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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dimensional total station system which integrated the instrument with Target Pin and TEMS 3D

software developed by SKEC R&D center was applied to a tunnel excavation for monitoring of convergence
and crown settlement.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was proved as the result in the aspects of exact
monitoring and prediction of rock conditions ahead of the face. To monitor the behavior of tunnel lining at
the maintenance stage, DOCS system was applied to the subway tunnel section. Such many effects as the
vibration of sensors, verification of the system efficiency, the effect of test trains operation,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the effect of high voltage was checked. Thus the management scheme for tunnel
maintenance was laid out as a proposal. 

KKeeyywwoorrddss :: Convergence, 3D total station measurement system, DOCS automatic converge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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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3차원광파기계측장비와당사에서개발한핵심부품인Target Pin 및자료처리분석프로그램TEMS3D을통합한3차원광파기계

측시스템을구축하여터널의시공중내공변위및천단침하를계측하 다. 적용결과천단침하계측및전방지반예측측면에서시스템
의효용성을검증하 다. 터널의유지관리단계의내공변위계측을위해DOCS시스템을지하철단면에적용하여계측치의진동, 시
스템의검증, 열차운행, 터널내온도변화및고전압에의한 향을검토하여향후유지관리방안을제시하 다.

주요어:내공변위, 3차원광파기계측시스템, DOCS 내공변위자동계측시스템

1. 서론

NATM 터널공사에서의계측은지반및지보재의거동

을 표현하는 일차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공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

만, 비교적양호한지반으로구성된국내지반조건에서는

원가상승요인으로만인식하여형식적인계측에머무르

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로벌한시장변화와국내계

측기술 요구수준의 상승은 관련 장비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터널의3차원절대내공

변위계측에이용되는3차원광파기의출현은보다혁

신적인계측기술의향상을가능하게하 다. 

본논문에서는동일한현장에서, 기존Tape Extensometer

와 Level를이용한시공중내공및천단변위계측자료와

3차원 광파기 계측기기(total station)을 이용한 계측자

료를비교분석함으로서광파기계측기기의효용성을제

시하 다. 

한편, 유지관리계측은구조물의안전관리와안전진단

을위해필요한각종정량화된현장정보를지속적, 체계

적으로얻을수있는유일한방법이다. 이러한현장계측

은터널구조물의시공중계측뿐만아니라, 구조물의완

공후에도지속적으로수행됨으로서시간경과와환경변

화에따른구조물의이상및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게

하며, 결과분석단계를거치면구조물의안전유무도판단

할수있게한다(배규진외1998).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중에서도 부착식 자동내공변위

계 계측기술은 고도의 기술로서 고가의 장비와 고정 ,

고정확도의센서및관련시스템을필요로한다. 터널구조

물의콘크리트라이닝거동을직접측정하는이러한부착

식자동내공변위계는경제성에대한지적및시스템의필

요성에대한비판에도불구하고, 가장직접적인거동측

정수단으로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유지관리계측이

이제 새로운 분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공공기관들에서발주가집행되었거나예정되어있

는사례가점점많아지고있다. 

본 논문에서는유지관리계측시스템의실제시험운

결과를중심으로센서및그환산내공변위계측치의기

술적사항, 매설식유지관리기기와의관계및관리방안

에관해제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향후터널의유지

관리계측시스템이나아갈방향에대한소견을나타내고

자하 다.

2. 3차원광파기계측시스템

2.1 광파기 일반

시공중 터널의 내공변위를 계측하는 방법에는 크게

Tape Extensometer와Level를이용한구형식과터널계

측용광파기를이용한측량법이있다. Tape Extensometer

의정확도(accuracy)는±0.01mm∼±0.1mm로여러변

수(기기의형식, 테이프재료, 테이프를앵커볼트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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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형식)에기인한다. 이에반해광파기계측기기는±

0.1mm∼±1mm로측량목적용으로개발되었느냐, 터널

계측목적용으로개발되었느냐에따라그정확도가다르

다. Tape Extensometer에 의한 정확도가 광파기 계측

기기에비해더높다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그러나오

늘날 유럽의 대부분의 터널공사에 있어서는 Tape

Extensometer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Bock,

2000). 대신에광파기계측기기를이용한계측이거의표

준화되어사용되고있고대부분의 Tape Extensometer

를 대체하고 있다. 3차원 광파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있다.

