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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인 2차로 도로터널의 확장 방안에 대한 연구

최해준1*, 김대규2

A study on the enlargement of 2-lane road tunnel under 
construction
Hae-Jun Choi, Dae-Kyu Kim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enlargement of existing tunnel located in downtown or mountain area have been 
considerably increased along with requirements and discussion on the road-wide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nstruction method and stability of tunnel to enlarge the existing tunnel in design. In this study, 
the design concept on the alignment, excavation method, reinforcement to enlarge the existing tunnel is described 
on the basis of the enlargement of 2-lane road tunnel under construction. This paper suggests a proper design 
method for the enlargement of an existing tunnel in usefu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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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존 도로의 확장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많아지고 있어 도심지와 산악지에 위치한 기존 터널의 확장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터널 확장 계획 시에는 기존 터널을 최대한 활용한 시공방법과 안정성의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 중인 2차로 도로터널의 3차로 확장 설계 내용을 이용하여 터널 확장시 

주요 고려사항인 선형 계획, 터널 확장 방안, 굴착 방법, 보강계획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터널 확장 

설계시 보다 나은 기술적인 접근을 위한 방향제시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기존 터널, 터널 확장, 선형 계획, 굴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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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도시권이 점차 

확대되어 교통생활권의 광역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로 보급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왕복 4차로 이하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속도로는 75.3%, 특별광역시도는 87.9%, 일반 

국도는 93.7%, 평균 92.6% (2008년 기준)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1 km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161대로 OECD 국가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도심평균 운행속도는 22.4 km/hr 

(2006년 기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국 교통혼잡비용 중 약 70% 이상이 대도시권에서 발생되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대도시권 도시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광역 교통문제 해소 및 

도로 건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e-나라지표 web site 참고).

하지만 도심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지와 상업지를 통과해야 하므로 도로 신설

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용지보상비와 극심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추가 우회노

선 신설 및 4차로 확장을 하기엔 장래 교통량이 부족하고 2차로로 방치하기엔 교통량이 많은 구간

에 대해서 유럽에서 적용하여 도로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인 2+1 차로 도로의 국내 도입방

안과 도로 설계기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존 도로 확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국토해양부, 2009).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국내 도로터널 총 1,152개소 중 2차로 도로터널(폭 11.6 

m 미만)은 860개소(74.7%)로 나타나(e-나라지표 web site 참고) 기존 도로 확장에 따른 터널 확장 

방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미 기존 터널의 확장 사례가 40여건에 

이르고 연구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법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터널 확장 공사 

사례가 많지 않지만 향후 터널 확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터널의 확장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중인 2차로 도로터널에 대해 3차로 확장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터널 확

장 방안, 선형 계획, 터널 단면, 지보설계, 굴착 및 보조공법, 근접터널 구간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였다.

2. 터널 확장 사례 분석

우리나라와 도로 여건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용지 확보가 힘든 도심지나 우회 노선 신설이 어려운 

지역과 교통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경우 운영중인 기존 터널 확장한 사례가 약 4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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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며 터널 확장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서경원 등, 2008).

이러한 터널 확장 시공은 용지매입 비용의 절감 및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공사비

가 신설터널에 비해 고가이고 좁은 공간에서 소형장비를 이용해야 하므로 시공 효율이 떨어져 공기

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터널 확장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터널 확장 목적은 교통정체 해소가 가장 많았고, 선형개량, 인도설치, 분기 합류부의 시공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 5 ~ 10 m의 편도 1차로 기존 터널을 편도 2차로로 약 1.2 ~ 2.0배로 확장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경원 등, 2008).

