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주에쯔 지진에 의한 터널구조물의 피해 사례 연구일본 주에쯔 지진에 의한 터널구조물의 피해 사례 연구일본 주에쯔 지진에 의한 터널구조물의 피해 사례 연구일본 주에쯔 지진에 의한 터널구조물의 피해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Damages on Tunnel StructureA Case Study of Damages on Tunnel StructureA Case Study of Damages on Tunnel StructureA Case Study of Damages on Tunnel Structure

due to Chuetsu Earthquakedue to Chuetsu Earthquakedue to Chuetsu Earthquakedue to Chuetsu Earthquake

박시현 윤홍준 오영석 신용석* ** *** ****

Park, Si Hyun Yoon, Hong Joon Oh, Young Seok Sin, Yong Seok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Because of Chuetsu earthquake of magnitude 6.8 caused by unfavorable geologic structure and fault activity,

various civil structures including Sinkansen superexpress railway were damaged. Currently, In many organizations

in Japan, the reason and the degree of the damage of structures have been cautiously investigated using field

survey, aerial photograph survey, as well as ordinary monitoring system, installed ahead of Chuetsu earthquake.

In this study, a case study of damaged structures classified by structural type was reviewed using various

kinds of reports which were given after Chuetsu earthquake. Especially, the detailed review for damaged tunnels,

classified by load tunnel and railway tunnel, was conducted. As the results, the damage of tunnel can be caused by

ground movement and geologic structure with faults which are impossible to identify through surface survey.

Therefore, geologic and geotechnical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ground must be considered with conventional

examination of tunnel lining structure when the detailed safety examination on maintenance work of tunnel take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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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년 월 일 시 분경 일본 니이가타현 주에쯔 지방 북위 도 동경 도 을2004 10 23 17 56 , ( ) ( 37.3 , 138.8 )中越
진앙으로 하는 규모 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주에쯔 지진으로 알려진 이번 지진의 특징은 지반재해로6.8 . ,
대변될 만큼 심각한 지반피해가 무수히 발생하였으며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피해복구의 어려움과 복,
구 시간에 많은 지체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본의 자존심으로도 표현되는 신칸센이 운영된 지 처음으로. ,
운행 중에 선로에서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토목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피해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지진발생 이전부터 이미 지진발생 예
상구간으로 선정되어 여러 곳에 지진계를 매설하여 계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계측결과를
많이 확보하게 되어 지진발생에 의한 영향을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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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를 토대로 지진 발생 후 년이 훨씬 지난 현재에도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1 .
본 고에서는 지진 발생 후 차 조사에 의해 보고된 각종 자료 를 토대로 터널구조물을 철도1 [1,2,3,4,5,6]
및 도로터널로 구분하여 변상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터널 변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의 거동으로는 지표면에서의 사면붕괴와 지중 변형을 유

발시키는 단층부의 전단변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반거동은 항공사진 등에 의해 파악되기도 하지.
만 때로는 항공사진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지반 거동에 의해서도 심각한 터널 변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진에 의해 발생한 터널 변상은 지반거동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터널 구조체의 변상조사만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사면붕괴와 터널의 위치관계에 대한 상관성 및
터널 구조체 주변의 취약 지질구조대 파악과 이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진 개요지진 개요지진 개요지진 개요2.2.2.2.

지진발생지의 지질구조지진발생지의 지질구조지진발생지의 지질구조지진발생지의 지질구조2.12.12.12.1

주에쯔 지진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가시야마 구릉지 남부 우오누마 구릉지 북부의 지하1 ~
약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 여진 분포 지각변동 등의 조사결과로부5 ~ 20km , ,
터 무이까단층 또는 이와 평행한 단층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주에쯔 지진 발생지역의 지질 구조도

이 지역에서의 단층은 북북동 남남서를 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이와 동일한 주향을 가~ ,
지는 서쪽 및 동쪽으로 경사진 역단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가시야마 및 오우누마 구.
릉지는 북북동 남남서 주향의 시바타 코이데 구조선 의 서쪽에 위치하며 신생대 제 기 약, ~ [ - ] , 3 ( 2,400　



