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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모형시험을 통한 점성토 지반의 토피고에 따른 지표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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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urface displacement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various depth of cover when the tunnel 

excavation equipment was used in a clay soil. For this the laboratory scaled model test was carried out using the soil sample 

similar to the in-situ conditions. We carried out four tests according to tunnel depth(1.5D, 2.0D, 2.5D, 3.0D). The distribution 

of impact due to tunnelling was quantitatively analyzed in the three-dimension by measuring the surface displacement. In 

addition, the pattern of surface displacements was figured out. 

Keywords: Laboratory scaled model test, Cohesive soil, Depth of cover, Excavation machine

초 록: 본 연구는 점성토 지반에서 터널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터널을 굴착할 때 토피고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표변위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조건과 유사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축소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토피고에 따라 1.5D, 2.0D, 2.5D, 

3.0D의 총 4개의 Case 에 대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모형시험을 통하여 터널굴착 시 발생하는 지표변위를 측정하여 

3차원적 영향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변위양상도 규명하였다.

주요어: 실내축소모형시험, 점성토 지반, 토피고, 굴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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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시화와 인구집중에 의하여 지하공간의 이용 

및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지에

서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얕은 심도의 터널이 빈번히 계획, 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얕은 터널은 주로 지반조건이 토사

나 암반조건이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산악터널

이나 심도가 깊은 곳에 계획되어 지반아치가 형성되

는 일반적인 깊은 터널과는 거동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터

널굴착으로 인한 지표면 변위에 관한 예측은 경험적

인 예측방법 또는 수치해석에 의존한 예측방법이 적

용되고 있다.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표면의 변위를 예측하는 방법

은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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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ilure mode of the deep tunnel Fig. 2. Failure mode of shallow tunnel

있다. Ghaboussi et al (1978)은 탄성 및 탄소성 2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고 모형 시험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Lee and Rowe (1990)은 3차원 

터널해석에 적합한 탄소성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Peck (1969)은 지표면의 변위를 예측할 수 있는 경험

식을 제안하였으며, 지반의 변형은 터널굴착중 비배

수 조건에서 터널의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

였다. Schmidt (1969) and Peck (1969)은 터널 상부면

에서 발생하는 지표침하의 형태는 가우스분포와 정규

분포 곡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

표면의 변위 특성에 관한 연구경향을 고찰한 결과,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표변위에 대한 수치해석적, 이

론적인 연구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토피고를 변화시

켜가며 수행한 모형시험을 통하여 터널굴착 영향에 

대한 지표면의 변위를 정량화한 연구사례는 거의 드

문 편이다(Lee and Ryu, 2010). 본 연구에서는 점성토 

지반에서 터널굴착장비를 이용하여 터널을 굴착할 

때 토피고 변화에 따른 지표변위 등을 고찰하고, 터널

굴착 시 터널주변에 발생하는 지표변위를 측정하여 

3차원적으로 발생하는 영향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2. 얕은 터널의 거동

2.1 얕은 터널과 깊은 터널의 파괴모드

깊은 터널과 얕은 터널의 파괴모드와 분류에 대해

서는 Pantet (1991)가 두 가지 파괴모드에 대하여 제안

하였으며, 깊은터널의 경우(C/D >> 2.5)에는 터널굴

착 상부로는 터널직경의 1-1.5 배, 폭 방향으로는 터널

크기 정도로 느슨해져서 발생하고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표면의 영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Fig. 1).

두 번째 파괴형태는 Fig. 2와 같이 터널이 지표면에 

가까이 있는 경우(C/D < 2.5 )에 터널에 설치한 지보가 

작용하중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며 전단면이 

터널로 부터 지표면까지 연장된다.

2.2 얕은 터널의 굴착에 의한 지표침하

터널 굴착시 상부 지반의 과도한 침하에 의해 침하

영향권내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터널 상

부지반의 변형과 상부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예측하여 

터널을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반의 응력-변형률관

계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지반의 변형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 얕은 터널이 있는 

지반은 대개 불균질하고 비등방성이며, 하중크기(작

용응력)가 비교적 작다.

터널굴착에 의한 주변지반 변위는 3 차원적으로 

발생되어 연직침하와 수평변위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지반조건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터널의 연직 중

심선을 지나는 터널 상부 지반의 변위는 연직침하형

태로 발생한다. 