·절대변위를측정, 터널의실제거동을파악함

·시공공정에방해없이신속한측정가능

·계측자료의신속, 정확한전산자동처리가능

그러나±1mm의분해능을보장하는광파기는실제운

용상에서 시스템 정확도(system accuracy)가 ±2∼

3mm에불과하다. 따라서수mm 이내의변위를보이는

대개의경암지반의터널공사에있어서그효용성이오히

려Tape Extensometer에비해떨어지는결과를초래하

고있는것이국내의현실이다. 따라서변위가수mm이

내로 측정되리라 예상되는 터널공사에 있어서는 ±

0.1mm의분해능과측거정도±(0.8+2ppm×D, D:측정

거리), 즉최대 100m를기준으로±1mm의시스템정확

도를보여주는광파기가사용되어야한다. 

2.2 SK건설의 3차원 광파기계측시스템

당사에서는수년전부터터널및지하공간공사현장에

3차원광파기계측시스템을활용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

왔다. 광파기기는±0.1mm의분해능을보장하는소키아

사의 NET2B를 도입하 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활용에

는여러가지난제가뒤따랐다. 첫째, 광파기를이용하여

터널공사에적절히사용하기위해서는막장면에인접하

여설치하여빛을반사하는타겟부착장치가터널전용으

로필요하 다. 그리하여수년의연구와몇번의시제품

의 발명끝에 핵심부품인 회전분리형 타겟부착장치

(Target Pin, 일명SK Pin)을개발하여안정적인계측에

성공하 다(그림1). 둘째, 데이터의처리에있어NET2B

의 액서서리 control terminal인 SDR4E의 저장자료를

효과적으로처리하고, 분석에필요한사용자편의의그래

픽툴을제공하기위한S/W의개발이필요하 다. 당사

에서는 최근 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SDR4E로부터

직접컴퓨터전용프로그램으로자료를수신하여각종데

이터처리를손쉽게수행할수있는TEMS/3D를개발하

게되었다.

3차원광파기계측시스템은측정장치(NET2B), 조작장

치(SDR4E), 타겟장치(Target Pin) 및 계측관리 프로그

램(TEMS 3D)으로구성되며, 계측관리프로그램에의해

처리된계측정보는근거리인경우에는RS232 케이블에

의해, 원거리인경우에는전용모뎀에의해다른장소로

전송된다. 

2.3 광파기계측시스템 활용 사례

본절에서는 3차원광파기계측시스템실제측정결

과를중심으로다음의항목에대한결과를제시하고자

한다.

·Level을 이용한천단침하계측자료와NET2B 계측

자료의비교

그림 1. Target Pin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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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에따른광파기자료의경향비교

·종방향천단변위데이터의활용

대상 현장은 경부고속철도 현장으로서 4개의 터널(총

연장8.3km) 및교량으로구성된현장이다. 분석대상터

널은변성암류에화강암류가관입한지역으로서화강암

질편마암과흑운모화강암으로구성되어경계부의암질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석대상지역인 STA.

233K000∼STA.233K220 구간은풍화토의깊이가매우

얕고풍화암이심도약6∼7m 가량에분포하며터널상단

깊이 10∼11m 까지는연암이분포하고있다. 주로암반

분류 RMR IV 등급 지역으로서 불량한 지반에 속한다.

단면은폭13m, 높이11m의원형단면이다. 

계측은 일상계측과, 정 계측이 이루어졌으며, RMR

IV등급의경우 20m 간격으로천단침하및내공변위측정

이 이루어졌다. 본 현장은 초기에 Tape Extensometer

와Level을이용하여내공변위및천단침하의계측이이

루어지다가, 후에 3차원 광파기 계측시스템으로 대체되

었다.

2.3.1 천단침하 Level 측량과 NET2B 계측결과의
비교

Level을 이용한 천단침하가 이루어졌던 STA. 233

K030 단면의 계측값과 3차원 광파계측이 수행되었던

STA. 233K060 단면의계측결과를동시에나타내면그

림2와같다. 그림의계측자료는굴착전변위를고려하지

못한결과이다. 물론이를위해서는지수함수식을이용한

추정이나, 초기변위경향을이용한직선함수추정이필요

할것이나본논문의분석에는이용치않았다. 

