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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차로 이상의 도로터널을 병렬로 배치할 때 종래에는 

두 터널사이의 이격거리를 터널폭의 1.5배이상 이격시

켜 배치하였으며, 터널 연장이 짧거나 교차로 또는 교량

과 인접하여 도로선형 조건상 병렬터널의 이격배치가 

곤란할 경우는 공사비와 공기가 일반터널에 비해 1.5배 

이상 소요되는 2-아치 또는 대단면 터널 공법을 적용하

였다.

또한, 지반조건이 불량한 터널형식에는 주로 중앙기둥

의 수치해석적으로 유리한 2-아치터널을 선호하고 있어, 

터널공법 형식 선정상 수치에 의한 일률적인 설계 및 시

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본 고에서는 원설계가 개착 및 2-아치터널로 계획되어 

있으나, 확인 시추결과 갱구 시종점부에 대규모의 붕적층

대와 오십천 단층대가 형성되어 있어, 터널 갱구계획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 및 터널보강공법, 

터널형식의 변경이 요구되었다. 이에 터널간 독립거동이 

가능한 근접병렬터널로 계획하여 설계 및 시공 완료된 성

과를 바탕으로 유사조건의 설계. 시공을 준비하는 터널기

술자들에게 참고사례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2. 당초 설계 현황 및 지층조건

2.1 당초 설계 현황

도계~신기간 국도건설공사 구간의 마차1터널은 연장 

460m의 2-아치터널 형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터널 

시･종점부는 붕적층, 본선부는 오십천 단층대를 통과하

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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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검토구간 위치도

<그림 2>터널 평면도

<그림 3>터널 종단면도

2.2 지층조건

2.2.1 지형

본 구간은 태백산맥 동부에 해당하는 산악지대로 노선

을 중심으로 험준한 산계가 남서에서 남으로 구부러져 연

결되어 대체적으로 장년기 중〜말기의 다소 험준한 지형

을 형성하고 있으며, 오십천이 곡류하여 동해로 흘러 들

어가는 지형 및 수계를 이룬다.

2.2.2 지질

강원도 삼척시 마차리 구간으로 부분적 선캠브리아기 

태백산층의 흑운모편마암 및 편암, 고생대 캠브리아기의 

장산규암층과 묘봉층이 태백산층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고생대 조선누층군 대석회암층군인 

풍촌석회암, 화절층, 동점규암, 두무동층, 막골석회암층

이 과업구간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터널 계획시 석회공동에 대한 보강대책 등이 

요구된다.

<그림 4> 과업구간 지질도

 

3. 근접터널공법 검토

본 터널구간의 확인 시추결과 시점 갱구부는 당초 23m

에서 32m 깊이의 붕적층 층후, 종점측은 당초 14m에서 

22m깊이로 붕적층이 깊게 형성되어 있어, 지형 및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갱구부의 절취를 최소화하고, 본선터널 

단층대 통과 영향이 최소토록 터널 입출부에서 좁히고 본

선부에서 점차 넓혀나가는 근접병렬터널로 계획하였다.



48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대규모 붕적층지반에서의 근접병렬터널 설계 및 시공사례

a) 갱구 시점부 b) 갱구 종점부

<그림 5> 갱구 시.종점부 붕적층 현황

<표 1> 터널 형식별 보강(지보) 방법 비교

구 분 2-아치터널 대단면 터널 근접병렬터널(신기술제729호)

필  요

지보력

�벽체 기둥은 이완하중을 지지토록 설계됨

으로 대단면 지보력 P2D 적용 

�필요지보력 : P2D

�필라부 지지력 : 이완하중

�대단면에 필요한 P2D 지보력 필요

�필요지보력 : P2D

�필라부가 상부 전체 토피 하중을 지지하

므로 소단면 지보력 PD 적용

�필요지보력 : PD

�필라부 지지력 : 토피하중

안전성
�중앙기둥 하중 초과시 붕괴우려

(기초 지지력 확보필요)

�대단면에 따른 상대적 안정성 확보필요

(변위, 응력과다)

�원지반 강도를 활용하며, 분리된 소단면

으로 구조적 유리

경제성 140% 130% 100%

공사기간 150% 125% 100%

유지관리 1종시설물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선정안 ◎

<그림 6> 터널 선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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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터널 제어발파 개념도
충격차단공

(Slot Drilling)

<그림 10> 제어발파 개념도

3.1 터널 형식 비교

본 과업 구간 터널 형식은 <표 1>과 같이 공학적 비교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3.2 갱구부 보강 검토

편측 급경사지역의 붕적층 구간에 대해 절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착터널을 축소하고, 사면 및 지반보강을 

고려하여 NATM형식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7> 터널 갱구부 계획

근접병렬터널 선행 및 후행터널간 이격거리는 시점 0.6m, 

종점측 0.5m로 계획하였으며, 붕적층 지반 보강공법으로 

미니파이프루프(시점 L=40.0m, 종점 L=32.0m) 및 합벽

식 앵커옹벽으로 터널 및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계획

하였다.

