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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남천~청도1(곰티재) 국도건설공사현장의남성현터

널 종점부에 일부 구간이 철도 폐터널(대천성공터널)과

교차하므로, 터널 시공 시 폐터널 통과 구간에 대해 안

정성을확보할수있는굴착및보강방안이요구되었다.

터널 노선과 폐터널이 중복되는 구간은 굴착을 통해 제

거할 수 있으나, 본 터널 벽면을 관통하는 폐터널 구간

은굴착시암반의일체성확보가어려워부분적인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통해

폐터널에 대한 보강 역을 산정하고, 폐터널의 조적식

라이닝 철거 및 버력과 시멘트 크그라우팅 충진을 통

해 폐터널을 보강한 이후 본 터널을 굴착하 다. 본 터

널과 폐터널이 중복되는 구간은 폐터널을 심발로 활용

하여본터널의발파를수행하 으며, 폐터널라이닝배

면의공동을고려하여강관다단그라우팅등의보조공법

을 적용하 다. 또한 시공 중 폐터널 채움 재료에 대한

물성시험 및 주요 구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폐터널

과교차하는터널구간의안정성을확인하 다. 

2. 현장개요

2.1. 공사현황

대상현장은 남천~청도 1(곰티재) 국도 건설공사 현장

으로, 국도25호선남천~청도1구간(폭원20.0m, 총연

장 5,357m)은그림 1과같이교차로3개소, 교량 2개소

(353m)와터널1개소(1,765m)로구성되어있다. 

2.2. 지질개요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장의 기반암은 화산력 응

회암, 응회각력암및안산암으로구성되어있으며, 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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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이 위치해 있는 구간은 주로 화산력 응회암과 응회각

력암이다. 터널갱구부지역의노출된암반에대한지표

지질조사를실시한결과절리면의간격은30~60cm 정

도의괴상이며, 0.01~1mm 두께로점토가충진되어있

으며, 절리면의 표면은 약간 풍화되

어 있고, 습한 상태 다. 암반의 강

도는 740~1800kgf/cm2으로 연,경

암 정도의 강도를 보 다. 표 1은 현

장 지반조사를 통해 파악된 암질별,

암종별물성치이다.

3. 철도폐터널현황및보강공법

그림 2와 같이 폐터널은 거의 동

일한 계획고로 본 터널 갱구부 일부

구간(약 28m)을교차하고있으며, 이후구간본터널의

벽면을 관통하여 연장되어 있으며, 이 구간을 중심으로

보강이이루어졌다.

그림 1. 공사 현황도

그림 2. 철도 폐터널 현황

표 1. 현장 암질별, 암종별 물성치

구 분
암질별 암종별

연암 경암 화산력 응회암 응회각력암
일축압축강도(kgf/cm2) 1,060 1,661 1,611 1,486
탄성계수(×105kgf/cm2) 1.4 1.88 1.84 1.75

탄성파속도 P wave 2,936 2,911 3,006 2,997
(m/sec) S wave 1,438 1,569 1,503 1,498

포아송 비 0.24 0.23 0.23 0.23

폐터널
보강구간

남천~청도 1구간

L=5.357km

28m
폐터널구간 경산

본선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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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폐터널의 현황

폐터널은 조적식 라이닝의 마제형 단선터널로서, 폭

원 4.8m(바닥폭 3.8m), 총 연장 900m이다. 측벽의 석

축 및 상부아치부의 적벽돌 일부구간에서 지하수의 누

수상태가관찰되었으며, 장기간방치에따라조적식라

이닝의 강도는 90kgf/cm2 정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

이다. 폐터널은 1930년정도에준공되었을것으로추정

되며, 약 70여년 동안 유지관리 및 보수, 보강이 거의

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폐터널 내부의 총 14개소에서 라이닝 표면으로부터

120~150cm 두께로코어를채취하여라이닝배면공동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조적식 라이닝의 두께는

0~70cm(평균 48cm), 배면공동의 두께는 3~43cm(평

균 11.7cm)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 폐터널 라이닝

철거시공시에배면공동의깊이가약 1.5m 정도로상

당히큰경우도관찰되었다. 