우리나라에서는 국도 341호선 화악산 터널에 대해 기존 1차로 터널(도로폭 2.25 m)을 왕복 2차

로 대면교통이 가능하도록 확장한 사례 등이 있으며, 휴일 상습 지 ․ 정체구간으로 그동안 갓길이 

없어 차로제어제(LCS, Lane Control System) 운영이 불가했던 구간인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구간

(L=329 m)에 대하여 기존 2차로(폭 9.0 m)에서 3차로(폭 14.5 m)로 확장공사가 2011년 12월 완공

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등 기존 터널의 확장 공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도로 NATM 터널 건설 평균 비용은 2차로(폭 11.6 m) 신설인 경우 약 180 억원/km, 3차로

(폭 15.1 m) 신설인 경우 약 241 억원/km 이지만(국토해양부, 2009), 본 연구에서 검토한 시공중인 

2차로 터널의 3차로 확장시 건설비용은 약 127 억원/km로 1차로 추가에 대해서는 고가이나 2차로 

터널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에 비해선 다소 유리하게 나타났다. 터널 연장 1.5 km 이상의 장대터

널에서는 기존터널의 확장보다 신설터널 건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용지보상비

용, 민원 해결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터널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

3. 시공중인 터널의 확장 방안

3.1 개 요

본 OO터널은 서울특별시 지방도인 OO로와 OO대교 및 △△△대로를 연계하는 Ramp 기능 터널

로서 당초 2차로 터널로 설계되어 시공중이었으나, 원설계시 미반영계획인 ○○～○○ 고속도로 노

선이 OO로를 통과하여 OO대교로 연결되는 방안이 결정되어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3차로 확장

으로 설계 변경되었다. 터널 현황과 평면도는 표 2와 그림 1과 같다.

설계 변경 전 OO터널은 총 연장 949 m 중 Ramp-A와 Ramp-B 터널 관통부 일부구간을 제외한 

940 m 구간에 대하여 굴착 및 지보설치공사가 완료된 상태로(공정율 67%) 2008년 10월 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터널 종단면도와 기시공된 2차로 터널 중 미시공구간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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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존 2차로 설계 3차로 확장설계

구조물계획 2차로 터널 3차로 + 도로안전 분리대(2.0 m)설치 터널

설계속도 60 km/hr 60 km/hr

편경사 +5% ~ -5% +5% ~ -5%

차로폭 3.5 × 2 = 7.0 m 3.25 × 3 + 2.0 = 11.75 m

평면선형
Ramp-A : R=269.1
Ramp-B : R=265.0

Ramp-A: 당초와 동일

Ramp-B: 시점부는 동일, 종점부는 3.5 m 이동

터널굴착폭 11.764 m 16.122 m

터널높이 7.701 m 9.564 m

표 2. 터널 현황

구  분
구  간

(STA.)
연 장

(m)
평   면

선형(m)
종  단

선형(%)
환기방식

갱 문 형 식

시  점 종  점

Ramp-A 0+195.71 ~ 0+650.00 454.29 R=269.1 +1.4664 자연환기 면벽식 원통절개형

Ramp-B 0+580.00 ~ 1+075.00 495.00 R=265.0 +1.2718 자연환기 원통절개형 면벽식

그림 1. 평면도

그림 2. 종단면도(Ra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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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점부 (b) 종점부

그림 3. 평면선형 검토

○○～○○ 고속도로는 설계속도 80 km/hr로 설계된 도로이나, OO터널 구간에서는 터널 확장이 

최소화되도록 차선폭을 3.25 m로 적용하고 설계속도를 60 km/hr로 하향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

다. 또한 1,2차로는 ○○～○○ 고속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OO대교와 △△△대로 진출입이 가능

하도록 하고 3차로는 기존 OO로 연결도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터널 시점부에는 도로안전 

분리대를 설치하여 차선을 구분하고 차선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3.2 선형 계획

설계 변경 전 OO터널은 전체연장의 약 99%인 940 m 구간에 대해 굴착 및 지보재 설치가 완료되

었고, △△△대로 접속교량이 시공 완료되어 있어 터널 확장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미 시공 

완료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형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확장터널의 시설한계는 원설계 

적용 시설한계와 비교할 때 높이는 변하지 않고 폭만 변하기 때문에 종단선형은 기존 설계에 반영

된 선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안정성, 경제성 및 도로 주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면선형에 대해 중점

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터널 시점부에는 병렬터널 이격거리 및 2차로 부체도로 확보로 

기존 용지폭은 크나 인근에 교회 및 아파트 등 지장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그림 3(b)와 같이 

종점부에는 △△△대로와 연결되는 Ramp-A1, Ramp-C, D 교량이 이미 시공 완료되어 있고 기존 

설계 선형은 터널 외측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테이퍼가 계획되어 있다.

