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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ld widely, the occurrences of earthquakes have been increased recently. Speculating from 

cases of earthquakes in the world, it is reported that damages have been made underground 

structures like cut-and-cover tunnels, especially on the upper of tunnel with a shallow depth and 

the backfilled area adjacently by earthquakes. Earthquakes   have a tendency to increase recently 

in Korea but it is deficient in seismic design criteria. In this study, Shaking table test on both 

soil and EPS block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cut-and-cover tunnels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backfill materials and embanking material. 

It turned out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seismic performance according to analysis of strain 

and bending stress of tunnel by earthquakes.

Keywords: Cut-and-cover tunnel, seismic performance, shaking table test 

요  지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지진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개착식 터널과 같이 설치 심도가 낮고 개착한 부분 

즉, 구조물 인접 주변을 뒤채움해야 하는 지중구조물의 경우 지진동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지진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중구조

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동 발생시 개착식 터널 주변 

뒤채움 및 상부 성토재료 특성에 따라 터널에 미치는 동적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사와 경량재료인 EPS블럭을 

적용, 각각의 대하여 뒤채움 경사별 및 성토고에 따른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여 개착식 터널의 내진성능 효율성 

분석하였다. 지진동에 의한 발생 변형율 및 터널에 발생되는 휨응력 분석결과 EPS블럭과 같은 경량재료를 혼용하

는 것이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개착식터널, 내진성능, 진동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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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지진발생빈도

1.서론
 

전세계적으로 지진발생빈도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

으며 지진에 의한 피해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림 1과 같이 지진의 발생빈도가 1990년 이

후로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해외의 지진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상구조물

외에 개착식 터널과 같이 심도가 낮고 개착한 부분 즉, 

구조물 인접 주변을 뒤채움 하여야 하는 지중구조물의 

경우 지진동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

사 분석 되고 있다. 이와같이 지진에 의한 지중구조물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지중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연구

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근래들어 친환경 건설정책과 

양호한 도로선형 확보를 위해 도로터널에 도로상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90년대 0.9%에서 최근들어 2.9%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동에 대한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터널 상부 토피고가 1D (D:터널의 직경)이하

인 개착식 터널에 대하여 지진 발생시 터널 거동에 미치

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뒤채움과 성토를 단위중량이 토사의 1/100인 EPS블

럭 (0.02 tf/m
3)블럭을 이용하는 경우

(2) 뒤채움과 성토를 토사로 하는 경우 

(3) EPS블럭을 터널 주변에 뒤채움재로 설치후 그 상부

로 토사를 성토하는 복합 성토 경우

상기와 같은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뒤채움 경사별 

(1:0.6, 1:1.2), 성토고 높이별 진동대 시험을 수행, 개

착식 터널의 뒤채움재에 의한 터널 거동 영향을 분석하

여 EPS블럭의 내진성능 평가를 하므로서 개착식 터널에

서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2.진동대 시험 장치 및 방법 

2.1 시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크기가 2m×2m, 최대 시험하중 5ton, 

최대가속도 1.0g, 최대주파수는 50Hz인 2축방향으로 

진동을 가할수 있는 진동대 시험대를 사용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터널의 횡방향에 대한 지진하중 작용시 터널의 

동적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터널의 횡단방향에 대

한 입력지진동을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본 실험에서 사용

될 진동대의 상세한 제원은 다음 표1과 같다.

구분 사양

Dimension 2m×2m

Max. Specimen Weight 5ton

Table Mass 2.5ton

Control Mode Biaxial Hor

Max. Stroke +/- 75mm

Max. Velocity 50cm/sec

Max. Acceleration 1.0g

Frequency Range DC-50Hz

표 1. 진동대 제원

2.2 축소 모형 모델 시험체

본 연구에서 수행된 진동대 시험은 실물크기의 개착식 

터널을 그대로 모사하기에는 규모가 크므로 진동 시험용 

모델체와 실물원형의 관계에 대하여 1970년 이후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온 축소 모형 진동대 시험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통해 신뢰성 입증된 Iai’s (1989)
의 Scaling Factor을 적용하여 그림 2, 그림 3과 같이 

2차선 도로터널을 1/40 (λ=40)의 크기로 축소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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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차로 도로터널 표준단면 그림 3. 진동대 시험에 적용될 터널 모형

그림 4. 진동대 실험에 사용된 실험 본체 그림 5. 계측시 설치 위치도 (평면도)

시험체를 사용하였다.

