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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underground structures at low ground elevations (i.e. shallow substructures) unlike typical tunnel 

structures are subjected to low overburden and high water pressures. This often causes the underground structures to 

become damaged. Various conventional methods for the urban underpass structures such as dead weight increasement, 

round anchors, and tension piles, are significantly conservative and provok concerns about the costly, time-consuming 

installation process. Recently, permanent drainage system becomes to widely use for supplementing the conventional 

method’s shortcomings, but, it is applied without the considerations for ground conditions and water table. In this study, 

therefore, numerical analyses are performed with various parameters such as groundwater level, wall height, and ground 

conditions in order to establish design guidelines for induced drainage system which is a kind of the permanent drainage 

method constructed at the Y-area. According to the numerical results, the induced drainage system is very effective in 

reducing the uplift pressure that acts on the base of underpass structures.

Keywords: Underground structure, Uplift pressure, Induced drainage system, Numerical analysis

요 지: 도시지역에 주로 건설되는 지하차도는 기존의 터널과 달리 지표면에 근접한 지반에 시공되어 지하수의 양압력에 의한 구조물 

부상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도심지 지하차도의 기존 설계방법(사하중 증가 또는 영구앵커 등의 부력 대처공법)은 지나치게 

안전측인 보수적 설계를 수행하고 있어 시공기간 및 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최근 이를 보완하는 공법으로 영구배수공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 토질과 지하수 등을 고려한 적절한 분석과정 없이 선정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Y지역에 설치되는 영구배수공법의 일종인 유도배수공법을 대상으로 지반공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설계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하수

위 변화, 지하차도 옹벽 높이, 기초지반 조건 등 다양한 매개변수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유도배수공법은 

지하수에 의해 발생하는 양압력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지하차도 구조물, 양압력, 유도배수공법,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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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지역에 주로 건설되는 지하차도는 기존의 터널

과 달리 지표면에 근접한 지반에 시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토피고가 낮으며 지반 조건이 열악하여 

시공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시가 위치한 곳의 지형

은 대부분 고도가 낮아 지하수위가 높으며, 지하구조

물은 시공중 또는 운영중 지하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Wong, 2001). 특히, 지하차도 U-type 구간과 

같이 상부가 개방된 형태의 구조물의 경우 자중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지하수의 양압력에 의한 구조물 

부상에 따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차도 

설계시 지형 및 지반조건 등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

인 설계방안과 이에 대한 대책 등 관련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차도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관리지침 및 이에 대한 현장 적용성 평가, 유지관리방

안 등 관련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연구는 

Shin et al.(2005), Bae et al. (2006), shin et al. (2008), 

Ko et al. (2009), Jung et al. (2011) 등이 터널 및 

지하구조물 배수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지하

차도 설계 및 부력대처공법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관련 기준의 부재로 지하차도 설계는 기존

의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2006) 및 기존사례를 

준용하고 있으며, 지하수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평

가는 지하수위를 지표면 하부 1.0 m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부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으로 사하중 증가, 앵커, 인장파일(tension pile)등

을 적용하고 있다(Wong, 2001; Hsu and Chang, 2007). 

그러나 이 또한 기존 공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대부분 과다설계 되거나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부력앵커

를 대신하여 지나치게 안전측 설계에서 탈피한 경제

적인 배수공법이 지하구조물(Chun et al., 2000; Chang 

et al., 2000) 및 지하차도 시공현장에 적용중에 있다. 