확장방향에 따른 평면선형 검토 결과, 시점부는 ○○교회 측으로 차로 확장시 추가용지 및 지장

물 보상이 필요하고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며, 종점부는 내측으로 확장시 이미 시공된 교량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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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방향 확장방안 (b) 양방향 확장방안

그림 4. 터널 확장방안

(a) 시점부 (b) 종점부

그림 5. 적용 터널 확장방안

물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표 1과 같이 Ramp-A와 Ramp-B 시점부는 당초 평면선형과 동일

하게 적용하였고, Ramp-B 종점부는 내측으로 약 3.5 m 이동하여 용지보상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다.

3.3 터널 확장방안 

터널 확장방안은 확장 방향에 따라 크게 상부확장, 하부확장, 측면 일방향 확장 및 양방향 확장으

로 구분할 수 있다(김동규 등, 2007). 상부 및 하부확장은 일본의 확장 사례 검토 결과 철도터널에서 

전기 시설물 공사를 위한 사례 등 주로 시설한계의 높이가 변화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서

경원 등, 2008). 본 검토구간은 차로 추가에 따른 터널 측면 확장이 필요하므로 그림 4와 같이 일방

향 및 양방향 확장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방향 확장 방안은 기존 터널의 중심선을 이동하여 한쪽 방향으로 작업공간을 크게 확보하므로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하고 기 시공 터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도로선형 등의 

제약조건을 받을 수 있다. 양방향 확장 방안은 기존 터널의 중심선의 이동량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여 양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확장시 기존 지보재를 전부 철거하여 터널 안정성에 불리하

고 공사비가 과다하나 실제 시공사례가 가장 많은 시공 패턴이다.

앞 장에서 선정한 평면선형 결과를 바탕으로 Ramp-A 터널 전구간과 Ramp-B 터널 시점부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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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폭원 구성 요소

구     분 내         용 적       용

차  선  폭 ․ 설계속도 : 60 km/hr 3.25 m × 3 + 2.0 m(분리대) = 11.75 m

측방여유폭
․ 갓길차선의 포장단에서 운전자에게 인식되

는 장애물까지의 거리
좌 : 1.0 m , 우 : 1.0 m

공  동  구 ․ 전기, 통신시설 등의 점용물 설치 공간 좌 : 0.3×0.3 m , 우 : 0.3×0.3 m

검사원통로
․ 터널내 각종 설비기기의 보수점검을 위한 관

리원 통로
좌 : 0.75 m , 우 : 0.75 m

(a) 기존 2차로 터널 단면 (b) 3차로 확장 터널 단면

그림 6. 터널 표준단면도

장시 기존 터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공성 및 경제성에서 유리하고 현재의 선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일방향 확장방안을 적용하였고(그림 5(a)), 지장물 및 민원발생으로 인해 도로 선형에 

제약을 받는 Ramp-B 터널 종점부는 단면변화에 따른 시공성은 떨어지나 당초 설계시 터널 이격거

리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던 부지 활용을 통해 용지매입, 지장물 보상 및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방향 확장방안을 적용하였다(그림 5(b)). 이때 시점부는 pillar 폭이 약 2.6 m인 근접터널 구간이 

발생되어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내용은 3.9장에서 다루었다.

3.4 단면 계획

터널의 내공단면은 차량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단면

의 크기에 따라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시설한계, 내부시설, 기존 3차로 터널 적용사

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확장터널 단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단면을 결정하였다.