만 만년전 제 기 약 만년전 이전 지층이 수 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동쪽의~ 180 ) ~ 4 ( 180 ) km . ,
에찌고 산지 측에서는 신생대 제 기의 해성층은 거의 분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바타 코이데 구[ ] 3 . , -
조선은 무이까마찌 분지에서 니이가따현 북동부의 시바타 부근까지 연속되어 있지만 만년, , 2,000 ~

만년 전에 우리나라 동해방향에서부터 확장되면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북서측 구릉지 이 침하하는1,500 , ( )
정단층으로서 동쪽의 육지부와 서쪽의 바다부분의 경계이다 이 정단층은 상하에 수천 미터 이상의 낙, .
차를 형성하여 침강측에는 두꺼운 해성층이 퇴적하였다 그 후 만년 전에는 동서방향으로 다시 압축, . 200
응력장이 발생하여 정단층이 다시 역단층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현재에까지 계속되고 있,
다 이러한 역단층의 운동에 의해 비교적 연약한 상부의 신생대 제 기 제 기에 퇴적한 해성층이 크게. 3 , 4
습곡을 받아 히가시야마 및 우오누마 구릉지가 형성된 것이다, .
금번 지진은 이들 구릉지의 하부에서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구릉지를 융기시키려는 지각변동의 하나로,

판단되는데 대체로 이 지역의 역단층의 형태는 복잡하며 이는 상부를 덮고 있는 신생대 기의 지층의, , 3
습곡구조에도 반영되어 습곡축의 휘어짐이나 불연속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번 지진의 진원지역은 서, .
쪽으로 기울어진 역단층으로부터 동쪽으로 기울어진 역단층에 지질구조가 변하는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구릉지 내의 습곡구조 및 진원지역의 단층 형태 또한 복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것이 많은 수의 여진을 발생시킨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진 단층지진 단층지진 단층지진 단층2.22.22.22.2

지진단층으로 판단되는 지표의 손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들 위치는 그림 에 나타낸 바와, 1
같다 이들 위치 중에는 연장 이상의 연속적인 단층들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지표면에서는 압축성. 1 km ,
파괴형태의 손상이 조사되었다 그림 는 코비라오 지역 의 서쪽 구릉지에서 지진단층 그림의. 2 [ ( ) ] (小平尾
화살표 을 바라보면서 찍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

압축 변형을 동반한 지표면의 손상이 두드러졌다.ㅇ
지표손상의 형태는 거의 남북 방향으로 띠형상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ㅇ
수평방향으로의 단축양은 대략 이하로 나타났다10 cm .ㅇ
지표면의 단차는 정도로 서쪽 지반이 더 높게 나타났다10 ~ 15 cm .ㅇ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지진단층의 일례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진원지의 위치 및 파 속도 분포도P



지진 기록지진 기록지진 기록지진 기록2.32.32.32.3

니이가따현 주에쯔 지방에서는 각 기관에서 설치한 다수의 관측소와 지진계를 통해 매우 중요한 관측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진계를 설치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기상청 니이가따현 방재과학연구소. , , , ,
일본도로공단 동일본 등이며 진원지 일대에 설치된 관측소와 관측값들은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으, JR 3
며 이들 계측결과 등을 토대로 동경대학교 연구그룹, 3)에서는 여진분석을 통한 진원지 파악을 주목적으,
로 하여 다음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림 는 동경대학교 연구그룹에서 추정한 진원지 분포와 파속도 분포를 함께 나타낸 단면도로서4 P ,

이 그림에는 그림 에서 언급한 코비라오 단층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1 ( ) .小平尾
이 그림으로부터 지진의 진원지가 지표에서 비교적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서쪽으로 급경사를 이,

루며 약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면과 이의 동쪽에 위치하며 이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5 km ,
는 저각의 한 개의 면을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지진의 진원은 서쪽으로 경사진 두개의 면 중에서 서쪽에 위치한 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면은,

얕은 부분에서 코비라오 단층 근처 즉 지표에 지진단층이 나타난 주변으로 연장되어 있다, , .
파 속도의 불균질성은 여진분포를 경계로 하는 서쪽으로 경사진 부분을 포함하여 남동쪽 측에서 고P ,

속도 북서쪽 측에서 저속도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지질학적으로 추정되는 기반구조와 일치하고 있다, , .
이러한 횡방향의 불균질성이 깊이 를 넘어서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10 km .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진원지 일대의 관측치 분포



