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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ing tunnels with small cross-sections can cause chronic traffic jams.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widening the tunnel. In general, when the tunnel is expanded, the 

outer portion of the existing tunnel is excavated through a mechanical or blasting 

method. Such excavation affects not only the surrounding ground but also the existing 

tunnel. The application of the pre-cutting method can be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effectively. Therefore, if the widening of tunnel is performed by applying pre-cutting 

method, analysis of the impact of this method must be performed.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applying pre-cutting in tunnel widening, numerical analysis is 

performed at six ground grades, from grade I to weathered rock. The analysis is 

performed with the expanding lane and the excavation length of pre-cutting as 

variables. In addition,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displacement of crown of the 

existing tunnel and the enlarged tunnel. As a result, the crown displacement of the 

enlarged tunnel is confirmed to converge at the same value regardless of the 

excavation length of the pre-cutting when the tunnel widening is completed. In the 

case of existing tunnels, uplift of crown occurs within 5 m of the front of the tunnel 

surface, and the shorter the excavation length of pre-cutting is found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uplift.

Keywords: Tunnel enlargement, Pre-cutting method, Crown settlement, Enlarged 
tunnel, Existing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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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단면이 작게 만들어진 노후화된 터널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유발한다. 이는 터널의 확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터널을 확폭할 경우, 기계식 또는 발파식 굴착방법을 통하여 기존터널의 외곽부를 굴착하게 된다. 이러한 굴착은 

주변 지반뿐만 아니라 기존터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Pre-cutting 공법의 적용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Pre-cutting을 적용하여 확폭을 수행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분석은 필수적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확폭에서 Pre-cutting을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6가지의 지반

등급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서는 확대차로와 Pre-cutting의 굴착길이를 변수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기존터

널과 확폭터널의 천단침하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는 확폭이 완료가 되면, Pre-cutting의 

굴착 길이와 상관 없이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터널의 경우, 굴진면의 전방 5 m 내에서 융기가 발

생하였으며, Pre-cutting의 굴착 길이가 짧을수록 융기 발생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터널 확폭, Pre-cutting 공법, 천단침하, 확폭터널, 기존터널

1. 서 론

단면이 작게 만들어진 노후화된 터널에서는 교통량의 증가에 의해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라이

닝의 노후화 및 지반조건의 변형 등,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이

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도심지나 우회로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신설터널을 건설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터널을 확대하는 터널 확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

에 따라 터널 확폭 시 기존터널에 미치는 영향 및 확폭터널의 거동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터널의 확폭 시 기존터널 외부를 굴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터널의 굴착에서도 발파공법이 많이 

사용된다. 굴착을 위하여 발파를 진행할 경우, 계획했던 발파 설계선을 따라 정확한 굴착이 어려우며, 설계 단면

보다 더 굴착이 되는 여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여굴부는 숏크리트를 타설하여 충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

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발파를 수행할 경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진동 및 소음은 

주변 지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Pre-cutting 기술의 적용에 따른 분석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Seo et al. (2008)은 1차로 터널을 2차로, 3차로, 4차로로 확폭하는 경우와 2차로 터널을 3차로, 4차로로 확폭하

는 경우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존터널의 단면이 클수록 확폭터널의 침하가 작게 발생하고 기존터

널의 침하는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et al. (2008)은 연암지반의 강도특성을 4가지로 분류하여 1차로 터널

을 3차로 터널로 편측 및 양측 확폭 시 터널의 거동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확폭에 따른 지반의 거동은 점착력보다

는 탄성계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하였다. Lee et al. (2013)은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기존의 2차로 병설

터널을 4차로 터널로 확폭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확폭의 형식보다는 필라폭이 필라의 안정성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필라쪽을 향한 편측 확폭이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Cha et al.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numerical study on the behavior of existing and enlarged tunnels when widened by applying the pre-cutting method

453

(2016)은 초저심도에서 박스형 터널을 편측 확폭할 경우 지반침하의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확폭 시 규모나 지반 

강성이 클수록 침하곡선의 중앙부에서 변곡점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내부마찰

각보다 점착력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You et al. (2017)은 대심도 복층터널에서 전체적인 터널의 확폭이 