OO터널 단면은 설계속도 60 km/hr를 만족하고, 차로 폭은 3.25 m, ○○ ~ ○○ 고속도로 이용 

차량과 일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안전 분리대 설치 공간(폭 2.0 m) 및 측방여유폭 1.0 

m로 구성된 3차로 터널로 계획하였다. 한국도로공사 검사원 통로 설치 기준에 따르면 연장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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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보패턴도 및 굴착 ․ 보강 순서

표 4. 적용 굴착공법

지보패턴 적용구간
암반분류

RMR
굴착단면적 (m²) 굴진장

(m)
굴착공법 비고

기존굴착 추가굴착

표준단면-1 경암-극경암 100 ~ 81 76.991 53.430 3.5 전단면

표준단면-2 보 통 암 80 ~ 61 76.991 54.247 3.5 전단면

표준단면-3 연    암 60 ~ 41 77.667 54.286 2.0 전단면

표준단면-4 풍 화 암 40 ~ 21 78.573 54.547 1.5 상하반단면

표준단면-5 풍화암(토사) 20 ~ 0 79.483 53.828 1.2 상하반단면

표준단면-6 갱 구 부 - 79.483 55.719 1.0 상하반단면

k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는 검사원 통로를 설치하지 않으나 본 터널에서는 시설대 폭 0.75 m를 

정지시거 확보를 위한 공간 및 검사원 통로로 이용하였다.

환기방식은 환기검토 결과 자연환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터널 연장이 700 m 이내인 

국내 도심지 터널의 환기방식을 조사를 반영하여 자연환기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터널에서 적용한 

폭원 구성요소 및 터널 표준단면도는 표 3과 그림 6과 같다.

3.5 터널 지보 계획

3차로 확장 터널의 지보계획은 이미 시공이 완료되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2차로 터널의 지

보재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지보재와 기시공 지보재와의 간섭을 배제한 지보계획

을 수립하였다. 일방향 확장시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터널 좌측부는 기존 숏크리트 위에 신규 

숏크리트를 타설하여 지반이완 억제 및 기존 지보재의 일부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발파굴착이 

아니라 인력에 의한 모따기로 제거하도록 하여 재활용 부재의 손상을 최소화하였다.

이미 안정성을 확보한 2차로 터널의 지보재의 일부를 재활용하고 확장을 위한 추가 굴착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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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굴착장비 검토

그림 9. 기 시공 보조공법의 터널확장시 보강효과 분석

작아 지반이완이 일반적인 3차로 터널 굴착시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보패턴별 굴진장 

및 굴착방법 등 기존 2차로 터널과의 조화가 필요한 항목은 이미 시공된 터널과 동일하게 적용하였

다. 갱구부 구간에 적용되는 강지보에 대해서는 상부하중에 대한 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격자지보

(LG-70×20×30)를 H형강 지보(H-150×150)로 변경하였다.

3.6 굴착 공법

3차로 터널의 굴착 단면적은 표준단면인 경우 약 133 m2 정도 이지만 2차로 터널부분(굴착 단면

적 약 78 m2)이 이미 굴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굴착량은 약 55 m2
이 되므로 굴착공법은 표 4와 

같이 기존 터널에 적용된 굴착공법 및 1회 굴진장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시공시 지반상태를 

비롯한 시공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토록 계획하였다.

3차로 터널 표준단면의 굴착높이가 9.564 m이고 확폭단면의 경우는 굴착높이가 10.587 m이며 

기존 2차로 터널이 굴착되어 있기 때문에 3차로 전단면에 대한 원활한 굴착 및 보강공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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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벽 및 천장부 보강방안 검토

