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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며, 이는 지난 8강의 과정을 통하여 리스크 관리방법에 대한 선진국에서의 기준과 법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질 및 지반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터널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자 하였다. 본 고는 2017년에 국제터널협회(ITA)의 Muir Wood Lecture에서 발표된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1. 지질 불확실성(Geological Uncertainty)

1.1 일반 개념(General concepts)

Muir Wood(1994)는 지질이 지반공학에서의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으로 지반의 규명되지 않은 특성이 예상치 못한 거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불완전성), 규명된 특성이라 하더라도 정량화된 용어로 표현할 수 없거나, 그에 따른 거동을 완전히 알 수 없다(시스템 불확

실성)고 하였다. 지질의 복잡성(complexity)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터널 붕괴의 많은 사례와 문헌에 

발표된 클레임 상황에 의해 확인되었다. 지질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지질 시나리오 불확실성(geological scenario uncertainty) 앞으로의 시나리오, 미래의 지질 사건들, 시간과 함께 공학적 요소들의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 환경 변화 등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 모델 불확실성(model uncertainty) 터널 공사에서의 암반의 거동, 암반-구조의 상호작용 또는 균열 시스템 및 단층 등과 관련이 

있다. 

• 데이터 불확실성(data uncertainty) 절리 방향과 단층의 수, 암반 구조물의 투수성, 암반 분포 및 암질 등과 같은 기하학적 요소와 

관련된 이슈와 시험 범위 제한과 관련이 있다. 

지질 불확실성은 지반조건의 특성화로 규정하며, 이와 더불어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업무는 불확실성의 특성 구분을 고려

해야 한다. 지질 불확실성은 지반 조건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실제 지질 조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뿐만 아니라 지질 특성 및 

기하학적 측면에서의 낮은 정확도를 포함하고 있다. 지질 불확실성은 지반조사의 범위와 한 암석 역학과 터널공학이 경험적으로 크게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많은 지하 프로젝트들의 특성상 복잡한 지질 구조에 있어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된 지반 조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지질 불확실성은 인식론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굴착과정에서 실제 지질상태가 확인될 

때만 지질 불확실성의 수준이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1.2 지질 불확실성의 확인과 평가 

1.2.1 개요

개념적으로 리스크 평가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질 불확실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거동 변수(behaviour variable) P로 나타낼 수 

있다. 거동 변수는 데이터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모델 및 시나리오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기본 변수(basic variable) Xi의 

함수이다. 터널 안정성과 관련하여 터널 변형은 거동 변수이며, 기본 변수는 암반 변형계수, 암반 강도 및 터널 지보와 같이 여러 

개다. TBM 터널에서 회전당 굴진율은 TBM의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거동 변수이고, 기본 변수는 암석 강도, 절리 정도 및 추력 

등이다. 또 다른 예로 노천 발파에서 블록의 크기는 거동 변수이고, 암석 강도, 취성도 및 불연속면 간격이 기본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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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질 조건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거동 변수의 집합 이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질학 불확실성은 변수의 가능한 확산범위에 

대한 척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확률 변수의 변동 계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질 불확실성은 검토된 거동에 대한 보다 적절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질 불확실성의 구체화는 암질이나 파쇄도 또는 드릴링 성능의 평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최근까지 지질 불확실성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경험에 근거하고, 이는 지질조사보고서에 주관적이고 정성적으로 기술

되었다. 실제적으로는 관찰적 접근방법에 기반하여 시공중에 지질기술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수행된다. 의미 있는 리스크 평가를 위해

서는 지반공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이 모든 것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전에 확립된 바와 같이 지질 불확실성의 특성은 Bayesian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사전 평가는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업데이트된다. 조사비가 추가 정보의 가치보다 높아질 경우 지반조사가 중단되게 된다. 지질 모델에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지반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 및 정상적인 조사비는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ysian 통계에 기반한 보다 수학적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추가 정보의 업데이트와 정보의 가치 평가가 모두 제시되었다(Stille과 Holmberg, 2005 및 Zetterlund 등, 2015). 두 경우 

모두 전문가 지식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서로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며 적용되었으나, 하지만, 경험에 대한 대안이 없다. 지질 불확실성

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으며, 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개발이 예상된다.

