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Tunn Undergr Sp Assoc 15(3)253-270(2013) eISSN: 2287-4747

http://dx.doi.org/10.9711/KTAJ.2013.15.3.253 pISSN: 2233-8292

*Corresponding author: Chung-Sik Yoo
E-mail: csyoo@skku.edu

Received April 19, 2013; Revised April 28, 2013;
Accepted May 9, 2013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가 터널 거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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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cerns the effect of orientation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a fracture zone on the tunnel 

behavior using a numerical investigation. A parametric study was executed on a number of drill and blast tunnelling cases 

representing different fracture and tunnelling conditions using two and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es. The 

variables considered include the strike and dip angle of fracture zone relative to the longitudinal tunnel axis, the width and 

the clearance of the fracture zone, the tunnel depth, and the initial lateral stress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e analyses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tunnel deformation including crown settlement, convergence, and invert heave as well as shotcrete 

lining stres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unnel deformation as well as the shotcrete lining stress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orientation of the fracture zone, and that such a trend becomes more pronounced for tunnels with greater depths.

Keywords: Drill and blast tunnel, Finite element analysis, Deep tunnel, Fracture zon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이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발파굴착 공법이 

적용되는 터널을 대상으로 다양한 파쇄대 조건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2차원 및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파쇄대의 주향 및 경사, 

터널과의 이격거리, 토피고, 측압계수 등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석결과를 토대로 매개변수 조건에 대한 터널 변위 

및 지보재 부재력의 변화경향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파쇄대의 경사각 및 주향에 따라 터널의 변위 및 지보재 부재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터널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초기측압계수가 클수록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따른 터널 거동의 

차이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심도 터널의 경우가 저심도 터널에 비해 파쇄대의 영향이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주요어: 발파 굴착 터널, 유한요소해석, 대심도 터널, 파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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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GTX 사업 및 Smart Way 

사업 등 대규모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한일, 한중 해저 터널 등 국가사업들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교통구조

물의 특성상 지하에 건설되며 특히 대심도 및 장대화 

되고 있어 대심도 장대터널의 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터널 굴착은 지반내 응력을 변화시키므로 기존의 

응력상태에서 새로운 응력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유충식ㆍ조윤규ㆍ박정규

254

Fig. 1. Tunnel cross section

지반변형을 동반하게 되며 주변지반의 새로운 응력상

태가 평형조건(equilibrium condition)에 도달하게 되

면 터널은 안정을 확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터널 시공 중 설치하

는 지보재(support)는 이러한 응력 전이 과정에 있어 

주변 지반이 평형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터널시공 중 응력전이 형태 

및 지반변형 패턴은 다분히 주변지반의 지반/암반공

학적 특성 및 시공방법에 좌우 된다. 즉, 암반내 불연속

면의 공간적ㆍ역학적 특성, 지하수상태, 초기응력 상

태, 시공방법 등에 따라 응력전이 및 지반변형 패턴이 

달라지고 따라서 터널거동 특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김창용 

등, 2006; HSE, 1996; Kun and Onargan, 2013; Yoo 

et al, 2010; Yoo, 2013).

특히 대심도 장대 터널은 심도가 얕은 천층 터널에 

비해 환기 및 방재 등의 시공 외적인 특수 고려사항 

이외에도 조사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지반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터널이 다양한 

지반조건에 위치하고 각종 단층 등의 지질구조대와 

조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암반이 보유하는 

강도에 비해 초기응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암반파열

(rock bursting), 팽창(swelling) 및 암반압출(squeezing) 

등 이상 거동이 발생할 수 있어 터널시공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김창용 등, 2004; 신휴성 등, 20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 한국터널공학회, 2010; 

Matos et al, 2004; Vlasov, 2001; ITA Report WG17,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심도 터널을 

대상으로 “시공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시스템 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파쇄대의 

공간적 특성 및 기하조건이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발파굴착

(drill and blast)공법이 적용되는 터널을 대상으로 다

양한 파쇄대 조건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2차원 및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파쇄대의 주향 및 경사, 터널과

의 이격거리, 토피고, 측압계수 등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석결과를 토대로 매개변

수 조건에 대한 터널 변위 및 지보재 부재력의 변화경

향을 고찰하여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및 기하특성이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카니즘을 분석

하였다.