구

분
훠폴링 및 강관 1단 그라우팅 기존 터널에서 록볼트 사전보강 강관다단 그라우팅

개

요

도

시

공

개

요

․ 확장 굴착전 짧은강관(L=8 m)
을 삽입하여 천정 및 측벽부 안

정성 확보 

․ 지층조건에 따라 훠폴링과 강

관다단 그라우팅으로 구분

․ 기존 2차로 터널 내부에서 측면

부로 록볼트 설치하여 안정성 

확보

․ 3차로 확장후 숏크리트 타설 및 

기설치된 록볼트 체결

․ 확장 굴착전 터널주위에 아치

형으로 긴 강관(L=12 m)을 설

치하고 단계별 그라우팅을 실

시하여 막장전방 지반을 보강

특

징

․ 터널 용출수발생량이 적은 구간

의 천장부 안정성 확보에 유리

․ 지층조건이 취약한 경우 막장

보강효과는 장척 강관다단 그

라우팅에 비해 낮음

․ 기존 터널굴착에 의해 발생한 

작업공간을 활용하고 주지보재

만을 설치하므로 경제성 우수

․ 록볼트외에 숏크리트와 강지보

는 확장굴착후에 설치가능하므

로 안정성 불리

․ 지층이 취약하여 주지보재 설

치시까지 굴착면 자립이 곤란

한 경우에 적용

․ 긴 강관 설치 및 다단계 주입으

로 인해 시공성 및 품질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

적

용
◎

그림 10. 발파패턴도

는 시공장비의 선택이 중요하다. 2붐 또는 3붐 점보드릴을 사용하는 경우 그림 8과 같이 표준단면 

뿐만 아니라 확폭단면의 전단면 굴착도 가능하며 터널 굴착폭에 있어서도 일방향 확장이므로 매 

굴진면당 장비이동 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숏크리트 타설 및 화약장전, 록볼트, 그라우팅 작업시 

별도의 작업기반 조성이 필요없는 습식 타설장비 및 대형 차징카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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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계굴착 및 암파쇄공법 적용구간

표 6. 굴착공법 적용구간

구  분
적 용 구 간 (STA.)

적 용 사 유
Ramp-A Ramp-B

일반발파

(조절발파)
0+221 ~ 0+628 (L=407.0 m) 0+601.6 ~ 0+963.5 (L=361.9 m) 보통 ~ 양호한 암질

기계굴착 또는

무진동 ․ 무소음

암파쇄공법

0+213.1 ~ 0+221 (L=7.9 m)
기계굴착

0+963.5 ~ 1+057.8 (L=94.3 m)
상반: 기계굴착, 
하반: 암파쇄공법

발파진동에 의한

민원 예방 및 

근접터널안정성 확보

3.7 보조 공법

기존 2차로 터널 갱구부에 이미 시공된 강관다단 그라우팅은 터널 확장시 대부분 철거되나 일방

향 확장일 경우 그림 9와 같이 터널 내부에서 시공된 강관다단 그라우팅 중 좌측벽부는 천단보강 

효과를 발휘하고 우측벽부는 막장면 보강 효과를 발휘한다. 

측벽 및 천장부 보강방안으로는 다음 표 5와 같은 공법들을 검토하였으며, 본 검토구간은 2차로 

터널굴착 완료로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있어 지하수 유출에 의한 터널의 안정성 저하 가능성 없으므

로 3차로 확장굴착시 취약부는 우측벽부 2 ~ 3 m 정도가 되며 터널확장 굴착시 발생하는 1 ~ 2회 

굴진길이에 해당하는 천장 및 측벽부의 미보강구간에 대한 사전보강만이 필요하다. 지층조건이 풍

화대로 형성된 Ramp-A 시점부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목적이 아닌 보강개념의 마이크로 시멘트를 

주입하는 단관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고 기타구간에 대해서는 훠폴링을 적용하였다.