1.2.2 경험적 방법에 의한 평가

많은 터널공학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Stille과 Palmström(2017)은 정량적 측정의 지질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간단한 지질(simple geology) 복잡한 지질 조건보다 조사 노력이 덜 필요하다. 단순한 지질의 예로서, 빙하 침식으로 생성된 지표면

에 노출된 신선한 결정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단층과 절리는 같은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지표면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간단한 지표면 관찰과 항공사진 검토를 통해 지질 및 지반 조건에 대한 상당히 훌륭한 해석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 

• 복잡한 지질(complex geology) 일반적으로 강한 단층과 습곡작용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암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넓은 지역이 

토사층으로 덮인 터널의 경우 하부 암반의 불확실성은 증가된다. 지반 조건의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다른 특징으로는 깊은 풍화, 

지하수위 아래 지역 또는 도시 개발지역 등이 있다. 현장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아 굴착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지질 

특성과 마주칠 위험은 복합 지반에서 더 크고, 암반 노두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크다. 

지반 조건 불확실성의 정도 또는 등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질, 암반 토피고 및 풍화에 대한 특정 매개변수에 등급을 부여하

여 확인할 수 있다. 터널 굴착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터널에 관련된 지질 불확실성은 암반사면 굴착보다 

크다. 또한 현장 조사가 많을수록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표 1은 소규모 또는 적절한 조사 작업을 통해 얻은 사례 기록의 경험을 바탕으

로 만들어 졌다. 

추가 지질조사에 의해 지질 셋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터널 선형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관련 불확실성을 감소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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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질 불확실성 등급(Stille과 Palmstrom, 2017)

1.2.3 Bayesian 통계에 기반한 평가

불확실성은 두 가지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거동 변수 P를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이며, 또 다른 것은 기본 

변수 Xi가 관측 가능한 요인이고 거동을 설명하는 함수를 알 수 있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변수의 통계적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지식의 도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매개변수는 일반적인 통계 시험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P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것으로, 이는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한 보수적인 접근법

이다. 그러나 명백히 불가능한 음수 값은 계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Baecher와 Christian, 2003). 정규 분포를 사용할 

때의 이점은 분명하다. 여기서 논의된 많은 이슈에 대한 분석적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단순화한다. 이와 같은 단순화는 단지 

이론적 개념을 변화시키지 않는 계산적인 노력으로, 그런 다음 거동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가정된 분포

를 사용하여 변수를 설명할 수 있다. 

거동 변수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경우, Bayes 정리를 적용하여 통계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본 정리는 기본 변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터널공학 이슈에 대한 Bayes 정리의 적용이 제시되었다(Stille와 Holmberg, 2005년). 대부분의 경우 랜덤 변수 자체의 

변동과 미지의 평균값으로 구성된 총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며, 변수의 최적 평가는 Baysian 예측 분포로 설명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정보는 경험 또는 설계 계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 모집단의 표준편차 평가는 일반적으로 경험에 기초해

야 한다. 예를 들어, 편차 계수가 알려져 있는 경우 이 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통계적 매개변수에 대한 사전(a priori)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동의 관측 데이터는 Bayes 정리에 의한 거동 변수의 통계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관측에 의해 업데이트되고 줄일 수 

있는 것이 평균값의 불확실성이다. 이전에 평가된 미지의 평균값의 통계 매개변수 값 중에서 업데이트가 수행되며, 이후에 업데이트된 

예측 분포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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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특징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분산 감소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산은 관측치의 수에 따라서만 달라

진다. 그러나 평균값은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는 표준 편차에 의해 표현되는 불확실성은 추가 관측에 따라 항상 더 

작아짐을 보여준다. 기본적인 과정보다 평균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불확실성의 감소는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관측의 이점은 

그만큼 크다. 또한 단일 관측치가 상당한 감소를 제공하고, 많은 노력으로 사소한 추가 기여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다.

설명된 접근법은 공간 변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서로 밀접하게 측정된 실제 거동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 문제는 Kriging과 같은 지구 통계학적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함수와 기본 변수가 알려진 경우 거동 변수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함수가 복잡한 경우 에러 전파 이론을 적용하여 거동 변수의 

평균 및 분산을 허용가능한 평가치로 만들 수 있다. 

터널 벽면의 변형은 거동 변수의 예이다. 기본 변수는 지반 반응곡선 개념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모든 변수이다. 암반 강도와 변형

계수와 같은 것에 대한 통계적 매개변수는 전문가 지식의 도출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변형에 대한 계측결과를 사용하여 불확실

성을 줄일 수 있다. 

