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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 of the underground space for the infrastructures in urban area is increasing, 

and especially the demand for shallow tunnels increased drasticall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shallow tunnel in the urban area should fulfill not only its own safety 

conditions but also the safety condition for the adjacent structures and the surrounding 

sub-structure. Most of the studies on the behavior of shallow tunnels concentrated only 

on their behaviors due to the local deformation of the tunnel, such as tunnel crown or 

tunnel sidewall.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performed for the behavior of the 

shallow tunnel due to the deformation of the entire tunnel. 

Therefore, in this study the behavior of the surrounding ground and the stability caused 

by deformation of the whole tunnel were studied. For that purpose, model tests were 

performed for the various ground surface slopes and the cover depth of the tunnel. The 

model tunnel (width 300 mm, height 200 mm) could be simulationally deformed i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 The model ground was built by using carbon rods of 

three types (4 mm, 6 mm, 8 mm), in various surface slopes and cover depth of the 

tunnel. The subsidence of ground surface, the load on the tunnel crown and the 

sidewall, and the transferred load near tunnel were measured. 

As results, the ground surface subsided above the tunnel, and its amount decreased as 

the distance from the tunnel increased. The influence of a tunnel ceased 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tunnel. At the inclined ground surface, the wider subsidence has 

been occurred. The loads on the crown and the sidewall were clearly visible, but there 

was no effect of the surface slope at a certain depth. The load transfer on the adjacent 

ground was larger when the cover depth (on the horizontal surface) was lager. The 

higher the level (on the inclined surface), the wider and smaller it appear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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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ow tunnel under inclined surface, the transfer of the ambient load on the tunnel sidewall (low side) was clearly 

visible.

Keywords: Shallow Tunnel, Ground Subsidence, Crown Load, Sidewall Load, Load Transfer

초 록

도시 내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얕은터널의 수요가 늘고 있다. 도

시 내 얕은터널은 자체 안정성 뿐만 아니라 상부 건축물과 터널 주변 지중매설물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얕은터널에 대한 연구는 천단부나 측벽부 등 국부적 변형에 따른 주변지반 거동에 집중되었고 터널 전체의 변

형에 따른 주변지반의 거동을 연구한 예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 전체의 변형에 의해 발생되는 주변지

반 거동의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분석하고 그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터널 상부지표의 경사와 토피별로 구분

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터널(폭 300 mm, 높이 200 mm)은 도로 2차선 터널 단면을 기준으로 수직 ․ 수평방향

으로 동시에 내공변위가 일어나도록 제작하였으며, 모형지반은 3가지 규격(직경 4 mm, 6 mm, 8 mm)의 탄소봉으로 조

성하였고, 터널 전체를 변형시키면서 터널 토피와 상부지표의 경사에 따른 지표침하, 천단하중, 측벽하중, 하중전이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얕은터널의 지표침하는 터널상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터널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여 일정

영역을 벗어나면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사지에서는 토피가 높은 곳의 지표침하가 넓게 나타났다. 천단하중과 측벽하중

은 지표경사의 영향이 뚜렷하였으나 토피가 일정깊이 이상이면 지표경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터널의 하중전이는 수

평지표에서는 토피가 높을수록, 경사진 지표에서 지표가 높을수록 하중전이 폭이 넓고 크기가 작게 나타났으며, 경사진 

지표 하부 얕은 터널에서는 토피가 낮은 쪽의 터널 측벽부 주변 하중전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요어:얕은터널, 지표침하, 천단하중, 측벽하중, 하중전이

1. 서 론

도시 내의 도로, 상하수도, 가스, 냉난방, 전력선로 등의 기반시설은 안정성과 경제성은 물론 도시미관과 직접

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하화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도심지 얕은터널의 적용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얕은터널은 굴착에 의한 영향(지반변위 등)이 터널상부 지표에까지 미치는 터널이며, 통상적인 지반에서 

0.5D~2.0D 사이의 터널을 말한다. 현재까지 얕은터널에서 천단부나 측벽부 등 국부적 변형에 따른 주변지반의 

변위거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Gnilsen, 1989; Kim, 2002), 터널 전체의 변형에 따른 주변지반의 