효고현 남부 지진시 관측기록과의 비교효고현 남부 지진시 관측기록과의 비교효고현 남부 지진시 관측기록과의 비교효고현 남부 지진시 관측기록과의 비교2.42.42.42.4

금번 관측기록을 년 효고현 남부 지진의 대표적인 지진동 기록과 비교해 보았다 그림 는1995 . 5 1995
년 효고현 지진시의 고베해양기상대 녹색파선 와 타카토리역 흑색파선 의 계측결과를 금(KOB, ) JR (TKT, )
번 지진시의 가와구찌마찌지역 청색실선 과 오지야지역 적색실선 의 계측결과와(JMA-KWG, ) (NIG019, )
함께 응답스펙트럼과 속도파형에 대한 비교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a) (b) .
진도 에 상당하는 오지야 기록은 효고현 남부지진시의 효고해양기상대 기록의 거의 전 주기7 NIG019 ,

에서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효고현 남부 지진시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킨 타카. JR
토리역 기록과 비교하면 응답속도 최대치는 거의 동등하지만 그 주기는 타카토리역에서는 약 초, , JR 1.2
와 약 초인데 비해 오지야지역에서는 초로 나타났다 한편 가와구찌마찌 기록에서 최대 응답속도도2 0.7 .
타카토리역과 거의 동등하며 그 최대 주기도 약 초로서 타카토리역 기록에서 약 초에서의 최대JR 1.2 JR 2

치를 무시하면 거의 동등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스펙트럼 속도 파형(a) (b)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효고현 남부 지진시의 기록과 비교

터널구조물의 피해사례터널구조물의 피해사례터널구조물의 피해사례터널구조물의 피해사례3.3.3.3.

피해현황피해현황피해현황피해현황3.13.13.13.1

주에쯔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죠에쯔 신칸센 죠에쯔센 호쿠에쯔 급행철도선 국도 호선 국도, , , 17 , 117
호선 간에쯔 자동차도로 등의 주요 간선이 서로 혼재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에는, . 6
이들 주요간선을 표시하고 있는데 쬬에쯔 신칸센은 다행히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
나 신칸센 영업 이후 처음 발생한 탈선 사고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한편 도로의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한 일 야간에 지방 직할국도 개소를 통행중지 그 후에 개소23 13 ( 4

추가 시켰으며 보조국도 개소 현도로 개소등 모두 개소를 그 이후 전면 통행 중지시켰다 지) , 59 , 157 233 .
진 발생 후 신속한 응급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강한 여진이 계속되어 지진발생 후 일이 지나서도4
강한 여진에 의한 도로 함몰이 계속 발생하여 국도 호선을 추가로 통행 정지시킬 수밖에 없었다8 .
일반적으로 지반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한 내진성이 뛰어난 것으로 여겨져 왔던 터널구조물에도 비교

적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장에서는 철도터널과 도로터널을 구분하여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 주에쯔 지역의 주요 간선 위치도

철도터널 피해사례철도터널 피해사례철도터널 피해사례철도터널 피해사례3.23.23.23.2

죠에쯔 신칸센 터널(1)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는 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터,

널 구조물에서도 지역에 따라 피해가 심하게 발생한 터널과 심하지 않은 터널로 구분되어진다 본 고에.
서는 이 가운데서 비교적 피해가 심한 우오누마 터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魚沼

터널 현황ㅇ
터널명 우오누마 터널- :
터널 연장 복선 철도터널- : 8.624 km,
준공 년 월 초기 공법- : 1984 3 ( NATM )

피해 현황ㅇ
최대 변상은 동경방향 갱구부에서 진입한 지점의 상행선측 아치부 라이닝 콘크리트의 박- 2.4 km
락 그림 박락 블록 한 변의 길이가 전후로 상당히 큰 편임( 7a), 1 m .
박락된 블록은 아치부에서 탈락되었으며 지보공의 형강과 이음볼트 사이의 블록이 빠져 배면지- , H
반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임.
이 지점에서 동경방향으로 약 떨어진 지점에서는 노반 콘크리트 및 궤도 슬래브가 솟아오름- 6 m
그림( b).
하행선에서 노반이 솟아오른 곳은 이 지점에서 다시 동경방향으로 약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 5 m .
콘크리트 박락위치에서 니이가따 방향으로 약 떨어진 지점의 중앙통로 하면에서는 터- 20 ~ 30 m
널 횡방향 단면에 대해 약 도의 균열 발생 그림50 ~ 60 ( c).
이 균열의 연장선 위에서 노반 콘크리트에 변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지점에서 동경방향으로 향하는 중앙통로의 측벽이 정도 우측으로 어긋나 있음- 2~3 cm .



