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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사전적인 의미의 ‘Conventional Tunnelling’은 약 200

년 전에 터널단면을 순차적으로 분할굴착하면서 육중한 

버팀목으로 지지하던 ‘고전적인’ 혹은 ‘전통적인‘ 터널굴

착방법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비약적인 굴착기

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좀 더 실용적 측면의 용어 정의가 

가능하다. 

터널굴착공법은 19세기에 시작되어 1차 세계대전 이후

의 AMSS(American Method of Steel Support)와 NATM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을 거쳐 최근의 이

론적 방법인 CCM(Convergence-Confinement Method), 

ADECO-RS(Analysis of the COntrolled DEformation 

in Rocks and Soils)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터널굴착방법들은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조합

하여 주기적인 공정(cyclic sequence)을 구성하는 방법으

로 터널을 굴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TBM을 이용한 ‘최신의’ 기계화굴착공법과 크게 대별되는 

‘고전적’ 터널굴착방법의 특징이다.

더 나아가, 오래전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선사

시대의 인류도 동굴을 은신처로 활용했다는 점을 생각하

면, ‘고전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더욱 모호해져서, 오랜 

시간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터널공법을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고전적’방법과 ‘최신의’ 공법으로 구분

하는 것은 전체적인 터널기술의 발전을 논의한다는 측면

에서 유용하지 않다.

실제로, 국제적으로는 발파에 의한 암반터널과 소규모 

기계장비로 굴착하는 토사터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

미로 ‘Conventional Tunnelling’을 사용하고 있다.



K
T
A

기 술 강 좌

Conventional Tunnelling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NATM(1)

Vol. 14, No. 5    45

(a) 벨기에 (b) 영국 (c) 독일

그림 1. 1800년대의 ‘국가적‘ 터널공법(Sandström, 1963)

본 고에서도 Conventional Tunnelling을 사전적 의미

로 한정짓기 보다는 TBM을 사용하지 않는 터널굴착공법

으로 통칭하고 그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

다. 또한, 그로부터, 우리나라 터널굴착방법과의 차이점을 

가려내고, 향후 우리 터널굴착기술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

고자 하며, 그 내용을 크게 ‘Conventional Tunnelling 발
전과정’과 ‘우리나라의 NATM 활용’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2. Conventional Tunnelling의 발전

2.1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의 

출현과 번성

‘암반 스스로 지지한다’는 터널굴착공법의 기본개념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립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자연

적으로 형성된 폭 400m의 동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

늘날 우리가 공학적으로 명명한 ‘Bridging Effect(또는 

Concave Arching)’의 증거이며, 사일로는 방대한 양의 

곡물을 저장하되 그로 인한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Arching 

Effect(또는 Convex Arching)’를 이용하려는 인간의 지

혜가 만들어낸 도구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들을 공학적으로 정립하고 대규모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여 산업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운하와 철도의 시대로 불리우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어쩔 수 없이 터널을 굴착해야만 했던 시대에는 단

면을 분할하여 소규모로 굴착하면서, 육중한 버팀목으로 

지지하는 방법이 유일한 터널굴착공법 이었다(Sandström, 

1963).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유럽의 각 나라들이 독

창적인 공법임을 주장하였고, 다양한 ‘국가적’ 터널공법

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그림 1).

그러나, 이 ‘국가적’ 터널공법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

여 오래전부터 인간생활에 활용되던 ‘자립의 원리’를 오직 

버팀목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만 활용하는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손상된 노출 암반을 ‘보호･보강’하는 수단이 없었

던 관계로 장기간에 걸친 이완하중을 고려하여 최종적으

로 설치되는 조적식 아치 부재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터널을 굴착하는 행위가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갖

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부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요한 혁신이 일어난 후의 일인데, 그 혁신은 버팀목과 

조적식 아치부재를 대체하게 된 강지보재와 현장타설 콘

크리트라이닝의 등장이었다.



K
T
A

기 술 강 좌

Conventional Tunnelling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NATM(1)

46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

그림 2. Simplon 터널(1898~1906) 그림 3. 수동적 지보와 보강암반 지지 링(Louis, 1972)

강지보는 우수한 이동성과 강성을 지녀 버팀목보다 더 

넓은 span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장타설라이

닝은 불규칙하게 형성된 굴착면에 밀접하게 접촉하여 설

치됨으로써 숏크리트로 ‘보호’되지도, 록볼트로 ‘보강’되
지도 않은 암반의 손상 및 이완하중에 대한 조적식 아치

부재의 단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 방법은 나중에 Terzaghi 

(1949)에 의해 AMSS(American Method of Steel Support)

공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스위스 기술자들의 깨달음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오스트리아 엔지니어인 Rabcewicz가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에 관한 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현