2. 매개변수 연구 조건

2.1 터널 단면 및 지보패턴

Fig. 1에서는 해석에서 고려한 터널 단면을 보여주

고 있다. 보이는 바와 같이 터널 단면은 폭 10 m, 

높이 8 m의 제원을 가지며 1차 지보재로서 두께 10 

cm의 숏크리트와 길이 4 m의 록볼트(D25)가 수평 

및 종방향 간격 각각 1.8 m 및 1.3 m로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심도 터널의 경우 심도에 따라 

지보패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호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토피고 및 파쇄대 조건 

등에 따른 관계없이 동일한 지보패턴을 적용하였다. 

2.2 터널 심도 및 파쇄대 조건

2.2.1 터널 시공조건

본 연구에서는 단일지층에 터널이 시공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터널 시공 조건의 다양성을 확보

하기 위해 다양한 터널 심도() 및 측압계수()를 

고려하였다. 즉, 다양한 터널 심도() 대 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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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view of 2D tunnelling condition

Fig. 3. 3D modeling coordinate system

Table 1. Cases analyzed for 2D tunnelling condition

Cover depth

/ Diameter 

Lateral stress coefficient



Width of fracture zone




Distance of fracture zone




Dip angle of fracture 

zone  deg

10, 30, 50 0.5, 1.0, 2.0 1.0, 3.0 1.0, 4,0, 8.0 30, 60, 90

(  ) 및 측압계수(
  )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터널 거동 특성을 고찰할 수 있도

록 하였다.

2.2.2 파쇄대 조건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이 터널의 거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DB 구축을 위해 터널 굴진 

방향 대비 다양한 공간적 분포 특성을 갖는 파쇄대를 

고려하였다. 즉, 아래와 같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평행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으로 

대별하여 각 조건에서 다양한 파쇄대 공간 분포조건

을 고려하였다.

1) 파쇄대 주향이 터널 굴진방향과 평행한 조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평행한 경우에

는 Fig. 2와 같이 2차원 문제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델링에 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해석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평면변형률 문제로 단순화 하여 2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시공조건에서는 파쇄대의 폭

() 및 이격거리(), 그리고 파쇄대의 경사각()을 

변수로 하여 다양한 터널 시공조건에서 파쇄대의 기

하적 및 공간적 분포 특성에 따른 터널의 거동 특성 

DB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고려 조건은 Table 1과 

같다.

2) 파쇄대 주향이 터널 굴진방향과 평행하지 않은 

조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평행하지 않은 

조건은 2차원 모델링으로 검토가 불가능 하므로 3차

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때 해석 모델의 단순화를 

위해 파쇄대의 폭을 
으로 고정하고 파쇄대

의 주향이 터널 굴진방향과 직교하는 조건과 파쇄대 

주향이 터널 굴진방향과 의 각도를 이루는 조건으

로 단순화하여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에 따른 거동 

특성에 대한 3차원 DB를 구축하였다. 본 검토에서 

적용한 좌표계는 Fig. 3과 같으며 구체적인 해석조건

은 아래와 같다. 

(1)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직교하는 

조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직교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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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 

  , 


  , 


 

Fig. 4. Cases considered for strike of fracture perpendicular 

to tunnel driving direction

(a) 

  , 


  , 


 

(b) 

  , 


  , 


 

Fig. 5. Cases considered for strike of fracture zone oblique 

to tunnel driving direction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ground and fracture zone

Division
Young’s modulus, E

(MPa)
Poisson’s ratio, 

Cohesion, c

(kPa)

Friction angle, 

(deg.)
Remarks

Soil 500 0.2 100 35

Fraction zone 100 0.2 50 30

( )으로는 Fig. 4와 같이 파쇄대 경사각  

 및 을 고려하였다. 이때 터널 토피고는 

  로 변화시키고 측압계수는  

을 고려하여 터널 심도 및 측압계수에 따른 파쇄대

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2) 파쇄대 주향이 터널 굴진방향과 30°를 이루는 

조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직교하지 않은 

경우는 무수히 많을 수 있겠으나 해석의 편의상 파쇄

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방향과  의 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대한 조건 중   방향 및   방향 

경사각이  ,  인 경우와  , 

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한편, 파쇄대 주향 - 

터널 굴진축 직교조건과 마찬가지로 터널 토피고를 

  으로 변화시키고 측압계수 또한 


 를 고려하여 터널 심도 및 측압계수에 

따른 파쇄대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검토조

건은 Fig. 5와 같다.