따라서 배수공법의 적용에 따른 지하수위 형성 및 

양압력 저항에 대한 설계기술의 정립, 공사단계에서

의 시공성,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차도 시공 현장에 적용된 유도

배수공법에 대하여 지반공학적 관점에서 수치모델

링 기법을 개발하고, 지하수위 변화, 지하차도 옹벽 

높이, 기초지반 조건 등 다양한 매개변수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향후 현장 적용성에 대한 검증 및 

설계표준 모델 제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2. 유도배수공법의 개요

일반적으로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상재하

중, 토압 및 수압으로 나눌 수 있다. 지하수위가 높은 

도시지역 지하구조물의 경우 상재하중과 자중이 충분

하지 않을 경우 양압력에 의한 구조물 부상으로 구조

물에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지하차도 U-type 

구간은 양압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지하차도는 폭이 매우 넓고 

지하수가 높아 부력에 대한 대책공법으로 앵커공법이

나 고정하중(사하중)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안정

성은 확보되나 현 설계기준에서는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부력앵커 혹은 자중증대공

법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차도의 자중만으로 

부력에 대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지하수위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유도배수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하차도에 적용되는 유도배수공법은 Fig. 

1의 개략도와 같이 저면부와 측면 하부에 배수재(쇄

석, 배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지하차도 중간에 집수관

을 통하여 유입 지하수를 집수정으로 모아 펌프에 

의해 배수 처리하여 지하수위를 감소시키는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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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erical model of underpass structure

Fig. 1. Schematic diagram of underpass structure with induced drainage system

3. 유도배수공법에 대한 수치해석 모
델링

본 논문에서는 인천광역시 Y지역에 설치되는 지하

차도 구조물 및 주변 지반조건을 대상으로 유도배수

공법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FLAC 2D (ITASCA 2002)를 

이용하였다.

3.1 수치해석 모델의 구성 및 해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에 의해 발생된 부력 및 지하

차도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차원 유한

차분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때 적용된 해석모델의 개략

도는 Fig. 2와 같다. 지하차도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축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석시간을 단축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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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logical material properties

Stratum Poisson’s ratio

Modulus of 

elasticity

(E, MPa)

Adhesion

(kPa)

Friction angle

(°)

Permeability

(cm/s)

Density

(t/m
3
)

In-situ soil

Clay 0.3 15.6 31.3 0 5 × 10
-4

1.75

Silty sand 0.3 35.0 0 34 2 × 10
-3

1.80

Weathered 

rock
0.3 294.3 29.4 38 1 × 10

-6
2.10

Backfill and 

filter materials

Backfill 0.3 35.0 0 34 5 × 10
-4

1.80

filter sand 0.3 35.0 0 34 1 × 10
-3

1.80

Coarse sand 0.3 35.0 0 34 3.6 × 10
-1

1.80

Crushed stone 0.3 35.0 0 34 1.8 1.80

Rubble 0.3 35.0 0 34 1.8 1.80

Table 2. Concrete structure properties 

Material Model
Modulus of elasticity 

(E, GPa)
Poisson’s ratio

Allowable compressive 

strength (MPa)

Concrete Elastic 30 0.2 27

Fig. 3. Procedure for numerical analysis

기 위해 반단면으로 해석모델을 구성하였다. 해석영

역은 경계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델

의 높이와 폭을 지하차도 높이와 폭의 각각 4배이상으

로 하였다. 모델 양측면은 횡방향으로 변위를 구속하

였으며 하부경계는 수직방향 변위를 구속하였다. 해

석에 사용된 95⨉49개의 요소망은 격자형으로 해석

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차도 주변은 조밀하게 구성하

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외부로 멀어질수록 요소

크기를 크게 구성하였다. 해석모델에 적용된 지반재

료 및 지하차도 콘크리트의 주요 입력 물성치는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수치해석은 Fig. 3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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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urpose and conditions of numerical analysis

Case Objective of analysis
Groundwater level 

(G.L.)
Wall height In-situ condition

CASE 1
Determination of minimum groundwater level 

without drainage syste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 clay : 2m

 · Silty sand : 13m

 · Weathered rock : 20m-1 m, -2 m, -3 m 3 m

CASE 2
Effect of wall height on uplift pressure 

stability with drainage system
-1 m

7 m  · Clay : 2 m

 · Silty sand : 13 m 

 · Weathered rock : 20 m

5 m

3 m

CASE 3 Effect of ground conditions on drain performance -1 m 7 m

 · Clay : 12 m

 · Silty sand : 13 m

 · Weathered rock : 10 m

에 적용된 지반은 대상 현장의 토질조건을 반영하여 

상부 퇴적 점토층, 퇴적사질토층, 풍화암층의 세 층으

로 구성하였다. 수치해석에서 사용한 지하차도 구조

물은 해석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실제 구조물을 단순

화시켜 등가 단면적으로 적용하였다.