거동특성을 연구한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봉으로 조성된 모형지반에서 천단부와 측벽부가 동시에 변형되는 모형터널에 일정

한 속도로 변위를 제어하며 터널의 변위거동에 따른 주변지반의 거동특성을 규명하였다. 모형시험은 토피고

(0.5D~2.0D, D:터널의 최대폭)와 지표경사(0°, 10°, 20°)를 변수로하고 터널의 변형에 따른 천단부, 측벽부의 하

중변화, 터널 주변지반의 하중전이 그리고 지표침하량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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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얕은터널에 작용하는 이완하중과 지표침하

터널을 굴착하면 터널부분에 작용하던 하중이 주변지반으로 전이되어서 연직응력이 터널 양측에서는 토피압

보다 커지고 천단 위쪽에서는 토피압보다 작다(Terzaghi, 1936). Terzaghi는 Trapdoor 시험(Fig. 1)을 통해 터널

굴착에 의한 응력전이 현상을 규명하고 사일로 이론을 적용하여 얕은터널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였다. 

Trapdoor 시험에서 하강 판에 작용하는 하중은 하강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아지고 일정 하강량에서 최소가 되며, 

이후 증가하였다.

(a) Relation of load-drop displacement at trapdoor (b) Trapdoor model

Fig. 1. Trap door test (Terzaghi, 1936)

얕은터널에서 내공변위에 의한 지반손실의 영향이 지표까지 전달되어 발생하는 지표침하는 3차원 형상이 되

며, 지표침하가 최대가 되는 위치는 터널 굴진면에서 일정거리만큼 떨어진 후방 중심축 상이며, 지반형태, 터널 

크기, 깊이 및 굴착방법, 라이닝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발생된다. 터널굴착에 의한 상부 수평지표면의 침하(연직

변위 uv, Fig. 2)는 지반과 터널상태를 고려하여 관리한다. 횡방향 지표침하는 지반손실의 영향범위 내에서 발생

하고 최대 지표침하는 지표의 침하부피나 천단의 반경과 체적변형율로부터 구한다(Lee, 2013).

Fig. 2. Lateral ground subsidence

얕은터널 상부 수평지표면의 침하는 Fig. 3과 같이 중심축 상에서 가장 크고, 터널 횡방향으로 지표침하가 발생

하는 한계범위는 대개 터널 중심에서 침하곡선의 최대경사점(ai, Max slope point)까지 수평거리의 2.5~3.0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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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ai이며, 대체로 2.5ai를 적용한다(Cording and Hansmire,1975; Clough et al., 1981; Attewell, 1978). 횡

단 지표침하는 지반이 등체적 변형하는 균질한 탄성체로 가정하고 Lame의 탄성해를 적용하여 구하거나, 지표침

하 형상이 Gauss분포나 포물선 모양이며, 지표침하 부피와 터널 내공축소에 의한 부피변화가 같다고 가정하여 

구할 수 있다(Choi, 2012).

Fig. 3. Shape, slope and curvature of lateral ground subsidence (Cording/Hansmire, 1975; Clough et al., 1981; 

Attewell, 1978)

3. 실험장치

3.1 개 요

모형시험은 탄소봉으로 지반을 조성하고 평면변형률상태(plane strain state)로 수행하였다. 모형시험기는 

1,500 mm (width) × 1,200 mm (height)규격의 강재프레임(ㄷ-100 × 50 × 5 × 7.5)과 모형터널로 구성되었다. 

