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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중심의 터널 설계 사례 연구를 통한 성능기반 

터널 설계 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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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based design is becoming a key word for structure design in architectural and civil engineering 

spheres. In this paper, the need of the performance-based design, especially for tunnels, was enhanced by case study on the 

largely deformed cut-and-cover arch tunnel built by the prescribed design.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effective 

method of subdivision on tunnel performance to help field engineer's comprehension. Case study dealing with the issue of 

typical backwards problem in geotechnical engineering was examined. First of all, the outline of the damaged culvert as 

well as the surrounding embankment is in detail described. The background, together with the cause of damage, is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site investigation. Secondly, it was attempted to elucidate the deformation mechanism of the 

embankment by means of numerical analysis, and the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Finally, the stability of the 

embankment with the countermeasures was evaluated.

Keywords: Case study, Site investigation, Numerical analysis, Compaction, Performance-based design

초 록: 성능설계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구조물 설계에 대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양설계로 

설계되어 시공 중이던 개착식 터널 구조물의 변형 사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터널에 대한 성능설계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터널의 성능을 세분화하는 방법론을 소개함으로써 성능 기반 설계법 도입에 따른 현장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해당 사례 연구는 전형적인 지반공학적 역해석 문제로, 상세한 지반조사, 시공 이력 분석 및 수치해석적 방법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변형의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시공성 및 경제성을 만족하면서 소정의 성능 확보가 가능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사례연구, 지반조사, 수치해석, 다짐도, 성능 기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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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들어, 종전의 강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의 설계에 국한되어 오던 성능 기반 설계의 기본 개념

이 터널과 같은 지하 구조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본래 유럽의 설계 기준인 유로코드(Eurocode)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오던 성능 기반 설계법(PBD: 

Performance-based design)이 국제 표준화로 자리 잡

아감에 따라 대표적인 사양 중심의 규정 설계법(PD: 

Prescribed design) 채택 국가인 일본도 최근 들어 지반

공학 분야의 관련 기준들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의 경우, 지반공학 분야의 여러 설계 기준들이 

수년전부터 학회의 검증을 거치면서 성능 기반 설계

로의 이행단계에 있으며, 터널분야도 성능 설계법의 

도입을 위한 연구단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터널과 같

은 지하 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구조공학 분야,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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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the performance-based design and the 

prescribed design (Hur, 2012)

트공학 분야 및 지반공학 분야 등의 개별 전문 분야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 

제·개정 및 표준화 작업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설계법(사양서에 근거한 개

별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건설 중이던 터널 구조물에 

발생한 대변형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기존 설계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터널 구조물에 대한 성능 기반 설계법

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매김 해 가는 현 추세를 고려하

여 터널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 규정화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2. 성능 기반 설계법 도입의 필요성

기존의 터널 건설 기준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설계

기준은 재료, 방법 및 수행절차를 기술하는 사양중심

의 규정 설계기준이다. 그러나 최근에 해외 터널 선진

국에서는 목적 구조물의 요구 성능(강도, 내구성 등)

을 만족하는 성능 기반 설계로의 전환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창조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2.1 구조물의 성능 기반 설계의 동향

종래 개별 설계로 이루어져 오던 구조물 설계가 

근래에는 구조물 설계의 기본과 체계를 규정한 

ISO2394나 유로코드가 포괄설계 코드로서 발행되어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성능설계로 전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ISO2394나 유로코드를 받아들여 

“토목 및 건축에 관한 설계의 기본(일본 국토 교통성)” 

이 2002년에 제정되었고, 그 초기 단계의 기술기준을 

제정할 당시에 코드라이터가 준수해야 할 제정 원칙

과 용어를 통일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 국토 교통성 

토목기술정책 종합연구소는 일본토목학회에 포괄 설

계 코드 제정을 위한 기초 조사에 관련한 위탁연구를　

발주하여 2003년 3월에 “성능설계”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포괄설계 코드(code PLATFORM ver. 1.0)가 

정립되었다. 한편, 건설기준에 대한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국내의 설계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 성능 기반 설계법의 개념

성능 기반 설계법이란 목적물 및 목적물을 구성하

고 있는 부품, 자재, 기계 등에 대하여 성능 측정, 

시험, 평가,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설계기준 

으로 목표연도 동안 목적물의 성질과 기능이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고, 시설물의 보수․관리 측면에서 유지

관리가 용이한 설계기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능 기

반 설계 체계에서는 구조물의 요구 성능만 만족된다

면 어떠한 구조 형식이나 구조 재료, 설계 방법 및 

공법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Fig. 1은 개별 시방 규정에 근거한 사양 중심의 