3.2. 폐터널의 위험성

본터널벽면을관통하는폐터널구간은굴착시암반

의 일체성 확보가 어려워 부분적인 응력집중 현상이 발

그림 3. 철도 폐터널의 상태 그림 5. 폐터널 충진 보강 개념도

그림 4. 폐터널 보강 역의 산정

시공단계(STEP)

경산방향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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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수있기때문에, 본터널의안정성에 향을줄수

있다. 따라서 폐터널의 보강 역을 산정하기 위해서 수

치해석을 통해 본 터널과 폐터널의 이격거리를

0.3D~2.0D까지변화시키면서변위및응력거동분석

을 검토하 다. 검토 결과 폐터널이 1.0D 이상 이격 시

본터널에 향이없을것으로판단되어폐터널과본터

널의 이격거리가 1.0D이하인 68m 구간을 보강 역으

로산정하 다. 

3.3. 폐터널 보강공법

폐터널의 충진을 위한 보강 개념도는 그림 5와 같다.

보강 순서는 폐터널의 조적식 구조물을 철거하고, 실

한채움을위해여굴부위(배면공동)를숏크리트로마감

표 2. 폐터널의 제거 및 보강 순서

① 상부 조적식 라이닝 철거 ② 상부 배면공동 채움 ③ 보강구간 마감벽 설치

④ 버력 채움 ⑤ 주입구 및 점검구 설치 ⑥ 그라우팅 실시

⑦보강구간 입구 마감벽 설치 ⑧ 그라우팅재 토출 확인 ⑨ 폐터널 충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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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후 버력을 채우고 관을 설치하며, 버력채움 구

간까지는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버력채움이 곤란한 구

간에는 모르타르로 실하게 채운다(표 2). 이 때 보강

구간에대한마감벽(조적블록)의두께는타설속도와타

설높이를고려한안정성검토를실시하여결정하 다.

4. 본터널의시공

4.1. 본터널 갱구부 법면 절취

본터널갱구부법면절취공사및폐터널철거공사중

그림 6과 같이 NATM 시점에 위치한 폐터널 교차부의

폐터널 상부 암반 블럭에 인장균열이 발생하여 이완된

암반 블럭을 제거하고 숏크리트 및 록볼트를 이용하여

보강하 다.

4.2. 폐터널을 이용한 발파

본 터널과 폐터널이 중복되는 구간은 일반적인 터널

의 발파패턴 적용이 곤란하며, 그림 7과 같이 심발발파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폐터널을 자유면으로 활용하여

발파를 수행하 다. 폐터널을 심발부로 활용하여 발파

를 수행한 결과, 1 자유면 발파에 비해 자유면 수가 증

가하여 발파진동 및 소음이 감소하 고, 천공수와 화약

량을절감할수있었다. 

폐터널상부를천공하고장약할때배면공동이존재

할경우화약이빠져서불폭되는화약이생기고, 발파작

업후뇌관에연결된화약이버력에함께쌓여버력처리

작업시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있기때문에, 1회굴진

장만큼 폐터널의 조적식 라이닝 구조물을 철거하여 배

면공동의형상및깊이를확인하 고, 천공작업시작

업자가 공동의 유무를 감지하여 안전한 발파작업이 될

그림 7. 폐터널을 활용한 발파패턴

그림 6. 폐터널 상부 인장균열 발생 및 보강

블럭제거 및 보강부위

대천성공 폐터널
(자유면 활용)

대천성공 폐터널
(자유면 활용)

터널 중심선M1, M2, M3... MS뇌관
1, 2, 3, LP뇌관

상부 인장균열

폐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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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도록하 다.

4.3. 강관다단 그라우팅 시공

본터널 갱구부의 강관다단 그라우팅 시공이 계획된

위치에서암반블럭이이탈하여설치위치를그림8과같

이 암반 붕락부 외곽으로 조정하 다. 강관다단 그라우

팅의위치는갱구부에서만조정하고, 굴착후터널내부

에서는 폐터널의 공동이 남성현 터널의 굴착면적을 벗

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위치에 시공하도록

하 다. 그러나확인되지않은폐터널의상부공동이클

경우 그림 9와 같이 강관다단 그라우팅 시공 시 주입재

의 토출로 인한 그라우팅이 불가능하고 그라우팅의 효

과를 상실하기 때문에, 천공 작업 시 작업자가 폐터널

상부의 공동 유무를 감지하도록 하고, 공동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우팅을 실시하지 않고, 강지보공

을설치하여보강하도록하 다. 또한발파작업이후폐

터널 공동에 대해서, 공동이 큰 경우에는 경량기포

Concrete로 충진하고, 공동이 작은 경우에는 Wire

Mesh 설치후숏크리트를타설하도록하 다.