모형터널은 시험시 외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강성이 크고 경량인 알미늄을 이용하여 300 mm (width) × 200 mm 

(height) × 55 mm (length)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모형터널은 등속변위제어가 가능한 gear box와 베어링 장치를 

이용하여 천단부와 측벽부가 동시에 변형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모형지반은 길이 55 mm이고 직경 4 mm, 6 mm, 

8 mm인 3종류의 탄소봉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Fig. 4. Tunn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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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변수

모형시험에서 터널 상부의 지표경사(Land slope)와 토피(Cover depth)를 시험변수로 설정하였다. 터널중심을 

지나는 연직축을 기준으로 지표경사가 0°, 10°, 20°일 때 토피 0.5D, 1.0D, 1.5D, 2.0D (D:터널 최대폭)까지의 

12case와 지표가 수평(Land slope=0°)인 경우 토피 1.25D를 추가하여 총 13case의 시험을 실시하였다(Table 1).

Table 1. List of the tunnel model tests

Land slope (°, Degree) Cover depth Test name

0° (A00)

0.5D (T05) A00T05

1.0D (T10) A00T10

1.25D (T125) A00T125

1.5D (T15) A00T15

2.0D (T20) A00T20

10° (A10)

0.5D (T05) A10T05

1.0D (T10) A10T10

1.5D (T15) A10T15

2.0D (T20) A10T20

20° (A20)

0.5D (T05) A20T05

1.0D (T10) A20T10

1.5D (T15) A20T15

2.0D (T20) A20T20

3.3 모형지반

시험에 사용된 모형지반은 3가지 규격(직경 4 mm, 6 mm, 8 mm)의 탄소봉을 이용하여, 지반의 단위중량 1.4 

kN/m3, 내부마찰각 27°, 점착력 0 kPa인 지반을 조성하였다. Fig. 5는 토피 1.0D일때 세가지 유형의 지표경사에 

대한 지반조성 광경이다. 

Fig. 5. Ground conditions of tunnel mode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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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측

모형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터널 변형에 의한 터널과 주변지반의 응력변화, 지표침하를 측정하기 위해 하중계, 

변위계 그리고 데이터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측하였다. 터널 내측 3개소(천단부 1개소, 좌 ․ 우 측벽

부 2개소)에 하중 측정장치인 Load cell을 부착하여 터널의 하중변화를 측정하였고, 터널 주변지반의 하중변화는 

터널 좌 ․ 우측에 수평으로 배치된 바닥판(width = 60 mm, 50 mm, 75 mm, 75 mm, 100 mm, 100 mm, 150 mm)

에 Load cell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표침하는 터널 중심을 기준으로 터널상부 지표 좌 ․ 우측에 100 mm 간격

으로 변위측정 장치인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s)를 설치하고 터널 변형에 따른 지표 침

하량을 측정하였다. 계측기의 감도는 load cell 1/1,000N, LVDT 1/100 mm이며 시험 중 측정한 data는 데이터 수

집장치인 TDS-301 Data logger로 처리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시험결과는 최초 지반조성시의 하중-변화량을 기준으로 하고, 터널변형에 따른 지표침하, 천단하중, 측벽하중, 

하중전이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지표침하는 터널의 내공변형이 1 mm 발생할 때마다 측정하였고, 최대 터널변형

은 10 mm까지로 하였다. 이때 최대 변형량은 예비시험의 결과를 통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형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다. 

4.1 지표침하

터널 변형에 따른 지표침하는 지표경사(0°, 10°, 20°)를 고려하여 토피별로 분석하고, 지표침하의 변화는 지표 

전 영역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표침하는 터널상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터널 중심에서 이격 될수록 감소하며 

일정영역 이상 이격되면 발생하지 않았다. 지표경사가 커지면 토피가 높아지는 곳의 지표침하가 넓게 나타났다.

4.1.1 지표경사 0°인 경우(A00 case)

Fig. 6. Ground subsidence & horizontal range test (A00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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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T05일 때에는 터널중앙의 좌 ․ 우측 ±1.33D (400 mm) 범위에서 침하가 발생하고, 최대경사점(ai)은 좌 ․

우측 ±0.5D (150 mm)에 위치하였다. 최대침하량은 터널중 천단부 중앙에서 5.50 mm가 발생하였다. A00T10의 

침하영역은 1.67D (500 mm)이고 최대경사점(ai)은 0.67D (200 mm)이며 최대침하량은 5.81 mm가 발생하였다. 