실화 되었다. Rabcewicz(1964)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인버트를 설치함으로써 완전한 링을 형성하는 얇은 

뿜어붙임 콘크리트 라이닝-“보조 아치”라 불리우는-으로 

구성되며 변형은 평형이 이루어질때까지 시간의 함수로 

계산되는 새로운 공법”으로 NATM을 정의했다. 이는 또 

다른 ‘국가적’ 터널공법이라고 폄하될 수도 있으나, 두 가

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알프스에서의 경험을 발전시

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새로 도입된 기술 중 하나는 광

산 기술로부터 배워온 ‘록볼트’이고, 다른 한가지는 미국

에서 오랫동안 손상된 구조물 보수에 적용해 오던 ‘숏크

리트’였다.

록볼트와 숏크리트를 도입한 NATM공법의 목적은 분

명했다. 상처부위를 덮어서 감싸매 듯 숏크리트를 이용하

여 손상된 암반을 ‘보호’하고,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거동

에서와 같이 록볼트를 이용하여 원지반을 ‘보강’함으로써 

굴착에 의해 유발되는 지반응력을 ‘암반이 스스로 지지’하
도록 돕는 것이다. 

그림 3과 같은 NATM의 “보강암반 지지 링”개념은 전 

세계의 Conventional Tunnelling에서 필수적인 개념이 

되었으며, 1970~80년대에 호주,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및 일본을 거쳐 중국에 이르기까지 수 백 킬로미터 이상

의 NATM터널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이후, 터널굴착공법

은 TBM 아니면 NATM으로 정형화되었다.

그러한 번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험적 수단에 머물

렀던 NATM의 다양한 실패사례들 역시 보고되었다. 수 

km 심도로 알프스를 통과하는 터널들에서는 과도한 초기

응력으로 인한 응력파괴가 문제가 되었으며, 유명한 1994

년의 독일 Munich 및 영국 히드로 공항 하부 붕괴사례와 

같이 불량한 지반조건을 얕은 심도로 통과하는 경우, 지

반의 전단파괴로 인한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심도가 깊은 터널에서 “보강암반 지지 링“ 개념을 이용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암반의 이완

을 최소화하면서 탄성적 혹은 탄소성적인 응력해방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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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심도 터널에서 숏크리트 groove joint(AFTES, 2000) (b) 얕은 터널에서 측벽선진도갱(Terzaghi, 2000)

그림 4. NATM의 다양한 적용

도하는 것이다. 만약, 매우 큰 초기응력이 터널굴착으로 

인해 해방되는 과정에서 숏크리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변형이 예상된다면 횡단면상의 일정간격마다 종

방향 groove joint를 설치하여 일정량의 변위가 수렴된 

후, 숏크리트 링이 형성되도록 할 수 있다(그림 4a). Tauern, 

Karawanken, Arlberg 및 Inntal 터널 등이 그러한 방법

을 통해 알프스를 관통한 가장 어려웠던 사례로 꼽힌다

(Duffaut & Piraud, 2002).

얕은 터널의 경우에는 주로 토사나 연암층을 통과하게 

되는데, 회복불가능한 지반의 전단거동과 지표침하를 막

기 위해 터널내 변형을 최소한으로 제어해야 한다. 1980

년대의 오스트리아 기술자들은 굴착으로 인한 주변지반

의 손상 최소화를 위해서 단면형상과 굴착방법이 주요하

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얕은 터널과 같이 낮은 수평응

력 상태에서는 상･하반 분할굴착(top heading)보다 선진

측벽도갱(two ogival sidewall drifts)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독일에서도 Vienna의 지하철과 150km에 이

르는 고속철도 터널 및 대부분의 도심지에서 그라우팅 하

거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면서 이러한 방법을 성공적으

로 적용하였다(그림 4b).

결론적으로 NATM은 20세기 후반, 지반공학을 지배했

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터널기술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육중한 구조물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암반을 보호(숏크리트)･보강(록볼트)함으로써 암반 

스스로 자립하게 하는 것이다. ‘Salsburg Clun’과 Leopold 

Müller교수로 대표되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NATM기

술자들이 반드시 지키려 했던 또 다른 규칙은 엄격한 공

정관리 및 실시간 계측이었다. 이는 경험적 수단과 관찰

에 의존한다는 의미로서 그 중 어느 한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모든 공정에서 현

장기술자들에게 고도의 자질과 경험을 필요로 했다.

2.2 New French Method(C.C.M)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초, 

저토피 연암지반의 현장들에 NATM을 성공적으로 도입하

였으며, NATM을 프랑스화하고자 관발주 공사를 위한 핸

드북에 PTSS(Participation du Terrain Stabilisé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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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ERN(European Organization for Neclear Rearch) 지하공동

Soutènement)로 명명하였다.