아닌, 부분적인 터널의 확폭에 대한 단면 및 보강방법에 대한 안정성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2차원 수치해석을 이

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아치형 확폭보다 박스형 확폭이 보다 양호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

하였다. Lee et al. (2020a)은 기존에 운행 중인 지하철 터널에서 부본선을 확폭하는 건설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국내의 터널 확폭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굴착을 고려한 경우 또는 보강공법을 사용

하여 확폭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기술인 Pre-cutting을 이용

하여 확폭을 수행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분석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지반등급 및 기존터널의 크기와 

터널 확대 단면을 변수로 하여, 기존 및 확폭터널의 천단에서 발생하는 침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 하였다.

2. Pre-cutting 공법의 개요

2.1 자유면(free surface)의 효과

발파에 의해 발생한 진동은 자유면(free surface)을 만나게 되면 이를 통과하여 전달되지 못하고 반사되어 돌아

오게 된다(Richart et al., 1970; Santamarina et al., 2001). 스무스 블라스팅(smooth blasting), 라인드릴링(line 

drilling)과 같은 발파 공법들은 이러한 자유면을 이용한 대표적인 발파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면의 효

과 때문에 발파에서 자유면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Doo and Yang, 2001; Ki and Kim, 2002; 

Lee et al., 2012; Oh et al., 2018). 그러나 이러한 발파공법은 연속적인 자유면을 형성하지 못하여 발파에 의한 영

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Fig. 1. Comparison of NATM and pre-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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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tting 공법은 기존 발파공법과 다르게 연속적인 자유면을 형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굴착에 의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Fig. 1은 일반적인 NATM 공법과 Pre-cutting 공법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Pre-cutting에 의해 선

행적으로 형성된 자유면에 의해 발파에 의해 발생한 영향이 자유면에서 반사되어 돌아가 주변 지반에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2 Pre-cutting 공법

Pre-cutting 공법은 1950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Walsum, 1991), 과거 80-90년대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는 약 30여개의 터널이 이 공법을 이용하여 시공되었다(Wang et al., 2018). 해외에서는 주로 굴착장비에 의한 

Pre-cutting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Wang et al., 2018; Khan et al., 2019; Zhang et al., 2020). 국내의 경우는 

Waterjet을 이용하여 자유면을 형성하는 Pre-cutting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Oh et al., 2012; 2013), Waterjet

을 이용한 터널을 굴착하는 신공법을 제안하였다(Cho et al., 2016).

이러한 Pre-cutting 공법을 사용하여 터널을 확폭한 사례로는 이탈리아의 “Motedomini” 터널이 있다(Lunardi 

et al., 2014; 2016). “Motedomini” 터널의 확폭에서는 TWM (Tunnel Widening Machine)이 사용되었다(Fig. 

2). 본 연구에서는 TWM을 확폭에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기존 및 확폭터널에 대한 거동 분석을 수행 하였다.

Fig. 2. TWM used for widening of “Motedomini” tunnel (Lunard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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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cutting 공법을 적용한 터널 확폭 수치해석

3.1 수치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Pre-cutting공법을 적용하여 터널의 확폭 시 지반등급에 따른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지반등급을 달리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터널 확폭에서 지반 거동은 점착력보다 지반의 탄성계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등급별로 탄성계수를 달리하여 두세가지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였으며, 등급별 점착력

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Kim et al., 2008). 수치해석은 FEM 프로그램인 MIDAS GTS NX를 사용하였으며, 지

반과 지보재는 각각 Mohr-Coulmb 모델과 Elastic 모델로 설정하였다.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ground according to classification (Park, 2012)

Class
Unit weight

(kN/m3)

Elastic modulus

(MPa)
Poisson’s ratio

Cohesion

(kPa)

Friction angle

(deg.)