토피고 0.5D 보다 1.0D에서 최대침하량이 크게 발생되었는데 토피가 얕은 0.5D에서는 터널 천단의 형상이 지표

침하 트라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토피고에 대한 지표침하 발생경향은 Table 2와 같고, 토피가 

증가할수록 지표침하는 감소하고 침하영역과 최대경사점의 위치가 터널과 이격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Fig. 3에서 언급한 지표침하의 수평적인 한계범위는 최대경사점(ai)의 2.5~3.0배(2.5~3.0 ai)이내에서 발생

하였다. 

Table 2. Relation of horizontal subsidence range & curvature changing point

Test Limit (ai)

Left side ← Horizontal subsidence range → Right side

Limit (left)
Max slope point

(ai, left)

Max slope point 

(ai, right)
Limit (right)

A00T05 2.50 ai 400 mm 160 mm 160 mm 400 mm

A00T10 2.50 ai 500 mm 200 mm 200 mm 500 mm

A00T125 3.00 ai 600 mm 200 mm 200 mm 600 mm

A00T15 3.00 ai 600 mm 200 mm 200 mm 600 mm

A00T20 3.00 ai 600 mm 200 mm 200 mm 600 mm

4.1.2 지표경사 10°인 경우(A10 case) 

Fig. 7. Ground subsidence & horizontal range test (A10 case)

경사가 있는 지반조건에서 터널 지표침하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표경사 10°에서 토피고 0.5D인 경우 좌측 

1.33D, 우측 1.67D의 범위에서 침하가 발생하고, 최대침하는 6.10 mm가 발생하였다. 토피고 1.0D에서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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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좌측2.0D 이상, 우측 1.67D의 영역에서 침하가 발생되어 토피고 0.5D보다 침하영역이 넓어졌고, 최대침하는 

5.75 mm가 발생하였다. 토피고 1.5D와 2.0에서 침하영역은 좌측 2.0D 이상, 우측 2.0D에서 침하영역이 발생하

여,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침하영역은 넓어졌고 특히 토피가 높은 좌측지표에서는 시험기의 경계까지 확장되는 

넓은 영역의 침하가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때의 최대 침하량은 각각 4.12 mm, 3.50 mm가 발생하여 토피

가 커질수록 최대침하량은 감소하였다. 최대경사점(ai)은 높은쪽 지표(터널 좌측)에서 토피고 0.5D와 1.0D일 때 

1.26D, 토피고 1.5D와 2.0D일 때 1.83D에서 발생되었다. 

4.1.3 지표경사 20°인 경우(A20 case)

Fig. 8. Ground subsidence & horizontal range test (A20 case)

지표경사가 20°인 경우 토피고 0.5D에서는 터널 좌측 2.00D 이상, 우측 1.50D의 범위에서 침하가 발생하고, 

최대침하는 5.05 mm가 발생하였다. 토피고 1.0D는 터널 좌측 2.0D 이상, 우측 1.333D의 범위에서 지표침하가 

발생하고 최대침하는 터널 우측 중앙에서 0.33D사이에서 5.09 mm가 발생하였다.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지표침

하영역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지표침하는 감소하였다. 최대침하가 발생하는 위치는 토피가 낮은 쪽인 터널 천단

부의 우측에서 발생되었다. 지반 경사의 영향으로 최대침하 발생위치는 토피가 낮은 천단부 우측에 편향되어 발

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대경사점(ai)은 토피고 0.5D인 조건에서 터널 좌측 1.00D 지점에서 나타났다.

Table 3. Ground subsidence & horizontal range

Test Ground subsidence
Horizontal range

Left side Right side

A00T05 5.50 mm 1.33D 0.83D

A00T10 5.81 mm 1.67D 1.17D

A00T125 4.74 mm 2.00D 1.50D

A00T15 4.31 mm 2.00D 1.5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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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천단하중

천단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터널변형이 시작되면 초반에 급격한 기울기로 감소하였고, 지표경사(0°, 10°, 20°)

에 의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든 시험case에서 터널 변형이 1.0 mm에 이르면 급격한 기울기의 하중감소

경향에서 완만한 기울기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를 터널 주변지반이 파괴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같

은 경향은 토피가 얕은 시험case일 수록 더 작은 변위에서 발생하고, 경사 지반에서도 토피고가 높아지면 터널변

형에 따른 주변지반 거동이 안정적이었다.