상행선 콘크리트 박락 노반 콘크리트 솟아오름 중앙통로 하면의 균열(a) (b) (c)
그림그림그림그림 7.7.7.7. 우오누마 터널 동경방향 갱구에서 부근의 피해2.4 km

원인 분석ㅇ
공사지에 의하면 터널중앙부 부근에서 배사구조 지층의 축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 ,
기점방향과 종점방향에서 도의 정도의 완만한 경사지층이 존재하고 있고 상기의 손상 지- 40 ~ 20 ,
점에서는 신생대 제 기층이 출현3 .
따라서 거의 터널 직하부에 지진의 진원이 위치하고 있어 라이닝 콘크리트의 대규모 붕락과 노반- , ,
콘크리트의 솟아오름이 진원단층 역단층 에 의한 터널 축방향으로의 압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됨.

죠에쯔선 철도 터널(2)
에노키토오게 터널( )榎峠ㅇ
단선병렬 철도터널-
그림 의 좌측사진의 동경방향 갱구 좌 가 갱구부 암반 붕괴로 인해 거의 막힘- 8 ( ) .
붕락된 암괴가 갱구에서 수 까지 밀려나 있음 우측 그림- m ( ).
붕락된 암괴를 철거하여도 상부 암괴가 계속해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사면 보호 대책이 필요- .

그림그림그림그림 8.8.8.8. 붕락암괴에 의해 하행선 갱구 폐색 현황

텐노우 터널( )天王ㅇ
사면붕괴 지반 활동 에 의해 철도 노선 피해 발생- ( ) .
지반활동으로 인해 갱문 및 라이닝 콘크리트 균열 발생- .



사면활동에 의해 주저앉은 철도노선 터널 내부 좌측벽의 손상(a) (b)
그림그림그림그림 9.9.9.9. 텐노우 터널의 피해 현황

우시가시마 터널( )牛 島ヶㅇ
갱문 옹벽의 블록이 전방으로 밀려나옴- .
터널 본체의 갱구부 스팬이 전방으로 경사지거나 이동되어 안쪽 스팬과의 사이에 간극이 발생- .
터널 상부의 토사가 낙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부 지표에 함몰 발생- .

갱구부 갱문 피해 콘크리트 스팬이음부 손상(a) (b)
그림그림그림그림 10.10.10.10. 우시가시마 터널의 피해

호쿠에쯔 급행 철도선(3)
토오까마찌 터널( )十日町ㅇ
터널현황터널현황터널현황터널현황 ::::
개착터널 구조 년부터 년간 공사 지하수위는- (RC ), 1973 2 , 1 ~ 2 m
터널 높이 폭 상부슬래브 벽체 하부슬래브- 6.83 m, 6.15 m, / 55 cm, 60 cm
토피고 토류판 터널외면간격 터널하부지반은 치- : 3 ~ 11 m( ~ 40~50 cm), N 40~50
토오까마찌역에서 약 떨어진 지점에서 터널구간이 시작되며 터널연장- 300 m 1.7 km
완만한 곡선으로 서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다음에 지상으로 연결됨- .
오거를 이용하여 먼저 엄지말뚝을 설치하고 벤토나이트로 공벽 보호-
토류판 배면에는 시멘트 밀크팩을 이용하여 공극을 완전히 메움- .
터널 측면에는 모래를 이용한 물다짐 실시- .
터널 상부에는 굴착토로 되메움하였으며 되메움시 층을 나누어 정밀 시공 실시- , .
따라서 함몰의 가능성이 없는 시공을 실시- .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11.11. 토오까마찌 터널의 위치도 및 단면

피해상황피해상황피해상황피해상황 ::::
터널 상부의 건물 동 중에서 적어도 동이 기울거나 주택기초부 균열 발생- 33 19 , .
터널 직상부에서 띠 형상의 함몰 피해 발생- .