터널 주변지반이 이완되면, 지반은 지지력이 상실

되어 전단변형이 증가되고 소성영역이 확대된다. 또

한, 유효응력 변화에 의해 주변지반이 압밀되거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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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ound displacement of shallow tunnel excavation

널내로 밀려들어와서 지반이 손실되면, 그 영향이 지

표면까지 전달되어 지표가 침하된다. 얕은 터널상부

지반의 지표침하는 지반이 등체적변형한다고 가정하

고 Lame 의 탄성해를 적용하여 구하거나, 지표침하가 

Gauss 분포나 포물선형이라고 가정하여 구한다. 

얕은 터널굴착에 의한 지표침하는 3차원적으로 발

생하며(Fig. 3), 터널 상부 수평지표면의 횡방향지표

침하는 지반손실의 영향이 미치는 구간 내에서 발생

한다. 임의 지점의 지표침하는 터널 중심선상 침하량

과 횡방향 거리별 침하형태로부터 구할 수 있다. 또한, 

종방향 지반변위는 막장위치와 굴진장 및 터널 중심

선상의 최대 침하량으로 부터 예측할 수 있다.

2.3 종방향 지표침하

터널굴착에 의한 지표침하는 터널 중심선상 종방향 

지표침하와 3 차원변위 형상으로부터 예측한다. 터널 

상부에 발생하는 종방향 지표침하는 오차함수(error 

function)나 누적 가우스 정규분포함수(cumulative 

Gaussian normal distribution function)로 해석할수

있다(Attewell, 1977). 3차원종방향지표침하  는 

다음 식 (1)과같다.

  max
exp










 




 
  (1)

여기서,   


 




exp



 : 막장으로부터 터널 굴진방향 거리 

 : 터널 굴착 시점의 위치

 : 터널 막장의 위치 

 : 터널 중심선으로부터 관심 지점의 

횡방향 거리 

 : 터널 굴진방향( 방향) 최대경사 위치 

( ≓)

 max
: 최대지표 침하량

2.4 횡방향 지표침하

얕은터널 상부지반의 지표침하는 지반이 균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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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ttlement profiles based on normal probability curve(Peck, 1969)

탄성체이고 등체적 변형한다고 가정하고, Lame 의 

탄성해를 적용하여 계산하거나 Gauss 분포로 가정하

여 계산한다. 

2.4.1 Lame의 탄성해

터널상부 지표면의 침하 즉, 연직변위 는 횡방향

으로는 터널 중심축상에서 가장 크고 좌우 대칭으로 

일정한 폭  로 발생하고, 종방향으로는 막장을 중심

으로 전후방 같은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한다. 지표의 연직변위  는 다음과 같고, 이로 부터 

수평변위  를 구할 수 있다.

 ,   (2)

터널상부 지표위에 있는 임의 지점(, ) 의 연직

지표침하  는 무게가 없는 탄성체에 있는 터널이 

평면변형률상태(원통) 이고 등방압  이 작용한다

고 가정하고 Lame의 해를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터널굴착으로 인해 굴착면압력이 초기응력  에

서 지보압 로 감소할 때에 연직지표변위 는 다음

과 같다( 
). 

 














 




 (3)

2.4.2 Gauss 분포 지표침하

터널굴착 직후에 터널 상부 수평단면에 발생하는 

횡방향지표침하트라프의 형태는 지반조건에 상관

없이 Gauss 정규확률분포함수로 표현할수 있다. 터

널굴착에 의한 지표침하 는 Gauss 정규확률분포

함수로 해석하면 Lame 의 탄성해보다 실제에 더 가까

운 해를 구할 수 있다(Peck, 1969). 가우스곡선은 연

약지반 터널에도 적용할 수 있고, 곡선식이 비교적 

간단하여 현장지반의 침하해석에 사용하기가 편하지

만, 지표침하의 일반적인 형태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특성에 따라 가우스 곡선과 실제 침하

트라프 사이에는 편차가 생길 수 있다. Fig. 4는 터널

굴착을 완료한 상태(침하가 완전히 수렴된후)에 임의

수평단면에 발생되는 횡방향 침하 를 다음 Gauss

정규 분포곡선으로 도시한 것이다.

  max
exp






 (4)

여기서, 는 터널중심선에서 수평거리  만큼 떨어

진 지표의 침하량이고,  max
는 최대지표침하량(터

널중심선의지표침하량) 이며, 침하트라프의폭 

는 터널중심선에서 변곡점(inflection point) 까지 수

평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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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direct shear test

Fig. 7. Result of vane test

Fig. 8. Result of cone penetration testFig. 5. Result of liquid limit test

3. 모형지반의 특성시험

3.1 모형지반 조성

모형 지반은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점성토를 사용하

였으며, 시험에 사용한 퇴적점성토는 함수비 측정결

과 약 25～30% 내외의 값을 보였다. 다짐시험 및 

터널굴착시험을 예비로 수행하여 다짐도 관리 및 시

험이 가능한 함수비인 25% 전후의 함수비를 유지하도

록 관리하면서 모형시험에 사용하였다.