비교적 늦게 NATM을 도입한 프랑스의 대표적 사례는 

EDF-Knight Piesold의 engineering joint venture가 

수행한 CERN cavern 사례이다(그림 5). 폭이 거의 20m

에 달하는 이 cavern의 특징은 처음으로 안정검토에서 숏

크리트를 구조부재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숏

크리트의 역할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shell 

덕분에 주변 암반의 이완을 방지하고 원암반 특성을 유지

하며, 더 나아가 록볼트와 함께 고려하면 암반 특성이 향

상되기까지 한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Laigle et al.,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NATM 지보설계는 과거

에 유사한 지질조건에서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된 기술을 

반복하는 경험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이렇게 유사성에 

기초한 접근방법은 명확히 정의할 수 없거나 일관성 있게 

분석되기 힘든 정성적 인자들에 좌우되어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반거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지반정보의 불충분 등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보

다 근본적으로는 터널굴착에 의한 지반의 3차원적 응력-

변형거동과 지반-지보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984년, AFTES(프랑스터널협회)는 지반-지보 

상호작용에 관한 Marc Panet 등 프랑스 기술자들의 연구

결과를 도입하여 Convergence-Confinement Method(이

하 CCM)으로 명명하고 그 일반적 원리 및 적용범위를 포

함한 첫 번째 권고안을 공포하였고 그 이후로, 계측자료

에 근거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오

고 있다.

CCM은 축대칭 가정을 적용하여 터널 굴진면(Tunnel 

working face, 막장면) 주변의 지반-지보 상호작용을 1

차원 또는 2차원 문제로 단순화하여 모사하며, 이는 터널

굴착의 단계적 시공과정과 그에 따른 응력-변형특성을 별

개로 다루는 기존의 방법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기존 방법으로는 RMR, Q 등의 경험적 도표를 이용하

는 방법, Terzaghi, Protodiakonov 및 Caquot 등이 제

안한 이완하중과 Beded Beam-Spring Model을 이용하

는 방법이 있다(그림 6). 국내에서는 이 방법들을 조합하

여 경험적 도표에 의해 지보량을 결정하고 수치해석법에 

의해 안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들은 완전히 경험적이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거나, 단순한 파괴메커니즘 가

정으로 인해 다양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있어 제한적인 단

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지반-지보 상호작용을 완벽히 채

택하는 수치해석법조차도 주 영향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

석 등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적용성이 불량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CCM과 같이 지반-지보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단순화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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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Terzaghi에 의한 파괴메커니즘 (b) Hyperstatic Reaction Method 개요

그림 6. 기존의 터널 지보설계 방법

CCM은 지보에 작용하는 응력이 터널 내공변위가 발생

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고전적인 “소요지보압-설계지보

압”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개

념은 Fenner(1938)와 Pacher(1964)에 의해 제안된 바 있

으며 ‘Fenner-Pacher’곡선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방법의 단점은 지보가 설치되기 이전의 지반

변형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Lombardi 

(1973)는 “core”특성곡선을 이용하여 굴진면에서의 변형

개념을 소개한 바 있으며, Panet & Guellec(1974)가 구

속해방계수(confinement loss factor)를 도입하여 지보

설치 이전에 변형이 생기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바

로 AFTES에서 제안한 CCM의 근원으로 그 출현과정을 

고려한 ‘전통적(conventional)’한 관점에서 ‘New French 

Method’로 불리기도 한다. 이 방법의 주요한 장점은 지반

-지보 상호작용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지

반정수처럼 불확실성이 높고 개략적으로만 정량화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쉽다는 것이다.

CCM은 지반-지보 상호작용과 관련한 3차원 거동을 2

차원 평면변형 문제로 설정하고 터널 굴착시의 구속해방

에 따라 유발되는 응력재분배와 변형을 지보의 강성과 연

관지어 분석한다. 다음은 변형특성으로부터 지반-지보 상

호작용을 분석하고 터널안정성을 평가하는 CCM의 원리

에 관한 개략적 내용이다.

2.2.1 터널의 변형과 지보의 역학적 거동

터널 굴착에 따른 구속해방(the loss of confinement)

은 굴착면 주변에 응력재분배와 변형을 유발하는데, 터널

내 변형은 굴진면과 지보설치가 완료된 지점사이의 거리, 

굴진면 이후 지나간 시간, 굴진면 후방 무지보 거리 및 지

보의 강성에 따라 좌우된다.

