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37
대한터널협회 논문집

Abstract 
Recently, as tunnel structure is getting old, many deformations and defects have been occurred. As tunnel has

the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structure, the estimation of the cause of deformation is very difficult. The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unnel lining and to estimate the deformation cause and safety for tunnel.
In this study, inspection and diagnosis system for effective maintenance in tunnel was researched. Firstly, non-
destructive techniques such as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impact echo test, and infrared thermal techniques
were applied to tunnel lining inspection. Tunnel lining analysis system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stability of
tunnel. And, tunnel soundness evaluation system was developed to find the probable causes and indicate the
method for repair and reinforcement for tunnel.

KKeeyywwoorrddss::Tunnel lining, Non-destructive test, Stability analysis, Soundness evaluation, Inspection and diagno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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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터널은지보재와지반과의상호불확실한역학적특성

으로인하여, 지반조건에부적절하게시공된경우에는단

기간에열화가생기고, 그열화가국부적으로발생하여도

보수, 교체가곤란하기때문에구조물전체의사용년수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터널의 경우 터널 라이닝

이외에는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터널의손상정도및열화상태를쉽게감지할수없

는특성을가진다. 

터널에서의 안전진단 방법은 주로 터널 라이닝에서의

외관조사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방법 및

기술은 터널의 지반에 만들어지는 지하구조물이라는 특

수성을고려하면매우위험하고도불안전한것이라할수

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1차적으로터널의변상이외

관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지반 내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이진행되고있어보수대책을수립하는데에어려움

을겪고있다.  

현재국내에서실시되고있는터널에대한안전진단은

구조물에 대한 건전도(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 안

전진단이 아니라 외관조사에 의존하는 전반조사 수준으

로아직까지정 안전진단에대한기술이확립되어있지

않다고할수있다. 즉터널과같은지하구조물에서의비

파괴조사에진단기법, 라이닝의역학적특성과지반과의

상호작용에대한구조적평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 안전진단 시스템의 개발이 절

실히요구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터널안전관리를위한정 안전진단시

스템을개발하기위하여요소기술로서비파괴조사기술,

터널 해석기술, 건전도 평가기술 개발하고자 하 으며,

이를통해서터널안전관리및유지관리에필요한다양한

요소기술들을시스템화하여터널안전진단업무에효율적

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고자하 다. 

2. 터널비파괴조사기술

2.1 터널 비파괴 조사

터널은다른구조물과는달리터널라이닝의벽면쪽으

로만 접근이 가능하며, 라이닝 벽면에 타일이나 코팅 등

으로미장이되어있고, 터널구조물내의조명, 환기, 접

지선 등 다양한 설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콘크리

트 라이닝이 내부에 철근으로 보강되는 경우 등 비파괴

시험의적용에어려운점이많다.  

이와같은문제점에도불구하고비파괴시험은터널에

손상을입히지않고터널의건전도를판단할수있는자

료를제공하는데있어서필수불가결한시험으로인식되

고있으며또한널리활용되고있다. 표1은터널라이닝에

서의비파괴조사법을평가한결과이다. 대상물은콘크리

트, 철근, 균열, 라이닝으로 구분하여 4가지의 등급으로

그적용성을평가하 다. 각각의비파괴조사법의적용대

상에는차이가있으나, 초음파법, 전자파법, 적외선법그

리고타격법의적용성이비교적높게평가되었다. 

본연구에서는터널에서의정 안전진단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터널라이닝과주변지반에대한비파괴조사기술, 터널라
이닝의구조적안정성을평가할수있는해석기술, 그리고 터널의변상원인및건전도를판단할수있는평가기술을개발하여터널의
열화및손상정도를진단하고터널의유지관리를위한적절한보수·보강대책을제시함으로서체계적인터널안전진단업무에활용하
도록하 다.

주요어:터널라이닝, 비파괴조사, 안정성해석, 건전도평가, 안전진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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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파괴모델실험

본연구에서는터널구조물에대한비파괴조사법의적

용성을살펴보기위하여거의실물크기에가까운모형구

조물을제작하여실험에사용하 다. 모형실험에사용된

조사법은 GPR과 충격반향법도 적용하여 보았다. 본 연

구에서는이를위해터널모형에서측정파라미터를다양

하게변화시킴으로써최적의탐사자료획득변수를얻고

자하 다.

