 배수처리를 우선적으

로 조치하는데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로 인한 장기적인 지반강도 감소를 고려하여 보강

방안을 현상태 조건에서 선정한 보강방안보다 보수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단계별 변위 발생 및 붕락형태는 1차 변위발생 시에는 천단부 변위가 최종단계 시 29.80 mm로 분석되었으

며, 원설계 시 11.73 mm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 이상으로 큰 값을 보이는데 이는 지층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대 천단변위는 32.99 mm로 분석되었다. 2차 변위발생 시에는 1차 변형 발생 후 터널 내 지하

수 용출량 증가와 더불어 터널 좌측벽 숏크리트 균열 및 강지보재 변형이 발생하였다. 3차 변위발생 시에는 

터널 천단부에 다량의 지하수가 포함되고, 지반강도특성이 매우 불량한 퇴적토(자갈질 모래) 및 풍화토층

의 하향 분포로 터널 천장 및 아치부의 보강된 강관 사이로 토사유출(Q=25.0 m
3
)이 발생하면서 지표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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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이 발생하였다.

4. 본 연구대상 터널과 같이 단층파쇄대와 지하수 용출이 시간적인 편차를 두고 지하수 용출이 서서히 증가하

는 경우에는 변위가 억제되지 않고 단계 별로 변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굴착면에서 과다변위에 의한 안

정성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다. 터널 바닥부에 강재인버트와 숏크리트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변위에 대한 터

널 변형제어를 위해서 강재 인버트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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