Ⅰ
1

27
30,000

0.2 5,000 45
2 20,000

Ⅱ
1

26
15,000

0.22 3,000 40
2 10,000

Ⅲ
1

25
8,000

0.24 1,500 35
2 6,000

Ⅳ

1

23

4,000

0.26 700 322 3,000

3 2,000

Ⅴ

1

22

1,000

0.28 200 302 800

3 600

Weathered 

rock

1

21

400

0.3 90 322 300

3 200

해석은 40 m의 기존터널을 확폭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기존터널의 지보재는 콘크리트 라이닝만을 

고려하였고, 확폭터널은 숏크리트만을 고려하였다. 터널 확폭 시공은 1번의 굴진을 1-Cycle로 하여, 각각 3개의 

Step으로 구성하였으며, 굴진장에 따라 20-Cycle과 40-Cycle로 수행하였다. 각 Cycle의 첫 번째 Step에서는 

Pre-cutting을 수행하였고, 두 번째 Step에서는 숏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마지막인 세 번째 Step에서는 기존터널

의 라이닝 제거 및 굴착을 수행하였다. 해석에서 사용된 지보재의 물성치는 Table 2와 같으며 숏크리트와 기존터

널 라이닝은 지반 등급과 상관없이 각각 5 cm와 40 cm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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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support

Material Unit weight (kN/m3) Elastic modulus (MPa) Poisson’s ratio Thickness (cm)

Concrete 25 20,000 0.2 40

Soft shotcrete 24 5,000 0.2 5

Hard shotcrete 24 15,000 0.2 5

지반은 1차로 터널을 기준으로 토피고를 36 m로 하였고 경계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우측과 하단부

의 지반경계를 4차로 터널의 직경의 5배 이상으로 설정하였다(Fig. 3). 터널의 크기와 상관없이 터널의 바닥부를 

일정하게 설정하였으며, Pre-cutting의 두께 또한 모든 해석케이스에서 50 cm로 설정하였다.

Fig. 3. Modeling in numerical analysis

3.2 수치해석 케이스

기존터널이 각각 1차로, 2차로, 3차로일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최대 확폭터널을 4차로로 제한하여 수행하였다. 

1차로에서 2차로, 3차로, 4차로로 확폭하는 경우와 2차로에서 3차로, 4차로로, 3차로에서 4차로로 확폭하는 경우

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터널의 재원은 Table 3과 같으며, 각각의 케이스별 굴착면적은 Table 4

와 같다.

Table 3. Tunnel specific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lanes (Seo et al., 2008)

Number of lanes R1 (m) R2 (m) A1 (deg.) A2 (deg.)

1-lane 3.9 2.7 60 70

2-lane 6.0 4.1 60 69.6

3-lane 8.3 5.3 60 55

4-lane 10.4 6.1 55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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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cavation area along the enlarged lane

Number of lanes Expanding 1 lane (m2) Expanding 2 lanes (m2) Expanding 3 lanes (m2)

1-lane 31.11 72.81 117.14

2-lane 30.80 75.14 -

3-lane 30.94 - -

Ⅰ등급에서 Ⅳ등급지반에서는 굴진장을 2 m로, 풍화암 지반에서는 1 m로 설정하였으며, Ⅴ등급 암반에서는 

굴진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 m와 2 m 모두 수행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분석

4.1 기존터널과 확폭터널의 거동 분석

4.1.1 Pre-cutting에 의한 터널 확폭 시 거동 분석

터널의 확폭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터널과 신설되는 확폭터널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터널의 천단침하를 

이용하였다. 모든 케이스에서 확폭터널과 기존터널의 거동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변위가 가장 크게 발

생한 1차로에서 4차로로 확폭하는 경우를 대표로 선택하여 확폭터널과 기존터널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확폭터널의 천단침하의 경우, 총 연장이 40 m인 터널을 4 m 간격으로 지점을 나누어 시점부인 0 m에서 종점부

인 40 m까지 총 11곳에서 각 Cycle마다 발생하는 천단침하를 추출하였다. Fig. 4는 Ⅲ등급지반의 기존 1차로 터

널을 4차로로 확폭할 경우에 확폭터널의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천단침하를 보여준다. Fig. 4(b)에서 보이는 것처

럼, 터널의 확폭이 20 m까지 진행 되었을 경우 0 m지점에서는 천단침하가 1.46 mm, 20 m지점에서는 0.57 mm 

그리고 40 m 지점에서는 0.1 mm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터널의 확폭이 완료가 되면, 모든 지점

에서 발생하는 천단침하가 1.79~1.84 mm로 거의 동일하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Class Ⅲ(1) (b) Class Ⅲ(2)