1.3 지질 불확실성의 평가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 

거동 변수를 평가할 스케일은 리스크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두 개의 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

• 거동 변수가 총 터널연장와 관련된 사건 

• 거동 변수가 터널 일부와 관련된 사건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룹은 유동성(flowing)지반과 만날 리스크를 포함할 수 있다. 유동성 지반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이벤트로, 

지질과 터널 길이가 유사한 조건의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확률을 평가한다. 두 번째 그룹은 불량한 암반을 만나는 것과 같이 각각

의 굴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리스크로 예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 굴착에서 위해요소는 반복되므로 여러 번 발생하

며,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 확률과 결과는 모두 스케일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확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슈는 거동이후의 공정이다. 경우에 따라 거동은 기본 변수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위의 셋업 

규칙으로 설명 및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모집단 자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경우에는 변수 뒤에 있는 공정이 평균 

값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사건이 평균값의 변동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변수의 결과가 크거나 작을수록 결과는 동등해진다. 보어

홀을 천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이러한 평균값 프로세스입니다. 평균값의 분산이 모집단 자체의 분산보다 훨씬 작다. 

2. 지질 불확실성의 예(Examples of Geological Uncertainty)

2.1 개요(Introduction)

본 장에서는 터널 엔지니어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거동 변수의 예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각 프로젝트는 고유하다. 각 프로젝트 및 지질 영역에 대해 실제 거동 변수 목록을 설정해야 한다. 이 이슈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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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와 관련된 지질 불확실성

• 시공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지질 불확실성

• 터널 굴착과 관련된 지질 불확실성

2.2 설계와 관련된 지질 불확실성(Geological uncertainties related to design)

설계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암반 거동타입(rock mass behaviour type)과 관련이 있다. 현장 지질의 복잡성으로 인해 한 

가지 이상의 지반 거동타입을 고려해야 하며, 지반의 구조적 저항은 국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지반 

거동에는 실제 사례를 커버하는 데 신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를 위한 다른 평가 또는 방법(터널 엔지니어링 툴)이 필요하다. 따라

서 암반 지보 및 다른 평가의 추정 전제조건으로 실제 거동 타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동 타입은 터널공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Terzaghi(1946), Hoek 등(1995), Martin 등(1999), Schubert 등(2001) 그리고 Palmström

과 Stille(2008)과 같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같은 터널 구간에서도 다양한 거동 타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림 1과 표 2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 그룹 1 : 중력 지배(gravity driven)

• 그룹 2 : 응력 유발(stress induced)

• 그룹 3 : 지하수 영향(water influenced)

<그림 1> 지하 굴착에서의 거동 타입의 기본 원리(Palmstro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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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하 굴착에서의 거동 타입(Stille과 Palmstrom, 2015)

지질 조건에 따라, 어떤 거동 타입은 국부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른 타입은 전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떤 것은 굴착 중에만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것은 영구적인 안정성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유형의 불확실성(시나리오, 모델 및 데이터)이 모두 지배적이다.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너무 커서 

굴착전에 최종 설계를 정의할 수 없다. 모델의 불확실성 또한 많은 경우에 크며, 거동을 적절히 설명하려면 관찰 접근법이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적용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불확실성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굴착 후 실제 조건이 확인될 때까지 클 것이다. 따라서 

터널굴착시 지질과 그 특성을 조사, 매핑 및 평가해야 합한다. 이는 품질보증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며 담당 설계자의 감독 및 협조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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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공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지질 불확실성

(Geological uncertainties related to construction engineering)

시공 방법과 기술의 선택은 예상되는 지반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기본적인 관심은 시간과 비용의 평가와 관련되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지질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표 3> 시공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거동 변수의 예

Type of behaviour variable or issue Technical relevance Geological factor

Geological factor

Penetration rate(m/min) Degree of Degree of fracturing

Abrasive minerals

Strength of rock

Brittleness

Penetrability(mm/ rev)