3.8 발파설계

일반적인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는 막장이 1자유면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심발공법이며 발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본 OO터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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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차로 터널이 굴착 완료된 상태이므로 그림 10과 같이 기존 터널의 확대에 필요한 발파설계만

을 수행하였다. 확대공은 2자유면 상태로 발파가 이루어지므로 심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진

동이 발생하는 구역이다. 기존 2차로 터널의 발파패턴을 고려하여 확대공의 간격은 0.7 m ~ 1.0 

m로 설정하였으며 아파트 및 교회 인접부인 터널 시점부에 대해서는 발파진동저감을 위해 확대공

의 지발당 장약량을 최소화하였다. 2차로 터널형상과 3차로 터널로 확대되는 굴착면의 형상에 의해 

외곽발파공에서 저항선까지의 거리가 0 ~ 3.5 m까지 변화되므로 저항선 0.4 m 이하의 발파공에 

대해서는 라인드릴링(무장약공 간격 0.25 m)을 적용하여 원활한 굴착면을 확보하고 여굴을 저감토

록 하였다.

OO터널 시점부 주변에는 교회, 신축아파트 등 보안물건이 이격거리 약 30 m정도로 근접하고 

있어 발파공법에 의한 터널 굴착시 발파 진동에 의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된다. 

기존 터널 굴착시 실시한 현장 시험발파 결과로부터 도출한 발파진동 추정식을 적용하여 확대공 

발파시에 대한 영향 검토를 수행한 결과 최근접 보안물건에 대한 최대 발파진동속도는 0.31 cm/sec

로 인체에 대한 허용기준 (v=0.2 cm/sec)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공법이 요구되어 

그림 11과 표 6과 같이 기계굴착 및 암파쇄공법을 적용하였다.

3차로 터널 확장시 굴착공사를 터널 종점부에서 시점부 방향으로 실시하여 기존 2차로 터널의 

미시공 구간을 소음방호대책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였으며, 터널 시점부에는 무진동 ․ 무소음 암파쇄

공법 및 기계굴착공법을 적용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근접터널구간의 안전한 굴착작업을 도모하였다.

3.9 근접터널 안정성 확보 방안

선형 검토 결과 시점부의 ramp-A 터널은 외측방향, ramp-B 터널은 내측방향으로의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그림 5(a)와 같이 pillar 폭이 최소 2.6 m인 근접터널 구간이 발생하였다. 암반 pillar 폭과 

강도는 근접 병설터널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최소 이격거리 산정을 위해 이론식과 

수치해석을 통해 pillar부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Obert & Duvall(1967)이 제안한 pillar에 작용하는 평균응력( pσ )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p

0
p w

w1zγσ
 

(1)

여기서, pσ : pillar의 평균응력, γ : 지반의 단위중량, z : 터널 상단까지 심도, 0w : 터널폭, 

pw : pillar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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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k & Brown(1980)의 경험적 파괴기준식에 의한 암반 pillar의 강도( 1σ )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2
cc3b31 σσσmσσ −⋅+=  (2)

 
여기서, 1σ : 파괴시의 주응력, 3σ : 시료에 가해지는 최소 주응력, cσ : 무결암의 일축압축강도, 

m, s : 암반의 성질에 관계되는 상수.

Pillar의 초기 항복에 대한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2
cc3b3

p

1
s σ

σσσmσ
σ
σF

+⋅+
==  (3)

이론식에 의한 pillar폭에 따른 안정성 검토 결과 그림 12(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보강시에는 

pillar 폭을 8.0 m 이상 확보해야만 기준안전율 1.5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llar 폭(3.0 m, 5.0 m, 7.0 m)을 매개변수로 한 수치해석을 통한 안정성 검토는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해석프로그램인 Flac 2D를 이용하여 탄소성 해석(Mohr-Coulomb 파괴기준)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적용 지반정수와 해석 조건 다음 표 7과 표 8과 같다.

수치해석 결과 그림 12(b)에서와 같이 pillar폭 3.0 m 경우 천단변위 43.780 mm, 내공변위 14.840 

mm,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10.89 MPa 
발생하였고, pillar폭 7.0 m 경우 천단변위 20.070 mm, 좌측

벽 변위 5.723 mm,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5.018 MPa 
발생하여 pillar 폭이 좁아질수록 후행터널 

굴착에 따라 기시공된 터널에 추가적인 변위와 부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3

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pillar폭 3.0 ~ 5.0 m인 경우 pillar부 소성영역이 증가하나 폭 7.0 m인 

경우 소성영역이 감소하고 주응력이 증가하여 무보강시에도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였다.