터널내 계측결과로부터 굴진면까지의 거리와 시간에 대

해 변위곡선을 작성하여 분석함으로써, 굴진면 영향거리

와 이완영역의 범위 및 발생가능한 시간의존적 변형에 대

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분석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터널 계측방법

으로부터는 굴진면 후방의 변형만을 알아낼 수 있을 뿐, 

굴진면 전방에서 발생하는 변형(이하 선행변위)에 대해서

는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터널시공과정을 고

려해 볼 때, 선행변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에 가까운 시도이다.

Lunardi(2000)는 그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막

장면 압출(extrusion, 굴진이 진행됨에 따른 굴진면 전방 

터널 중심선 상에 발생하는 변위)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막장면 압출의 변화와 그 크기로부터 특히, 1차 

지보 또는 전방보강(preconfinement) 등에 관한 많은 내

용들을 알아낼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로부터 증명해보였다.

그에 따르면, 굴진과 함께 발생하는 터널의 변형거동은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세 가지 상황을 전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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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굴진면 거동과 터널의 변형(P. Lunardi, 2000) 그림 8. 터널내 구속응력 해방조건의 변화

(그림 7):

• 미소한 굴진면 압출량과 함께 안정한 경우

• 굴진면 전방의 변형으로 인해 확연한 압출현상을 보

이지만 안정확보가 가능한 경우

• 불안정한 굴진면의 과도한 변형과 함께 붕괴가 우려

되는 경우

즉, 터널의 변형거동은 굴착완료 후, 완전한 평면변형

상태에 이르기까지 굴진면의 3차원적 거동특성에 지배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CCM은 경계조건을 평면변형상

태로 설정하여 터널거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처음 두 가

지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다만, 세 번째 상황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굴진면 지지방법과 안정상태인 굴진면 전방의 변형에 대

해 사전에 분석해야 하므로, 완전히 3차원적인 분석도구

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2.3 New Italian Method’에
서 언급하도록 한다.

2.2.2 CCM 및 구속해방계수

CCM은 2차원 평면변형조건에서 터널 주변지반의 굴착

유발응력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anet, 1995).

   (1)

여기서, 는 지반의 초기응력, 는 0부터 1까지 증가

하며 터널 굴착단계를 모사하는 구속해방계수이다(그림 8).

구속해방계수가 감소할수록 지반은 구속력(confine-

ment)을 잃고 터널 내공변위 u를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의 지반 변형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선행변위 와 그에 상응하는 구속해방계수 를 고려

하면, 상기한 함수관계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3)

시간의존적인 거동이 없는 탄성지반에서 중심선을 기준

으로 완전히 축대칭 형상의 단순한 조건에서 응력과 변형

은 방사상이고 식(2)와 (3)은 선형이며 다음과 같아진다.

 





   

 


 

여기서, 은 지보의 강성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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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탄성조건 (b) 탄소성조건

그림 9. 축대칭 조건의 지반-지보 상호작용(AFTES, 2001)

이 관계를 풀면 다음과 같이 지보압 와 평형상태의 

방사방향 변위 을 결정할 수 있다.

 


 











구속해방개념은 CCM의 핵심요소로서 그중에서도 지

보설치 시점의 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

한 요소들이 결정되면 간단한 도표를 작성할 수 있다(그

림 9).

는 다음과 같이 변형과 관련된 함수관계에서 결정되

는데, 굴진면 후방 무지보거리 d에서 방사방향 변위 를 

결정함으로써 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가 1에 근접한 

높은 값을 보일 때, 도 크다.

   

이 요소들은 주로 막장면 후방 무지보 거리 d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지만, 지반의 구성방정식에도 영향을 받게 되

며, 그보다는 작지만, 지보의 강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보압 계산의 정확도는  결정의 정확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선행변위  선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행변위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여기서,   





 





이다.

( 및  : 지반의 구성방정식에 좌우되는 계수)

2.3 New Italian Method(ADECO-RS)

전술한 바와 같이 CCM은 지반-지보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적 분석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현장기술자의 경험에

만 의존하는 NATM에 비하여 발전한 굴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ATM이 터널 횡단면상의 안정만을 고

려했듯이, CCM도 평면변형상태를 가정하여 응력-변형 

거동을 분석했기 때문에 구속변형계수와 같이 굴진면의 

전진에 따른 터널의 3차원적 변형거동을 간접적으로 모사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암 등 초기응

력을 미소변형 이내에서 지지할 수 없는 불량한 암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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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터널의 3차원 거동형태와 붕괴징후(Lunardi, 2000)

에서는 터널 횡단방향 뿐만 아니라, 굴진면 전방에도 지

보를 설치해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면

서(Pelizza et al., 1993), 터널의 3차원 변형거동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결국, 더욱 적극적으로 변형을 제어하기 위해 터널의 