격자망을 생성한 후 기본 지반 물성치을 입력하고 

초기 힘 평형상태(Equilibrium state)로 모델을 안정화 

시켰다. 이 때 지반은 Mohr-Coulomb 모델이 적용되

었다. 평형상태인 모델을 실제 시공단계와 같이 먼저 

절토하였으며, 이때 발생하는 지하수의 변화도 반영

하였다. 절토 후 지하차도 하부에 배수재를 포설하고 

지하차도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구조물 설치 후 뒷채

움재를 채운 후 해석을 수행하였다. 

3.2 수치해석 조건

수치해석은 총 3가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고

(CASE 1~3), 상세 해석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CASE 1은 지하차도 U-type 구간에서 부력방지공법

을 적용하지 않고 지하차도 바닥에 발생하는 양압력

에 대해 순수 자중만으로 저항할 수 있는 최저 지하수

위선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지하차도 주변부 

지반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하차도 옹벽 높이 

7 m에 대해서는 지하수위를 지표면으로부터 -1 m, 

-2 m, -3 m, -4 m, -5 m, -6 m로 이동시키면서, 지하차도 

옹벽 높이 3 m에 대해서는 지하수위를 지표면으로부

터 -1 m, -2 m, -3 m로 이동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

다. 구조물은 비배수 상태로 구조물 내부로는 지하수

가 통과하거나 흐르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구조물이 모두 준공된 후에는 초기 지하수위를 회복

하며 지하수 흐름이 없는 정수압 상태에서 지하차도 

구조물의 부력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CASE 2는 실제 유도배수공법이 현장에 적용되었

을 때 지하수위 및 지하차도 하부에 작용하는 수압의 

변화를 관찰하고 부력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해 

수행하였다. 지하차도 측면 및 하부에 설치된 배수재

(Filter materials)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지하차도 

주변에 양압력의 감소가 예상되며, 그에 따라 구조물

에 작용하는 효과를 수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하차도 U-type 구간은 종방향으로 경사와 함

께 지하차도 진입부 및 진출부에 가까워질수록 지하

차도 옹벽 높이가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하차

도 옹벽 높이의 변화는 부력에 저항하는 지하차도 

자중의 변화 및 지하수에 의해 지하차도 하부에 발생

하는 양압력의 크기가 변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차도 옹벽 높이 3m , 5 m, 7 m에 대하여 각각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으로부터 획득한 수압 

및 양압력을 이용하여 부력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

였으며, 이때 안전율은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명시된 아래와 같은 식 (1)을 이용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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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excavation

(b) After construction of structure

Fig. 4. Pore water pressure distribution after excavation and construction of structure (G.L. -1 m)

여기서, Ws : 상재하중 (kN/m)

Wb : 본체하중 (kN/m)

Pwb : 본체 아랫면에 작용하는 상향 수압 

(kN/m)

CASE 3은 지하차도 주변 지반의 특성에 따라 배수

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하차도 주변을 투수계

수가 낮은 점성토 지반으로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본 해석결과는 지하차도 바닥이 퇴적 사질토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CASE 2의 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되었다. 