Wear

Energy to break up rock

Consumption of explosives Toughness

Degree of fracturing

Brittleness

Residual stresses

Trust and moment of the machine

Fragmentation of the rock

Stand up time

Time until initial support has to be installed
Rock mass quality

Squeezing or swelling behaviour

Initial rock stresses

Flowing ground
Time before permanent support can be installed

Initial support
Amount of initial support to be installed before 

next round can be taken
Rock mass quality

Ground water conditions

Ingress of water to be pumped out

Conditions for workers

Conditions of carry out work

Pregrouting to be carried out

Ground water pressure

Rock mass permeability

Erodibility of fracture filling

Ravelling ground behaviour

논의된 세 가지 유형의 지질 불확실성도 여기에서도 우세하게 나타난다. 거동 변수는 터널 선형에 따라 달라진다. 시나리오 불확실

성은 일반적으로 너무 커서 특정 위치에서 값을 결정할 수 없다. 많은 이슈는 변수의 평균값에 의해 관리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드릴

링 능력과 같이 많은 시험의 합으로 결과를 공식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불확실성은 변수 자체의 변동이 아니라 

평균을 평가하기 위한 불확실성으로 설명된다. 경우에 따라 매우 불리한 단일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링은 중단되고 굴착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동성(flowing) 지반이 나타나면 Open TBM으로 통과할 수 없다. 

모델 불확실성 또한 많은 경우에 너무 커서 사전에 거동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 이후에 관측 접근법을 적용하여 터널 굴착을 

실제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천공 및 발파계획은 시험 발파의 결과를 관찰하여 실제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데이터 불확실성도 마찬가지이다. 데이터 불확실성은 굴착 이후 실제 조건이 나타날 때까지 커지므로 터널 굴착과정에서 지질과 

그 특성을 조사, 매핑 및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품질 보증 작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담당 설계자의 감독 및 협조 없이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터널공학 문제와 관련된 많은 거동 변수들은 평균값 프로세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생산성을 설명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낮은 

값과 높은 값이 모두 발생하며 결과를 동일하게 한다. 이 거동은 평균값을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암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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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하는 천공 능력과 에너지는 매 막장마다 다르지만 문제는 총 터널 길이를 따라 전체 합으로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터널로의 

지하수 유입은 터널 단위 m당 유입되는 지하수의 총합이다. 단일한 경미한 지하수 유입은 대부분의 경우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터널 

굴착을 완전히 중지할 수 있는 단일 이벤트를 식별하고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반 유동성과 심각한 지하수 유입일 

수 있다. 

2.4 터널 굴착과 관련된 지질 불확실성

(Geological uncertainties related to execution of tunnel excavation)

터널 굴착은 지질 조건이 확인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제3자 피해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고 시공팀에 

제공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다른 이슈는 시공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터널굴착 리스크와 관련된 지질 요소의 예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터널 굴착 리스크와 관련된 지질 요소의 예

Type of issue Technical relevance Geological factor

Damage of structures on ground Damage on third part Time before permanent support can be installed

Environmental or social impact

Ground water lowering

Pre and post grouting

Ground water pressure

Rock mass permeability

Fracture geometry

Vibrations disturbance Attenuation by the rock mass

Workers safety

Front stability Rock mass quality

Initial rock stresses

Geometry of geological structuresTime until initial support has to be installed

Long term stability
Time before permanent support can be

installed

Squeezing ground

Swelling ground

Ravelling ground

논의된 세 가지 유형의 지질학적 불확실성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불안정한 상황은 막장 굴착 직후이며 임시 

지보가 설치되기 전일 것이다. 암반토피고가 낮은 경우, 이러한 상황은 제3자에게도 피해 리스크가 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 안전과 

프로젝트 경제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막장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터널 굴착시 지질과 그 특성을 조사, 매핑 

및 평가해야 한다. 리스크 레벨이 높을수록 터널 전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질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이것은 

품질 보증 작업에 필요한 부분이다. 

모델 불확실성은 많은 경우에 거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것은 작업을 실제 조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관찰 접근법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공중에 진동 및 지하수 영향 감소와 그라우팅이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막장 전방의 불안정성은 공기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에도 위험이 될 것이다. 굴착중에 전방 막장이 하나 이상 무너

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는 가장 취약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에 전체 터널에 대한 그라우팅은 각 막장에서의 수행된 결과의 

총합이므로 평균값 프로세스의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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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반공학적 리스크의 평가(Evaluation of geotechnical risks)

3.1 개요(Introduction)

터널공학 문제에 대해 지질 불확실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지질과 연관된 리스크과 영구 구조물 또는 시공과 관계된 

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지반공학적 리스크(geotechnical risk)라고 한다. 