모델시험체는 터널 라이닝을 나타내기 위해 콘크리트

로만들어진4개의모델로구성되어있다. 모델시험부지

의 크기는 1200×1500cm (길이×너비)이고, 각각의 모

델크기는1200×300cm 이다. 4개의모델모두지반과

콘크리트라이닝사이에는방수포가시공되어있으며, 타

설된콘크리트의압축강도는평균210 kg/cm2 이다.  

터널에서의 록볼트, 강지보, 콘크리트 라이닝 내부공

동, 배면공동을설치하고비파괴시험의적용성을살펴보

았다. 그림 1에는 400MHz 안테나를 이용하여 측정된

GPR결과로서 유전상수는 7.5로 계산되었다. 라이닝 내

부공동 공동의 형상 및 크기까지 명확히 측정되었으며,

강지보반응도잘나타나고있다. 배면공동구간에미약한

반응이나타나고있다. 

그림 2(a)은 두께 20cm의 콘크리트 라이닝 모델에서

실시된 충격반향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스펙트럼은 8.75 KHz에서 피크를 보여준다. P파

속도3,600m/s로부터두께는20.6cm로계산되었으며,

모델시험체의두께를정확히측정하 다. 그림2(b)는두

께30cm의콘크리트라이닝모델내에두께20cm의공

동(내부결함)이존재하는경우에서실시된충격반향시험

표 1. 터널 비파괴 검사법의 평가

조사
대상물

육안검사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전자파법
전자유도법
레이다법
사진화상법
적외선법
타격법

평가기준

△
◎

△

△ △
△

△

△
◎

◎

△
◎

콘크리트 철 근 균 열

골재반응
알카리

배합
추정

염화
물량

위치
깊이 직경 부식 깊이 길이

폭

라이닝
박리

라이닝
두께

배면
공동중성화

깊이
압축
강도기 법

13121110987654321

: 높은 정 도로 실용적 ◎ : 높은 능률로 실용적
: 실용적인 방법 △ : 원리상으로 적용가능

그림 1. 모델시험체에 대한 GPR 측정결과 (400MHz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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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은

17.72 KHz에서 최대 피크를 보여주며, 두께는 10.2cm

로계산되었다. 그러나공동의 향으로라이닝모델시험

체의두께에대한반응은나타나지않았다. 

2.3 터널 현장적용

그림 3에는 지보재의 심도가 변화하는 구간에 대한

GPR 조사결과를 나타내었다. 1차 라이닝과 2차 라이닝

의경계가전구간에서나타나고있으며그심도는0.2∼

0.3m 범위이다. 지보재의반응도약1.4m 간격으로나

타나는데, 그심도가많이변화하는것으로보아시공중

여굴량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측정거리 34∼36m

의구간은지보재의심도로보아라이닝의총두께가다

른지점보다얇은것으로추정된다. 

(a) 콘크리트 두께 20cm (b) 콘크리트 두께 30cm(공동20cm)

그림 2. 모델시험체에 대한 충격반향 시험결과

(a) 배면공동반응 (b) 라이닝 착 반응
그림 4. 터널 라이닝 천단부에 대한 GPR 측정결과

그림 3. 지보재 및 라이닝두께 변화에 대한 GPR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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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는지하철터널에대한GPR 측정결과로서, (a)에

는터널천정부중심부로갈수록라이닝의두께가얇아지

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런반응의원인은2차라이닝

과1차라이닝사이에공기로채워진공동이존재하기때

문으로해석되었다. (b)에는특이한이상반응이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1차 라이닝과 2차 라이닝이 착되어 있어

반사층이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으로해석되었다.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두께가 40cm인 터널에서 충격