이론식과 수치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pillar 폭 6.0 m 이하인 구간에 대해서는 pillar부 보강을 계

획하였다.

일반적으로 pillar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pillar 부분을 양쪽에서 견고하게 고정시켜 

prestress를 가하여 강도가 일축 압축상태에서 삼축 압축상태로 전환되어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상환, 2003). 본 근접터널 구간 pillar부 보강방안으로 국내 ․ 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tie bolt 체결을 수립하였으며, 이론식에 의한 안정성 검토 결과 그림 12(a)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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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적용 지반정수

구    분 풍 화 암 강관다단그라우팅 보강영역

단위중량 (kN/m3) 20.0 20.0

변형계수 (GPa) 0.220 0.892

포아송비 0.35 0.35

점착력 (MPa) 0.05 0.05

내부마찰각 (°) 30.0 30.0

표 8. 해석 조건

검 토

단 면

해석 단면 모 델 링

해 석

조 건

․ Pillar부 무보강시 이격거리별 안정성 검토 (Pillar 폭 : 3.0 m, 5.0 m, 7.0 m)
․ 해석 프로그램 : FLAC 2D Ver 4.00 ․ 적용 모델 : Mohr-Coulomb 탄소성모델

․ 적용 측압계수 : K0 = 0.5 (풍화암) ․ 적용 하중분담율 : 45% - 25% - 30%

같이 pillar 폭 3.0 m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3.0 m 이내에서는 tie 

bolt 체결에 의해서도 소요 안전율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illar 폭 3.0 m 이내구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2-Arch 터널에 적용되는 중앙 콘크리트 벽체 개념

을 적용하여 상부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터널 및 주변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중앙벽체의 안정성은 중앙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벽체의 허용 축하중 및 지지력을 검토

하였다. 중앙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그림 15에 나타낸 Matsuda 등(1997)이 제안한 하중을 이용하

였으며, 시점부 pilla부는 토피(H)가 터널폭(D)보다 작은 경우이므로 아래와 같다.

P = WHγ ⋅⋅

= 20 kN/m3 × 10 m × (15.6 m + 3.0 m)

= 3,720 kN/m

중앙벽체의 제원 및 중앙벽체의 허용 축하중과 지지력은 그림 16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벽체두

께를 0.8 m 기초폭 2.2 m 를 적용할 경우, 근접터널 필러부에 작용하는 상부 하중에 대한 중앙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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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론식에 의한 pillar 안정성 (b) 수치해석에 의한 pillar 안정성

그림 12. 이격거리별 pillar 안정성 검토결과

(a) pillar 폭=3.0 m (b) pillar 폭=5.0 m (c) pillar 폭=7.0 m

그림 13. 이격거리별 pillar부 소성영역

(a) pillar 폭=3.0 m (b) pillar 폭=5.0 m (c) pillar 폭=7.0 m

그림 14. 이격거리별 pillar부 주응력도

및 기초부의 지지력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 허용 축하중 : 

caP  = Aσca×

= 24,000 × 0.4 × 0.8 
= 7,680 kN/m > 3,720 kN/m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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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벽체에 작용하는 하중 폭

: 양측 터널의 중심선사이 거리(W)

․ 토피(H)가 터널폭(D)보다 큰 경우

: WDγP ⋅⋅=

․ 토피(H)가 터널폭(D)보다 작은 경우

: WHγP ⋅⋅=

여기서, γ  : 지반단위중량

그림 15. 중앙벽체에 작용하는 하중(Matsuda 등, 1997)