규정 설계와 포괄 설계 개념의 성능 기반 설계의 개념

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양 중심의 규정 설계 

체계에서는 터널 고유의 ｢기능｣과 그 기능을 유지하

기 위해서 필요한 ｢성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사용되었거나,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이 혼용

되어 온 실정이다. 반면에, 성능 기반 설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되는 터널이 보유해야 하는 

성능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기능을 명시하고 기능을 갖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성능을 규정하고 규정된 성능을 

구조물의 공용기간 동안 확보함으로써 기능을 만족시

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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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and the 

elapsed year of tunnel structures (Kimura, 2008)

2.3 터널 구조물의 성능 기반 설계

터널의 성능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터널 고유의 목

적과 기능을 이해하여야 한다. 터널 구조물은 그 용도

에 따라서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 또한, 그 목적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한 것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터널의 기능은 요구 성능을 도출하는 근거

가 된다. 주요 터널의 용도에 따른 소정의 목적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철도 터널 : 차량 및 열차를 소정의 속도로 

안전하고 원활․쾌적하게 주행시키는 것, 소정의 공

용기간 동안 그 기능의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 전력/통신 터널 : 소정의 케이블을 설치하여 송전 

및 송신, 부설 및 철거가 가능할 것, 소정의 공용기간 

동안 그 기능의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 가스 터널 : 소정의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고 소정의 

공용기간 동안에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을 것

• 하수 터널 : 소정의 우수/오수를 통수, 저류시킬 

수 있고 소정의 공용기간 동안에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을 것

요구 성능이란 터널 구조물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전성, 사용성, 환경성 

및 경제성 등 모든 구조물에 공통으로 필요한 요구 

성능을 ｢기본 요구 성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터널 

각각의 용도에 맞는 요구 성능은 기본 요구 성능을 

바탕으로 세분화 하여 필요한 성능을 규정하게 되는

데, 이러한 기본 요구 성능은 설계나 시공시에만 국한

되지 않고 터널 공용 개시 후의 이용자, 관리자 및 

주변인에 대한 요구 성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성능 규정에 근거한 설계의 체계화를 위해서

는 유지관리 단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매니지먼트 방

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의 터널 구조물도 

내구년한을 100년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으며 이러한 터널의 장수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를 포함한 생애주기 설계

(Life cycle design)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의 성능은 Fig. 2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구조물 신설시에 규정된 최소의 요구 성능(A')을 

만족하도록 초기 성능(A)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건설

초기의 성능(A)은 시간경과에 따라 성능 저하를 맞이

하게 되는데, 급격한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생애주

기 설계법은 구조물의 공용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으로 변동하는 기능 및 요구 성능을 적기에 재검토하

면서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해 나가는 종합적이고 지

속적인 설계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 → 

조사 및 설계 → 시공 → 유지관리의 전 단계에 대한 

요구 성능을 규정하고 표준화된 성능평가 지표를 설

정하고 각 단계별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

술하는 시공 사례는 기존의 설계 및 시공법 즉, 기초공

사, 프리캐스트 터널공사, 보강 성토공사, 도로 노체공

사 등 각 공종별 개별 설계기준을 준용한 건설 공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변형이 발생한 시공 사례로, 개별 

설계기준의 만족이 반드시 전체적인 성능 확보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사례연구

본 시공 사례는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돗토리 고속

도로 신설 공사 중에 발생한 고속도로 하부 횡단용 

프리캐스트 터널에 관한 것이다. 사례 연구에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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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view of the tunnel portal (going down)

Table 1. Design conditions and specifications

Vertical load over burden, live load of Level B 

Horizontal load
earth pressure at rest,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0.50

Unit weight

pavement：22.5 kN/m
3
,

embankment soil：19.0 kN/m
3

reinforced concrete：24.5 kN/m
3

Design horizontal

seismic coefficient

tunnel, embankment (TypeⅡ)：0.24

foundation (TypeⅠ)：0.16

Specific concrete

strength

foundation：18 N/mm
2

precast tunnel：35 N/mm
2

Fig. 4. Development of cracks on tunnel crown (plane)

(a) portal section (going down)

(No.003 : maximum horizontal displacement 107.2 mm)

(b) midsection (maximum over burden)

(No.006 : maximum vertical displacement 85 mm)

Fig. 5. Observed deformations (observed 2008.2.8.)

당 터널 구조물의 변형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장 시험 및 

실내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반조사와 수치해석

이 실시되었다. 