원인분석원인분석원인분석원인분석 ::::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세 번의 큰 지진 발생하였으며 번째 지진이 가장 켰다고 함 이로부- 1, 3 .
터 손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지진으로 인해 터널 측면 모래지반에서 가벼운 액상화 발생 과잉간극수압 발생- →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이 끝나지 전에 다시 번째 지진이 발생하여 터널 측면 및 상부 포화지반3→

이 액상화 상태로 발전하거나 지반 침하가 발생.
터널 측면의 채움 모래에서 액상화가 발생하여 상부 되메움토가 침하된 것으로 추정- .
지표조사로부터 터널 직상부에 띠 형상의 함몰이 발생한 것을 확인- .
터널 축에 평행한 방향의 노면 변상 균열 건물의 경사 등이 확인- ( ), .
그림 와 같이 띠 형상의 함몰부의 한쪽에 건물이 놓여 있는 경우에는 함몰 방향으로 건물이 경- 12
사짐.
터널 상부 토피고가 약 인 경우에 정도의 침하가 발생 압축률은 약 정도 이러한- 3m 10cm ( 3% ,
형태의 터널 피해는 매우 드문 현상).

그림그림그림그림 12.12.12.12. 띠형상의 지표 함몰과 기울어진 건물

도로터널 피해사례도로터널 피해사례도로터널 피해사례도로터널 피해사례4.34.34.34.3

기자와 터널(1) ( )木沢
터널 현황ㅇ
터널명 기자와 터널 차선 도로터널- : , 2
연장 터널 폭 높이- 305 m, 9.5 m, 6 m
지질구조는 사암층과 이암층으로 구성-
사암층 두께 경사는 남동방향으로 도 정도 그림( : 2m, 15 ~ 20 : 14).



그림그림그림그림 13.13.13.13. 터널 위치도 및 사진촬영 방향 그림그림그림그림 14.14.14.14. 터널 상부사면 붕괴 및 지질구조

피해현황ㅇ
가지 형태의 변상이 발생- 2 .
북측 갱구에서 구간과 북측 갱구에서 구간으로 구분됨- 30 ~ 80 m 100~307 m
총연장보다 길게 측정된 이유는 지반의 변형에 의해 터널이 신장( ).
형태의 파괴- A :
동쪽방향으로의 지반 활동에 따른 파괴 그림. ( 15).
북측갱구에서 에서의 내공단면 계측 그림 북쪽을 바라보고 측정. 51 m, 55 m, 59 m ( 16, ).
내공단면 계측 중에서 하나는 변상이 발생하지 않은 북측갱구에서 지점의 계측값과 함께. 100 m
표시.
터널이 동쪽으로 크게 변형 이동 되었음. ( ) .
형태의 파괴- B
그림 의 터널 횡방향 균열과 이음부 개구 발생 그림 의 파선. 17 ( 13 B).
그림 은 이음부나 균열의 개구를 북측갱구에서부터의 거리에 대해 표시. 18 .
개구균열은 터널의 남쪽부에 더 많으며 계측된 개구의 총합은. 89 cm
그림 는 터널 축선의 고저차 남측갱구 지점을 기준. 19 ( 307 m )

구간에 불연속적인 고저차가 발생. 125 ~ 300 m .
원인분석ㅇ
그림 상부 점선 는 기존에 발생한 지반활동의 흔적으로 추정한 선- 13 A
지표에는 기존에도 지반활동이 발생 그림 의 사진 상부 하였음- ( 14 ) .
그림 의 점선 는 금번 지진에 의한 파괴선- 13 B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볼 때-
형태의 파괴는 지반의 활동에 의해 터널 라이닝에 강한 힘이 작용한 경우의 파괴로 추정되며A ,
형태의 파괴는 터널 축방향의 신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B .