4. 유도배수공법의 적용성 평가

4.1 CASE 1 : 부력방지공법 미적용에 따른 

최저 지하수위선 파악

Fig. 4는 초기 지하수위 -1 m 조건일 때, 유도배수공

법을 적용하지 않고 절토한 후와 지하차도 구조물 

축조 후 발생하는 깊이별 간극수압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절토 단계에서 지하수위는 절토 하부 바닥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지하수위가 그림

과 같이 절토 하부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면서 흐름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차도 구조

물 설치 후 지하수위를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시설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하수위는 어느 정도의 시간 

경과 후 초기 지하수위 높이로 회복되며 그만큼의 

수압이 구조물 하부 및 옹벽 측면에 작용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초기 지하수위가 지표면과 멀어질수록 지하차도 

하부 및 측면에 작용하는 간극수압은 작아지며 지하

차도 자중만으로 양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지하수위

까지 낮추게 되면 추가적인 부력방지공법 적용 없이 

양압력에 저항하게 된다. 지하차도 자중만으로 지하

수에 의해 발생한 양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저 지하

수위선을 파악하기 위해 옹벽 높이 7 m의 지하차도 

구조물에 대하여 지하수위를 지표면으로부터 -1 m, 

-2 m, -3 m, -4 m, -5 m, -6 m로 이동시키면서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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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ll height 7 m (b) Wall height 3 m

Fig. 5. Safety factor against uplift pressure by initial groundwater level: (a) Wall height 7 m, (b) Wall height 3 m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위 위치에 따라 유발된 

간극수압에 대한 지하차도 자중의 안전율은 Fig. 5(a)

와 같이 확인되었다. 부력방지공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지하차도 옹벽 높이 7 m에 대해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5 m 이상 낮춰져야만 기존에 준용하

는 기준에 명시된 안전기준 조건인 안전율 1.2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하차도는 진입부분과 진출부분에 가까워질수록 

옹벽높이가 낮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낮은 지하차도 

옹벽 높이 3 m에 대해서도 부력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였고, CASE 1과 동일한 지반 조건으로 동일한 

해석 절차를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지하

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1 m, -2 m, -3 m로 이동시키

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절토단계에서 지하수위는 

지하차도 근처에서는 절토 하부 바닥과 유사하게 감

소하나 지하차도 구조물이 완성된 후 다시 초기 지하

수위를 회복하는 결과를 보였다. 초기 지하수위 위치

별 부력에 대한 지하차도 자중의 안전율을 나타내면 

Fig. 5(b)과 같다. 이 결과로부터 지하차도 옹벽 높이 

3m에서 지하수위가 1.2 m 이하로 형성될 경우 추가적

인 부력방지공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부력에 안정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의 지하차도 옹벽 높이 7 m에 

대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지하수위 및 지하

차도의 너비가 일정할 경우 지하차도 높이가 높아질

수록 부력에 대해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2가지 해석조건 모두 기존에 준용하고 

있는 지하수위에 대한 기준(지표면 하 1 m)을 적용할 

경우 지하차도 자중만으로 안전율을 만족시키지 못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력방지공법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4.2 CASE 2 : 유도배수공법 적용에 따른 지

하차도 구조물의 부력 안정성 평가

CASE 1의 해석결과로부터 지표면 하부 1 m 지하수

위를 적용할 경우 부력방지공법의 적용이 불가피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력 앵커 및 사하중공법의 대안

공법인 유도배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지하차도 옹벽 

높이 3 m, 5 m, 7 m 수치해석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지하차도 높이 7 m 위치에서 절토 후와 

지하차도 구조물 축조 후 간극수압의 분포를 보여준

다. 절토 후 지하수위는 절토 하부 바닥과 동일한 

수위로 저하된다. 유도배수공법을 적용한 지하차도 

구조물 축조 후에는 뒷채움재 부분과 지하차도 하부

에서 설치된 배수구를 중심으로 간극수압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외부로 멀어질수록 초기 지하수위와 

동일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투수계수가 작은 뒷채

움 부분에서는 지하수위의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지하수위 감소는 필터모래와 왕사, 쇄

석으로 이루어진 필터층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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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excavation

(b) After construction of structure

Fig. 6. Pore water pressure distribution with drainage system (G.L. -1 m): (a) After excavation, (b) After construction of structure

Fig. 7. Pore water pressure in horizontal direction with wall height of underpass structure