Fig. 3은 현장 터널 구조물의 갱구부 전경을 보여주

고 있으며, Table 1에는 해당 현장의 아치 프리캐스트 

터널 구조물의 설계 조건과 재료 강도를 요약하였다.

3.1 공사 개요와 변형 발생 현황

일본 츄고꾸 횡단 고속도로(中国横断自動車道) 노

선 중 희메지(姫路)～톳토리(鳥取)구간은 2009년 전

면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문제가 발생한 

구간은 고속도로 본선 하부를 횡단하기 위해 적용한 

프리캐스트 터널구간으로, 터널 설치 공사 후의 도로

부 노체의 토공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터널 구조물

에 Fig. 4와 Fig. 5와 같은 천단부 균열 및 프리캐스트 

터널의 변형이 발견되었다. 본 공사에 적용된 3힌지 

아치 구조의 프리캐스트 터널 공법의 특징으로는 토

압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시공시에 발생하는 휨모멘

트를 저감 시킬 수 있어 얇은 아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고성토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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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rtal (going down), No.003

(b) midsection of alignment, No.006

Fig. 6. Observed displacements with the construction Fig. 7. Triangular classification of the local soils

해당 현장의 주요 시공이력 및 변형 발생 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2.12.～2003.08. 도로상세 설계 및 지반조사

• 2003.09.～2004.01. 공사착수～아치 부재 설치

• 2004.06. 되메움토 시공 개시

• 2004.11. 되메움토 시공이 프리캐스트 터널 구조물

을 횡단하고, 도로 노체 시공 개시

• 2005.02.～2007.05 덤프트럭 운행 개시(2/18), 성토 

높이가 아치부 천단인 10.5 m에 도달(3/4)

→ 터널 변위 발생 확인(최초 변위발생 확인 

2005.04)

• 2005.06. 터널 아치부 박락, 부재 조사(부분 보수)

• 2005.12. 덤프트럭 운행 중지, 안정성 검토 착수

• 2006.10.～2007.01. 프리캐스트 터널 중앙부 노체 

시공으로 인해 터널 변위 확대

• 2007.04.～2009.10. 덤프트럭 주행 재개

현장 계측결과에 의하면 터널 변형에 대한 대책 

검토 시점에서는 연직변위 최대값은 87 mm(터널 중

앙 지점의 천단부), 종단방향의 수평변위 최대값은 

106 mm(하류측 갱구 부근), 횡단방향의 수평변위 최

대값은 110 mm(하류측 갱구 부근의 터널 우측 측점)

로 계측되었다. 또한, 터널 천단부에는 균열 폭 0.1 

mm～0.4 mm 정도의 미세균열이 다수 발생한 상태였

다. 한편,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공 이력에 

따른 터널의 변위 발생 경과 분석을 통하여, 터널 

상부의 지오텍스타일 보강 성토공 시공과 중장비 차

량의 주행으로 터널의 변위가 급격하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지오텍스타일 보강 성토 공법의 

경우, 토목섬유를 보강재로 부설함으로서 급구배 성

토 사면 형성이 가능하지만 수평 방향의 외력에 대한 

변위 억제에 대해서는 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Hur et al., 2012).

3.2 지반조사

검토 대상 구간의 변형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

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터널 갱구부 부근에 연직 

시추조사 3공, 수평 시추조사 1공을 실시하고, 연직 

시추공 BH21-1 (ρs=2,680 kg/m
3
), BH21-2 (ρs=2,638 

kg/m
3
), BH21-3 (ρs=2,675 kg/m

3
)에서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성토재료의 재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터널 상부의 보강토 시공에 이용된 현지 발생토는 

Fig. 7과 같은 삼각좌표에 의한 공학적 분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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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ditions of the direct box shear test (DBS)

Division

Initial dry 

density, 
di

 

(kg/m
3
)

Water 

content

 (%)

Shear 

velocity

(mm/min)

Normal 

stress,




 (kPa)

Constant 

stress 

condition

1,630

1,750
13 0.1

50, 100, 

200Constant 

volume 

condition

1,750 13 1.0

Table 3. Conditions of the triaxial compression test

Division

Initial dry 

density, 
di

 

(kg/m
3
)

Water 

content

 (%)

Shear 

velocity

(mm/min)

Normal 

stress,




 (kPa)

CD test
1,630

1,770
13 0.1

50, 100, 

200

Fig. 8. Stress paths (results of DSB)

Fig. 9. The Mohr's circles at failure (CD test)