반향시험을실시하 다. 본시험에서는현장에타설된콘

크리트에대한P파속도를파악하기위하여두께를알고

있는지점에서예비시험을실시하 다. 그림5(a)는충격

반향시험결과로서, 스펙트럼은4.38Khz에서피크를보

여주며, 두께는 42.2cm로 계산되었다. 이 지점의 콘크

리트 라이닝은 설계두께는 40±4cm로, 측정결과 설계

두께를충분히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콘크리

트라이닝은내부결함이없는건전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5(b)에서 스펙트럼은 7.70Khz에서 피크를 보여주

며, 두께는 24.0cm로 계산되었다. 이 지점의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두께는 40±4cm로, 설계두께를 확보하고

있지못한것으로나타나콘크리트라이닝내에결함이있

을것으로조사되었다. 

비파괴 시험법인 적외선 열화상기법을 이용하여 터널

구조물의안전진단에대한효율성을확인하기위하여노

후화된터널을대상으로측정을수행하 다. 본조사에서

는먼저외관조사를통하여누수, 박리, 균열및백화등

이심하다고판단되는천정부와측벽부를집중적으로측

정하 다. 그림6은터널입구부의우측측벽상단부에서

전형적인 누수부에 대한 적외선 열화상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건전부는 분홍색을 띠게 되고 누수부는 노란색 및

녹색을띠며그중앙부는청색을띠고있다.   

3. 터널라이닝해석및안정성평가

3.1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본연구에서는단일라이닝및복층라이닝의상호작용

을동시에해석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험결과

와의비교를통해타당성을검증하여각종변수의변화를

통한 터널 라이닝의 거동을 조사하고자 하 다. 이를 위

해서각각의라이닝을프레임요소로처리하고두라이닝

의상호작용을모사할수있는인터페이스요소를개발하

다. 인터페이스요소는Goodman에의해개발된절리

(a) 터널 라이닝 건전부 (b) 터널 라이닝 결함부

그림 5. 터널라이닝에 대한 충격반향시험 결과

그림 6. 적외선 열화상 측정결과



4242
터널기술 Vol.3, No.1

학술논문

모멜을 수정한 모델로 마찰요소(friction element)를 이

용하여구현하 다. 이인터페이스요소는구조적으로상

부및하부라이닝요소에각각연결되어있다. 따라서이

요소는 라이닝 요소와 마찬가지로 3개의 자유도를 갖는

다. 개발한 라이닝 인터페이스 요소는 복합빔(multiple

beam)에관한수학적해와비교함으로서그타당성을검

증하 다. 수학적해와1%의오차를보 다.  

또한 지반과 터널 라이닝 지보계를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알고리즘을개발하여다양한변수해석을통하여라

이닝지보계의역학적거동을조사하 다. 지반은연속체

요소로서구현하 으며, 지반과라이닝사이에는하중전

달을 위한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하 다. 사용한 지반

인터페이스요소는King에의해개발된요소를사용하

다. 복층 라이닝 지보계를 동시에 지반과 함께 해석하는

경우에는개발된라이닝인터페이스요소를사용하 다. 

King에 의해 개발된 지반 인터페이스 요소의 생성과

정을간단히언급하면다음과같다. 이요소는기본적으

로Goodman에의해개발된마찰요소를수정하여완성

되었다.

본연구에서개발한지반을포함한통합해석프로그램

은지반과숏크리트, 지반과콘크리트라이닝, 지반과숏

크리트, 콘크리트의 복층 라이닝에 대한 모든 해석이 가

능하다. 여기서는이러한해석프로그램을이용하여, 중요

한해석변수를변화시킴에따라전체계가어떻게변화하

는지를살펴보았다. 

지반을 포함한 라이닝에 대하여 파라미터를 변화시킴

으로서라이닝거동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살펴보았다.