개념적으로 지질 불확실성과 관련된 모든 위해요소는 원하지 않는 이벤트의 발생 확률을 평가함으로서 리스크 평가에서 검토되어

야 한다. 이는 이벤트의 한계 상태를 정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consequence)는 제3자에 대한 피해와 손상으로 절대적인 스케일

로 정의된다. 프로젝트 리스크의 경우 상대적 스케일을 사용해야 하며 예상 조건에 따라 제로 옵션을 사용해야 한다. 

터널 구조물의 저항성, 내구성 및 사용성은 다른 모든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지반공학적 설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구조물의 파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중 안정성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설계 작업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리스크의 첫 번째 범주는 주로 식별된 지질의 지반 특성 평가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 범주는 터널 막장 전방의 

실제 지질 조건 평가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3.2 지질 불확실성과 발생 가능성(Geological uncertainties and Probability of occurrence)

3.2.1 경험에 기반에 평가(Estimation based on experiences) 

지질 불확실성은 지질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지질 불확실성의 정도를 

모든 터널공학 이슈에 대한 특별한 성능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 확률과 직접 관련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이러한 

작업이 전문적으로 수행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굴착전 지질 불확실성의 정도와 모든 관련 결정에 적용가능

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 파괴 가능성을 낮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관찰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명 손실과 같은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unacceptable risk)를 가져올 수 있다. 굴착후 실제 지질 상태가 확인되면 불확실성의 정도는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지질 불확실성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때때로 실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발생을 의미한다. 높은 정도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표 5 참조). 이것이 지하 건설의 특성으로 리스크 수준을 세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불확실한 일이다. 따라서 

가장 낮은 등급이 이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지질 불확실성의 정도는 공학적인 판단에 기초하며, 표 5에는 몇 가지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표 5> 지질 불확실성의 확률과 정도 사이의 관계

Class Description as likelihood of occurrence Probability interval Degree of associated geological uncertainties

1 Very unlikely <0.01 Very low

2 Unlikely 0.01 to 0.05 Low

3 Occasional 0.05 to 0.20 Medium

4 Likely 0.20 to 0.5 High

5 Very likely >0.5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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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통계에 기반에 평가(Estimation based on statistics) 

거동 변수가 설명되고 알려져 있으며, 원하지 않는 허용 가능한 거동사이의 한계를 정의할 수 있는 경우, 원하지 않는 이벤트의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이슈는 원칙적으로 최근 설계코드의 한계상태설계와 동일하다. 

성능 함수는 안전 여유율(SM, Safety Margin)로 설명되며, SM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A는 변수로 허용 가능한 거동의 한계이다. P는 거동 변수이다. 원칙적으로 허용 함수가 일반적으로 확정론적 매개변수로 주어

지더라도 두 요인은 모두 확률적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지수의 일반적 정의인 β를 사용하여 발생 확률을 식 (3) 및 (4)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3)


    (4)

여기서 는 안전 여유율의 평균값이고, 는 표준편차이다.

계산된 확률은 평가시의 지식수준의 결과이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추가 정보가 얻어지면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 베타 값 2.3은 

0.01의 파괴 확률(예: 매우 낮음)에 해당한다. 

3.3 지질 불확실성과 결과(Geological uncertainties and Consequences)

3.3.1 설계 실수(Design mistakes) 

설계 실수로 인한 결과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그룹은 제3자와 예비적으로 연결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사회의 책임이다. 

이들은 인명 손실과 사회적 또는 환경적 결과로 나눌 수 있다. 또 다른 그룹은 경제적 손실에 연결되며, 주로 발주처와 시공자의 손실

에 관련된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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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다른 종류의 영향에 관련된 설계 실수에 의한 결과 등급

Class Fatality
Consequence Class

En 1990:2002
Type of project

1 No, in general
Low

Oil and gas storage, no people can enter

2 <1 Hydro Power tunnels

3 1 to 10 Medium Low to medium traffic tunnels

4 10 to 100
High

Heavy traffic tunnels

5 >100 Underground stations

Class Environmental or social impact
Consequence Class

En 1990:2002
Example of impact

1 Negligible
Small or negligible

-

2 Minor Drainage of single wells

3 Moderate Considerable Significant changes of the conditions of living

4 Major
Very great

Settlements in urban areas causing major damages

5 Extensive Flooding due to dam failure

Class Relative economic loss to project cost
Consequence Class

En 1990:2002
Example of losses

1 <0.1%
Small or negligible

Negligible

2 0.1 to 1 % Minor costs due to construction mistakes

3 1 to 10 % Considerable Reparation costs for inadequate design

4 10 to 100 %
Very great

Cost for reparation of local tunnel collapse

5 >100% Rebuilding of the project due to malfunction

시설 운영중 인명 손실과 관련된 결과 등급은 프로젝트 유형과 터널 불안정성으로 인한 붕괴와 관련이 있다. 환경 또는 사회적 

영향에 의한 결과 등급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영향 수준과 관련이 있다. 과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와 지반 침하로 