퇴적점성토지반의 다짐은 높이가 약 10 cm 이하가 

되도록 흙을 투입하고, 일정한 다짐에너지로 다짐을 

수행하였다. 본 모형시험에서 터널굴착 후 여러 지점

에서 단위중량과 함수비를 측정하여 일정한 다짐 및 

함수비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하였다.

3.2 모형지반의 물리적 특성

모형시험에 사용한 지반은 입도분포시험, 아터버

그 한계시험, 비중시험 등의 기본물성 시험결과 중소

성CL(점토)에 해당하였다. 또한 역학적 특성조사를 

위하여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 모형지반의 습윤

단위중량()은 15.17 kN/m
3
, 함수비()는 25%로 나

타났다. 액성한계(

)는 35.20%, 소성한계(


 )는 

20.93%로 Fig. 5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모형지

반의 비중()은 2.58이다.

3.3 모형지반의 역학적 성질

모형시험 지반의 전단강도를 구하기 위하여 현장에

서 채취한 시료로 모형지반을 조성한 후 모형토조 

내부지반에 대하여 직접전단시험, 베인시험, 콘관입

시험을 실시하여 Figs. 6, 7, 8와 같은 시험결과를 

얻었으며, 내부마찰각()은 23°, 점착력()은 35.07 

kPa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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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형시험체 크기 결정을 위한 차원해석

모형시험의 규모를 실제 현장조건과 유사한 크기로 

시험할수록 치수효과에 의한 영향이 적어지며, 시험

결과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규모의 크기로 시험을 진행한 후 치수효과를 

고려하여 실제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지반의 변형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축소모형시

험을 실시할 때 현장 조건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축소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세 가지 기본 차원을 길이[L], 질량[M], 시간[T]이

라고 할 때 축소율을 산정하는 순서는 우선 길이에 

대한 축소율을 결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간, 밀도, 

질량, 응력, 강도 등의 축소율을 차례로 산정하게 된다

(Hobbs, 1969). 길이에 대한 축소율은 모형시험체의 

최대크기 및 터널모형(지름 20 cm)과 실제 터널의 

크기(환산직경 620 cm)를 고려하여 길이[L]의 축소율

을 1/30으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시간[T]에 대한 

축소율을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중력가속도 일정개념

이 사용된다. 즉 중력가속도[LT
-2
]는 현장과 실험실에

서 모두 같으므로 식 (5)에 의하여 시간[T]의 축소율은 

1/5.477이 된다.







 (5)

4. 실내모형시험

4.1 개요

터널 굴착 시 상부지반의 과도한 침하에 의해 침하

영향권 내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터널 

상부지반의 변형과 상부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예측하

여 터널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반의 응력- 변형

율 관계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지반의 변형을 예측

하기가 어려워서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터널굴착에 의한 주변지반 변위는 횡방향과 터널방

향이 동시에 발생되어 3차원적으로 발생된다. 즉, 연

직변위와 수평변위가 동시에 발생하며, 특이한 지반

조건을 제외하면 터널의 연직중심선을 지나는 터널상

부 지반의 변위는 연직침하형태로 발생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점성토로 구성된 연약한 지반에서 원형의 모

형 굴착기로 터널굴착시 상부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지표면의 변위를 토피고에 따라 분석하여 터널굴진 

위치에 따라 지표면의 변위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시험의 규모를 실제 현장조건과 동일한 크기로 

실험 할수록 치수효과에 의한 영향이 적고 실험 결과

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실험실에서 실험이 가능한 

규모의 크기로 실험을 진행한 후 치수효과를 고려하

여 실제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터널굴

착은 직경 20 cm(터널직경 D)로 선정하여 모형토조의 

측벽으로 3.25D이상, 하부로는 2.0D 이격시켜 측벽경

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였으며, 시험조건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ase of model test

Case Overburden (H)

1 1.5D

2 2.0D

3 2.5D

4 3.0D

4.2 모형시험 장치

터널굴착을 위한 모형터널 굴착기는 전면판이 일정

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전진이 가능하고 굴착과 동시

에 배토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또한 전면판 

회전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고 직선으로 굴착이 가능

하도록 다수의 롤베어링으로 구속하였다. 굴착 시 전

면에 작용하는 막장압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회전 및 전진이 가능하도록 회전 및 굴진 속도를 측정