그림과같이서로인접한구간의천단침하값으로서서

로유사한경향및계측값범위를보여주지만, 1mm 분해

능의Level 측량값은0.1mm 분해능의광파기계측자료

에비해초기 14일이전에서과대평가된계측결과를보

여준다. 따라서정량적으로정확한천단침하값을측정해

내는광파기계측값으로부터정확한터널거동의평가가

가능하며, 특히변위발생량이작은암반터널에있어서는

그중요성이더욱부각될수있다. 1mm 이하의정확도를

보이는천단침하자료를수집함으로서일상계측항목중

가장 중요한 천단침하값의 관리기준치 설정/비교 및 설

계자료와의직접적인비교가가능할수있다. 

2.3.2 광파기계측자료의안정성평가
광파기계측자료의안정성을평가하고자, 암질이좋은

곳과좋지않은곳을구분하여상하반굴착시상하반계

측치의경향을비교하 다. 암질이좋지않은곳은풍화

대와함수대가분포하는곳을선택하 다. 상반굴착시에

는직접원지반의응력재분포및막장거리의 향을크게

받기때문에계측자료의불안정성이증가한다. 이에비해

하반은상반굴착시에비해원지반의응력재분포가다소

작기때문에계측자료의불안성이감소하는경향이있다. 

암질이비교적좋았던STA. 233K110단면의내공변위

경향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반의계측자료는인접구간의굴착및그에따른응력재

분포에크게 향을받아불안정한경향을보이고있다.

이에반해하반의계측자료는비교적안정한계측치가획

득되었다. 

암질이좋지않았던구간인STA. 233K220 단면의내

공변위경향을그림4에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같이계그림 2. 인접구간의 천단침하 계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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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치의 등락이 적어 안정적인 시간 이력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암질이좋지않은구간에서는주변암반의전

체적인응력재분포보다는국부적인이완하중의 향이

크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암질이좋은구간과좋지않은구간을비교할때암질이

비교적좋은구간(RMR 50 내외)에서는굴착후1주일내

외에서일정한값을보 고암질이좋지않은구간(RMR

23 내외)에서는2주일이내에수렴되었다. 

2.3.3 종방향천단변위데이터의경향성
광파기계측자료를효과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각

측점의천단침하계측자료를종방향단면을기준으로

향선(influence line) 및 경향선(trend line)을 작성하는

것이다. 터널의천단침하량을같은시간에각기다른측

정지점에서측정한변위를하나의선으로연결한것을

향선(influence line)이라 정의한다(코오롱건설기술연구

소, 1998). 

STA. 233K220∼233K170까지10m 간격으로일상계

측단면에서 향선을작도하여그림5에나타내었다. 그

림에서와같이 STA. 233K220부근의 향선면적이증

가한것을알수있다(원형점선표시).굴진방향은오른쪽

으로향한다. 따라서파쇄대가전방에즉STA. 233K220

그림 3. STA.233K110상반 내공변위 자료

그림 4. STA.233K220상반 내공변위 자료

그림 5. 시간이력별 각계측단면의 천단변위 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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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사이에존재하리라예상되었었다. 물론이는지반조

사단계에서 전기비저항탐사시 조사되었었다. 탐사결과

에 따르면 STA.233K190에서 심도 10m까지 심하게 풍

화되어터널굴착부분까지 향이있을것으로보고되었

었다.

따라서이러한 향선및경향선기법을활용하기위해

서는 Level에 의한측량으로서는자료의취득이불가능

하고광파기계측자료가필요함을알수있다. 이를통해

막장전방의지반상태를계측자료로서도충분히예측할

수있다. 물론TSP와같은탐사와병행되면사전예측의

정확도는가중될것이다.

3. 내공변위자동계측시스템소개및적용사례

3.1 부착식 자동내공변위 계측시스템

최근지하철, 도로터널, 고속철도터널등, 국내지하구

조물들의유지관리및보수·보강문제가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발주관청에서는 터널 설계단계에서부터

터널구조물의유지관리대책을마련토록요구하는사례

가 늘고 있다(삼보기술단, 1997). 이완 관련된 유지관리

계측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는많은연구자들

에의해제안된바있다(배규진외,1998;우종태외,2000).

국내에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이 도입된 지하구조물은

서울지하철을비롯하여고속도로터널, 고속철도터널등

이있고, 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다. 유지관리계측시스

템은크게부착식자동내공변위계및 3차원광파측량을

위주로한일반관리계측항목과라이닝및지반에설치

되는토압계, 수압계, 철근및콘크리트응력계로대변되

는 대표단면 계측항목으로 구분 될 수 있다(우종태외

2000). 이들 유지관리계측을수행하는방식은사용목적

및운용상의방법에따라자동및수동으로구분되어수

행된다. 