인한 영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로 인한 결과 분류는 배상비 및 총사업비와 관련이 있다. 서비스 수명 기간과 관련된 

기능(사용성)과 내구성 부족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발생 확률은 설계 작업의 품질과 품질 보증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유형의 결과들은 서로 다른 거동 변수, 다른 유형의 지하공동 그리고 발생 확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

져야 한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가장 높은 결과 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3.3.2 터널공학 실수(Tunnel engineering mistakes) 

터널공학 이슈의 리스크 부담자는 조직과 계약의 유형에 따라 발주처 또는 시공자이거나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는 

주로 경제적 손실에 관련된 것이다(표 7 참조). 주요 이슈는 시공능력, 적절한 장비, 천공성능, 임시 지보의 설치 등 하위 이슈로 나눌 

수 있다. 모든 것이 지질 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질 불확실성은 원치 않는 성능 확률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상 많은 

클레임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결과 등급을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확률이 있을 수 있다. 리스크는 각 결과 등급의 리스크 평균값이 

되며, 결과 등급의 발생 확률의 합은 1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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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굴착중 원하지 않은 사건에 의한 결과 등급

Class Classification
Relative economic loss to 

production cost

Example of disturbance

of productivity

1 Negligible <0.1% Negligible

2 Minor 0.1 to 1 % Minor disturbance of the productivity

3 Moderate 1 to 10 % Medium disturbance

4 Major 10 to 100 % High disturbance

5 Extensive >100% Excavation method is not applicable

Class Fatality
Consequence Class

En 1990:2002
Example of project

1 No, in general
Small or negligible

Deep tunnels

2 <1 Shallow tunnels in rural areas

3 1 to 10 Considerable Shallow tunnels below parks, streets and roads

4 10 to 100
Very great

Shallow tunnels below buildings and crowded places

5 >100 Shallow tunnels below residential buildings

Class Environmental or social impact
Consequence Class

En 1990:2002
Example of impact

1 Negligible
Small or negligible

-

2 Minor Drainage of single wells

3 Moderate Considerable Vibration

4 Major
Very great

Pollution of ground water

5 Extensive -

3.3.3 터널굴착 실수(Tunnel excavation mistakes)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리스크를 부담한다. 제3자는 인명 손실과 환경 또는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굴착 작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굴착중 터널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인명 손실은 깊은 터널의 경우 무시할 수 있지만 도심지 구간의 얕은 터널의 경우 상당할 수 있다. 

터널은 암반 토피고가 터널 폭(D)의 2배 이상일 경우 깊은 터널로 간주한다. 

환경 또는 사회적 영향에 의한 결과의 분류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에 의한 영향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표 7 참조). 대부분의 

경우 터널 굴착으로 인한 민원은 소음, 진동 또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한다. 일시적인 지하수위의 저하와 지하수의 오염도 이 범주

에 속한다. 이것들 중의 일부는 지질 불확실성 때문은 아니다. 

작업자의 안전과 같은 의무적인 법률과 관련된 모든 이슈는 리스크 평가의 일부가 아니다.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결과만 주는 굴착

중 실수는 표 7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3.4 리스크 관리(Risk handling)

사회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리스크가 예상 결과 또는 비용(공정시간 확률)의 측정으로 간주

할 수 있더라도 리스크 처리는 구분되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질 불확실성의 특성은 리스크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관찰적 방법과 같은 유연한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지만,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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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구사항은 협상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 

터널 설계이슈, 터널공학 및 터널 굴착이슈와 관련된 지반공학적 리스크는 예상되는 추가 비용과 관련이 있다. 이는 추가 비용에 

관련되어야 하는 제로 옵션을 정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로 옵션에 대한 지질 전제조건 및 관련 지질 불확실성을 정의해야 한다.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건 발생시 추가 비용 측면에서 그 결과를 평가해야한다. 선행 조건은 설계(인명손실,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 