Fig. 4. Crown settlement of enlarged tunnel in class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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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든 지반조건과 확대차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터널의 확폭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시점부에서 가까

운 지점의 천단침하가 먼 지점의 천단침하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터널의 확폭이 완료하게 되면 모든 지점

의 천단침하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터널의 경우 2 m 굴착을 수행한 1-Cycle에서부터 4 m 굴착이 수행될 때 마다 변화하는 천단침하를 추출

하여 분석하였다. Fig. 5는 Ⅲ등급지반의 기존 1차로 터널에서 각 Cycle마다 변화하는 천단침하를 보여준다. 여

기서, 가로축은 굴진면으로부터의 거리이며 Cycle의 수가 증가할수록 굴진면과 종점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측점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존터널에서는 굴진면 전방 5 m 내

에서 융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융기는 지반등급 및 확대단면의 크기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이는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굴착부 바닥면의 융기에 의해 기존터널 라이닝이 밀려올라가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굴진면 전방 20 m 내외에서 천단침하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Class Ⅲ(1) (b) Class Ⅲ(2)

Fig. 5. Crown settlement of existing tunnel in class Ⅲ

Fig. 6. Uplift of lining of existing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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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이 진행될수록 융기량이 점점 감소하여 침하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반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침하량의 증가가 융기량의 증가보다 크게 나타난다.

4.1.2 굴착길이에 따른 거동 분석

Pre cutting의 굴착길이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Ⅴ등급지반에서 굴착길이를 다르게 하여 총 연장 40 m의 

터널을 확폭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최대 굴착길이는 실제 시공에서 Pre-cutting의 두께와 

시공성을 고려하여 2 m로 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굴착길이를 1 m와 2 m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Ⅴ등급(3)지반에서의 기존 1차로 터널을 확폭할 경우, 굴착길이에 따라 발생하는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를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7(a)와 Fig. 7(b)에서 보이는 것처럼, 0 m 지점에서 동일하게 굴착이 2 m진행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천단침하가 각각 1.63 mm와 1.36 mm가 발생하였고, 굴착이 20 m까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천단침하는 각각 4.86 mm, 4.50 mm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확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천단침하는 두 경우 모

두 동일하게 5.00 mm로 나타났다. 1차로를 3차로와 4차로로 확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발생하

는 천단침하는 각각 10.30 mm와 14.70 mm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2-lane with 2 m-span (b) 2-lane with 1 m-span

(c) 3-lane with 2 m-span (d) 3-lane with 1 m-span

Fig. 7. Crown settlement of the enlarged tunnel according to excavation span in class 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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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4-lane with 2 m-span (f) 4-lane with 1 m-span

Fig. 7. Crown settlement of the enlarged tunnel according to excavation span in class Ⅴ(3) (continued)

굴진길이를 짧게 할수록 시공 중에 발생하는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크기는 매우 

미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폭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천단침하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re-cutting

의 굴착길이는 확폭터널의 거동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확폭터널에서 발생하는 천단침하와는 달리 기존터널은 Pre-cutting의 굴착길이에 대한 영향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8은 Ⅴ등급(3)지반에서 1차로 터널을 2차로, 3차로, 4차로로 확폭할 경우 발생하는 기존 1차로 

터널의 천단침하를 보여준다. 1차로에서 2차로로 확폭하는 경우를 보게되면, 2 m의 굴진길이로 확폭을 수행할 

경우 최대융기량과 최대침하량은 각각 0.45 mm와 0.41 mm로 나타났으며, 굴진장을 1 m로 수행할 경우 최대융

기량은 0.02 mm, 최대침하량은 0.42 mm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8(a), 8(b)). 1차로를 3차로와 4

차로로 확폭하는 경우에서도 동일한 현상일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굴착길이를 짧게 하여 확폭

을 수행할 경우, 기존터널에서 발생하는 천단부 융기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나, 침하량의 증가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 2-lane with 2 m-span (b) 2-lane with 1 m-span

Fig. 8. Crown settlement of the existing tunnel according to excavation span in class 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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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lane with 2 m-span (d) 3-lane with 1 m-span