세립분질 모래 자갈(GFS)로 분류 되었지만, 채취 시료

에 대한 육안조사 결과는 세립분이 상당량 함유된 

것으로 관찰되었고, 입도시험에서는 세립분 함유율이 

19%～25%정도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본 현장에 

적용된 프리캐스트 터널 공법의 시공 매뉴얼인 ｢테크

스판 설계 및 시공 매뉴얼, 일본, 1998.12.｣상에 규정

된 되메움토의 세립분 함유량 기준치인 15%를 다소 

초과하는 결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짐시험 결과로

부터 구한 최대 건조밀도 1,930 kg/m
3
, 최적함수비 

13.2%를 기준으로 하여 소정의 다짐도를 반영한 공시

체를 제작하여 각종 역학시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성토 재료의 강도정수 및 변형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 벤더 엘레멘트시험(bender element test, BE시

험)과 일면전단시험, 그리고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

였다. Table 2 및 Table 3는 일면전단시험과 삼축압축

시험에 적용한 시험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Fig. 8은 일정 압력 및 일정 체적 조건의 일면전단시

험으로 구한 응력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일정 체적 조건의 시험에서는 압밀응력 σvc=50 kPa

및 σvc=100 kPa에서 전단시의 응력 경로가 원점으로

부터 멀어지는 과압밀적인 거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도정수(c φ)의 경우, 공시체의 초기 

건조밀도 
di

=1,750 kg/m
3
인 경우는 다소 과압밀 상태

로 점착력 c'=10.2 kPa로 나타났다. 한편, 초기 건조밀

도 
di

=1,630 kg/m
3
일 경우는 σvc에 관계없이 정규 

압밀적인 거동이 관찰 되었으며, 점착력 c'=4.5 kPa로 

산정되었다.

Fig. 9, Fig. 10은 각각 압밀 배수 삼축압축시험으로 

구한 파괴시의 모어 응력원과 삼축 시험의 응력-변형 

관계를 BE시험에서 구한 Emax,d으로 정규화한 원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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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terial properties according to back analysis

unit weight,




cohesion, 

c

friction 

angle, φ

young's 

modulus, E

poison 

ratio, ν

18.6 kN/m
3

5.0 kPa 35 deg. 60 MPa 0.36

CASE A CASE B

Fig. 11. Deformed meshes on the embankment shape

Table 4. Materi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tests

Division

Initial dry 

density, 
di

 

(kg/m
3
)

Cohesion,

c (kPa)

Friction

angle

φ (°)

direct

shear

test

const.

stress

1,630 4.5 37.2

1,750 10.2 37.0

Triaxial

compressi

on test

CD

1,630 2.4 35.3

1,770 5.0 35.5

Fig. 10. Relationships between Esec,f /Emax,d and εa

의 Esec,f～εa 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초기 건조 밀도 및 구속압의 차이와 상관없이 탄성계

수의 변형 레벨 의존성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사질토의 경우, 변형 

레벨이 0.1%정도에서 탄성계수가 반감(Esec/Emax≈

0.5)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Tatsuoka et al., 

1991), 본 시험 결과에서는 εa=0.1%에서는Esec/Emax≈ 

0.32가 되고, Esec/Emax=0.5에 상응하는 변형 레벨은 

εa=0.045%가 된다. 이 결과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가 현저한 변형 레벨 의존성(변형에 대한 비선형성)을 

보이고 있으며, 변형 해석에 적용되는 토질정수는 깊

이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able 4는 일면전단시험과 삼축압축시험에서 구한 

토질 강도정수를 비교한 것으로, 일면전단시험에서 

구해진 강도정수(c, φ)가 삼축압축시험에서 구해진 

강도정수 보다 다소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험 방법에 따른 공시체의 포화 및 불포화 상태의 

차이에 의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두 시험법의 결과 모두 성토 시공에 이용된 현지 유용

토의 설계 강도는 통상적인 토공 재료의 설계 기준 

강도(c=0, φ=30°)보다는 큰 값으로 조사되어, 재료의 

강도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본 

현장과 같이 변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재료의 강도 

정수만으로는 지반 강성이 충분하다고 보증할 수 없

다. 한편, 실내 시험에서 구해진 보강 성토 재료의 

변형특성(G)과 강도특성(c, φ)은 지반 변형 수치해석

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참고치로 활용 되었다. 

3.3 수치해석에 의한 변형거동 검토

프리캐스트 터널과 보강 성토의 변형의 원인을 추

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지반 조사 결과를 반영한 2차원 및 3차원 수치 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해석에 앞서, 시공중의 계측 결과에 

근거한 역해석을 실시하여 보강성토부의 현장 지반 

물성치를 추정하였다(Tabl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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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stimated properties (by difference of compaction 

degree)

Division



(kN/m
3
)

c

(kPa)

φ

(deg.)