영향) 및 법률에 의해 정의된 기타 이슈에 관한 사회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앞서 설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불확실성과 결과 모두에 대해 선형 등급을 적용하여 지반공학적 리스크를 그림 2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세 가지 리스크 수준이 제안된다. 각 프로젝트 특성 및 발주처 정책에 대해 허용 수준과 기준이 정의되어야 한다. 허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초과하는 모든 리스크는 완화하거나 회피되어야 한다. 허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은 리스크 정책에 정의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리스크의 완화는 비용 편익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계약 및 조직의 유형은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은 가장 적은 예상 비용 C 이다.

  mincos   (5)

공사비는 지질 조건에 영향을 받는 확률적 변수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지질 불확실성은 암반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비용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에서 해결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는 이슈는 계산 결과에 절대 반영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숨겨진 리스크를 발견하려면 품질 보증 작업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림 2> 지반공학적 리스크에 대한 리스트 매트릭스

4. 결언(Concluding Remark)

지질 불확실성(geological uncertainty)은 지하 건설에서 항상 존재한다. 계획부터 설계 및 시공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지질 불확실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지반공학적 리스크(geotechnical risk)라고 한다. 이러

한 리스크는 성능, 시공 생산성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 있는 프로젝트와 성공적인 프로젝트 모두의 경험을 통해 지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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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의 부족, 보수성, 무지와 체면과 같은 인적 장애물은 좋은 의사소통을 막아 프로젝트에 망치게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주체들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는 다른 목표

를 가지게 된다. 발주처는 프로젝트의 좋은 기능과 성능에 관심이 있으며, 공사비 초과 및 공기 지연에 대한 리스크 없이 프로젝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시공자는 생산 이슈, 공사비 및 공기 영향, 작업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스크는 부담자(risk owner)는 

계약에 따라 다르게 된다.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사용함으로서 지하 터널 프로젝트는 발주처와 고객이 만족

할 만한 품질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초점은 지반공학적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완화(mitigate)하는 것으로, 이슈에 

따라 서로 다른 완화 도구를 적용해야 한다. 지반조사 기초보고서(Geotechnical Baseline Report)는 당사자 간의 지질 불확실성을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지질 조건에 관한 분쟁과 클레임의 위험성이 감소될 것이다. 톨게이트 및 마일스톤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모델

을 적용하면 실행과 관련된 리스크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 모델은 중요한 영역 또는 구간을 통과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모든 

지질 정보가 사용되도록 한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에 집중하도록 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 위원회나 독립된 검토자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현장의 강력한 지반공학 기술팀과 결합하면 

실제 지질 상태와 관련된 리스크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터널이 굴착되기 전까지는 지질 상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설계와 굴착 방법은 모두 실제 지질 및 지반 조건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관찰적 접근법(observational approach)은 설계 잘못이나 

시공 불량으로 인한 지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확률론적 접근법(probabilistic approach)을 적용하면 지질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평가치와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지하터널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스

크의 모든 측면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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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터널공사에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

지하터널공사에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요소로서 공사비와 

공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요한 민원요인과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져올 

수 있음이다.

일반적으로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effect)을 리스크(risk)라고 한다. 지하터널 프로젝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

역량과 경험이 필수적이며,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초점은 효과적인 기술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리스크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저감)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특성과 발주처 요구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리스크 평가와 관리절차는 다음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프로젝트 단계별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ISO 3100)

▪ 제9강을 마치면서

다시 본 기술강좌를 연장하게 되었다. 지난 2년간 8강을 통해 자하터널공사에서의 리스크 평가와 관리에 대해 소개하면서 아쉬움

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항상 그렇듯이 돌이켜 보면 부족함만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 싶다. 

지질 및 지반의 불확실성은 터널 기술자의 영원한 숙제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터널기술자의 

기술적 과제하고 생각한다. 지하터널공사와 같이 지질 및 지반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를 더 잘 분석하고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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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터널 문제와 사고를 보면서 우리 터널기술자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터널 기술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터널

공사 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터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고를 단지 불확실

성의 요인으로만 탓하기에는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술 수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참 많이 달라졌거나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해결 대안으로서 터널링에서의 리스크 평가와 관리는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해 본다. 우리도 이제

는 보다 선진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정량적으로, 보다 시스템적으로, 보다 소통적으로 지하터널공사를 수행하여야 하지 않을

까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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