(e) 4-lane with 2 m-span (f) 4-lane with 1 m-span

Fig. 8. Crown settlement of the existing tunnel according to excavation span in class Ⅴ(3) (continued)

4.1.3 기존터널의 크기에 따른 거동 분석

기존 1차로, 2차로, 3차로 터널을 1개차로 확폭함에 따라 발생하는 천단침하를 이용하여 기존 및 확폭터널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는 중간점인 20 m지점에서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침하의 변화

를 기존터널의 크기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기존터널의 경우는 각각의 크기별 기존터널의 1-Cycle부터 40-Cycle 

중 1-Cycle, 20-Cycle, 38-Cycle에서 발생하는 천단침하를 비교하였다.

Ⅴ등급과 풍화암지반에서 기존터널을 1개 차로 확폭 시 발생하는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를 Fig. 9에 나타내었

다. Ⅴ등급 조건에서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는 확폭이 완료된 거리가 20 m이전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지만, 

20 m를 넘어가게 되면서 각 케이스별로 천단침하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9(a), 9(c), 9(e)). 

기존 1차로를 확폭하는 경우에서 천단침하가 발생경향이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3차로를 확폭하는 경우가 

가장 완만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경우에서 굴착단면은 거의 동일 하였으나, 

최종적인 천단침하는 3차로를 확폭하는 경우가 가장 적게 발생하였고 1차로를 확폭하는 경우와 2차로를 확폭하

는 경우에 발생하는 침하량은 거의 동일하였다. 이는 기존터널의 크기가 클수록 주변지반에 전해지는 굴착에 의

한 영향이 넓은 범위로 분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Ⅰ등급에서 Ⅳ등급조건에서도 Ⅴ등급조건과 

동일한 거동을 보여주었지만, 풍화암조건에서 발생하는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는 Fig. 9(b), 9(d), 9(f)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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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다른 거동을 보여주었다. 1차로 터널을 확폭하는 경우에서 침하량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기존터널의 

크기가 클수록 침하량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Ⅴ등급 이하의 지반에서는 지반거동이 

탄성계수 외의 요인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a) Class Ⅴ(1) (b) Weathered rock (1)

(c) Class Ⅴ(2) (d) Weathered rock (2)

(e) Class Ⅴ(3) (f) Weathered rock (3)

Fig. 9. Crown settlement of the enlargement tunnel in class Ⅴ and weathered rock when expanding one lane

Ⅴ등급과 풍화암조건에서 발생하는 기존터널의 천단침하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a), 10(c), 10(e)에서 

보이는 것처럼 Ⅴ등급지반에서는 지반의 탄성계수가 감소할수록 침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터

널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1-Cycle에서는 거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20-Cycle과 38-Cycle에서의 천단침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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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기존 2차로 터널을 확폭할 경우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1차로 터널을 확폭할 경우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

였다. Ⅰ등급에서 Ⅳ등급까지의 지반에서 모두 동일한 거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Fig. 10(b), 10(d), 10(f)에서 보

이는 것처럼 풍화암조건에서는 다른 거동을 보여주었다. 기존 2차로 터널을 확폭하는 경우에서는 지반의 탄성계

수가 감소하더라도 침하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이외의 경우에서는 탄성계수의 감소에따라 침하량이 감소하

다 융기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 Class Ⅴ(1) (b) Weathered rock (1)

(c) Class Ⅴ(2) (d) Weathered rock (2)

(e) Class Ⅴ(3) (f) Weathered rock (3)

Fig. 10. Crown settlement of the existing tunnel in class Ⅴ and weathered rock when expanding one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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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반등급에 따른 최대변위 비교 분석

Ⅰ등급에서 풍화암에 이르는 지반조건에서, 각각의 확폭 케이스에 따른 기존 및 확폭 터널의 최대 천단침하를 

비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굴착부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융기량과 최대 천단침하를 비교하여 지반등급에 따

른 거동을 분석하였다.