입체적 거동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

었으며, Lombardi(1973)가 막장면 변형을 고려한 “core”
특성곡선의 개념을 소개한 이후, Lunardi(2000)가 약 25년

간에 걸친 설계 및 시공사례로부터 터널 변형에 기초한 굴착

공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ADECO-R.S.(Analysis 

of COntrolled DEformation in Rocks and Soils)라고 

명명한 이 방법은 주로 이탈리아 기술자들이 자국의 경험

을 바탕으로 초기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New 

Italian Method라고 불리기도 한다. 터널안정에 있어 굴

진면 전방 코어(core)의 역할과 굴진면 전방 선진보강을 

주요소로 하는 ADECO-R.S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3.1 굴진면 전방 코어의 거동특성과 선행변위 정량화

G.E. Sandström은 그의 저서 “The History of Tun-

nelling” (1963)에서 단계별 분할굴착을 적용했던 초창기 

터널공법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 이

후, Rabcewicz가 ‘숏크리트와 강지보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전단면 굴착하는 새로운 공법’에 대하여 논문 “The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1964~ 1965)를 발

표하기까지 ‘단계별 분할굴착’은 터널안정성 문제에 있어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였다. 이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터널계획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이슈이기도 한데, 이는 

초창기의 터널 안정성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붕괴방지’뿐
만 아니라 ‘변형 최소화’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하는데 있

어 ‘단계별 분할굴착’이 반드시 유리한 지에 관한 공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AFTES의 CCM이 도

입되었음에도 터널 굴착 전체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3차

원적 거동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더 발전된 방법

에 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Lunardi(2000)는 굴진면 전방지반을 포함한 터널의 

입체적 거동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여 굴착방법, 지보설치

시점 등의 요인이 평면변형상태인 최종단계의 터널 안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지보 구간을 포함한 굴착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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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터널변형-굴진면 이격거리(Panet & Guenot, 1982) (b) 지보강성에 따른 내공변위의 변화(Panet, 1974)

그림 11. Convergence-Confine Method의 근원

(a) Ground Reactino Curve (AFTES, 1993) (b) Characteristic Curve (Lunardi, 2000)

그림 12. CCM과 ADECO-RS의 터널변형 분석기구

반의 선행변위를 예측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

나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Panet & Guenot(1982)

는 무지보 터널 굴진면 전방의 굴착예정지반에서 발생하

는 내공변위(선행변위)를 정량화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

면 총 내공변위량의 30%가 굴진면 위치에서 이미 발생한

다. 또한, 라이닝 설치 여부에 따라 선행변위와 내공변위

를 정량화한 결과(그림 11), 강성 라이닝이 선행변위를 확

연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Corbetta et al., 

Bernaude Rousset, Nguyen-Minh and Guo 등).

그림 12는 구속해방계수(d)를 도입하여 굴진면 전진

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CCM과 그에 반해, 굴진

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후 선진보강 및 라이닝 

설치 계획에 적용하는 ADECO-R.S의 Charateristic Line 

Method에 관한 개요이다.

2.3.2 굴진면 전방 코어 선진보강

선행변위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이 굴

착예정지반을 지지하거나 굴착전에 선진 보강하는 다양

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막장면 중앙에 안정된 암반mass를 남겨놓는 방법(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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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

막장면에 숏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

막장면에 fiberglass 볼트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는 방법;

터널 벽면 주변으로 강봉 또는 강관을 설치하는 방법;

Mechanical Pre-cutting, Concrete “Pre-valut”(Perforex 
method) 또는 제트 그라우팅에 의해 터널 벽면주변으로 

아치형 지지체를 형성하는 방법.

선진보강공법은 막장면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이후의 

횡단방향 터널안정을 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1980

년대에 여러 국가의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

다. 그러한 선진보강공법의 초창기 적용사례로 프랑스에

서 1991~1993년에 시공된 Galaure TGV 터널을 들 수 있

다. Galaure TGV 터널은 단면적 150m
2
의 크기에도 불구

하고 Mechanical Pre-cutting과 18m길이의 록볼트를 이

용한 굴진면 전방 보강 후, 전단면으로 굴착되었다.

이렇게 프랑스가 선진보강공법 중 하나인 Pre-vaults 

Method를 먼저 적용하여 그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진보강공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이탈리아였는데, 이는 심한 습곡과 단층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불량암반 및 연암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특

히,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Micropile Umbrella 

Arch공법은 굴착면 주변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고압으로 

현장주입된 수평방향 강관 마이크로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법은 1975년에 도입된 이후, Genova-Ventimigila 철

도의 Bernardino 터널에서는 최초로 지보시스템의 한 구

성요소로서 설계에 반영되었다(Piepoli, 1976). 1982년까

지는 이탈리아 15개 터널에 Micropile Umbrella Arch공

법이 도입되었다(Barisone et al. 1982).