북측갱구 서측벽부 전단 북측갱구 동측벽부 압좌(a) ( ) (b) ( )
그림그림그림그림 15.15.15.15. 북측갱구의 좌우측벽에 발생한 변상



그림그림그림그림 16.16.16.16. 내공단면 계측 결과 그림그림그림그림 17.17.17.17. 터널 횡방향 균열 폭 측정

그림그림그림그림 18.18.18.18. 터널연장에 대해 이음부 및 균열의 개구폭 그림그림그림그림 19.19.19.19. 터널 축선의 고저차

시오타니 터널(2) ( )塩谷
터널현황ㅇ
차선 도로터널 북서 남동방향- 2 , ~
북서갱구부는 사암과 이암의 호층지반에 위치 지표 풍화 정도가 심함- , .
터널 시공된 지반 내부 지층면의 경사는 도 전후로 상당히 높다- 70 .

피해현황ㅇ
터널 그 자체는 퇴적암 속에 위치하여 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음- .
터널 갱구 근처의 계곡부에서 토사유동이 발생한 흔적이 발견 그림- ( 20).
갱구부보다 약 정도 높이에서 경사 도 정도로 토사가 유동한 것으로 보임- 70 m 25 .
이 토사는 터널 갱구부의 남쪽 라이닝측면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해 흙이 튄 자국도 발견됨 그림- , (
21).

토사 유동에 대한 검토ㅇ
벽면의 흔적으로부터 그림 토사유동이 발생한 두께는 약 흙 튀김은 토사보다도- ( 21) : 1m, 2.8 ~

에 달함3.0 m .
토사류 속도 구하기 질량 속도 인 토사가 견고한 터널 벽에 부딪혀 속도가 이 되는 것을- : m, v 0
생각하여 운동에너지가 모두 위치에너지로 변환 된 것으로 가정, .
토사류 속도는 이상이 됨- 5 m/s .
또한 운반된 식생상태 등을 토대로 토사류의 속도를 살펴본 기존에 발표된 연구사례- 7)에서는 토사
류 중심부의 속도가 단부에 비해 약 배 정도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2 ,
로 살펴보면 토사류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를 짐작할 수 있음.



그림그림그림그림 20.20.20.20. 북서방향 갱구에서의 토사류 흔적 그림그림그림그림 21.21.21.21. 토사류가 갱문에 남긴 흔적

하구로야마 터널(3) ( )羽黑山
터널현황ㅇ
그림 는 터널 주변의 항공사진과 지형도를 나타냄- 22 .
터널은 동서방향으로 놓여져 있음- .
연장 내공폭 높이 의 도로터널 인버트 콘크리트는 없음- 506 m, 5.6 m, 5.2 m , .
재래식 공법 측벽도갱 선직굴착공법 년 월 준공 도로포장 두께- ( ), 1967 10 . 20 cm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22.22. 하구로야마 터널의 위치도

피해현황ㅇ
동서 갱구에서 약 범위에 원주방향 축방향 경사방향의 균열발생 측벽 밀려나옴 포장 콘- 10 m , , . .
크리트의 터널축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의 좌굴 등이 발생.
서쪽 갱구에는 대규모 사면 붕괴 발생하여 붕괴 토사가 갱구까지 도달- .
동쪽 갱구에서는 지반 활동에 의해 상부토사가 갱구부에 까지 밀려 내려옴- .
그림 는 서쪽갱구의 남쪽 측벽의 피해 상황 원주 및 경사방향의 균열 발생 측벽의 약- 23(a) : .

정도가 내부로 밀려들어 왔음 콘크리트 탈락 발생 도로바닥에 떨어진 콘크리트는 크라운10cm . .
직하부와 원주방향 균열의 직하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그림 는 서쪽갱구의 북쪽 측벽의 피해상황으로 측벽이 내부로 약 정도 밀려들어온- 23(b) 20 cm
상태 따라서 갱구 부근에서 수평방향으로 최대 약 정도 압축변형이 발생 측방 토압이 크. 30 cm .
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는 동쪽 갱구부근의 도로면 및 측벽 콘크리트의 피해상황- 24(a)
도로포장이 도로 중앙에서 좌굴되어 상부로 크게 들려 올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최대량은 약- 50

정도~ 70 cm
이를 이용하여 터널 폭의 줄어든 양을 추정해 보면 약 정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5 ~ 8 cm .
이는 도로포장부에 대해 터널축 직각방향으로 큰 압축력이 작용한 것을 의미.
도로 노면에는 크고 작은 콘크리트가 많이 탈락되어 있으며 이들은 크라운 직하부와 원주방향의- ,
균열 직하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림 에는 동쪽 갱구 부근의 아치 콘크리트를 터널 내부에서 갱구를 향하여 촬영한 것 터널- 24(b) .
크라운 좌우측에 터널 축방향으로 폭 약 의 콘크리트의 탈락 흔적이 압좌에 의한20 ~ 40 cm ( )
보인다.