된다. 따라서 필터층 및 주변 지반의 특성(특히, 투수

계수)에 따라 지하수위선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필터층 주변에 투수계수가 큰 지반(사질토층)이 존재

할 경우 지하수위의 감소는 더욱 클 것으로 보여 필터

층과 뒷채움재를 설치하기 전에 정확한 원지반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에 의해 발생된 부력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차도 하부(지하차도 옹벽 높이 3 m, 

5 m, 7 m에 대하여 각각 지표면 하부 5 m, 7 m, 

10 m 위치)에 작용하는 횡방향 간극수압 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하차도 너비(즉, 

횡방향으로 14.5 m)까지는 유공관으로 지하수가 배수

되면서 간극수압이 매우 작은 값으로 지하차도 옹벽 

높이와 관계없이 거의 유사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배수구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 초기 지하수위에 상응하는 간극수압으로 회복되

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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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fety factors against uplift pressure with drainage system

Wall height Depth
Horizontal distance from the center 

of structure 

Uplift preussure on the bottom of the 

structure (kPa)

Weight of the 

structure (kPa)

Safety 

factor

7 m GL. -10 m

0 m 12.2

47.5

3.9

12 m 13.4 3.5

15 m 16.6 2.9

5 m GL. -7 m

0 m 11.0

32.5

3.0

12 m 11.4 2.9

15 m 13.4 2.4

3 m GL. -5 m

0 m 9.3

29.2

3.1

12 m 9.9 2.9

15 m 13.6 2.1

(a) Without drainage system (b) With drainage system

Fig. 8. Moment diagram of underpass structure

또한 지하차도 하부 바닥면에서 간극수압에 대한 

안전율을 횡방향 위치에 따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지하차도 옹벽 높이 7 m인 경우 지하차도 구조물 

바닥 부분에서 부력에 대한 안전율이 3.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차도 높이 3 m인 경우 약 3.0인 것으

로 나타났다. 지하차도 종방향 위치에 따라 진입부(혹

은 진출부) 옹벽높이 감소에 의해 부력에 대한 안전율

이 소폭 감소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지하차도 구조

물이 부력에 대해 안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안전율 측면에서도 지하차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유도

배수공법에 의한 간극수압 저감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의 변형과 간극수압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은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며, 지하차도 옹

벽 높이 7 m, 초기 지하수위 지표면 하부 1 m에 대한 

CASE 1과 CASE 2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유도배수

공법 적용 유무에 따른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Fig. 8은 지하차도 구조물에 발생한 모멘트 분포를 

나타낸다. 유도배수공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구

조물에 발생한 모멘트는 하부에서 1,739 kN･m, 벽체

하단부에서 1,371 kN･m으로 나오며, 유도배수공법

을 적용할 경우 하부에서 408 kN･m, 벽체하단부에서 

1,303 kN･m을 나타내어 유도배수공법 적용에 의해 

지하차도 하부에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유도배수공법을 적용한 경우 측면에서 발생한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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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drainage system (b) With drainage sytem

Fig. 9. Soil deformation near underpass structure

Fig. 10. Pore water pressure in horizontal direction for CASE 2 and CASE 3

트가 유도배수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 이유는 간극수압에 의한 영향보다 뒷채움재의 

다짐, 중량 등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유도배수공법을 적용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지하차도 측면에 작용하는 유효수

평토압은 44.3 kPa로 설계시 산정되었던 유효수평토

압 43.3 kPa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구조물 자체의 변형은 유도배수공법 적용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크진 않으나, 유도배수공법을 적용하였

을 때 변형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물의 

변형률은 유도배수공법 미적용 시 약 0.01%, 유도배

수공법 적용시 0.007% 이하로 두 경우 모두 매우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반의 변위는 유도배수공법

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지하차도 바닥에서 13.5 mm로 

매우 크게 나타나 구조물의 부상이 예상되는 반면 

유도배수공법 적용 시에는 5 mm의 변위만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9과 같이 유도배수공법