이러한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많

은 국가들에서 Pipe Arch Umbrella 공법이 적용되고 있

으나, 많은 경우에 NATM의 지보시스템 중 한 요소인 것

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Lunardi(2000)는 약 20년에 걸친 시간동

안 이탈리아에서 설계･시공되는 터널을 관찰 및 분석함으

로써 굴진면 전방거동 및 선진보강 효과에 관한 향상된 

이해를 바탕으로 전단면굴착, 강성라이닝 및 선진보강을 

주요 인자로 하는 새로운 터널공법을 제시하였다.

2.3.3 ADECO-R.S. 주요사항

Lunardi(2000)는 “advance core”의 평형조건에 기반

하는 터널 안정이론(ADECO-R.S)를 제안함으로써 선진

보강기술들의 장점을 조합하였다. ADECO-R.S의 핵심적

인 요소는 축방향 변형(압출, extrusion)으로서, 이는 터

널내 임의의 관심지점 굴착이전에 선행하여 발생함으로

써 최종적으로 발생할 내공변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

단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핵심개념을 설정함으로써 

30여년 전의 NATM이 그랬듯이 터널굴착기술의 근본적

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

- 모든 것은 굴진면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 터널 벽면

에 지보를 설치하더라도 굴진면이 불안정한 경우 터

널은 붕괴된다(그림 12)

- 다음 단계는 가능한 한 빨리 링을 폐합한다 ; 특히, 

불량한 지반조건이라도 단면을 분할 굴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터널거동과 그 대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하고 있는 ADECO-R.S는 암반의 자립특성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NATM과 다르지 않지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즉, 안정적인 터널굴착을 

위해, NATM은 굴착면 주변암반을 보강해서 새로운 지지

링을 생성하려 한 반면에, New Italian Method는 터널 

굴진면 전방에 양호한 지반을 형성하여 선제적으로 지반

거동을 제어하고자 한다. 이렇게 굴진면 전방지반을 선진

보강하려는 시도는 연암 또는 불량한 암반에 대한 NATM 

개념의 3차원적 적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 돌이켜보

면, NATM 기술자들이 터널 굴진면의 역학적 기능에 대

하여 무관심 했거나, 일정 부분 무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터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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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탈리아 밀라노-로마-나폴리간 고속철도 터널 표준단면(Lunardi, 2000)

하는데 있어 지반특성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다만, 언제 보강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

서 ADECO-R.S.가 선진보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한 것이다.

선진보강공법을 체계화하여 ADECO-R.S.로 정립해나

가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기술자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했다 :

- 터널은 지반조건과 상관없이 전단면 굴착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요소는 터널굴진에 방해되지 않고 시행

할 수 있는 굴진면 보강의 형태와 강성이다

- 매우 불량한 지반조건에서, 막장면 보강은 pre-vaults, 

포어폴링 및 제트그라우팅 등 터널 주변장까지 보강

영역에 포함하는 사전 지보로서 설치되어야 한다 ; 

대부분의 지보 및 보강은 각 보강단계마다 15~20m

미만의 길이로 종방향으로 수평하게 설치한다

- 굴착후, 터널벽면 지보는 숏크리트와 연계된 steel 

rib을 적용한다; 이는 얕은 심도에서의 NATM과 같

이 상대적으로 강성지보에 해당한다.

- 콘크리트 라이닝은 아치부와 인버트의 두 단계로 타

설하며, 굴착 후 수 일 이내에 설치한다 ; 거의 대부

분의 콘크리트 라이닝은 항상 폐합한다.

이 방법의 가장 획기적인 사례는 Apennines를 통과하

는 새로운 고속철도 연결사업으로, 단면적 135m
2
의 터널 

9개가 총 연장 73km를 이루고 있으며, 2000년까지 전체 

현장에서 총 30개의 막장면 굴진이 동시에 이루어져 3km/

월로 터널을 굴착하였다(그림 13). 동시에, 수치해석기법

의 발전으로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 메카니즘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사전보강개념을 제시한 초창기 기술자들의 

직관적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New Italian Method(혹은 ADECO- 

R.S)는 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다음의 

두 가지 지반공학적 원리에 기반한다(그림 14) :

지반의 역학적 거동을 이해함으로써 지반자체의 강도

발현 최적화 가능;

터널굴진 중, 필요에 따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반보

강 기술의 시스템적인 적용.