파라미터는지반의물성, 라이닝두께의변화, 지반과라

이닝 사이의 인터페이스 강성비, 복층 라이닝 사이의 인

터페이스강성비이다. 지반의물성변화효과는지반과라

이닝사이의휨강성비즉F로나타내었다. 라이닝거동은

천단 및 측벽의 처짐, 축력, 휨모멘트, 결과적인 단면력

값을구하여비교하 다. 그림7은인터페이스강성의변

화및휨강성비F의변화에따른천단처짐을나타낸것

이다. 법선하중이 접선하중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접선강성의 역할이 가장 작다. 따라서 천단의 경우 강성

비의 변화에 전혀 무관하게 처짐량이 발생하는 반면에,

측벽에서는 0.1까지 처짐이 크게 증가하다가 이후 작은

증가를보인다.  F가증가하면즉지반의강성이증가하

면(지반이 경암에 가까워질수록), 처짐량은 작게 발생하

는일반적인현상을보인다. 

3.2 초기지압 및 지보시차 고려

본연구에서는위의변수들중해석에반 할수있는1)

굴착전 지반의 초기응력 상태, 2) 굴착후 숏크리트 설치

시까지의지반의이완, 3)숏크리트설치후최종콘크리트

라이닝의설치시까지의이완, 4) 콘크리트라이닝에걸리

는2차지압을고려할수있는해석시스템을개발하 다. 

본프로그램은구성요소는그림8에서보는바와같이

지반요소, 숏크리트및콘크리트라이닝요소, 지반과숏

크리트를연결하는인터페이스요소, 숏크리트와콘크리

트라이닝을연결하는인터페이스요소이다.  

지반을포함한라이닝에대하여지반의물성변화를통

하여즉휨강성비F의변화를통하여라이닝거동이어떻

게변화하는지를조사하 다. 라이닝거동은숏크리트및

콘크리트라이닝의천단및측벽의처짐, 축력, 휨모멘트,

결과적인내부응력의값을구하여비교하 다. 

그림 7. 인터페이스 강성 및 휨강성비에 따른 천단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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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경부고속전철 표준단면에 대하여 수행하 는

데, 패턴1∼5 즉다섯가지패턴에대하여해석을수행하

다. 각각의 패턴에서 강지보공, 용접강선망, 록볼트는

해석에서제외하여순수한숏크리트및콘크리트와지반

사이의거동만을해석하 다.

또한지반의물성변화즉지반의암종이변화함에따라

라이닝거동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조사하 다. 측압계

수는 1로 고정하 으며 인터페이스의 접선/법선 강성비

는1.0으로고정하 다. 

그림 9에는콘크리트라이닝의처짐을나타내었다. 모

든처짐량값은휨강성비가작을수록크며, 휨강성비F가

커질수록지수함수적으로감소하여, 25,000이상의범위

에서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통의 복층 라이닝

과 조합되는 지반은 보통암 이상의 양호한 암반일 경우

처짐량에있어큰차이를보이지않음을알수있다. 

3.3 터널라이닝해석시스템

지금까지구현한각종해석기법을하나의프로그램시스

템으로 총괄 통합하 다. 이 해석시스템은 윈도우용 S/W

인 TULAS(TUnnel Lining Analysis System)라 하

으며, 본해석시스템의해석모듈은다음과같은6개의모듈

로이루어진다. 

1) 단일라이닝해석모듈: SINGLE LINING 

숏크리트혹은콘크리트단일라이닝을해석하는모

듈이다. 

2) 복층라이닝해석모듈: DOUBLE LINING 

숏크리트및콘크리트라이닝을동시에해석하는복

층라이닝해석모듈이다. 

3) 지반-단일 라이닝 해석모듈 (탄성): Q4-SINGLE

(ELASTIC) 

지반 및 단일 라이닝과 두 요소를 잇는 인터페이스

요소로구성된해석모듈이다. 

4) 지반-복층 라이닝 해석모듈 (탄성): Q4-DOUBLE

(ELASTIC) 

지반 및 복층 라이닝과 두 개의 인터페이스 요소로

구성된해석모듈이다.  

5) 지반-단일/복층라이닝 해석모듈 (탄소성): Q4 -

DOUBLE(ELASTO-PLASTIC)

지반및복층라이닝혹은단일라이닝해석이가능

한탄소성해석모듈이다. 

6) 초기지압및지보재의시차적적용모듈

초기지압을고려하고지보재를시차적용할수있는

모듈이다.

그림10은본해석시스템의단일라이닝및복층라이닝

에대한제어변수를입력하는윈도우창을나타낸것이다.