하여 굴진 및 회전속도를 조정하여 시험 중 일정한 

굴진속도와 막장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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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del testing machine

Fig. 10. Model test setup

굴착 모형시험기는 길이 3.24 m, 높이 1.15 m, 폭 

0.66 m으로 1 m까지 굴진이 가능 하도록 Shaft의 

길이를 조절하였으며, 3 tonf 용량의 Gear Box를 후방

에 설치하였다(Fig. 9). 굴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Gear Box를 굴착실험기에 설치하여 Cutter 

Head를 회전시켰으며, 굴착실험기 후방과 Cutter 

Head의 후방에 각각 하중계(Load Cell)을 설치하여 

굴착 시 토압을 측정하였다.

모형토조는 Fig. 10과 같이 길이 1.65 m, 높이 1.70 m, 

폭 1.20 m 크기의 토조에 길이 1.5 m, 높이 1.2 m, 

폭 1.0 m의 모형지반을 조성하였으며, 전면을 투명 

아크릴 벽체(두께 t = 20 mm)로 제작하여 굴착시 전면

을 통하여 지반 거동 및 지표 변형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조 전면은 지반 조성 및 굴착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성 평철을 횡방향으로 보

강하여 구속하였으며, 측면 및 후면의 벽체는 5 mm의 

철판에 100 mm 크기의 ㄷ형강을 7층 간격으로 보강

하여 실험 시에 토조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토조 벽면측으로 

임의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에폭시 코팅을 수행

하였다.

모형토조의 양측면 경계조건은 벽마찰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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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oundary condition

Fig. 12. Tunnel excavation

감소시키기 위하여 철근 Mesh를 부착하여 토조벽면

에 실험토사가 부착되어 흙과 흙의 마찰조건을 구현

하였다. 철근 Mesh는 D25, D16 철근을 이용하여 횡방

향 100 mm 종방향 75 mm로 격자모양으로 구성하여 

양측면에 부착한 후 성토하여 모형지반 조성 시 철근

사이로 흙이 밀려들어가도록 하였다(Fig. 11). 

4.3 축소모형시험

터널 토피고에 따른 지표변위 거동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작된 모형토조에 지반을 조성하고 지표면에 변위를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였다. 터널 굴착을 

위한 모형 굴착기를 거치한 후 위치조정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굴착과 계측을 수행하였다.

터널 굴착을 위하여 전면판에 압력이 일정하게 작

용하도록 후방의 Gear box의 속도를 사전 예비실험을 

통하여 조절하였다. Gear box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가할 경우 막장면에 너무 큰 하중이 작용하여 전면지

반에 큰 압력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2 mm/min의 속도

로 굴착 시험기를 압입하였으며, 막장면 굴진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Cutter Head의 회전속도는 22 RPM

을 유지하였다. Fig. 12는 터널굴착과 굴착이 완료된 

후 터널상태이다.

4.4 모니터링

터널굴착 시 상부지표면에서 횡방향 및 종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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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verview of the measurement position

(a) LVDT (b) Load cell (c) Data logger

Fig. 14. Measuring device

Table 2. Specifications of measuring device

Spec. Load cell LVDT Data logger

Capacity 20 kN 5 kN 100 mm 50 mm 30 Channel

Sensitivity 0.5 N 0.5 N 0.01 mm 0.01 mm -

Manufacturer Tokyo Ssoki Japan Bongshin Korea Tokyo Ssoki Japan Tokyo Ssoki Japan Tokyo Ssoki Japan

지표면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13과 같이 

29개의 변위계를 설치하였으며, 터널의 토피고 변화

에 따라 터널 천단의 지표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측위치를 변경하여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굴

착기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중계를 설

치하였다.

시험준비가 완료된 후 전면벽을 제거하기 전에 모

든 계측기를 준비한 후 계측을 하면서 전면벽을 제거 

하였다. 실험 도중 및 실험종료 후 약 30분간 데이터를 

약 1분 간격으로 저장하였다. 실험단계에 따라 발생한 

데이터는 TDS-303과 50개의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 스캐너 switching box 1대를 사용하여 측정값을 

저장하였다. 계측기의 제원과 수량은 Table 2와 같으

며, Fig. 14는 계측기와 계측장비이다. 계측 장치는 

정확도 확인을 위하여 실험 전에 Calibration을 실시하

였으며 측정된 Data는 Tokyo Ssoki사의 TDS-303 

Data logger로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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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15. Ground settlements in the lateral direction (Tunnelling length: 35 cm)