E

(MPa)
ν

CASE 1

zone ① 19.1

5.0 35

5 0.38

zone ② 20.0 10 0.37

zone ③ 21.0 25 0.36

zone ④ 21.0 40 0.36

CASE 2

(zone ① ~ ④)
21.0 5.0 35 40 0.36

Fig. 13. Comparison of tunnel displacement (2D analysis)Fig. 12. Compaction work guide for TECHSPAN method

3.3.1 편토압 및 도로 노체 시공의 영향 검증

구조 형상 및 도로 성토가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성적인 해석(CASE A, CASE B)을 

수행 하였다. CASE A는 해당 현장의 지형 및 시공 

이력을 시뮬레이션한 경우이며, CASE B는 터널에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고 하중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는 경우를 모사하고 있다. Fig. 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CASE A에서는 터널 구조물이 편토압의 

영향으로 비대칭 형태로 변형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성토부의 다짐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터널 

갱구부 인근에서 수평 시추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터널 구조물 주변의 성토재는 단위중량이 현저

히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현장

에 적용된 프리캐스트 터널공법(테크스판 공법)의 설

계 및 시공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Fig. 12에 테크스

판 공법의 다짐시공 기준을 나타내었다(테크스판 공

법의 설계 시공 매뉴얼, 일본, 1998.12.). 

테크스판 터널 구조물 경계 구간인 영역①에 대해

서는, 다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프리캐스트 테크스판 자체가 강성이 크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영역①을 다짐 시공할 때에 

다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성토시공 완료 단계에서는 

계획한 구조물 형상(반원 형상) 확보가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바꾸어 말하면 프리

캐스트 터널 주변의 되메움토의 다짐도를 조절함으로

써 터널이 반원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경험 시공을 하

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본 현장과 같이 편토압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터널 구조물이 편향 변형을 일으

키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상의 검토로 부터, 

본 현장 갱구부(No. 003)의 터널 구조물이 편향 변형

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성토 형상에 기인한 편토압의 

영향｣과 ｢성토재의 단위 체적 중량의 불균질성(완충

영역①)｣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편토압이 작용하는 현장에 상대적으

로 유연한 구조물인 테크스판 공법(프리캐스터 터널)

을 적용 할 경우에는 편토압에 대한 배려나 시공 순서

의 조정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6은 초기 단계의 역해석으로 추정한 지반 

물성치(Table 5)를 기본으로 하여 각 영역①～④의 

전압의 차이에 따른 지반 강성을 재산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3에서는 다짐도를 차등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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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stimated areal axial strain (by numerical analysis)

Fig. 15. Numerical model for 3D analysis

Fig. 16. Results of the 3D analysis (plane view)

경우와 동일한 다짐도를 적용한 경우에 대한 해석결

과와 계측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에서 다짐도를 차등 적용한 CASE 1의 천단 

침하량이 동일 다짐도를 적용한 CASE 2보다 최대 

30%정도 큰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터널 주변의 다짐도

가 터널 및 보강 성토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Fig. 

14는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짐도가 상이한 각 영역

의 연직 변형율을 계산한 결과로, 영역①의 변형율은 

약 10%로 최대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터널

과 인접할수록 탄성계수의 변형 의존성에 기인하여 

지반의 강성이 작아지고 변형 발생이 더욱 용이해 

진다는 것(Fig. 10참조), 따라서 다짐도의 차이에 의한 

터널 주변 지반의 강성 차이가 터널 구조물의 불균등

한 변형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

한다.

3.3.2 갱구부의 3차원 변형 거동의 평가

아치 프리캐스트 터널의 갱구부 부근은 전형적인 

3차원 거동의 변형이 관찰되었다. 특히, 본 현장의 

경우, 터널 상부의 도로 노체 건설로 인한 편경사 

지형이 형성되어 있고, 노선의 종단 및 횡단 방향의 

시공이력 또한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반 변형해석을 실시하여 

터널의 변형 거동에 미치는 지형적 요인 및 시공이력

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Fig. 15는 본 연구에 이용

한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갱구부 

후방 7 m 이후 부터는 실제 시공 실적을 반영하여 

영역별 다짐강도를 차등 적용하였다. Fig. 16은 시공

이력을 고려한 3차원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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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eformed shapes against tunnel alignment