2.2.3 지반 및 파쇄대 역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풍화암～연암 정도의 암반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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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2D FE model (C/D=10)

이 시공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물론 터널 심도별 

지반/암반의 응력-변형률-강도 특성이 달라 질 수는 

있겠으나 파쇄대 조건별 정량적인 상대적 비교를 위

해 터널 심도에 관계없이 동일 지반조건에서 터널이 

시공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파쇄대 또한 다양한 지

반정수를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조

사를 통해 확인된 지반정수를 적용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지반 및 파쇄대에 대한 지반정수

를 나열하고 있다.

3.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해석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ver. 6.12 (Abaqus 2011)를 사용하였다. Abaqus는 토

목 및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적 및 동적 응력 해석, 

그리고 응력-유체 연계해석에 적용되는 다목적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지반공학분야에 있어 

다양한 흙에 대한 구성모델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소

성 응력-변형률 거동 모사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이와 

아울러 해석대상 도메인에 대한 요소의 제거 및 추가

가 자유롭게 수행될 수 있어 굴착 및 지보재 설치과정

이 반복되는 터널 분야에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술하였다.

3.1 2차원 해석 모델링 - 파쇄대-주향 터널 

굴진방향 평행조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쇄대 주향-터널 굴진방향 

직교조건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에서는 2차원 평면변

형률 모델링을 수행하고 하중분담율 적용을 통해 터

널 굴진과정을 모사하였다. Fig. 6은 해석 도메인과 

해석에 적용된 유한요소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이는 

바와 같이 좌·우측 경계는 터널중심으로부터 6D 

(D=10 m) 떨어진 지점에, 그리고 하부 경계면은 터널 

인버트로부터 3D 이격된 지점에 설치하여 인위적으

로 설치된 경계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변위 경계조건으로 수직 경계면의 경우 해당 

면의 수평방향의 변위를 구속하였으며 바닥부 경계면

은 힌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심도 터널 해석모델링

에 있어 터널 상부 3D이상의 지반은 단순 상재하중으

로 처리 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터널 상부 3D이내 

지반은 해석모델에 반영하고 상부 지반은 상재하중으

로 처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지반 및 지보재의 이산화에 있어 지반은 8절

점 가감 적분 평면변형률요소(CPE8R)를 이용하여 

이산화 하였으며 숏크리트와 록볼트는 각각 2절점 

보요소(B22)와 3절점 트러스 요소(T2D3)를 이용하

여 이산화 하였다. 한편, 재료모델링에 있어 지반은 

Mohr-Coulomb 파괴규준과 Davis (1968)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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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ad distribution factors

Division Construction process Load distribution factor

Step 1 Soil stress implementation -

Step 2 Unsupported excavation 50% 

Step 3
Shotcrete placement (Softening)

 + Rock bolts installation
25%

Step 4
Shotcrete placement (Hardening)

 + Rock bolts installation
25%

(a) Soil stress 

implementation

(b) Unsupported 

excavation

(c) Shotcrete placement 

+ Rock bolts installation

Fig. 7. 2D tunnelling simulation

비관련흐름 법칙을 따르는 탄소성 재료로 가정하였으

며 숏크리트와 록볼트는 탄성재료로 모델링하였다. 

이때 지반 및 파쇄대의 팽창각은   로 가정하였

다. 한편, 연화 및 경화 숏크리트의 탄성재료 정수로는 

포아송비 0.2와 함께 각각 5 GPa 및 15 GPa의 탄성계

수를 적용하였으며 록볼트의 경우 포아송비 0.15, 탄

성계수 210 GPa를 적용하였다.

한편, 해석에서는 전단면 굴착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아래 Table 3과 같이 해석단계를 

무지보굴착단계, 연화 숏크리트+록볼트 단계, 경화 

숏크리트+록볼트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 

50%, 25%, 20%의 하중분담율을 적용하여 3차원 굴

진과정을 모사하였다. Fig. 7에서는 해석 순서 개요도

를 보여주고 있다.

3.2 3차원 해석 - 파쇄대-주향 터널 굴진방향 

비평행 조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평행하지 않은 시공조건은 2차원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3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Fig. 