해석모듈에서는 전처리 과정과 해석과정을 모두 포함하

고있다. 전처리과정은요소를자동생성하는기능을갖

그림 8.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그림 9. 휨강성비에 따른 콘크리트 라이닝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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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요소 생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입력값만

입력하면모든과정이자동으로처리된다.  

또한 후처리 옵션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

결과로 나오는 라이닝 변위, 단면력 등을 출력하기 위한

모듈로서지반의변위및응력등은생략되어있다.

3.4 터널 현장적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한요소 프로그램의 터널현장에

대한활용성을고찰하기위하여초기지압및지보의시차

적적용이구현된프로그램을이용하여기건설된터널단

면을 선정하 다. 특히 해석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터널라이닝의변위및응력이계측되고, 지중변위및천

단침하가계측된단면에대하여수치해석을수행하 다. 

본해석단면104K 200, 103K 950은모두대표단면계

측지점으로서 지중변위, 숏크리트 응력, 지중침하, 천단

침하량을 수치해석과의 비교대상으로 선정하 다. 경계

조건은공학적차원에서일반적으로설정하는기준에따

라터널상부는덮개암의두께, 측부는2.5D (D는터널의

직경), 하부는1.5D로 역을설정하 고, 좌·우측방경

계는수평변위, 하부경계는연직변위를구속하 다.  

표 2에계측결과및해석결과를나타내었다. 대표단면

103K 950에서는터널천단의침하량이5.00으로계측되

고, 수치해석결과는4.83mm를나타내었다. 거의유사

함을 알 수 있다. 같은 현상이 지중변위량에서도나타나

는데 터널 천단으로부터 1.5m 떨어진 지반내 지중변위

량은5.30mm로서수치해석결과의4.58mm와는거의

유사함을알수있다. 

지보재의 물성인 숏크리트의 압축응력은 두 단면 모두

천단과 측벽부에서 계측결과와 수치해석 결과가 거의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숏크리트 압축응력은 허

용압축응력52 kg/cm2에크게미치지못함을알수있다.

그림 10. 라이닝 제어변수입력 그림 11. 후처리 프로그램

표 2. 계측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

Vault
subsidence

(mm)

Mea. Num. Mea. Num. Mea. Num. Mea. Num. Mea. Num.

Horizontal
convergence

(mm)

104K200 16.00 1.16 2.47 1.76 3.07 4.05 17.27 13.25 13.84 3.88
103K950 5.00 4.83 0.55 0.552 7.04 7.2 6.55 7.19 5.30 4.58
Remark Num. : Numerical results,  Mea. : Measurement data

Section

Shotcrete 
compressional stress (kg/cm2)

Ground 
displacement

(mm)Vault Side wall



터널유지관리를위한안전진단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4545
대한터널협회 논문집

그림12에는각각숏크리트및콘크리트라이닝의축력

을나타내었다. 숏크리트의축력은모든지점에서압축력

이 작용한다. 최대 압축력은 각부에서 50kgf로서 작용

하고, 천단으로갈수록점점그크기는작아진다. 그러나

콘크리트 라이닝의 축력은 대부분의 지점에서 인장력이

작용하며천단으로부터 30도이내에서는압축력이작용

하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은측압계수가콘크리

트라이닝의거동이역전되는0.5이므로전장들에서살

펴본바와같다.

그림13에는각각숏크리트및콘크리트라이닝의휨모

멘트분포를나타내었다. 숏크리트휨모멘트는각부점에

서스프링라인까지는지반쪽으로휨이발생하는부(-)의

휨모멘트가그이후천단까지는공동내부로휨이발생하

는정(+)의휨모멘트가발생함을알수있다. 

4. 터널변상원인및건전도평가

4.1 인공신경망 모델설계

본 연구에서는 외력에 의하여 변상이 발생하 을 때

터널라이닝에서관찰할수있는현상을근거로하여어

떤외력이작용하 는지판명하기위한인공신경망모델

을설계하 다. 여기에사용된다층역전파학습인공신

경망은입력층과출력층, 두층사이에존재하는은닉층

으로 구성되며 구조 및 학습상수 등을 사용자가 결정할

수있다.