Fig. 18. Longitudinal displacements at portal (3D analysis)

Fig. 19. Comparison of tunnel displacement (3D analysis)

Fig. 20. Estimated compaction degrees of the embankment 

by horizontal boring investigation on the field

별 변위 발생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터널 구조물 

설치 후, 보강성토의 축조 및 도로 노체 성토공사에 

따라 측벽 및 중앙부의 변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특히, 3차원 해석으로 도로 노체 성토 시공 

및 편토압의 영향으로 프리캐스트 터널의 좌우측 벽

체 및 천단부의 수평변위가 전체적으로 S자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형 경향은 실제 

현장 계측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Fig. 17)

3차원 수치해석으로 예측된 갱구부와 터널 중앙부

의 변위를 각각 Fig. 18, Fig. 19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갱구부의 종방향 변위는, 갱구부 전면 방향

으로 최대 3.8 mm 발생하고, 터널의 하단부의 종방향 

변위가 상단부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갱구부의 천단 침하량은 12.4 mm, 중앙부는 

46.4 mm로 나타났으며 중앙부의 상재하중이 갱구부 

보다 큰 점, 다짐도 부족에 의해 지반의 아칭효과가 

충분히 발휘 되지 않은 점 등이 터널의 불균등 변형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3.4 터널 변형의 원인

Fig. 20은 현장에서 실시한 수평 시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정한 보강 성토부의 다짐도를 나타낸 것으

로, 터널과 경계영역①의 다짐도는 84%정도이고, 영

역②와 영역③의 다짐도는 각각 91%, 94%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Fig. 12 참조) 

관련 시공 매뉴얼을 준용한 다짐 시공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본 현장의 경우는 흙 쌓기에 

이용한 시공 재료나 다짐관리 등에 있어서도 관련 

매뉴얼을 잘 준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형해석 결과는 프리캐스트 터널에 편토압

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보강 

성토의 비탈면 경사구배가 급하게 설계됨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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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equences for the development of tunnel damage

대적으로 측방 구속 하중이 작아짐으로서 편토압이 

터널의 S자형 변형에 직접적으로 관여 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본 터널 공법의 관련 매뉴얼인 ｢테크스

판 공법의 설계・시공 매뉴얼, 1998.12.｣에는 편토압

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터널과 같은 지중구조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편

토압에 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부터, 본 현장의 터널 구조물

이 S자 형태의 대변형이 발생한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Fig. 21참조).

① 프리캐스트 터널 설치 후의 보강 성토 시공(터널 

되메움 토공)을 위한 덤프트럭의 주행에 수반하여 

터널에 1차 변위 발생,

② 터널 상부에 시공된 도로 노체의 형상에 기인한 

편토압의 영향으로 강성이 크지 않은 프리캐스트 

터널이 전체적으로 S자 형태로 변형, 

③ 프리캐스트 터널의 되메움시 터널경계부(영역①)

의 다짐도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영역의 

형성 및 보강 성토부의 수평방향의 응력 해방의 

영향으로 터널의 변위 확대

3.5 대책

본 사례의 대책으로서는, 대책공법 검토 시점에서 

터널 구조물이 파괴에는 이르지 않은 것, 내공변위의 

증가 수렴 경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터널 구조물

에 대한 대규모 보강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터널 

구조물의 내구성능 확보 및 사용성능 향상을 목적으

로 미세 균열 및 부분적인 박락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

고 누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터널 구조물의 변위는 수렴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검토 

시점의 변형과 프리캐스트 터널의 콘크리트 패널의 

허용응력으로부터 계산한 횡단 방향의 허용 변위량을 

이용하여, 터널 구조물의 장래 안전 평가 및 상부 

도로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경과 관찰 계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지관리를 위해 횡단 방향

의 수평변위 계측을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3.6 교훈

　

본 사례연구에서 얻은 교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본 현장의 터널 변형은 시공이력의 불합리(중덤프 

트럭의 주행관리)와 도로 노체의 형상에 의한 편토

압, 터널 되메움토의 다짐도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강성이 크지 않은 프리캐스트 터널 

공법에서는, 시공관리를 통하여 터널 구조물에 편

토압의 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례의 경우, 시공관리 변위 기준을 준수한 현장

관리로 인하여 적기에 원인 규명 및 대책공법 검토

가 이루어짐으로써 대규모 지반 공학적 보강을 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공관리의 중요성을 재인

식할 수 있다.