따라서, 의심할 여지 없이, ADECO-R.S.는 30년 전 

절리암반 터널굴착에서 NATM이 그랬던 것처럼 얕은 심

도 또는 중간 심도의 불량한 암반조건을 굴착하는데 있어 

그 적용성을 널리 인정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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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반거동의 이해 (b) 보강시스템의 적용

그림 14. ADECO-RS의 지반공학적 원리(Lunardi, 2000)

3. NATM 이후 Conventional Tunnelling
의 주요 발전사항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터널 굴착공법은 공학기술

의 발달과 더불어 단계적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각 단계

마다 기술발전을 주도한 국가의 이름을 따서 그 특징을 

명명하였다.

그러한 발전단계마다 각각의 특징을 강조하는 공법들

이 탄생하였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중력 및 지질구조적 원인에 의하여 당초부터 지중에 

내재되어 있는 초기응력을 터널굴착과정에서 어떻게 관

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개념의 변화과정이다.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한 변

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붕괴방지’에서 ‘변형제어’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터널굴착기술은 200여년 전의 

초창기부터 NATM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무너뜨리지 않

고 안전하게 소요단면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

어 있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건설기술이 비약적으로 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응력-변형 조건에서는 여전

히 논란이 있는 선진도갱 분할굴착공법을 적용하여 ‘붕괴

를 방지’하고 있었다(Sandström, 1963). Rabcewiz(1964)

조차도 ‘전단면 굴착에 의한 링 폐합시간 단축’이라는 

NATM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

굴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바 있다.

“강지보의 가장 주요한 이점중의 하나는 매우 큰 횡단

면에서도 전단면 굴착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어 대형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굴진율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할 수 있

게 된다. 최근엔, 지질학적으로 불량한 조건에서만 단면

을 분할하여 선진도갱을 굴착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나

가는 방법을 적용한다...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단면

이 굴착되기까지 선진도갱 굴착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상반에 적용된 선진도갱이 분명히 천단부 이완을 효과적

으로 억제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횡방향 변형을 허용하

는 중간적인 시공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안정 요

인은 벤치를 굴착하고 인버트를 타설하여 라이닝을 폐합

함으로써 가능한한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한 논란의 원인은 암반자립의 원리를 이용하는 ‘20

세기 신기술’인 NATM 역시 경험적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즉, 지반-지보 상호작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

서 전단면 굴착에 해당하는 규모의 불평형력을 단시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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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마외곽순환도로 Appia Antica 터널 (b) TGV Mediterranee-Tartaiguille 터널

그림 15. 어려운 응력-변형조건에서 ADECO-RS의 성공적 적용사례

에 처리하기에는 대형 장비 등 시공기술의 발달이 미흡했

던 시대적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형을 유

발하여 최대지반강도를 발현시키도록 노력했었기 때문에 

squeezing 등 시간의존적 거동이 발생하는 조건에서는 

붕괴에 이르는 대변형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을 

언급할 수 있겠다.

CCM(AFTES, 1978)은 그렇게 관찰에 의존하는 경험적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으로서 터널 굴착면 주변지

반의 응답변형특성을 이론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제시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행변위를 직접 예측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터널굴착 전체 과정의 변형거동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결국, 횡단면상 안정대책만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

는 불량암반 구간에서, 굴진면 전방을 보강함으로써 성공

적으로 터널을 굴착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경험

을 통해 굴진면 전방지반의 거동과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굴진면을 포함한 터널의 3차원 거동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Lunardi(2000)는 터널변형발생의 주요기구로서 굴진

면 전방코어에 관심을 갖고 약 20년간에 걸친 시공사례와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분석하였다. 그 결과, 

터널붕괴시, 항상 굴진면 전방코어의 붕괴가 선행한다는 

점과 분할굴착을 적용하는 경우, 결국 굴진면의 범위가 확

대되는 결과를 낳고, 과도한 변형으로 인한 터널 불안정

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굴진면 전

방을 보강하여 선제적으로 터널변형을 제어함으로써 터널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Lunardi, 

2000). 그가 ADECO-RS라 명명한 이 방법은 약 30년간 

500km에 달하는 이탈리아 터널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

으며, 그림 15에서와 같이 어려운 응력-변형 조건에서 변

형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며 신속히 굴착할 수 있음을 증명

하였다. 이 새로운 ‘변형제어’이론은 40여년 전 Rabcewiz

가 제안한대로 ‘가능한 한 전단면으로 굴착하고 최대한 

빨리 폐합한다’는 NATM의 원칙을 비로소 구현해내며 불

량한 지반조건의 터널굴착에서 그 적용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암반자립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한 20세

기 후반 최신 공학기술의 집약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NATM공법은 그 이후, 다양한 조건의 터널공사에 적용되