부착식자동내공변위시스템은계측항목중가장고도

의기술및운용상의노하우을요하는기술로서광섬유센

서시스템, 3차원 광파기계측시스템, BCS(Bassett

Convergence Sys.), DOCS(Digital Optic Convergence

System), DTL(Dongwoo Tunnel Lining System), EL

Beam 센서시스템등이보급되어있다. 이중광섬유센서

시스템은외국에서도입된기술로서서울지하철유지관

리계측항목으로기사용된바있으나길이에대한변형량

그림 6. DOCS 및 TEMS 3.0 자동내공변위계측시스템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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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측정함으로해당길이에대한실변위산정이곤란하

여운용자가거동산정에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최

근에는각 2차원단면의구간별길이 및 각도변화량을

측정하여내공변위의Δx, Δy의실변위를계측하는기술

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위에서열거한시스템중

DOCS 및DTL 시스템은순수국내기술로서개발된상품

으로각광을받고있다. 

3.2 DOCS 계측시스템및TEMS 3.0

DOCS계측시스템(지오넷(주))은 길이변형량과 각변화

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한 셋트로 구성된 센서 시스템과

통신및로거와관련된계측시스템및센서및로거를제

어하고계측자료를획득, 처리하는운용소프트웨어부분

으로구성되어있다. 

내공변위센서DOCS501/502는센서내광발진기를통

해임의설치구간에서의강선의변위량과임의측점에서

의각변화량을측정하여내장된마이크로프로세서칩을

통해디지털신호로송신한다. 따라서고압선이관통하는

지역에서전자기장의 향을받지않고송신거리에따라

비례적으로증가하는노이즈가발생하지않는다. 또한각

센서마다일련번호가부여되어송수신선을하나의선으

로단일화하므로기존의자동계측시스템에서필요로했

던다수의데이터로거, A/D 컨버터, MUX등의장비가

현격히줄어드는장점이있다. 

운용소프트웨어TEMS 3.0(일명TEMS/DOCS)는SK

건설연구소의계측관련노하우를총집합한프로그램으

로서DOCS 계측자료의획득, 처리, 분석의일련의과정

을한 Window환경하에서사용자편의의그래픽툴을

사용하여손쉽게사용할수있게되어있다. 분석기능에서

는사용자의손쉬운조작으로내공변위계측자료를역산

하여터널라이닝에작용하는단면력인축력과휨모멘트

를시간별로계산하여나타낼수있으며, 일반적으로터

널구조물에사용하지않았던P-M상관도개념을이용함

으로서구조물의역학적거동상태를추정할수있도록하

다. 

3.3 서울지하철 시험운 적용사례

본시스템을서울지하철2기2단계유지관리계측용역

업체선정을위한시험시공및시험운 절차에적용하

다. 시스템구축은그림6과같이, 현장단면에부착식자

그림 7. DOCS 상대좌표방식의 시간별 내공변위 변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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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공변위계DOCS 센서및기매설된매설기기를자동

으로연결하여다른장소의계측실에서실시간자동계측

하는운 S/W로구성된다. 그결과는다음의사항을위

주로게재하 다.

·센서vibration에의한유효최소치(trigger level)

·Tape Extensometer/3차원광파기자료와의비교

·단면력역산자료검토

·시험운행열차, 터널내온도변화, 전기충격및고전

압에의한 향검토

·유지관리기준설정방안제시

3.3.1 센서 vibration에의한유효최소치선정
모든센서는센서가신호를획득하는과정에서일정한

주기로변동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이러한변동치

를 유효최소치(trigger level)로 설정하여 이 값 이상의

변화를보일경우유효치로간주하는것이필요하며, 그

에따른구조물거동에관한분석이이어질수있다.

Δx, Δy를획득하기위한운용프로그램의처리는크게

상대좌표방식과 절대좌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대좌

표방식은각각의DOCS의한세트를각단면의구간별로

상대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좌표변화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에반해절대좌표방식은먼저레이저측량기등을이용

하여기계점을기준으로초기절대좌표를구하고, 단면의

한점을원점으로처리하여좌표변화를산출함으로서정

확한절대좌표의변화를추적하는방식이다. 

따라서고정원점을사전에적절히선택해야하며, 만

약고정원점의변화가발생할경우상대좌표방식의계측

자료와비교검토해야한다.  