8에서는 사용된 유한요소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좌․우측 경계면은 터널중

심으로부터 6D의 위치에, 그리고 하부 경계면은 터널 

인버트로부터 3D되는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굴진방

향으로는 굴진 시점으로부터 6D 위치에 경계면을 

설치하여 해석 모델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위적으

로 설치되는 경계면의 위치는 좌·우측 및 시·종점 경계

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민도 검토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때 변위 경계조건으로서 수직 경계면

의 경우 해당 면의 연직방향의 변위를 구속하였으며 

바닥부 경계면은 힌지를 설치하였다. 한편, 2차원 모

델링과 마찬가지로 터널 상부 이내 지반만 해석모

델에 반영하고 상부 지반은 상재하중으로 처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지반 및 지보재의 이산화에 있어 지반은 8절

점 가감 적분 고체요소(C3D8R)를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으며 숏크리트는 가감적분 4절점 쉘요소(S4R) 

그리고 록볼트는 3절점 빔요소 요소(B31) 를 사용하

여 모델링하였다(Fig. 9). 재료 모델링 관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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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3D model (C/D=10)

(a) Shotcrete - Shell elements (b) Rock bolts - Beam elements

Fig. 9. 3D FE model of shotcrete and rock bolts

(a) Soil stress implementation (b) (n)th Section excavation

(c) (n+1)th excavation

+ (n)th S/C+RB installation

(d) (n+2)th excavation

+ (n+)th S/C+RB installation

Fig. 10. 3D tunnell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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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b) Springline

Fig. 12. Effect of dip angle of fracture zone on shotcrete 

stress (C/D=50)

(a) Crown settlement

(b) Convergence

Fig. 11. Effect of dip angle of fracture zone on tunnel 

deformation (C/D=50)

2차원 모델링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한편, 3차원 해석에서는 “굴착 ⇒ 숏크리트 타설 

⇒ 록볼트 타설”로 이어지는 터널 시공과정을 Abaqus

에서 제공하는 요소의 제거 및 추가 기능을 활용하여 

상세히 모델링하였다. 해석에서는 편의상 2차원 해석

과 동일하게 전단면 굴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1회 굴진장 2 m 무지보 굴착 ⇒ 이전 굴착 

단면 구간 숏크리트 및 록볼트 타설]의 과정을 반복하

여 총 60 m의 터널굴진을 모사하도록 하였다. Fig. 

10은 시공과정 모델링에 대한 개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4. 결과 분석 및 고찰

4.1 파쇄대-주향 터널 굴진방향 평행조건 

1) 파쇄대의 경사각에 따른 터널 거동 특성

Fig. 11 및 12에서는 측압계수  , 파쇄대 

이격거리 
의 조건에 있어 다양한 토피고 

및 파쇄대폭( ,   )을 갖

는 시공조건에 대해 파쇄대 경사각 에 따른 터널 

거동 지표들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변위는 터널직경() 대비 %로 표현하였으며 숏크리

트 응력은 로 정규화된 값으로 나타내었다.

파쇄대 경사각에 따른 터널 변위를 보여주고 있는 

Fig. 11에서는 천단침하()의 경우 파쇄대 경사각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공변위()의 경우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

한 파쇄대 폭 ()이 클수록 에 따른 변위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파쇄대 경사각이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파쇄대 폭이 증가할수록 가중되는 것

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내공변위가  에 

따른 변위 변화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파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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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settlement

(b) Convergence

Fig. 13. Effect of distance of fracture zone on tunnel deformation 

(   )

인접구간 통과시에는 터널의 내공변위 추이 검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쇄대 경사각에 따른 숏크리트 압축응력  변

화경향이 Fig. 1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숏크리트 

압축응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반의 단위중량

()과 토피고()로 정규화 시켰다. 보이는 바와 같이 

천장부 압축응력 


의 경우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측벽부 


의 경우 반대

로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검토한 파쇄

대 조건에서 에 따른 터널 위치별 숏크리트 압축응

력 변화는 측벽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대심도 터널

의 경우 측벽부 숏크리트 압축응력 관리가 매우 중요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파쇄대의 경사각은 터널

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으며 파쇄

대의 경사각이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일괄적

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터널 위치별로 다소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으로 관찰 되었다. 