즉, 2차로 표준 도로터널의 폭이 14.2m 높이가 약 

8.5m로 이를 1/40으로 축소하게 되면 모형 터널의 폭이 

약 0.33m, 높이가 약 0.2m가 되므로 이와 같은 치수를 

이용한 모형터널을 제작하였다. 또한, 실제 개착식 터널

의 재료는 60cm 두께의 콘크리트 라이닝이므로 동일한 

재료로 축소 모형 터널을 제작하는 것이 것의 불가능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을 이용하였다. 알루미늄은 

일반적으로 터널 축소 모형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 이는 알루미늄 특성상 얇은 두께로 제작이 용이하며 

단위중량이 콘크리트 라이닝 재료와 유사하고 탄성구간

에서도 변형이 용이하게 일어나므로 역학적 거동 분석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콘크리트와 물리

적 성질 즉, 강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강성 차이에 대한 

보

정

을 

위

해 

Iai ’
s 

Sim

i l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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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

e (λ

5
=40

5
)을 이용하여 터널의 단면두께를 0.8mm의 알루

미늄으로 제작하였다. 터널 모형을 설치하는 시험 본체

는 그림 4.와 같다. 시험 본체는 폭 1.75m, 높이 

0.70m, 길이 1.22m이며 원지반의 경사각에 따른 터널

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지반 경사가 1:0.6, 1:1.2

의 목재 블럭을 별도로 제작하여 각각의 경사각에 대하

여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체의 전면과 후면에는 20mm 두께의 투명 아크릴

판을 설치하여 뒤채움 및 성토재료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2.3 계측기 설치 위치

본 실험에서는 지진동 발생시 터널 주변 뒤채움 및 성

토재에 의한 터널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계측을 수행하였다, 터널 외측면에 총 3개

의 가속도계를 터널 천단부, 어깨부, 측벽부에 설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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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PS블럭 뒤채움 설치도 사진 1. EPS블럭, 모래 복합 성토 전경

지진등으로 인해 터널에 발생되는 응력을 파악하기 위

해 총 9개의 전기식 스트레인게이지 (변형율계)를 터널 

천단부에 2개, 어깨부에 6개, 측벽부에 1개씩 설치하였다.

2.4 시험 방법

2.4.1 시험 수행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험은 그림 6과 같이 EPS블럭만 

성토고 높이별 (0D, 0.25D, 0.5D, 1D, D: 터널직경), 

굴착경사별 (1:0.6, 1:1.2)로 각각 설치하여 각각의 입

력 가속도별 각각의 실험을 수행한 경우와 사진 1과 같이 

EPS블럭과 토사를 혼합 성토하여 성토고 높이별, 굴착

경사별로 각각 설치하여 진동대 시험을 실시하였다.

진동대 실험절차는 우선 터널 모형체에 계측기를 설치

한 후, 계측기의 이상유무를 미리 검증한 후, 사진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험 본체에 설치한다.

시험 본체가 설치되면 터널 주변에 EPS블럭 또는 모래

를 터널 주변에 뒤채움 하고 그 상부로 실험 조건에 맞추

어 EPS블럭 또는 모래를 단계별 성토하였다. 

뒤채움 및 성토재로 사용된 모래는 비중이 약 2.62, 

균등계수가 약 1.75이며 최대, 최소 건조단위중량이 약 

1.6tf/㎥, 1.4tf/㎥인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였는데 최

초 포설된 모래는 상대밀도가 느슨한 상태이므로 이를 

일정한 다짐도롤 조성하기 위해 0.3g, 12Hz의 가진 조

건으로 3분간 진동을 가하였다. 가진후, 조성된 뒤채움 

모래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모래의 건조단위중량이 

1.6tf/㎥정도의 다짐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순서로 터널 측벽과 천단에 EPS블럭 또는 

토사를 설치한 후에 입력주파수를 일정한 값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입력가속도를 0.1g에서 

부터 0.4g까지 0.1g간격으로 매단계 마다 5초간 가진 

하였다. 그후 입력주파수 (12Hz)를 변경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진동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실험조건 이 종료가 되면 다시 EPS블럭과 상부 

모래의 성토높이를 단계별로 증가시켜 시험을 수행하였다.

2.4.2 진동대 시험에 적용된 진동파형

진동대 시험시 사용되는 입력파는 실측된 지진파 또는 

인공지진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

된 Scale Factor가 1/40이므로 지진파를 Similitude 

Rule로 변환시켜 실험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한 인

공합성지진파의 특성을 반영한 정현파 (Sine Wave)를 

이용하여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였다.  