2. 허용변위가 작은 RC구조물을 선 시공한 후, 추후

에 하중이 가해지는 시공 순서에 대해서는 대책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의 되메움 시공시의 다짐 부족은 

국부적으로 지반 강성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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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 채용된 테크스판 공법과 같이 상대적으

로 유연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의 되메움부는 

주도면밀한 다짐관리가 요구된다.

4. 본 사례는 사양 중심의 규정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변형 성능 문제라는 점에 착안하면 

현행의 설계·시공 매뉴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구조물 고유의 기능과 성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설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 

기반 설계법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터널 구조물의 성능기반 설계에 
요구되는 성능의 세분화 방안

4.1 성능 세분화의 의미

성능 기반 설계법의 시행에 있어서 가중 중요한 

과제는 해당 구조물의 요구 성능을 어떻게 규정하는

가에 있다. 전술한 시공 사례와 같이 종래의 사양 

중심의 규정 설계법에 따라 개별 공종의 설계 및 시공 

규정을 준수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성능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

다. 그 이유로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성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정량화 되어 있지 않은 것, 

암시적인 성능 규정으로 설계 및 시공 기술자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해당 구조물에 대한 

요구 성능을 세분화 하여 현장 실무자가 소정의 요구 

성능을 쉽게 이해하고 검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성능 세분화에 있어서는 먼저 관련 성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이 요구 성능은 

단지 구조물 자체가 가지는 내구 성능에 국한되어서

는 안 될 것이다.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는 후순위로 

밀려났던 시민의 안전이나 환경 문제가 지금은 사회

적으로 최우선으로 꼽힐 만큼 관심이 매우 높고, 과거 

｢개발과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건설 정책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유지관리와 현명한 사용｣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광의의 요구 성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의

의 요구 성능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터널을 직접 이용

하는 이용자,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인근 

주민 등 그 주체에 따라서 요구 성능을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물이 지니는 고유한 내구성능 이외에 터

널과 같은 지하구조물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미관

성, 사용성, 내수성, 안전성, 쾌적성, 조화성, 계획성 

및 경제성 등을 들 수 있다. 

4.2 요구 성능의 세분화 사례

도로터널의 주된 기능은 2.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정의 공용 기간 중에 소요의 교통량을 안전하

고 원활하게 주행시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용자의 입장에서 쾌적한 환경유지도 중요한 성능이

므로, 이러한 도로 터널이 가져야 할 주된 성능을 

세분화 해보면, 첫째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 안전 

성능과 내구성능을 들 수 있다. 구조 안전 성능이란, 

예상되는 하중에 대해서 구조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을 말한다. 이와 함께 혼용하기 쉬운 내구성능은 예상

되는 노화 및 열화 요인에 대해서 내구성을 확보하는

가를 일컫는다. 둘째, 도로터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의 안전성능과 사용성능을 들 

수 있다. 이용자의 안전성능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지를 의미하고 사용성능이라고 함은 

이용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셋

째로는 발주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으

로, 관리자의 사용성능 및 유지관리 성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의 사용성능이란 관리자가 적절

하게 운용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유지관리 성능이란 

적절한 유지관리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에 해당되는 주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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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xample of a subdivision of the performance for road tunnel (SANO, 2007)

Functions
Required performances for road tunnel

Primary performances Secondary performances Tertiary performances

A main 
function
of road tunnel 
is to screw on 
required traffic 
within the time 
specified safely 
and 
comfortably.

Safe
performance
for the user

Users are 
available 
safely.

Cars must be able to run safely.

Good road alignments must be secured.
Users must be able to drive a car smoothly.
A clearance limit of tunnel must be secured.
The sights of the driver must be secured.

The user's security must be 
secured.

Exfoliation of concrete lining must not be 
generated.
Water leaking must not be occurred.
A required ventilation capacity must be secured.

Users must be able to take refuge 
in an emergency safely.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must operate in an 
emergency surely.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must be installed in 
tunnel appropriately.

Serviceability
performance 
for the user

Users are 
available 
comfortably.

Users must be able to drive a car 
in tunnel pleasantly.

Good road alignments must be secured.

Traffic regulations must be able to 
minimize.

Repair frequency on tunnel must be able to 
minimize.

Drives and passengers must be able 
to feel comfortable.

Road deformations that influence the ride comfort 
must be able to minimize.

Tunnels must have no discomfort 
and anxiety for tunnel users.

Water leaking and cracks that may have an 
apprehension to users of tunnel must not show.
Portals must not be daunted.

Structural
stability 
performance

Tunnels are
stable against 
expected loads.

Tunnels must be stable against 
ordinary loading.

Concrete lining and surrounding ground must be 
stable.