<그림 8> 갱구 시점부 미니파이프보강

<그림 9> 시점 갱문 설치(필라폭 0.6m)

4. 근접터널공법 특징

본 공법은 신기술로 STTM(Special Twin Tunneling 

Method)공법은 고 비용의 2-아치 또는 대단면 터널 공법

을 저렴한 근접병렬터널공법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다.

4.1 공법의 요소기술

4.1.1 근접터널의 제어발파법

근접터널 제어발파는 먼저 ①인장력에 약한 좁혀진 필

라부 암반의 인장력 강화를 위해 선행 굴착된 필라부에 

격자형 철근으로 인장력이 4배이상 보강된 철근-숏크리

트에 의한 발파지지벽을 축조하며, ②후행터널 굴착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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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격을 차단하는 라인드릴링 또는 슬롯드릴링을 천공

하여 필라부 손상을 억제시키며, ③근거리의 필라부 손상

을 주지 않는 이격거리별로 산정된 지발당 장약량에 의한 

제어발파의 3가지의 기술요소로 구성된다.

4.1.2 철근-숏크리트

철근-숏크리트는 필라부의 발파지지벽 기능과 더불어 

근접병렬터널의 필라부 보강법으로 개발되었으며, 불연

속면에 대한 보강 기능이외에 암반필라 강도 부족시 터널 

굴진과 병행한 필라 지지체 축조가 용이해져 암질이 불량

한 경우도 근접터널공법이 가능토록 개발되었다.

또한, 필라부의 철근-숏크리트는 강지보 또는 타이볼

트와 조합된 시공으로 각각의 보강시보다 필라부 보강효

과를 상승 시킬 수 있으며, 철근-숏크리트에 의해 필라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접터널의 지보

량을 일반 병렬터널 수준으로 적용 시킬 수 있다.

<그림 11> 철근-숏크리트 설치전경

4.2 공법의 안정성

근접병렬터널의 안정성은 상기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단계에서는 이론식과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정

량적인 필라부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시공단계에서는 터

널 계측을 통하여 안정성을 검증한다.

4.2.1 설계단계에서의 안정성 검증

지류론의 전 토피고에 의하며 필라에 작용하는 응력과 

Heok Brown의 필라 암반의 강도를 산출하여 적정 안전

율이상 적용한다.

4.2.1.1 수치해석에 의한 필라 안정성 검토

(평균필라 강도/응력비)

근접터널의 암반필라에 대한 안정성은 필라부에 대한 

평균강도/응력비의 파괴기준과 터널 전체적인 응력 및 변

위 등의 검토를 통해 평가한다.

최소 필라폭 검토 사례 수치해석 반영(2D,3D)

필라부 평균강도/응력비 검토 변위, 휨압축응력 검토

<그림 12> 수치해석에 의한 안정성 평가

4.2.1.2 근접발파의 안정성

일반적인 근거리 발파특성에 기초한 발파설계와 더불

어 충격차단공의 적정성을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발파시 암반 필라에 작용하는 발파진동속도의 저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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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검토한다. 

발파응력 변위도 수치해석에 의한 결과 

<그림 13> 수치해석에 의한 발파영향검토

4.2.2 시공단계에서의 안정성 검증

근접병렬터널 시공시 계측활동을 통해 필라부와 전체

적인 터널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다음은 기 시공된 터널

의 계측사례이다.

4.2.2.1 현장 계측에 의한 평가

변위 검토 응력 검토

<그림 14> 현장 계측 자료 분석

4.2.2.2 필라부의 발파진동 측정

후행터널 굴착시 선행터널 필라부 벽체에서 측정한 발

파 진동치로 충격차단공에 의한 진동제어발파 효과를 검

증한다.

측정위치 평면도 측정위치 단면도

진동측정 전경 진동측정 기록

<그림 15> 시공중 필라부 발파진동측정

5. 근접터널의 안정성 검토

5.1 개 요

마차1터널 시점 갱구부는 붕적층이 터널 주위에 분포

하고 있으며, 필라폭이 0.64~3.02m로 근접되어 있어, 

굴착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응력, 변위를 3차원 수치

해석(MIDAS-GTS 3D)을 실시하여 갱구부 터널 안정성 

검토 및 지보패턴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5.2 입력 물성치 

적용 입력 물성치는 원설계 실시설계보고서 및 해석보

고서에서 산정한 물성치를 적용하였으며, 미니파이프 보

강후 지반의 물성치 중 점착력과 변형계수는 등가의 환산

물성치를 적용하였으며, 붕적층의 공극을 고려하여 침투

이론식에 의한 주입시 압력에 따른 침투영역을 고려하여 

보강범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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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면도 횡단면도(STA.0+310)

<그림 16> 갱구부 해석단면

<표 2> 지보패턴 및 적용보강 물성치 

지보타입(TYPE-6-2) 해석조건

굴착방법 상ㆍ하반 분할 굴착

필라폭(m) 0.64~3.02m

굴진장(m)
선행 후행

0.8 / 0.8 0.8 / 0.8

Shotcrete 300mm

필라부보강
철근 숏크리트적용

(D22@200,D16@300)