인공신경망학습을위한자료를구성하기위해서는입

력 및 출력자료가 함께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변상현상

으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상세한 항목별 조사 및

그에따른전문가의판단이주어져야하지만현재국내외

그림 12. 숏크리트 및 콘크리트 라이닝 축력분포

그림 13. 숏크리트 및 콘크리트 라이닝 모멘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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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관련 자료에서 그러한 부분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

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터널변상현상에대한연

구내용을바탕으로하여타당한사례들을구성하 다. 즉

변상현상들을 원인별로 적절하게 조합하 다. 129개의

사례를조사하 다. 

인공신경망 구조와 학습상수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4종류의구조와3종류의학습상수를조합해서12개의인

공신경망 모델을 구성하 으며 허용 시스템오차를 0.01

로설정하 을때의학습결과및재추론결과를이용하여

최적의인공신경망을선택하고자한다. 설정된모델은표

3과같다. 여기에서입력층은변상현상에따라41개의노

드를가지며, 11가지변상원인이있으므로출력층은11개

의노드를가진다. 

모델의 선정기준으로는 학습에 사용된 129개 사례 중

임의로 선택된 22개 사례를 재추론하여 구한 결과의 오

차율을 삼는다. 재추론결과의 오차율은 22개 사례별 오

차를구한뒤이값들의평균을취한다. 여기서오차는추

론결과와목적결과의차와목적결과의상대적비를의

미한다. 시스템에서다른자료를이용하여학습할가능성

이매우적으므로학습시간과횟수는인공신경망의특성

파악에만 이용한다. 표 4에 오차, 학습수행시간 및 수행

횟수를정리하 다. 

평균오차및최대·최소오차는큰차이를보이지않으

며, 은닉층의구조가복잡해짐에따라학습시간이상당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적은 학습횟수에 요구하는

시스템오차에도달할수있음을알수있는데이는은닉

층의개수가증가함에따라상호연관성패턴인식 역이

고급화되기때문이다. 아울러시스템오차0.01이그다지

가혹한수렴조건이아닌점도학습횟수감소의원인이될

수있다.

오차들의 평균보다 값이 작은 모델은 4, 5, 7, 10, 11,

12이며이중은닉층이단층인7번모델은제외하 다. 나

머지5개의모델중에서는5번모델과 12번모델이최대

오차가작은데현재시스템구성에서는학습시간이중요

한요소가아니므로좀더복잡한구조의12번모델을최

종최적인공신경망모델로선정하 다.

4.2 터널 건전도 평가 시스템

(1) 대상터널의제원입력
시스템을 처음 시작하면 그림 14과 같은 입력창이 나

타난다. 이창에서입력된내용을기준으로하여터널별

로 자료가 저장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된다. 또

한 터널별 자료의 하부에 구간별 자료를 두어 관리하므

로한터널에대하여여러구간을적용하고저장할수있

0.1-0.9* 0.3-0.7 0.5-0.5학습상수
구조

20 Model 1 2 3
20-20** 4 5 6

41 7 8 9
41-41 10 11 12

표 3. 인공신경망 설정을 위한 모델

* : 0.1-0.9는 학습율 0.1, 관성율 0.9를 의미
** : 20-20은 은닉층이 2개이며 각각 20개의 노드로 구성됨을

의미

평균오차
(%)

최대오차
(%)

최소오차
(%)

학습시간
(mm:ss) 학습횟수모델

1 8.25 19.39 2.56 13:34 329
2 8.68 20.11 4.04 19:05 461
3 8.38 19.90 3.30 14:50 360
4 7.75 19.82 2.24 17:43 306
5 7.13 17.85 2.12 20:08 348
6 8.11 19.03 3.19 21:41 374
7 7.36 18.11 2.38 22:21 270
8 8.03 22.62 3.77 20:38 251
9 8.00 19.35 3.46 22:49 276
10 7.24 19.49 3.00 35:30 234
11 7.47 19.35 2.58 40:39 270
12 7.08 17.56 2.79 41:07 273

표 4. 구성된 인공신경망 모델의 학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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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어오기를 선택하면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불러올

수있다.