즉, 국내 내진설계기준에 의하면 지반조건이 보통암, 지

진구역 I지역인 1등급구조물에 대한 인공합성지진파의 탁월

주파수가 약 2.2Hz정도이고 지진지속시간이 약 24sec로 

산정되므로 이를 Similitude Rule에 의한 정현파 (Sine 

Wave)로 작성하면 정현파의주파수 ( λ-0.5=40-0.5)는 약 

14Hz이고 지진동 지속시간이 약 5sec로 변환된다. 

따라서, 이러한 파형의 특성을 반영한 정현파 (Sine 

Wave)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

로 생성된 입력 지진동을 이용하여 진동대에 진동에너지

를 발생시킬 경우, 진동대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계에

서 출력된 대표적 파형은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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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이력곡선 (b) FFT분석에 의한 진동파의 특성

그림 7. 지진동의 파형 (0.1g, 12Hz)

(a)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0.2g, 12Hz) (b)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0.2g, 16Hz)

그림 8. EPS블럭, 토사 성토시 터널 발생 변형율 비교 

3.진동대 실험결과분석

3.1 뒤채움 설치 경사 1:0.6에서 터널 발생 

변형율 분석

3.1.1 EPS블럭과 토사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터널구조물은 내진1등급 붕괴방지수

준을 만족해야하고 이때 최대지반가속도는 0.154g이므

로 다음 그림 8과 같이 지진가속도 0.2g인 경우의 EPS

블럭과 토사조건에 대한 진동대 시험 비교 결과 EPS블

럭을 적용하는 경우가 토사를 적용하는 경우 보다 발생 

변형율이 평균 5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토고 0.25D인 조건에서 동일한 높이에 대하

여 상대적으로 토사를 적용하는 경우 보다 EPS블럭을 

적용하는 경우가 진동감쇠효과가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성토조건 중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1.2 EPS블럭 0D+토사 성토고별 (복합 성토)와 토

사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비교

본 실험조건은 EPS블럭을 적용한 복합성토조건과 토

사성토 조건을 비교분석하여 복합 성토조건의 진동감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진동대 실험 비교

결과 다음 그림 9와 같이 EPS블럭과 토사를 복합성토한 

조건이 토사만을 성토한 조건보다 발생 변형율이 평균 

2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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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PS블럭 0D + 토사 성토 (복합 성토)와 토사 성토고

별 터널 발생 변형율 비교

(a)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12Hz) (b)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16Hz)

그림 10. EPS블럭, 토사 성토시 터널 발생 변형율 비교 

이는 EPS블럭을 복합성토하는 경우도 상기의 EPS블

럭만을 성토하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지진동에 대하여 진

동감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터널 천단부 

상부로 성토고가 1D가 되었을때는 EPS블럭과 토사 혼

합 성토의 경우나 토사만을 성토한 경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EPS 블럭 설치높이가 낮아 지진동에 

대하여 상부의 수직구속력으로 작용하는 성토재 성상과 

성토고가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뒤채움 설치 경사 1:1.2에서 터널 발생 

변형율 분석

3.2.1 EPS블럭과 토사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

율 비교

그림 10과 같이 EPS블럭의 경우 성토고가 높아짐에 

따라 지진동에 대한 터널 발생 변형율이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고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토사 성

토의 경우 성토고 0.25D까지는 변형율이 급격히 감소하

다가 성토고 0.5D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토사성토의 경우 뒤채움 설치 경사 1:0.6에

서는 1:1.2보다 원지반과 터널간의 이격거리가 상대적으

로 작기하기 때문에 성토고가 높아짐에 따라 상부 수직 

구속응력 증가에 비례한 구속효과로 진동감쇠효과를 발

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1.2인 경우는 상부의 성

토재의 구속효과 보다는 지진동으로 발생된 동적토압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3.2.2 EPS블럭 0D+토사 성토고별 (복합 성토)와 

토사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비교

본 실험은 원지반과 터널경사 1:1.2에 대하여 터널 천

단부까지 EPS블럭을 뒤채움 한 후 상부로 토사를 0.25D, 

0.5D, 0.75D, 1D 높이로 단계 성토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 뒤채움과 상부 성토를 토사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비교한 실험이다.

진동대 시험결과 다음 그림 11과 같이 EPS블럭과 토사

를 복합 성토한 경우와 토사만을 성토한 경우를 발생 변

형율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입력주파수에 따라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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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12Hz) (b)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16Hz)

그림 11. EPS블럭 0D + 토사 성토 (복합 성토)와 토사 성토고별 터널 발생 변형율 비교

향을 보이고 성토고가 높아짐에 따라 복합성토와 유사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성토고별 터널 발생 예상 응력  분석

개착식 터널의 뒤채움재과 성토재로서 적용되는 EPS

블럭 설치높이에 따른 지진동에 대한 터널의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에서 수행된 진동대 실험에서 얻어진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Scale Factor를 고려한 실물크기

의 개착식 터널에서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는 응력을 분석

하였다. 지진동시 터널에 발생예상 응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진동대 실험에서 얻어진 터널의 최대변형율을 이

용, 발생응력을 계산하였다.