즉, 완만한 경사각을 지닌 파쇄대의 경우 터널 천장부

에서 변위 및 숏크리트 압축응력이 크게 발생하나 

경사각이 급해질수록 측벽부의 내공변위 및 숏크리트 

압축응력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

토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사각이 완만한 파쇄대

의 경우 천장부에서의 변위 및 숏크리트 압축응력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경사각이 다소 급한 

경우에는 측벽부 내공변위 및 지보재 부재력에 대한 

계측관리를 통한 안정성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파쇄대의 이격거리에 따른 터널 거동 특성

Fig. 13과 14에서는 토피고 , 측압계수 

 , 파쇄대 폭  의 조건에 있어 파쇄

대 경사각(  )에 대해 파쇄대 이격거리 

에 따른 터널 거동 지표들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13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

으로 터널 변위는 파쇄대 이격거리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에

는 파쇄대 폭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에 거의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으로 

터널 내공변위가 파쇄대 이격거리에 따른 변화에 가

장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천단 

및 인버트 변위는 파쇄대 이격거리에 따른 변화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터널 위치별 숏크리트 압축응력 변화경향을 보여주

고 있는 Fig. 14에서도 터널 변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숏크리트 압축응력 

또한 터널위치에 관계없이  에는 파쇄대 폭

에 관계없이 거의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파쇄대 이격거리가  의 경우에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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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settlement

(b) Convergence

Fig. 15. Effect of cover depth on tunnel deformation 

(   )

(a) Crown

(b) Springline

Fig. 14. Effect of distance of fracture zone on shotcrete stress

(   )

쇄대의 영향을 무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되었

다. 아울러 인버트에서는 파쇄대 이격거리 에 따른 

변화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에 따른 터널 위치별 숏크리트 압축응력 변화

는 측벽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대심도 터널의 경우 

측벽부 숏크리트 압축응력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

로 검토되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터널거동 지표들은 파쇄

대 이격거리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전반적으로  에는 파쇄대 폭에 관계없

이 거의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한 

조건에서는 파쇄대 이격거리가  의 경우에

는 파쇄대의 영향을 무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터널 심도 및 파쇄대 경사각의 영향

Fig. 15 및 16에서는 파쇄대 폭   , 이격거

리   , 측압계수  인 조건에 대해 다양

한 파쇄대 경사각(  )을 갖는 시공조건에 

대해 파쇄대 토피고 에 따른 터널 거동 지표들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토피

고 가 증가할수록 터널 변위 및 숏크리트 압축응

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증가율은 파쇄대 경

사각 및 측압계수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천장부 변위   및 숏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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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b) Springline

Fig. 16. Effect of cover depth on shotcrete stress (   )

(a) Crown settlement

(b) Convergence

Fig. 17. Effect of lateral stress coefficient on tunnel deformation

압축응력 


의 경우 파쇄대 경사각이 완만한 경

우(즉,  )가 다소 급한  의 경우보다 

토피고 증가에 따른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반면에 측벽부 내공변위  및 인버트 변위 

 , 그리고 측벽부 숏크리트 압축응력 


 및 인버

트 숏크리트 압축응력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임의 심도에서 파쇄

대 경사각에 따른 터널 거동 지표의 차이는 터널 심도

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터널심도

가 증가할수록 파쇄대가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이 가중됨을 암시하는 경향으로서 대심도 터널의 경

우 저심도 터널에 비해 파쇄대의 영향을 더 심도 있게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 측압계수 및 파쇄대 경사각에 따른 영향

Fig. 17과 18에서는 파쇄대 폭 및 이격거리, 그리고 

심도가 각각     , 인 시

공조건에서 파쇄대 경사각(   )별 측

압계수 에 따른 터널 거동 지표들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측점 위치별로 에 따른 변화 경향이 다소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Fig. 17에서 제시되어있는 

천장부 변위의 경우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나 터널 내공 변위 및 인버트 변위의 

경우에는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다. 반면 숏크리트 압축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Fig. 18에서는 가 증가함에 따라 

터널내 모든 위치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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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b) Springline

Fig. 18. Effect of lateral stress coefficient on shotcrete stress

완만한 파쇄대의 경우(즉,    )가 경사가 

급한 경우( )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검토

되었다.

또한 임의 측압계수에서 파쇄대의 경사각에 따른 

터널 거동 지표의 차이가 측압계수가 증가할수록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측압계수가 클수록 

파쇄대가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파쇄대가 터널에 미치는 영향은 파쇄

대의 공간적 분포 및 지반의 초기 응력상태의 복합작

용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2 파쇄대-주향 터널 굴진방향 비평행 조건

본 절에서는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평행하지 않은 조건에 대해 수행한 3차원 해석 결과를 

터널 변위 및 지보재 부재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터널심도 를 기본조건으로 설정하

고 에 따른 파쇄대 영향에 대한 변화경향 또한 

고찰하였다.