터널 변형에 따른 천단부의 하중감소는 최초 지반조성시 하중의 30%~55%에서 수렴하였고, 토피고 1.5D까지

는 토피가 높아질 때마다 지반 파괴시의 터널 변위는 약 30%씩 증가하였다. 1.5D∼2.0D에서는 14~17%가 증가

하였다(Table 4). 

4.2.1 지표경사 0°인 경우(A00 case)

Fig. 9. Relation of load ratio & tunnel displacement (Tunnel crown, A00 case)

Table 3. Ground subsidence & horizontal range (continue)

Test Ground subsidence
Horizontal range

Left side Right side

A00T20 4.03 mm 2.00D 1.50D

A10T05 5.39 mm 1.33D 1.17D

A10T10 5.75 mm 2.00D 1.17D

A10T15 4.12 mm 2.00D 1.50D

A10T20 3.08 mm 2.00D 1.50D

A20T05 5.05 mm 2.00D 0.50D

A20T10 5.09 mm 2.00D 0.83D

A20T15 5.09 mm 2.00D 0.83D

A20T20 3.56 mm 2.00D 1.1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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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단부 하중-변위 곡선에서 터널 변위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기울기로 하중이 감소하였고, 변위가 증가

할수록 토피고의 변화에 따라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토피고 0.5D일 때 천단부 변위 0.4 mm에서 하중감소 

경향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토피고 1.0D, 1.25D, 1.5D, 2.0D는 순서대로 0.55 mm, 0.56 mm, 

0.72 mm, 0.84 mm의 변위에서 하중이 완만한 기울기로 변화되었고, 토피가 증가할수록 천단부의 하중감소는 크

게 발생하였다. 

4.2.2 지표경사 10°인 경우(A10 case)

Fig. 10. Relation of load ratio & tunnel displacement (Tunnel crown, A10case)

지표경사가 10°인 경우에 천단부 하중-변위 곡선은 토피에 따라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피가0.5D

인 A10T05에서는 터널변형 0.44m에서 하중이 수렴하였고, A10T10에서는 0.58 mm, A10T15는 0.74 mm, 

A10T20은 0.86 mm에서 하중이 수렴하였다. 하중-변위 곡선의 형상은 토피에 영향이 case별로 고르게 나타났다.

4.2.3 지표경사 20°인 경우(A20 case)

Fig. 11. Relation of load ratio & tunnel displacement (Tunnel crown, A20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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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경사 20°에서 천단부 하중-변위 곡선의 초기 경향은 앞의 지표경사가 낮은 경우와 같이 급격한 기울기로 

감소하고 특정 변위에 이르면 완만하게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토피가 높아질수록 큰 변위에서 터널주변 지

반이 파괴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토피고 0.5D인 A20T05에서는 터널변위 0.42 mm에서 하중이 수렴하기 시작하

고, 토피고 1.0D는 0.56 mm, 1.5D와 2.0D는 각각 0.74 mm와 0.84 mm에서 하중이 완만한 기울기로 수렴하는 경

향을 보였다(Fig. 10). 천단부 하중은 1.5D미만에서는 유사한 하중감소 곡선을 나타내고, 토피고가 가장 큰 2.0D

의 하중감소 곡선은 수평지반인 Fig. 9의 토피고 2.0D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지표경사에 의한 천단부 하중감

소는 토피가 커지면 경사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Load ratio & tunnel displacement of tunnel crown

Test Tunnel displacement Load ratio of tunnel crown* (Failure)