(2) 터널변상현상입력
왼쪽상단의터널형태에서부분별버튼을선택하면그

림 15의 오른쪽 상단에 선택사항들이제시된다. 이 항목

들가운데해당되는것을선택하면화면하부의표에선

택사항이함께나타난다. 세부기능으로만일수평균열이

어떠한형태인지알고싶은경우왼쪽하단의표에서수

평균열란을더블클릭하면균열발생사례를균열의종류

별로볼수있으므로선택에도움을줄수있다. 

터널 변상현상을 모두 입력한 뒤 변상원인을 추론하

고자한다면추론버튼을선택하며, 시공및주변환경조

건이 있다면 종료 후 환경조건입력을 선택하는데 환경

조건을함께고려하는것이정확성을높일수있다고생

각된다.

(3) 시공조건및주변환경조건입력
그림 16의창에서해당되는사항을선택한다. 터널변

상현상 입력창과 구분되어 있으므로 환경조건만으로도

추론이 가능하다. 터널 시공 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나기

쉬운외력작용을고려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4) 변상원인추론결과제시
입력된자료를바탕으로추론한결과는그림17과같은

형식으로제시된다. 표시된수치는라이닝변상현상과환

그림 14. 터널의 제원 입력모듈 그림 15. 터널 변상현상 입력모듈

그림 16. 시공조건 및 주변환경조건 입력 모듈 그림 17. 변상원인 추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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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건의가중치가고려된합이되며다른구간에대해서

도②의과정부터실행될수있다.

(5) 건전도평가결과
입력된내용을근거로한대략적건전도평가결과가두

기준에따라외력에의한변상, 재질열화, 누수별로제시

되며최종판정을위해서정성적판정기준이그림18과같

은 화면하단에 표시된다. 상단 좌측이 표를 선택하면 아

래제시된기준도같이바뀌게된다.

(6) 보수보강대책제시
건전도평가결과와선정기준에따른몇가지문항의입

력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보수보강대책 제시창이

그림19과같이나타난다. 그림과같이특정항을선택하

면공법에대하여간단하게목적, 적용상황, 방법이함께

제시된다. 대개 두세 가지의 공법을 병용하는 사례가 많

은데이를위해보수목적에맞는최적의공법조합사례를

제시할수있는기능을추가함으로써시스템의개선을도

모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4.3 터널현장사례적용

본연구에서개발된시스템의현장터널에대한활용성

을검증하기위하여현장사례를적용하 다.

(1) 터널변상현상및환경조건
본터널은연장6,359m로서1970년준공되었다. 단선

2호형으로콘크리트구조물이며일부구간에만인버트가

설치되어 있다. 지형 및 지질조건을 살펴보면 변상이 발

생한구간부근에응회암과유문암이있으며상부지반은

대체로 평평한 형태이고 변상이 일어난 구간의 토피는

300m이다. 라이닝 두께는 23∼45cm로 일부구간에서

설계보다작게시공된것으로판단되었다.

터널에일어난변상을알아보면초기에지반이부풀어

오르고 측벽이 압출된 이력이 있으며, 계속 단면의 축소

가발생하고있다. 내공변위량측정결과최대진행속도가

약 15mm/year이며, 1977년터널아치부에압좌현상이

발생하 다. 그리고지반이부풀어오르는현상의 향으

로노반이얼마간융기하 으며터널양쪽의배수구도변

형을일으켰다. 변상구간의균열등을나타낸변상전개도

그림 18. 건전도 평가 모듈 그림 19. 보수보강대책 제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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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20과 같다. 대표적 균열은 아치 어깨부 양쪽의

수평균열과 왼쪽 측벽부의 수평균열, 천장부 및 어깨부,

측벽부 전반에 걸친 수직균열, 오른쪽 어깨부의 경사균

열, 양쪽측벽부의경사균열을들수있다. 프로그램에입

력된내용은표5와같다. 