1) 파쇄대 주향이 터널 굴진방향과 직교하는 조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직교하는 조건에서는 앞의 Fig.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Case A ( ,  ,  )와 

Case B ( ,  ,  )의 두 가지 

파쇄대 조건을 고려하였다. Case A는 파쇄대의 경사

방향과 굴진방향이 반대인 경우(against dip)의 경우

이며 Case B는 파쇄대 경사방향과 굴진방향이 동일한 

경우(with dip)로 간주할 수 있다.

Fig. 19와 20은 각각 시공단계별 터널 변위와 측벽

부 숏크리트 압축응력 및 어깨부 록볼트 축력 변화경

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파쇄대 조건별 상호 

비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파쇄대가 없는 경우의 

최대값으로 정규화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터널 

변위를 보여주고 있는 Fig. 1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천단침하의 경우 파쇄대의 경사방향과 굴진방향이 

반대인 Case A가 파쇄대의 경사방향과 굴진방향이 

동일한 경우인 Case B에 비해 1.15배정도 크게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버트 히빙 및 내공변위에서

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보재 부재력의 경우 Fig. 20에서와 같이 측벽

부 숏크리트 압축응력 및 어깨부 록볼트 축력 공히 

Case B가 Case A에 비해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록볼트 축력의 경우에는 최대 1.4배 

정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한 바와 같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의 굴진방

향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3차원 해석 결과 

파쇄대 주향과 터널 굴진방향이 직교하는 시공조건에

서는 파쇄대의 경사방향이 터널 거동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검토되었다. 즉, 터널의 변위 측면에서

는 파쇄대 경사방향과 굴진방향이 반대인 경우인 

Case A가 동일한 경우인 Case B 보다 더 큰 천단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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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settlement (b) Invert heaving

(c) Convergence

Fig. 19. Effect of orientation of fracture zone on tunnel deformation - fracture zone striking perpendicular to tunnel driving 

direction

(a) Shotcrete stress (b) Rock bolts force

Fig. 20. Effect of orientation of fracture zone on primary support - fracture zone striking perpendicular to tunnel driving 

direction

를 발생시켜 다소 불리한 시공조건으로 검토되었으나 

지보재 부재력의 경우 파쇄대 경사방향과 굴진방향이 

동일한 경우에서 더 큰 부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동일한 제원 및 

역학적 특성을 지닌 파쇄대라고 할지라도 공간적 분

포 특성에 따라 터널 거동 지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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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settlement (b) Invert heaving

(c) Convergence

Fig. 21. Effect of orientation of fracture zone on tunnel deformation – fracture zone striking oblique to tunnel driving direction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파쇄대 대책공법 종류 

및 적용시기 설정시에는 파쇄대의 공간적인 분포특성

을 고려하여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 파쇄대 주향-터널 굴진방향 각도 30
o

 조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

방향과 직교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앞의 Fig. 5에 도시

한 바와 같이 Case C ( ,  ,  )

와 Case D ( ,  ,   )의 두 

가지 파쇄대 조건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Case C는 

 ,  의 파쇄대가 연직( )으

로 위치하는 경우이며 Case D는 동일한 파쇄대가 

터널 굴진 10시방향으로  의 경사진 경우이다.

Fig. 21과 22는 각각 시공단계별 터널 변위 및 숏크

리트 측벽부 압축응력 및 어깨부 록볼트 축력 변화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Fig. 21에 제시되어 있는 

터널 변위의 경우 천단침하 및 인버트 변위의 경우 

보이는 바와 같이 Case C가 Case D에 비해 1.1배정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쇄대 경사각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내공변위의 경우에는 이

와는 반대로 Case D가 Case C에 비해 1.25배정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쇄대 경사각에 따른 

차이는 내공변위에서 현저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지보재 부재력에 있어 록볼트 축력의 경우에

는 파쇄대 경사방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측벽부 숏크리트 압축응력에서 Case C가 Case 

D에 비해 1.2배정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숏크리트 축력의 경우 Case C 및 Case D 공히 

파쇄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각각 80% 및 

60%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이는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가 터널 거동에 미치는 영향 - 수치해석 연구