A00T05 0.40 mm 61.7 %

A00T10 0.55 mm 59.1 %

A00T125 0.56 mm 51.1 %

A00T15 0.72 mm 56.3 %

A00T20 0.84 mm 53.2 %

A10T05 0.44 mm 61.9 %

A10T10 0.58 mm 59.8 %

A10T15 0.74 mm 55.7 %

A10T20 0.86 mm 46.6 %

A20T05 0.42 mm 67.7 %

A20T10 0.56 mm 65.0 %

A20T15 0.74 mm 56.1 %

A20T20 0.84 mm 47.9 %

Load ratio of tunnel crown* : 






×

4.3 측벽하중

측벽하중은 천단부 보다 큰 변위에서 수렴되었으며, 지표경사의 영향이 뚜렷하였다. 측벽부 하중-변위 곡선은 

토피의 영향이 작게 나타났고 측벽변위에 따라 최초 지반조성시 하중의 5~20%에서 수렴하였다. 특히, 지표가 수

평인 경우는 좌 ․ 우측벽의 하중-변위 곡선이 대칭적인 반면, 경사지반에서는 경사에 의한 영향으로 토피가 낮아

지는 우측벽과 토피가 높아지는 좌측벽의 하중-변위 곡선이 다른 형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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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지표경사 0°인 경우(A00 case)

Fig. 12. Relation of load ratio & tunnel displacement (Tunnel sidewall, A00case)

지표가 수평인 경우 좌 ․ 우측벽의 하중-변위 곡선이 대칭으로 발생하고, 모든 토피고 조건에서 유사한 곡선형

태를 보였으나, 하중이 수렴하기 시작하는 위치의 곡선 기울기는 토피고가 작을수록 급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토

피고가 낮을수록 작은 변위에서 측벽부 지반이 파괴상태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터널 주변지반의 

파괴상태 후의 하중감소는 최초 지반조성시 하중의 10~20%에서 수렴하였다(Fig. 12).

4.3.2 지표경사 10°인 경우(A10 case)

Fig. 13. Relation of load ratio & tunnel displacement (Tunnel sidewall, A10case)

지표경사가 10°의 측벽부 하중-변위 곡선은 측벽부 변위초기에 좌 ․ 우측벽 모두 비슷한 기울기로 하중이 감소

하고, 변위가 지속되면 토피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측벽이 작은 변위에서 먼저 파괴상태에 이른 후 좌측벽이 파괴

상태에 도달하였다. 또한 토피가 낮은 우측벽의 하중감소 경향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고, 좌측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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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고의 변화에 따라 하중감소가 달라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터널 주변지반의 파괴상태 후의 하중감소는 좌측

벽과 우측벽이 다르게 발생하였는데 최초 지반조성시 하중에 대해 좌측벽은 10%에 수렴하고 우측벽은 10~20%

에서 수렴하였다(Fig. 13).

4.3.3 지표경사 20°인 경우(A20 case)

Fig. 14. Relation of load ratio & tunnel displacement (Tunnel sidewall, A20case)

지표경사 20°는 지표경사 10°인 A10case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지표경사의 영향으로 토피고가 높게 형

성되는 좌측벽에서는 밀집되는 형태의 곡선을 나타냈다. 

토피고 0.5D에서 우측벽의 하중이 가장 작은 변위에서 수렴하였고, 토피고 1.0D~2.0D는 수렴하는 변위가 크

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곡선형태를 보였으며 좌측벽보다 하중변화가 작게 발생하였다. 

터널 주변지반의 파괴상태 후의 하중감소는 좌측벽과 우측벽이 다르게 발생하였는데 최초 지반조성시 하중에 

대해 좌측벽은 10%에 수렴하고 우측벽은 약 20%에서 수렴하였다.

지표경사가 큰 A20 case는 토피가 작은 우측벽이 좌측벽보다 수렴시작구간의 하중-변위 곡선의 기울기가 급

한 것으로 보아 토피가 낮은 쪽의 측벽부에서 지반의 파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4 터널 주변지반의 연직하중

터널을 굴착하면 터널에 작용하던 연직하중이 전이되어 터널 주변 지반의 연직하중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는 지표경사(0°, 10°, 20°)와 토피고의 변화(0.5D~2.0D)에 의한 하중전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터널주변지반 파

괴시의 연직하중 분포를 도표화하였고, 가동되는 터널측벽 높이 H (130 mm)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Fig. 15~17). 