Tunnels must have a required 
seismic performance. 

Concrete linings must have a required seismic 
performance against expected earthquake vibration 
within the time specified.

Tunnels must be stable against an 
expected load fluctuation.

Concrete linings must have a load-carrying 
capacity against variability of load within the time 
specified.

Tunnels must be stable in the event 
of fire.

The stability of concrete lining must be secured in 
the event of fire.

Durability 
performance

Concrete
linings must
have a 
durability
against forecast
factors of the
deterioration

Concrete linings must have a 
corrosion-resistance.

Rebar of the concrete lining must have a 
corrosion-resistance.

Concrete linings must not 
deteriorate.

Concrete linings must not erode or deteriorate it as 
time goes on.

Tunnels must have a waterproof 
concrete lining.

The water leak that causes deterioration of the 
concrete lining and facility must not occurred.

Serviceability 
performance 
for the
administrator

Administrators 
can offer it
open
appropriately.

Necessary demands must be 
satisfied.

A required clearance limit must be secured.

Necessary facilities must be 
installed in the tunnel.

Emergency facilities and maintenance equipments 
must be installed within the purview of clearance 
limits.

Maintenance 
performance

Administrators 
can perform 
appropriate 
maintenance 
surely.

A checking or cleaning must be 
possible safely and easily.

The walk-around inspection, periodic checking and 
cleaning must be possible safely and easily.

A repairing or reinforcing must be 
possible safely and easily.

Extra spaces in order to heap the repair materials 
must be secured.
Extra spaces within clearance limit of tunnel in 
order to repair must be secured.

Performance
of secondary
effects

Secondary
effects are
quenchable
minimally.

Influences on the groundwater must 
be able to minimize.

A change of the ground water level must be 
regulated within a permission level.
A degree of pollution of the goundwater must be 
suppressed within an allowable range.

Influences against ground must be 
able to minimize.

The settlement and uplift of the ground must be 
controlled within an allowable range.

Influences on the utilities and 
buildings must be able to minimize.

(within an allowable range)

Influences of the vibration and 
noise must be able to minimize.

(within an allowable range)

Influences on atmosphere 
environment must be able to 
minimize.

(within an allowable range)

A landscape and beautiful sight 
must not be destroyed notably. 

The construction of ventilating tower and portal 
can be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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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 정도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주변에 대한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성능을 일컫는

다. 예를 들면,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지반에의 영향 및 주변 지장물

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에 

대한 진동 및 소음이 적어야 하고 주변의 대기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미적인 부분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경관 및 미관을 크게 

손상 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세분화된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요구 성능을 기초로 각 요구 성능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Table 7은 도로터널의 요구 

성능을 분류하고 구체화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5. 결 론

전술한 사례연구의 교훈에서 개별 공종별 사양 중

심의 설계 및 시공법의 준용으로 ｢차량 및 사람이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할 수 있는 도로터널｣이라는 

터널의 주 기능 확보는 가능하였지만 ｢내구연한의 

구조적 안정 성능, 내구 성능｣등 소정의 요구 성능까지 

만족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사례연구와 같이 편토압이 작용하는 보강 

성토와 유연한 구조의 프리캐스트 터널이 복합된 지

반구조물의 경우에는 변형에 대한 역학적 메커니즘 

규명이 어려우므로 공종별 전문 시방서에 의존한 설

계 및 시공은 한계가 있다. 

사양 중심의 규정 설계법은 고도 성장기와 같이 

단기간에 많은 구조물의 건설이 요구되던 시기에는 

일정 수준의 품질 관리를 위한 유용한 설계체계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였다. 그러나 근래의 토목 

구조물은 종래에 비해 보다 다양한 기능 수행을 요구 

받고 있고, 구조물 축조에 있어서도 많은 사회적 제약

이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토목공학의 

기술적 발전과 맞물려 토목 구조물이 복잡해지게 되

고 이로 인해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성능 기반 설계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교통 터널 이외의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기능의 지

하공간이 설계 · 시공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다. 하지만 성능 기반 설계법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도 산적해 있다.

터널의 성능 기반 설계의 주 목적은 구조적, 사회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의 견지에서 설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설계법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종합한 

생애주기비용(LCC)가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설계법

이나 신뢰할 수 있는 설계법의 확립과 정확한 평가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시대의 진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터널 성능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

고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괄한 시스템적 평가에 의해 

성능 설계의 최적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관리자 및 터널 기술자가 일체가 되어 성능

규정의 확립과 그에 근거한 유지관리 방법의 전개를 

도모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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