뒤채움재별 (EPS블럭, 토사) 성토 조건에 따른 실물크

기 터널에서 발생 예상되는 응력을 다음 그림 12～18과 

같이 굴착 경사별, 성토고 별, 입력주파수 별로 분석하였

다. 내진설계시 지반종류 SB의 설계지진계수가 내진 1등

급 붕괴방지수준의 경우, 설계지진 가속도가 0.154g이

므로 본절에서도 수행된 진동대 시험 결과중 가속도가 

0.2g인 경우에 발생된 응력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12～18과 같이 원지반과 터널 뒤채움재의 굴착경

사 1:0.6과 1:1.2, 입력주파수가 12Hz 경우에 대하여 

EPS블럭을 단계별 높이로 뒤채움하고 그 상부로 토사를 

성토하는 복합성토 조건들에 대하여 지진가속도 0.2g인 

경우 터널에서 발생되는 휨응력은 경사가 완만 할수록 

발생 휨응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허용

응력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그림 12에서와 같이 EPS블럭 상부로 토사가 

0.25D 성토되어졌을 때 지진동 발생시 가장 작은 휨응

력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EPS블럭 상부로 토

사 0.5D 성토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지진동에 의한 발생 

휨응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상기의 그림과 같이 뒤채움 EPS블럭 0D하고 그 

상부로 토사성토 0.25D인 조건의 경우가 지진동 발생시

터널에서 발생되는 휨응력이 12kgf/cm
2으로 가장 작게 

발생하였으며 개착식 터널의 지진동에 대한 뒤채움재 조

건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건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2. EPS블럭 0D+토사 성토고별 발생 휨응력 비교

(1:0.6, 12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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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PS블럭 0.25D+토사 성토고별 발생 휨응력 비교 

(1:0.6, 12Hz)

그림 14. EPS블럭 0.5D+토사 성토고별 발생 휨응력 비교 

(1:0.6, 12Hz)

그림 15. EPS블럭 성토고별 발생 휨응력 비교 (1:0.6, 12Hz) 그림 16. EPS블럭 0D+토사 성토고별 발생 휨응력 비교 

(1:1.2, 12Hz)

그림 17. EPS블럭 0.25D+토사 성토고별 발생 휨응력 비교 

(1:1.2, 12Hz)

그림 18. EPS블럭 0.5D+토사 성토고별 발생 휨응력 비교 

(1:1.2, 12Hz)

위의 그림 16～18과 같이 굴착경사 1:1.2인 경우는 굴

착경사 1:0.6에 비하여 지진동으로 인한 발생 휨응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4.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진동 발생시 터널 주변 뒤채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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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조건에 따라 터널 거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위하

여 뒤채움 및 성토재로서 EPS블럭을 적용한 진동대 시

험 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EPS블럭을 뒤채움과 성토하는 조건, 토사를 뒤채움

과 성토하는 조건에 대하여 수행된 각각의 진동대 시

험을 분석한 결과 성토 높이가 증가할수록 EPS블럭, 

모 래 각각의 변형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성토높이가 높아질수록 상부의 

수직구속력이 증가하므로 이로 인한 진동감쇠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EPS블럭과 토사를 복합 성토하는 조건이 토사만을 

성토하는 조건 보다 지진동에 대한 발생 변형율이 최

대 45% 정도감소, 진동감쇠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뒤채움 설치경사별 진동대 실험분석결과 경사가 1: 

1.2에서 1:0.6으로 갈수록 즉, 원지반과 터널 경사가 

수직에 가까워 질수록 지진동에 의해서 터널에 발생

되는 지 진동에 대한 발생 휨응력 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EPS블럭을 뒤채움하고 그 상부로 토사를 단계별 복

합 성토하는 각 조건들에 대한 진동대 실험결과 (경사 

1:0.6)에 의하면 EPS블럭 뒤채움 높이 OD조건 즉, 

터널 천단부 높이까지 EPS블럭을 설치한 후 그 상부

로 0.25D높이로 토사를 성토하였을 경우가 가속도 

0.2g인 지진동 조건에 대한 발생응력이 12kgf/cm 2

으로 가장 작게 발생하였으며 지반조건이 SB인 내진 

1등급 붕괴방지수준에서 설계지진가속도 0.154g임

을 고려해 보면 2차로 개착식 터널의 지진동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조건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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