보 강

강지보 H-200X200X8X12, 0.8m

지상보강

ㆍ가압식네일링(CTC1.2x1.0, L=20m)

ㆍ영구앵커(CTC1.5x2.2, L=40~50m)

ㆍ미니파이프루프(천단2열, 측벽1열)

하부보강 소구경 강관다단 그라우팅

인버터 바닥 t=250mm, 가인버터 t=200mm

구  분
단위중량

(kN/m
3
)

점착력

(kPa)

전단저항각

(°)

변형계수

(MPa)
측압계수

포아송비

(υ)

풍화암
보강전

19
30

33
180

0.50 0.33
보강후 33 2,050

토사

(붕적층)

보강전
18

5.0 35 48.0

보강후 100 40 2,160

5.3 수치해석 결과

붕적층 층후가 두께운 시점부를 중심으로 3차원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결과 터널내 최대천단침

하 26.36mm(태백방향), 최대내공변위 9.72mm, 숏크리

트응력 9.60MPa인 것으로 검토되어, 붕적층구간의 NATM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Vol. 18, No. 3
    53

<표 3> 3차원 해석 결과 

해석모델링 천단변위도 내공변위도

숏크리트 응력도 천단침하 측벽변위 숏크리트 휨압축 응력 분포도

구   분 천단침하(mm) 내공변위(mm) 숏크리트응력(MPa) 강지보(MPa) 검토결과

허용기준 50.0 30.0 10.8(fck=27MPa) 140.0

해석결과(Max기준) 26.36 9.72 9.60 - O.K

6. 터널시공중 계측 및 품질관리 

 6.1 터널 시공

 붕적층 보강법으로 사면 판넬옹벽과 터널 천단부 보강

으로 갱구부에서 미니파이프(D216.3mm)를 약 40m까지

(시점부) 횡간격 500mm로 시공하고, 터널 상하반 기계굴

착 및 강지보 및 철근-숏크리트와 하반 인버트 설치순으

로 시공하였다.

<그림 17> 갱구부 미니파이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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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사 

대규모 붕적층지반에서의 근접병렬터널 설계 및 시공사례

<그림 18> 갱구 기계굴착 <그림 19> 본선 장약 및 발파

<그림 20> 본선부 관통 <그림 21> 방수시트

<그림 22> 갱문 라이닝 <그림 23> 갱문전경(현재)

6.2 계측관리

터널 시공에 따른 지보재와 주변지반의 응력 및 변위를 

파악하여 터널 시공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면별 

계측을 실시하였다. 계측은 붕적층 통과구간을 집중적으

로 실시하여 설계시 계획 터널의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계측결과 해석결과의 허용기준 모두 만족

하는 상태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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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방향 삼척방향

<그림 24> 천단침하 측정

<표 4> 계측 결과 비교 

구 분 지보패턴
안정성해석 시공중 계측

비 고
해석결과 허용값 측정결과 1차관리기준

천단침하(mm)
태백방향 26.36 50 6.0 12

삼척방향 24.74 50 5.0 12

내공변위(mm)
태백방향 9.72 30 8.0 24

삼척방향 9.31 30 6.0 24

숏크리트응력

(MPa)

태백방향 9.6 10.8 3.58 6.48

삼척방향 7.34 10.8 0.28 6.48

강지보재

(MPa)

태백방향 - 140.0 2.74 84

삼척방향 - 140.0 2.22 84

7. 결 론

토사지반에서 초 근접병렬터널에 대한 조건별 수치해

석을 수행하여, 근접병렬터널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근

접병렬터널 시공자료 분석을 통해 근접병렬터널의 적용

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마차1터널은 2차로 초 근접병렬터널로서 붕적층이 

깊게 분포하고 있어 터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굴

착 전에 미니파이프루프를 설치하고 압력 그라우팅

을 실시하여 주변 지반을 보강하도록 하였으며 강지

보재는 H-200 적용, 필러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타

이볼트와 철근 숏크리트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 시공중 계측결과 천단침하는 5～6mm가 발생하였

고, 내공변위는 6～8mm가 발생하였으며, 지보재 

작용응력이 허용값 이내로서 터널은 안정성을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설계시 수치해석방법은 강성증대법을 이용한 검토

방법으로 터널 지보재의 효율적 검토방법으로 판단

되며, 이는 시공중 계측자료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연약한 지반에서는 적극적 해석

방법으로 활용함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또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병렬

터널간 이격거리 1.5D이격 배치하는 기존의 방법을 

탈피하여 터널 입출구에서 좁히고, 터널내에서 점차 

넓혀 나가는 형식의 경우 환경훼손을 줄이고 소요부

지와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초 근접화된 병렬

터널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의 과제는 많은 지형적 지질학적 위험요소

가 상존한 지역이며, 처음 접해보는 연약지반상(붕적층)

의 근접터널을 비개착인 NATM공법으로 시행하는 과제를 

안전하고, 공기내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발주처, 설계사

(하이콘ENG), 시공사(포스코건설), 감리회사(천마기술단) 

등 많은 기술자들의 자연을 극복하고자하는 열의와 투지

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평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