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지하차도 구조물 주변 지반의 

소성변형에 의해 구조물의 부상이 예상되는 반면, 유

도배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주변지반에서는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형이 발생하는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4.3 CASE 3 : 원지반조건에 따른 유도배수

공법에 의한 부력 저감효과 검토

지하차도 하부 및 주변 지반조건이 유도배수공법의 

배수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CASE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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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ssipation rates of excess pore water pressure for CASE 2 and CASE 

해석결과를 CASE 2의 지하차도 옹벽 높이 7 m 해석결

과와 비교하였다. CASE 2의 경우 지하차도 하부 지반

이 투수계수가 비교적 큰 퇴적 사질토 지반으로 이루

어진 반면 CASE 3의 경우 투수계수가 낮은 점성토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0은 CASE 2와 CASE 

3의 지하차도 하부(지표면 하부 10 m)에서 발생한 

횡방향 간극수압의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지하차도 

하부에서 간극수압은 CASE 2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났다. 즉, 같은 시간동안 동일한 양의 침투수가 

발생하더라도 투수계수가 큰 지반에서 더 빨리 배수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차도 측면은 뒷

채움재에 의해 치환되어 비교적 동일한 지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두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1는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의 소산 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지반의 투수계수가 큰 CASE 2의 

경우 초기에 빠르게 간극수압이 소산되며 일정한 값

으로 빨리 수렴한다. 그러나 CASE 3의 경우 간극수압

의 소산이 CASE 2와 비교하여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주변 지반의 투수계수가 유도배수공법

의 배수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

라서 유도배수설계에 원지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과 추가적인 

지하수위 변화가 없을 경우 대부분의 지반에서 유도

배수공법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도시지역에 주로 건설되는 지하차도의 경우 지표면

에 근접하여 토피고가 낮게 시공되므로 지하수에 의

한 양압력에 저항하기 위한 부력방지대책이 필수적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력 앵커 및 사하중공법의 

대안공법인 유도배수공법에 대한 지반공학적 관점에

서의 수치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였고, 지하수위 변화, 

지하차도 옹벽 높이, 주변 지반조건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여 유도배수공법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1. 지하수에 의한 지하차도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2차원 유한차분법인 FLAC 2D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지하차도가 축대칭 구조물임

을 고려하여 반단면 해석모델을 구성하였다. 

2. 인천광역시 Y지역에 설치되는 지하차도 구조물의 

부력방지공법 미적용시 자중에 의해 안전율을 확

보할 수 있는 최저 지하수위선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하차도 옹벽 높이 7 m에 대해서는 초기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5 m 이상 낮춰졌을 

때, 3 m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1.2 m 이상 낮춰졌을 

때 안전기준(안전율 1.2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하수위에 대한 기준인 지표면 하부 

1 m 지하수위를 적용할 경우 부력방지공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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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피함을 확인하였다.

3. 유도배수공법의 적용에 따라 지하차도 하부에 작

용하는 횡방향 간극수압 분포는 지하차도 옹벽 

높이와 관계없이 매우 작은 값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유도배수공법 적용 유무에 따라 간극수압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멘트와 변형률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유도배수공법 적용에 의해 지하차

도 하부 중앙부에서의 모멘트가 50% 이상 감소하

였다. 주변 지반의 변형 역시 유도배수공법을 적용

하였을 경우, 50% 이상 감소되었고, 구조물의 변형

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여 구조적인 안전성

을 확인하였다.

4. 지하차도 구조물이 사질토 지반에 시공될 경우 

점토지반에 적용된 경우에 비해 간극수압의 소산

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지반의 투수

계수가 유도배수설계의 배수효율에 영향을 미치므

로 원지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유도배수공법은 앵커 및 고정하중 공법과 달리 

미세 입자에 의한 필터재료 막힘 등이 발생하여 

배수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유지관

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치해석을 통한 

장기거동 모델을 수립하고 이로부터 유도배수공

법의 장기적 배수성능평가를 수행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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