모든 확폭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기존터널과 확폭터널의 최대 천단침하는 Fig. 11과 같다. 모든 확폭 케이스에서 

지반의 탄성계수가 5,000 MPa 내외에서 기존터널의 천단침하와 확폭터널의 천단침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Ⅲ등급 이상의 지반조건에서는 기존터널과 확대단면의 크기와 상관없이 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a) From 1-lane to 2-lane (b) From 1-lane to 3-lane

(c) From 1-lane to 4-lane (d) From 2-lane to 3-lane

(e) From 2-lane to 4-lane (f) From 3-lane to 4-lane

Fig. 11. Maximum crown settlement of existing and enlarged tunnel by enlargement according to groun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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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탄성계수가 감소함에 따라 천단침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풍화암조건에서 발생

하는 천단침하는 Ⅰ등급에서 Ⅴ등급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11(d)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3차로를 확폭하는 경우에는 Ⅴ등급 이하의 조건에서

는 천단침하의 크기가 역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1(f)). 이러한 현상들은 Ⅴ등급 이하의 지반조건에서

는 탄성계수 이외의 요인이 천단침하 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반등급에 따라 터널 확폭 시 확폭터널의 천단에서 발생하는 최대 침하량과 굴착부에서 발생하는 최대 융기

량를 Fig.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터널을 3차로로 확폭하는 Fig. 12(b)와 12(d)경우와 기존터널을 4차로로 

확폭하는 Fig. 12(c), 12(e) 그리고 12(f)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굴착부의 융기량은 굴착단면의 크기와는 상

관없이 확폭터널의 크기에 따라 거의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굴착부에서의 융기는 지반의 탄성계수

(a) From 1-lane to 2-lane (b) From 1-lane to 3-lane

(c) From 1-lane to 4-lane (d) From 2-lane to 3-lane

(e) From 2-lane to 4-lane (f) From 3-lane to 4-lane

Fig. 12. Maximum crown and bottom displacement of enlarged tunnel by enlargement according to groun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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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00 MPa 이상의 조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이하의 탄성계수를 가진 지반조건에서는 굴착부의 융

기량이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량보다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반의 탄성계수가 대략 2,000 MPa 전

후로 굴착부의 융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Ⅳ등급 이상의 지반조건에서는 굴착부의 융기가 비

교적 안정적이나, Ⅴ등급 이하의 지반조건에서는 굴착부의 융기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Mohr-Coulmb 모델을 사용할 경우 특별한 경계조건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실제보다 과다하게 융기되

는 현상이 나타기 때문에(Kim, 2006; Lee at el., 2020b),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Mohr-Coulmb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터널 확폭에 있어서 Pre-cutting 공법을 적용할 경우, 지반 및 터널의 거동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반등급과 기존 및 확폭터널을 변수로 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및 확폭터널에서 

발생하는 천단침하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터널과 지반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는 확폭이 진행됨에 따라 시점부에서 크게 발생하고 종점부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나, 확폭이 완료 되면 모든 지점의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터널의 경

우 굴진면 전방 5 m 내에서 융기가 발생하며, 이는 굴착부의 지반융기에 의해 기존 터널 라이닝이 밀려올라가

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Pre-cutting의 굴착길이를 1 m와 2 m로 수행한 결과, 확폭터널의 천단침하는 굴착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터널의 경우, 굴착길이가 짧을수록 천단에서의 융기를 방지하는데 효과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터널 확폭에 있어 기존터널의 크기가 클수록 확폭터널의 천단침하가 작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터널의 크기가 클수록 굴착에 의한 영향이 넓은 범위로 분산되어 주변지반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4. 지반의 탄성계수에 따른 각각의 최대 천단침하를 분석한 결과, Ⅳ등급 이하의 지반조건에서 기존 및 확폭터널

의 천단침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터널 확폭에 있어 Ⅲ등급 이상의 지반조건에서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Ⅲ등급 이하의 지반조건에서 기존 및 확폭터널에 발생하는 천단침하량보다 굴착부에서 발생하는 융기량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ohr-Coulomb 모델의 한계에 의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보

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추후의 연구에서 다양한 모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6. 기존 및 확폭터널의 천단침하에 의한 거동을 분석한 결과, Ⅳ등급 이상의 지반조건에서 보여지는 거동은 동일

하였다. 하지만 Ⅴ등급 미만의 지반조건에서는 상이한 거동을 보여주었다. 이는 Ⅴ등급 미만의 조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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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계수 외의 요인이 지반거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Ⅴ등급 이하의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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