(2) 프로그램수행결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변상현상만을 입력한 결과 프

로그램에의해제시된원인별가능성은그림21에나타낸

바와 같이 소성압(53%), 동결압(33%), 터널 종단방향 지

지력부족(32%), 지반이완에의한연직압(19%), 지반미끄

러짐(18%) 순서이다. 

환경조건을살펴보면지반팽창, 인버트미설치, 라이닝

두께부족이소성압발생환경에모두해당되며라이닝두

께부족이지반이완에의한연직압과편압·사면활동, 수

압, 동결압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소성압이 37.5%를,

그외해당원인이12.5%의가능성을가지며지반미끄러

짐과지지력부족, 지반침하에따른터널침하에우호적인

환경조건은 없으므로 값을 가지지 않는다. 두 과정의 결

과를함께그래프로제시하면그림22와같다.

최종적으로소성압작용 가능성이가장 크며, 그 다음

으로동결압, 지반이완에의한연직압등이제시될수있

으나소성압에비해그가능성이매우작다고할수있다. 

보수보강대책제시를 살펴보면 외력에 의한 변상대책

에서배면주입공법과록볼트보강공법이가장우선적으로

제시되며, 다음으로숏크리트또는현장타설콘크리트를

이용한라이닝보강,  스트러트공법, 인버트콘크리트설

치가제시되었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터널의효율적인안전관리및유지관리

를 달성하기 위하여 터널 비파괴조사, 터널해석 및 안정

성평가, 터널변상원인및건전도평가에관한요소기술

을개발하고이를시스템화한터널정 안전진단시스템

을개발하 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GPR조사에서는 터널조사에 있어서는 중심 주파수

가 400MHz인 안테나의 사용이 유용하 다. 또한

그림 20. 터널 라이닝 변상전개도

현상 위치 및 특징
수평균열-어깨부(좌, 우), 측벽부(좌)
수직균열-천장부, 어깨부(좌, 우), 측벽부(좌, 우)
경사균열-어깨부(우), 측벽부(좌,우)
천장부 (길이 7m)
지반팽창에 따른 융기
내공폭 축소 발생 (최대변위량 15mm/year)
지반팽창 발생
변상구간에 인버트 미설치
라이닝 두께부족

균열
(폭 3mm 이상)

압좌현상
지반·인버트

변형

환경조건

표 5. 터널 주요 입력자료

그림 21. 변상원인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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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리에 따라 일정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survey wheel의사용이권장된다. 원지반과 착된

콘크리트라이닝의두께를파악하는데에는매우제

한적으로적용될수있다. 

2) 충격반향조사에서는 원지반과 착된 콘크리트 라

이닝의 경우에도 두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두께가

30cm 규모의 라이닝 두께 검측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나타났다. 두께가50cm 이상의라이닝에는

측정오차에 의한 결과값의 변화가 매우 컸으며, 터

널라이닝의형상은공진을발생시키기에양호한형

상을띠고있어적용성은더욱높았다. 

3) 숏크리트 및 콘크리트 라이닝, 지반과 숏크리트 사

이에존재하는새로운라이닝인터페이스요소를개

발하여라이닝을나타내는프레임요소와의결합을

통하여터널라이닝을수치해석적으로검토할수터

널라이닝해석시스템를개발하 다. 

4) 지반압을 1차적으로 지보하는 숏크리트와 2차적으

로지보하는콘크리트라이닝거동과는모든거동에

있어상이한거동을보이므로숏크리트에작용하는

지압의 형태, 지반특성 등과 관련하여 복층 라이닝

해석이반드시필요하리라판단된다.

5) 터널라이닝에발생하는변상의경우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기존의현장자료나관련이론을학습함으

로써 패턴매칭(pattern matching)을 통한 경향

파악이 가능하 다. 또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자

료에대해서도학습결과를기초로한추론이가능하

다.

6) 터널라이닝변상현상만으로원인을추론한결과대

체로 전문가의 판단과 유사함을 보 다. 그러나 터

널시공조건및주변환경조건을함께고려함으로써

정확성을높일수있다. 변상원인추론및건전도평

가결과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수보강대책을

세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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