그림 7에상대좌표방식의시간별내공변위자료를도

시하 다. 그림과같이구조물의유의미한거동없이길이

변형및각센서자체의변동으로인한 vibration만존재

하 다. 상대좌표방식에서는-0.15 ∼0.15 mm, 절대좌

표방식에서는-0.30 ∼0.30 mm로산출되었다. 따라서

이유효최소치를벗어난값을기준으로의미있는분석이

뒤따라야할것이다. 

3.3.2 Tape Extensometer/3차원광파기 계측와의
비교

시험운 이 1주일 진행되어 정확한 비교 분석이 불가

능하지만, 시험운 시 부착식 자동내공변위계가 설치된

단면에서실시되었던Tape Extensometer 자료와3차원

광파기계측자료를비교하면표1과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력에 따라 T/E가

0.5mm 이상을경험한측선P00-P04, P00-P05, P00-

P09에대해비교하 다. 그러나불행히도10월10일에서

12일사이에기온변화가극심해서기온의급격한하강으

로Tape Extensometer의Tape자체가온도변화를받아

줄어듦으로서결과적으로마치길이가늘어난것처럼계

측되었다. 따라서DOCS와의정량적인자료비교가정확

하지않게되어버렸지만, 표에서와같이두측점에서는

오차가± 0.4mm 고, P00-P09의 10월 12일 자료에

서는차이가크게발생하 다. 이는실제P00와 P09 측

점에서 구조물의 약간의 거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인분석으로이를명확히증명하지는못했다.

광파기계측자료와의비교분석은광파기측정자체가

측정도중에기계점이틀어진관계로정확한데이터를산

출하지못하여분석이불가능하 다. 

3.3.3 단면력역산자료검토
운 프로그램은산출된내공변위자료를이용하여콘

크리트라이닝의단면력인축력과휨모멘트를역산할수

T/E DOCS T/E DOCS T/E DOCS
(mm) (mm) (mm) (mm) (mm) (mm)

10월10일 -0.75 -0.35 -0.55 -0.30 -0.55 -0.30
10월11일 -0.50 -0.40 -0.30 -0.25 -0.20 -0.30
10월12일 -0.40 -0.50 -0.20 0.50 -0.10 -0.70

표 1. Tape extensometer 와 DOCS 계측자료의 비교

P00~P04 P00~P05 P00~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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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역산의 기본 개념은 Kovari이론(Kovari, 1977)을

따라설계되었다. 역산결과라이닝의우측각부에서최대

39 kg/cm2의인장응력이발생하 다. 실제라이닝이철

근콘크리트라이닝이므로, 철근의하중분담율이콘크리

트에비해 15배이상인것을고려해볼때실제콘크리트

라이닝의분담율은39 kg/cm2/15 ≒3 kgf/cm2 이다. 한

편, 매설센서인콘크리트응력계의계측값은시험운 기

간동안평균0.5 ∼ 3 kgf/cm2 인장부가응력이발생하

다. 

따라서내공변위의역산을통한콘크리트라이닝의발

생 추가 응력은 매설센서에서 계측한 추가 응력과 거의

동일함을알수있다. 이를통해역산알고리즘의정확도

가검증되었다.

3.3.4 시험운행 열차, 터널내 온도변화, 전기충격
및고전압에의한 향검토

해당설치단면지상에는용산선철도가통과하며, 해

당지하철은시험운행열차가오전10시부터오후4시까

지 10분간격으로통과하 다. 이에대한 향을평가하

기위해계측자료및내공변위환산자료를분석한결과

그 향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다. 

터널내천단, 측벽, 바닥부의온도차에의한 향을검

그림 8. 매설센서의 자동계측시 시험운행 열차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에 따른 계측값의 변화

그림 9. 관리기준 설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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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기 위해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 다. 천단과 바닥부

사이에는약2∼3도의온도차가발생하 는데, DOCS센

서및매설식유지관리센서의자동계측결과에서온도에

의한 향을발견하지못했다. 장기시험계측이이루어진

다면온도변화대비신호값및내공변위값의비교및정

확한 향파악이가능하리라사료된다. 

지하철에는고전압선이천단부에장착된가이드를따라

흐른다. 따라서고전압에의한계측에대한 향이규명되

어야한다. 계측결과를비교해본결과부착식자동내공변

위계에서는고압선의전압에의한 향이없었다. 그러나

일반 매설센서를 자동계측 라인에 연결한 결과 그림 8과

같이열차운행시간즉통전시간에노이즈가발생하여수

압계의경우잘못된값인5 kg/cm2까지계측되었다. 따라

서매설센서에대한노이즈방지용shielding 작업을실시

하 고 그 이후에는 통전시간대의 매설센서의 노이즈

향이발견되지않아성공적인계측이이루어졌다. 