․ 중앙벽체 두께에 의한 허용축하중

AσP caca ×=

여기서, caσ  : 중앙벽체 허용압축응력

․ 중앙벽체 기초지지력 검토

AsKσQ spcp ××=

여기서, cσ  : 암반코아의 일축압축강도

spK : 안전율 3.0을 포함한 경험적계수

그림 16. 중앙벽체 제원 및 안정성 검토

(a) Pillar 폭 2.6 ~ 3.0m
중앙벽체 설치 구간

(b) Pillar 폭 3.0 ~ 6.0m
Tie Bolt 체결 구간

(c) Pillar 폭 6.0 ~ 9.0m
선행터널 인버트 설치 구간

그림 17. 근접터널 안정성 확보 방안

중앙벽체 지지력 : 

pQ  = AsKσ spc ××

= 47,600 kN/m2 × 0.1 × 2.2 m
= 10,472 kN/m > 3,720 kN/m  ∴ OK

안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7과 같이 pillar폭에 따른 근접터널 구간의 보강대책을 수립

하였다. Pillar 폭 6.0 ~ 9.0 m 구간은 선행터널 인버트 설치, pillar 폭 3.0 ~ 6.0 m 구간은 tie bolt 

체결(간격 1.0×1.0 m) 및 선행터널 인버트 설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Tie bolt 체결에 의해

서도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pillar 폭 3.0 m 이내구간에 대해서는 선행터널 굴착후 pillar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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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2-Arch 터널에 적용되는 중앙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하여 상부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

하여 터널 및 주변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4. 결 론

기존 터널의 확장 계획은 일반적인 신설터널과는 달리 기존 터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

에 설계시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중인 2차로 도로터널의 3차로 확장시 주요 

고려사항인 선형계획, 터널계획, 굴착 및 지보계획 및 근접터널 안정성 확보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1. 도심지에서 기존 터널 확장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막대한 용지보상비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형 계획과 그에 따른 확장방안이다. 측면 양방향 확장방안은 실제 

시공사례가 가장 많으나 기존 지보재를 전부 철거하여 공사비가 과다하며, 측면 일방향 확장방

안은 기 시공터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도로선형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터널 확장 굴착시 2붐 또는 3붐 점보드릴을 적용할 경우 미시공 구간인 3차로 터널 표준단면과 

확폭단면의 전단면 굴착도 가능하였으며, 습식 타설장비 및 대형 차징카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작업기반 조성 없이 화약장전, 그라우팅 작업이 가능하며 숏크리트, 록볼트 등 지보재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터널 확장시 기 시공된 2차로 터널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장을 위한 추가 굴착면적이 

작아 지반이완이 3차로 터널 굴착시보다 크지 않으므로 기존 2차로 터널의 지보재 일부를 최대

한 재활용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지보재와 기시공된 지보재와의 간섭을 배제한 지보계획을 

수립하였고 발파굴착이 아닌 인력에 의한 모따기 계획으로 재활용 부재의 손상을 최소화하였다.

4. 일반적인 터널 발파는 막장이 1자유면 상태이나 터널 확장시 발파는 2자유면 상태로 발파진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점부 보안물건에 대해서는 기존 2차로 터널의 

미시공구간을 소음방호대책으로 적극 활용하는 발파계획과 무진동 ․ 무소음 암파쇄공법 및 기계

굴착공법을 적용하여 민원을 예방할 수 있었다.

5. 터널 확장에 따른 근접터널 구간에 대해서는 이론식과 수치해석을 통한 최소 이격거리 산정 결

과 pillar 폭 6.0 m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pillar폭 3.0 ~ 6.0 m 구간

에 대해서는 tie bolt 체결에 의한 pilla부 강도 증가를 통한 안정성 확보방안을 적용하였고 tie 

bolt 체결에 의해서도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는 pillar폭 2.6 m ~ 3.0 m 구간에 대해서는 2-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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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 적용되는 중앙 콘크리트 벽체 개념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6. 추후 국내에서도 터널 확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측데이터 

분석 및 시공 방법과 장비, 안정성 확보 방안, 굴착시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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