며 그 한계를 극복해 왔다. 즉, 경험과 관찰에 의존하는 

방법에서 CCM, ADECO-RS 등 계산과 분석이 조화를 이

루는 방법으로, 또 한편, ‘붕괴방지’ 수단에서 ‘변형 제어’ 목
적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21세기형 Conventional Tunnelling

으로 변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K
T
A

기 술 강 좌

Conventional Tunnelling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NATM(1)

58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

   

(a) 굴진면 전방코어 Jet Grouting & 유리섬유 볼트 보강 (b) mechanical pre-cutting

그림 16. 다양한 선진보강공법

3.2 선행변위에 대응하는 지반‘보강’방법에 대한 관심

‘붕괴방지’에서 ‘변형제어’로 터널 안정에 대한 관심이 

옮겨져가면서 터널내 변형 발생 메카니즘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주로 선행변위에 관한 것으로 

터널내 임의 지점의 내공변위는 해당 위치 굴착전부터 이

미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크기를 정량화 

함으로써 최종 내공변위를 정확히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었다.

Panet & Guenot(1982)는 선행변위가 최종 내공변위

량의 30%에 달하는 점을 언급한 바 있으며, Lombardi 

(1973) & Lunardi(2000)는 선행변위의 발생기구로서 굴

진면 전방 코어지반에 주목하고 ‘Characteristic Line 

Method’에 의해 그 거동을 분석한 바 있다.

이렇게 터널내 변형발생 초기단계로서의 굴진면 전방

거동에 관해 분석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적

용되어 오던 다양한 선진보강공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전적인 터널공법에서는 굴진면에 분할굴착(Bench- 

cut, Ring-cut, Silot 등), 굴진면 숏크리트 등 한시적인 

안정대책만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역학적

으로,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지반 변형의 확장을 막거나, 

오히려 변형을 발생시켜 지지효과를 유발하는 수동적 ‘보
호’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강관, 강봉 등의 축력부재와 지반그라우팅 또는 

아치형 지지구조체를 굴진면 전방지반에 선행하여 설치

하는 주동적 ‘보강’공법들이 CCM, ADECO-RS 등 최근의 

‘변형제어’ 터널이론들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국내에서 포오폴링,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으로 대별

되는 Umbrella Arch형 보강공법은 보강부재의 주축방향

과 굴진면 전방지반의 주응력 분포방향을 고려할 때, 터

널 종방향 거동이 발생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보강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조’공법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

다. 그러나, 고압그라우팅 및 제트그라우팅과 함께 적용

되어 굴진면 전방지반 공학적 특성의 개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보강’공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합

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터널 굴착전에 미리 횡단방향 아치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Mechanical Pre-cutting & Concrete 

Pre-vault(이탈리아에서는 Perforex Method)등이 있는

데(그림 16), 터널 굴착 초기부터 굴착면 주변지반 유발응

력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강’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과거의 수동적 ‘보호’공법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선진보강공법들은 단독으로 혹은 동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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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굴진면 전방코어의 변형을 억제함으로써 전체적인 

터널변형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변형제어’터널

공법의 핵심인자이다. 

4. 결론(1)

지금까지, NATM 터널의 역사와 NATM 이후 Con-

ventional Tunnelling의 발전과정을 살펴 봤는데, 새로

운 터널공법들은 ‘암반자립의 원리’를 이용하려 한다는 측

면에서 NATM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경험적’ 방법에서 

‘이론적 혹은 분석적’ 방법으로, ‘붕괴방지’ 수단에서 ‘변
형제어’ 수단으로 그 특징이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과거의 Conventional Tunnelling이 굴착방법, 지

반보강규모와 관련된 대강의 범위를 경험적으로 정한 후, 

숙련된 현장기술자가 관찰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방안

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었다면, 새로운 터널공법들은 이

론적으로 터널의 3차원적 응력-변형거동을 분석하고 민

감도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대심도 터널, 불량암반터널 등 어려운 응력-

변형 조건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굴착수단으로

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어려운 조건의 지하공간 개발에 도

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험적’판단

의 수치해석적 검증을 통해 ‘단계별 분할굴착’을 주된 굴

착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내 NATM사례를 해외의 터

널공법 발전방향에 비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재조명해 보

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Conventional Tunnelling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NATM(2)｣에서는 터널공법의 핵심인자들과 

관련한 주요차이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

어 언급할 예정이다 :

- ‘터널안정’의 구체적 목표로서 ‘붕괴방지’ 및 ‘변형최

소화’,
- ‘터널안정’판단에 적용할 파괴모드로서의 ‘응력파괴’ 
및 ‘암반블록파괴’ 및

- ‘터널안정’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호’공법 또는 

‘보강’공법 및 ‘분할굴착’ 또는 ‘전단면굴착’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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