이러한고전압에의한 향에대처하여노이즈shielding

작업을실시하는것이자동계측에있어가장중요한인자

라는사실을알수있었다. 

3.3.5 유지관리기준설정방안
위와같은시험운 결과로부터장기적인관점에서지

하철구조물의유지관리기준설정을위한방안이모색될

수있었다(그림9 참조). 

첫째, 원시 계측자료와 환산 내공변위 자료의 시계열

분석이필요하리라사료된다. 계측자료의시간이력에대

한 센서 vibration에 의한 향치를 고려하여 trigger

level을사용자가임의로설정할수있지만, 보다과학적

인시계열분석이필요하리라사료된다. 이는시간이력에

대한계측자료의주기성및그에따른경향성을파악하여

무의미한유효치이하의값들을계산해내고, 또한지하

수 침투량 및 터널내 배수량과 같은 환경자료를 시계열

분석에입력치로입력하여그에따른계측치의변화를분

석해낼수있다면예측가능한모델이선정될수있으리

라판단된다. 

둘째, 부착식자동내공변위계에의한내공변위치는역

산을통해반드시라이닝에작용하는단면력으로환산되

어야한다. 환산된값들은매설센서즉토압계, 수압계,

철근및콘크리트응력계계측자료와비교되어종합적으

로구조물의상태를파악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셋째, 위의시계열분석을통한의미있는자료와응력

환산치및계측치를통합분석함으로서내공변위량에대

한관리기준치설정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

나이러한관리기준치는절대적인내공변위수치로설정

하는것은센서의개개의특성을감안할때위험한방법이

라 생각된다. 이는 센서별로 제작사의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거동특성이차이가있을것이기때문이다. 따

라서시계열분석자료와통합비교하여각단면별로내공

변위속도치로관리기준치를결정해야가장합리적인기

준이라사료된다. 물론외압과관련된토압계, 수압계의

계측치를평가하기위해서는지하수를고려한수치해석/

역해석 등의 보조 해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터널의시공중및유지관리단계에서의새로운내공변

위계측시스템인 3차원 광파기계측시스템과 DOCS계측

시스템적용사례를소개하 다. 현장적용으로부터얻은

결론은다음과같다.

1) 3차원광파기계측시스템은천단침하계측시침하량

이 수 mm이내로 작을 경우, Level을 이용한 측량

결과에 비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낸다. 1mm단위

의Level측정값과0.1mm단위의광파기계측결과를

비교함으로서, Level측정값이과장되어표현되는현

상을알수있었다. 정확한천단침하값이계산되었을

때, 막장전방예측을위한 향선및경향성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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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가능하 다. 향선기법을활용하여파쇄대

인근에접근했을때 향선의뚜렷한변화가생겼고,

이를통해간접적으로막장전방의파쇄대유무를판

별할수있었다.

2) 3차원 광파기 계측시스템을 이용한 내공변위 측정

결과, 수mm 이내로작은상대변위가발생하는암

반터널에서도시스템의적절한적응성을보 다. 또

한암질이좋은(RMR기준) 구간에서는상반굴착시

막장존재로인한응력재분포현상으로계측치의등

락을보 으나, 암질이좋지않은구간에서는안정

된계측치를구할수있었다.  

3)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의 공용중 터널구조물에 대한

적용결과, 적절한내공변위치를구할수있었고, 센

서자체의 vibration에 의한무의미한유효치이하

의값을확인하 다. 또한시험운행열차, 온도변화,

고전압에의한 향이없음을확인하 고, 내공변위

의역산을통한단면력산정결과기매설센서에서

계측된부가응력값과유사함을알수있었다. 

4) 기 매설센서를 자동계측시에는 지하철의 통전시간

대에고전압에의한노이즈발생을확인하 고, 노

이즈 Shielding 작업후이러한노이즈발생을억제

할수있었다. 따라서기매설센서를자동계측시에

는이러한노이즈발생에대비한적절한 Shielding

조치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5) 유지관리기준을설정하기위해선, 시계열분석및

내공변위자료를역산한축력과휨모멘트의단면력

역산이반드시필요하며, 기매설센서의계측값과의

통합분석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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