남쪽 측벽의 피해 북쪽 측벽의 피해(a) (b)
그림그림그림그림 23.23.23.23. 서쪽 갱구부에서의 피해 상황

도로 노면 피해 천정부의 피해(a) (b)
그림그림그림그림 24.24.24.24. 동쪽 갱구부에서의 피해 상황

원인분석ㅇ
상기의 결과를 토대로 터널 연장에 대해 동 서 갱구부를 비교해 보면 아치 크라운부의 좌굴 인버- , ,
트부의 좌굴 변형 등이 모두 동쪽 갱구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쪽 갱구부에서는 아치부 콘크리트 라이닝에 폐합균열이 많이 발생한 상태이며 일부에서는 폐합-
콘크리트가 아래로 떨어질 듯한 변상이 발생이 한 것도 보였다.
갱구부의 주변지반 상황과 터널 상부 지반에 대한 현장 답사 조사를 실시- , .
그림 는 서쪽 갱구의 남쪽 상부 사면의 붕괴 상황을 나타낸 것이며 중앙부 폭 사면연- 25(a) 60 m,
장 경사 도 활동면의 깊이는 약 정도이다 이를 이용하여 붕괴토사량을 추정하며200 m, 30 , 15 m .
만18 m3이 된다 붕괴토사는 사면 하단에서 최대 약 이동하여 갱구에 까지 도달하였으며. 150 m



갱구부는 이러한 붕괴토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는 터널 동쪽갱구 주변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상부 지반의 활동에 의해 터널 상부 토사- 25(b)
가 갱구까지 밀려난 상황이다 동쪽 갱구부의 터널 상부지반에 대한 현장 답사결과 사면의 중간. ,
부분에 많은 수의 개구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개구균열 폭의 합은 약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1 m
다 또한 수 에서 최대 까지의 단차도 조사되었으며 그림 는 이러한 단차의 일. 10 cm 1.5 m 25(c)
례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지반 활동면이 지하 심부에까지 잠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의한-
영향으로 터널에 변상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지표변상은 서쪽갱구에서와 같이 항공사진에 의해서는 판독 불가능하지만 터널 구조체-
에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서쪽갱구 남측사면붕괴 동쪽갱구 주변상황 동쪽갱구 상부 지반의 단차(a) (b) (c)
그림그림그림그림 25.25.25.25. 동쪽 갱구부에서의 피해 상황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일반적으로 터널 등의 지하구조물은 주변 지반과 함께 거동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반 변형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터널 구조체에 발생하는 변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금번 지.
진으로 인해 터널이 완전 붕괴되거나 부분적으로 완파된 곳이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일부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지반 붕괴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상이 크지 않은 거동에 의해서도 터널 구조물에는 심각,
한 변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에 발생한 변상의 파괴형태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터널축에 직각방(a)

향으로의 지반활동에 의해 라이닝의 횡단면 하중이 크게 증가한 경우와 터널 축방향의 지반활동에(b)
의해 터널의 신장이 발생하여 횡단균열 및 이음부 개구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터널.
라이닝에 발생한 변상이 지표에서 뚜렷하게 그 영향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지반내의 잠재적인 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진에 의해 터널에 발생하는 변상은 주변 지반의 거동에 크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진발생시 지표면에 뚜렷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구조체에 심각한 변상.
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 결과로서 터널위치에 존재하는 지반내부의 단층대 등 보이지 않는 취약,
지질구조대에 의한 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시 취약한 지질특성을 가지. ,
는 지반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터널 구조체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각종 터널 유지관리업무 정밀안전진단 등 시에 터널구조체 뿐만이 아니라 배면 지( )
반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질에 의한 피해정도를 예상하
여 지반변형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반 거동 예측 기술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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