267

(a) Shotcrete stress

(b) Rock bolts force

Fig. 22. Effect of orientation of fracture zone on primary 

support – fracture zone striking oblique to tunnel 

driving direction

지보재 설치 이전 무지보 굴착단계에서 많은 변위가 

발생하여 숏크리트 타설 후 추가로 발생하는 변위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한 바와 같이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굴진 방향

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시공조건에

서는 파쇄대의 굴진방향 대비 경사각( )에 따라 터

널 거동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공변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

진방향과 평행한 조건에서 이미 관찰한 바와 같이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특성이 터널의 거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터널 거동 예측시 

파쇄대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굴진시 파쇄대 관통이전에 파쇄대의 공

간적 분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3) 터널 심도에 따른 파쇄대 경사각 영향 변화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이 터널에 미치는 영향

과 터널 심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를 위해 터널거

동 지표들의 최대값을 토대로 이들의 터널 심도별 

변화경향을  에 대해 검토하였다. Fig. 23과 

24는 파쇄대 조건에 따른 최종단계에서의 터널변위 

및 지보재 부재력을 터널 심도에 따라 도시하고 있는

데 여기서의 터널 변위는 터널 직경()으로 그리고 

숏크리트 압축응력과 록볼트의 축력은 각각 와 




(암반의 변형계수)로 정규화 하였다. 이 그림에서

는 전반적으로 파쇄대 조건별 터널 거동 지표의 차이

가 터널 심도 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터널 심도가 증가할

수록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이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

적으로는 터널 천단침하 및 내공변위의 경우 파쇄대

의 주향이 터널 굴진방향과 직교하는 조건의 경우

( )에서 그렇지 않은 조건( )에서 보

다 전반적으로 심도에 따른 변화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건이   조건에 비해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내공변위

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지보재 부재력의 경우 숏크리트 압축응력 및 

록볼트 축력 공히 터널 굴진방향과 직교하는 조건의 

경우( )가 그렇지 않은 조건( ) 보다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위와 같이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이 터널에 

미치는 영향과 터널 심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 

결과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 대비 파쇄대의 영향

은 터널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 굴진방향과 직교하는 경우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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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settlement (b) Invert heaving

(c) Convergence

Fig. 23. Effect of tunnel cover depth on tunnel deformation for various fracture zone orientation (

  )

(a) Shotcrete stress (b) Rock bolts force

Fig. 24. Effect of tunnel cover depth on primary support for various fracture zone orientation (

  )

터널의 경우 천층터널 보다 파쇄대의 영향이 더 크다

는 점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따른 

터널 거동 특성 DB 구축의 일환으로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가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차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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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파쇄대와 터널의 상

대적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터널 거동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파쇄대의 경사각은 터널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인자로 나타났으며 완만한 경사각을 지닌 파쇄

대의 경우 터널 천장부에서 변위 및 숏크리트 압축

응력이 크게 발생하나 경사각이 급해질수록 측벽

부의 내공변위 및 숏크리트 압축응력이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2. 터널거동 지표들은 파쇄대 이격거리 가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에는 파쇄대 폭에 관계없이 거의 수렴하

는 경향을 보여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한 조건에서는 파쇄대 이격거리

가 
 의 경우에는 파쇄대의 영향을 무시하

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임의 터널심도 혹은 측압계수에서 파쇄대의 경사

각에 따른 터널 거동 지표의 차이는 터널심도 혹은 

측압계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터널심도 혹은 측압계수가 클수록 파쇄

대가 터널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파쇄대가 터널에 미치는 영향은 파쇄

대의 공간적 분포 및 터널심도, 그리고 지반의 초기 

응력상태 등의 영향인자들의 복합작용에 의해 결

정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 파쇄대의 주향이 터널굴진 방향과 평행하지 않은 

시공조건에서는 파쇄대의 굴진방향 대비 경사각

( )에 따라 터널 거동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이 터널의 거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터널 거동 예측시 파쇄대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굴진시 파쇄대 관통이전에 파쇄대의 공간적 분포

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5. 검토 결과 동일한 제원 및 역학적 특성을 지닌 

파쇄대라고 할지라도 공간적 분포 특성에 따라 

터널 거동 지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쇄대 영향에 대한 평가, 대책공법 종류 및 적용시

기 설정시에는 파쇄대의 공간적인 분포특성을 고

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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