수평지반에서는 토피가 높을수록, 경사 지반은 토피가 높을수록 하중전이가 발생되는 폭이 넓고 크기가 작게 나

타났다. 또한 경사지반의 토피가 얕은 우측지반에서는 터널 측벽부에 근접하여 하중전이가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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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지표경사 0°인 경우(A00 case)

Fig. 15.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A00case)

지표가 수평인 경우의 하중전이 형태는 터널의 연직축에 대해 대칭으로 발생하였다. 터널의 변형발생후 하중 

수렴시까지 터널 좌 ․ 우측으로 터널 측벽에 근접한 부분은 연직하중이 감소하였고, 이격 될수록 하중이 증가하다 

점차 하중변화가 영(0)인 양상을 보였다(Fig. 15).

지표경사 0°에서 하중전이 곡선은 0.5D~1.0D와 1.25D~2.0D가 다른 경향을 나타내므로 토피고 1.0D와 

1.25D사이에는 하중전이 특성이 달라지는 경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표가 수평인 지반에서 토피고에 따른 터널주변지반의 하중전이 변화는 Table 5와 같고, 하중전이가 최대인 

지점은 터널측벽에서 약1.0H~1.64H로 터널폭의 0.4D~0.7D에서 발생하였다. 터널 측벽에서 2.77H~ 4.62H가 

이격되면 하중전이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고 토피고가 커질수록 전이되는 영역이 넓게 발생하였다.

Table 5.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A00 case) 

Test
Failure

strain

Left side ←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 Right side

100%
Top

point
100%

Sidewall

(Left)

Sidewall

(Right)
100%

Top

point
100%

A00T05 0.40 mm 2.77H 1.00H 0.62H ↓** ↓ 0.62H 1.00H 2.77H

A00T10 0.55 mm 3.08H 0.62H 0.31H ↓ ↓ 0.31H 0.62H 3.08H

A00T125 0.56 mm 4.62H 1.63H 0.85H ↓ ↓ 0.85H 1.63H 4.62H

A00T15 0.72 mm 4.62H 1.35H 0.46H ↓ ↓ 0.46H 1.35H 4.62H

A00T20 0.84 mm 4.62H 1.64H 0.85H ↓ ↓ 0.85H 1.63H 4.62H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 : 






×, ↓** : und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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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지표경사 10°인 경우(A10 case)

Fig. 16.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A10case)

지표경사가 10°인 경우에는 지표경사의 영향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전이되는 하중분포가 다르게 발생하였다

(Fig. 16). 토피가 높은 터널좌측에서는 최대 이완하중 발생위치가 1.06H~2.31H에서 발생하였고, 4.62H 이상의 

영역에서는 하중전이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다. 토피가 낮은 터널 우측에서는 우측벽에서 1.63H~2.31H

인 지점에서 최대 이완하중이 발생하고, 3.46H~ 4.62H 이후에는 하중변화가 없었다(Table 6). 지표경사 10°에서

는 연직하중 최대점이 좌측보다 우측에서 중앙으로부터 먼 곳에 형성되어 터널상부 아칭 최대점이 터널 중앙보

다 우측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A10 case)

Test
Failure

strain

Left side ←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 Right side

100%
Top

point
100%

Sidewall

(Left)

Sidewall

(Right)
100%

Top

point
100%

A10T05 0.40 mm 4.62H 2.31H 1.64H ↓** ↓ 1.15H 2.31H 3.46H

A10T10 0.58 mm 4.62H 2.31H 1.00H ↓ ↓ 0.85H 1.63H 3.85H

A10T15 0.74 mm 4.62H
1.06H

(2.31H)

0.81H

(1.63H)
↓ ↓ 0.58H 1.63H 4.62H

A10T20 0.80 mm 4.62H 2.31H 1.06H ↓ ↓ 0.85H 1.63H 4.62H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 : 