그림 8. 터널 갱구부 강관다단 그라우팅 위치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강관다단그라우팅
( 60.5mm, L=12m) 강관다단그라우팅

( 60.5mm, L=12m)

폐터널
남선현터널

상부 등락부위

강관다단그라우팅
위치조정

그림 9. 터널 내부 강관다단 그라우팅 시공 시 폐터널 배면공동의 향

남성현터널 폐터널

공동

강관
그라우팅 불가

폐터널 배면공동조적블럭

A

A’ < A-A’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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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터널 교차구간의 안정성 확인

공동을 실하게 채운다고 가정할 경우, 폐터널 공동

인접부 굴착시 변형거동을 지배하는 주요인자는 공동

채움재료의 변형계수 및 강도정수라 할 수 있다(구웅회

외, 2002). 실제시공중폐터널채움재료에대해코어

를 채취하여 물성시험을 한 결과(그림 10), 압축강도는

170 kgf/cm2, 변형계수는약 100,000 kgf/cm2로평가

되었다. 일반적인 라이닝 배면공동 채움재료의 압축강

도는 표 3과 같이 약 10 kgf/cm2 정도인데, 폐터널 채

움 재료(파벽돌+암버력+시멘트 크 구성체)의 압축강

도는이의 10배이상이다. 또한변형계수는당현장의2

등급~3등급 암반물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터널 채움

재료는 터널 주변 지반과의 일체거동을 통해 터널의 아

치효과를형성하는데문제가없었던것으로판단되었다.

폐터널이 터널 벽면에 교차하여 통과한 직후 일상계

측과 숏크리트 응력계를 설치하여 계측한 결과 그림 11

과 같이 초기계측 이후 특이한 변위 진행 및 숏크리트

그림 10. 폐터널 채움재료에 대한 물성시험

표 3. 국내 터널 관련 시방서의 뒤채움재 물성규정(마상준, 2004)

터널 구분 기관명 보고서 명 배합비의 강도(kgf/cm2) 주입압(kgf/cm2)

시설안전기술공단(1996)
터널의 배면공동 충전을 위한

20 2
현장 적용성 연구

변상 터널 한국도로공사(1992) 도로설계 요령 10 -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 변상터널 대책공 설계 매뉴얼
1 N/mm2

1~2
(붕괴성 지반:2~3N/mm2)

한국수자원공사(1997) 수로터널 설계 및 시공지침(안) - -
철도청(1999) 철도공사 전문시방서 - 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8)
국내터널설계 기술력 향상을

10 -
신설 터널 위한 신기술 연구(I)

건설교통부(1996) 터널표준시방서(NATM편) - -
대한터널협회(1999) 터널표준시방서 - 1~2

고속전철사업기획단(1991) 고속철도 터널 표준시방서(안) 10 -



6868

폐터널과교차하는터널구간의굴착및보강사례

기술기사

응력변화없이관리기준치이내로수렴된양상을보이

고있어폐터널구간에대한안전한시공이이루어졌음

을확인할수있었다.

6. 결론및제언

본고에서는남천~청도1(곰티재) 국도건설공사현장에

서발생한폐터널과교차하는터널구간의굴착및보강

사례를소개하 고, 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할수있다. 

1) 터널 벽면을 관통하는 폐터널 구간은 굴착 시 암반

의 일체성 확보가 어려워 부분적인 응력집중 현상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터널의 안정성에

향을줄수있다. 따라서수치해석을통해폐터널에

대한보강 역을산정하고, 버력과시멘트 크그라

우팅을 이용해 폐터널 및 폐터널의 배면 공동을

실하게채워안전한시공이가능하도록하 다.

2) 본터널 갱구부 법면 절취공사 및 폐터널 철거공사

중폐터널상부인장균열발생으로이완된암반블

럭은제거하고, 숏크리트및록볼트를이용하여보

강하 다.

3) 폐터널을 심발부로 활용하여 발파를 수행한 결과,

1 자유면 발파에 비해 발파진동 및 소음이 감소하

고, 천공수와 화약량을 절감하게 되어 공기 및

비용을절감할수있었다. 

4) 본터널 갱구부의 강관다단 그라우팅 시공이 계획

된 위치에서 암반블럭이 이탈하여 설치위치를 암

반 붕락부 외곽으로 조정하 고, 터널 내부에서는

폐터널 라이닝 배면의 공동을 고려하여 강관다단

그라우팅을시공하 다. 

5) 시공 중 폐터널 채움 재료에 대한 물성시험 및 주

요 구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폐터널과 교차하

는터널구간의안정성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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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계측 결과(폐터널과 본터널의 교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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