5. 시험결과

5.1 횡방향 지반변위

점착력이 있는 토사지반에서 토피고를 1.5, 2.0, 

2.5, 3.0D로 변경하면서 직경 20 cm의 모형 시험기를 

이용하여 터널굴착 시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지표면의 

변위를 측정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15～18와 같이 토피고에 따른 지반변위 측정결과, 

Case 1에서는 14.3 mm, Case 2에서는 11.2 mm, Case 

3에서는 12.3 mm, Case 4에서는 15.1 mm가 발생하였

으며, 토피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반변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토피고가 증가함에 따라 

터널에 작용하는 상재하중이 커진 것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토피고가 1.5D인 Case 1의 시험

결과는 다른 시험결과의 경향에 비하여 상당히 큰 

변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토피가 상대적으로 작아 

굴착 시 지반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터널 상부의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침하량 자체가 

증가함은 물론 침하곡선의 기울기 또한 급해지는 경

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표에 근접

한 구조물과 지하매설물에도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

킬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5는 터널 35 cm 굴진 시 계측측점(0～10)에서 

계측된 지표침하 결과이며, Fig. 16은 터널 65 cm 굴진 

시 계측측점(11～14)에서, Fig. 17은 터널 95 cm 굴진 

시 계측측점(15～25)에서 측정된 계측결과이다.

5.2 종방향 지반변위

종방향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결과는 Fig. 18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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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16. Ground settlements in the lateral direction (Tunnelling length: 65 cm)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17. Ground settlements in the lateral direction (Tunnelling length: 9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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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18. Ground settlements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a) Tunnelling length: 35 cm (b) Tunnelling length: 65 cm (c) Tunnelling length: 95 cm

Fig. 19. Surface displacements in the lateral direction

토피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반변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Fig. 18은 Fig. 13의 터널 중심축에 설치

된 계측측점에서 측정된 지표침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3 각 CASE별 지반변위

Fig. 19는 각 시험조건 대하여 횡방향 지반변위를 

측정 지점별로(측점 35 cm, 65 cm, 95 cm) 정리하여 

도시하였다. Fig. 20은 발생한 지표변위를 S라 하고 

토피고를 H라 할 때, S를 H로 나누어 무차원으로 

나타내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약지반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의 실제 

현장을 실내 모형시험에 모사하기 위해 터널굴착 모

형시험기를 새로이 고안하였으며, 터널 토피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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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unnelling length: 35 cm (b) Tunnelling length: 65 cm (c) Tunnelling length: 95 cm

Fig. 20. Surface displacements in the lateral direction(Non-dimensional) 

른 굴착 시 지반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토피고에 따른 모형 터널굴착시험기를 이용한 시

험에서 1.5D case에서 최대변위 14.3 mm, 2.0D 

case에서는 11.2 mm, 2.5D case에서는 12.3 mm, 

3.0D case에서는 15.1 mm가 발생하였다. 이는 토

피고 증가에 따라 터널에 작용하는 상재하중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저토피구

간인 1.5D의 실험결과는 다른 실험결과의 경향에 

비하여 다소 큰 변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토피가 

너무 작아 굴착시 지반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시험결과에서 보듯이 터널 상부의 토피고가 증가

할수록 침하량 자체가 증가함은 물론 침하곡선의 

기울기 또한 급해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표에 근접한 구조물과 지하매설

물에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험결과, 토피가 작은 경우에는 터널직상부에서 

변위가 크고 횡방향으로 이격할수록 변위가 급격

하게 작아지는 반면(뾰족한 종모양), 토피가 깊어

지면 터널직상부에서의 변위는 작아지고 영향범

위는 좀 커지는 경향(완만한 곡선)을 나타내었다.

4. 주변지반이 압축변형 되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터널 내공면의 변형에 의한 

지반침하는 빠른 속도로 크게 발생되므로 이러한 

구간을 굴착하는 경우 막장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터널 및 상부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터널이 굴착되는 실제지반은 상당기간동안 지반

안정을 취한 상태인 반면 실험지반은 균질한 에너

지로 다짐을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실험직전 되메

움(교란상태)을 한 것이므로 침하, 지하수 저하에 

따른 변형거동이 실제지반 상태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지반과 유사한 지반의 시료를 

사용하여 소규모의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지만, 시험에

서 산출되는 변위 및 하중을 실제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시험한 

모델에 대한 결과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상호간의 정

성적 비교를 통한 지반의 거동예측은 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제시하는 시험 결과는 상호비교, 또는 

정성적인 경향만을 나타내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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