× ,↓** : und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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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지표경사 20°인 경우(A20 case)

Fig. 17.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A20case)

지표경사가 20°인 경우에는 지표경사의 영향이 뚜렷하게 발생하였다. 터널 변위발생시 터널 주변지반의 연직

하중 분포는 터널 측벽 근접부에서 감소하다 이격될수록 증가되는 영역이 발생되며, 최대점을 나타낸 후 하중전

이의 영역이 발생하지 않았다(Fig. 17). 토피가 높은 터널 좌측벽에서 최대 전이하중은 1.06H~1.63H지점에서 발

생하고, 이후 2.31H~4.62H지점 이후에서 하중변화가 없었다.

터널 우측벽의 최대 하중전이 발생위치는 2.69H~4.62H에서 발생하고, 2.69H~4.62H 이후의 위치에서는 하중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7).

지표경사 20°에서는 10°인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연직하중 최대점이 토피가 낮은 터널 우측방향으

로 편중되어 발생하는 것을 통해 경사지반에서 터널상부 아칭영역의 최대점은 터널 중앙보다 우측에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A20 case) 

Test
Failure

strain

Left side ←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 Right side

100%
Top

point
100%

Sidewall

(Left)

Sidewall

(Right)
100%

Top

point
100%

A20T05 0.42 mm 2.31H 1.63H 0.85H ↓** ↓ 0.85H 1.06H 2.69H

A20T10 0.56 mm 2.69H 1.63H 0.85H ↓ ↓ 0.85H 1.63H 3.46H

A20T15 0.70 mm 4.62H 1.06H 0.69H ↓ ↑*** 0.58H 1.06H 4.62H

A20T20 0.84 mm 4.62H 1.06H 0.77H ↓ ↓ 0.23H 1.06H 4.62H

Vertical load ratio around tunnel * : 






×,↓** : under 100% ,↑*** : ov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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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표가 경사진 지반에서 얕은터널을 굴착할 경우에 주변지반의 거동과 지표침하 형상을 규명하

기 위해 평면변형률 상태에서 토피와 상부지표의 경사를 변수로 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터널의 천단

과 측벽부에서 동시에 변위를 발생시켜 굴착효과를 구현하였으며, 변위발생에 따른 터널 주변지반의 거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터널 변형에 따른 지표침하는 터널천단 상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터널 중심에서 이격 될수록 감소하며 

일정영역 이상 이격되면 발생하지 않았다. 경사지반에서는 지표경사가 커지면 토피가 높아지는 곳의 지표

침하가 넓은 영역에서 발생하고, 최대침하 발생위치는 토피가 낮은 천단부 우측에 편향되어 발생하였다.

2. 터널 변형에 의해 천단부의 하중감소가 급격한 기울기에서 완만한 기울기로 변화하게 되는 변위에서 터널 

주변지반이 파괴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같은 경향은 토피가 얕으면 더 작은 변위에서 발생하고 

토피가 높아지면 파괴상태의 변위가 증가하였다. 경사 지반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고, 토피고가 높아

지면 터널변형에 따른 주변지반 거동이 안정적이었다.

3. 측벽에 작용하는 하중은 지표가 수평인 경우 토피고가 낮을수록 작은 변위에서 측벽부 지반이 파괴상태에 

도달하고, 좌 ․ 우측벽에서 대칭적인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냈다. 지표경사가 있는 경우는 하중-변위 곡선이 

변위초기에 좌 ․ 우측 모두 비슷한 기울기로 하중이 감소하지만, 변위가 지속되면 토피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측벽이 작은 변위에서 먼저 파괴상태에 이른 후 좌측벽이 파괴상태에 도달하였다.

4. 터널 주변지반으로 전이되는 연직하중의 분포는 수평지반에서는 토피가 높을수록 넓은 영역에서 발생되었

다. 경사 지반은 토피가 높은 터널좌측에서 하중전이 영역이 넓고 크기가 작게 발생하는 반면, 토피가 얕은 

즉, 경사면과 근접한 터널우측에서는 터널 측벽부에 근접하여 하중전이가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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