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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of high-depth and large-section tunnel facilities has been increased lately. The 

purpose of the design is to avoid inference of existing facilities, enhance public relations and 

reducing the size of the station, which is advantageous for effective use of underground spaces. 

Diverse downtown tunnel experience, advanced excavation equipment, reinforcement methods, 

monitoring technologies and numerical analysis made the design possible.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design of high-depth and large-section tunnel facilities via 

Gimpo airport area of Deagok-Sosa railway BTL project of double-tracking.

1. 서론

근래 들어 도심지 통과 시 대심도 및 대단면 승강장 터널의 시설계획이 늘고 있는데 이는 기존시설물

과의 간섭을 피하고 민원 및 보상비절감, 지상 역사규모 축소 등에 있어 지하공간 활용이 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심지 터널공사에 대한 경험과 굴착장비, 보강공법, 계측기술, 수치해석 등의  

기술 발전으로 시공 전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면 터널은 

굴착단면의 규모로 인하여 굴착에 의한 지반교란 범위가 크고 지보재의 설치가 지연되어 아칭효과의 

감소와 이완하중의 증가로 터널 안정성에서 불리하며, 터널 막장은 천정부와 바닥부의 지층이 다를 

가능성이 매우 커서 막장자립 및 시공성이 저하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심도 대단면 1-Arch 터널 정거장의 설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

된 문헌분석과 주요 고려사항 및 안정성 평가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정거장 현황

DS01 정거장은 개착 3층+대단면 터널 정거장으로 기능실을 터널 내에 배치하여 개착이 최소화 하도

록 하였으며, 단일 환승 경사갱을 통한 동선의 단순화로 이용객의 편의성이 증대되도록 하였다.

대단면 터널 직상부는 김포공항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지상구조물로는 국내선 청사 및 

SKY PARK 등이 위치하고 있다. 지하 근접 구조물로는 지하철5호선, 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등의 주요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다. 지하정거장의 시공 심도는 최소토피고 52m의 연․경암 지반조건에 위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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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 시공된 지하철 사례를 검토한 결과 토사층 및 풍화대 구간이 깊고 상부 암반조건이 불량한 

지반상태에 대하여 계류장의 침하와 주변 구조물의 안정을 확보 할 수 있는 심도를 검토하여 고려한 

결과이다.

그림1. 정거장 현황                                    

3. 지반조사 및 시험

경제적이고 안전한 정거장 설계를 위해 지층 및 지질특성의 정밀 규명, 라돈 위해성, 장기 수위측정, 

GPR탐사 등 환경영향 및 지장물 대책 강구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추조사 외에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 시설로 인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대신 MASW탐사

를 실시하여 암반상태 및 동적특성을 파악하였다.

DS01 

정거장

그림2. 지질도                                    그림3. 암반등급 

과업구간은 흑운모편마암과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한강 수계의 영향에 의해 충적충이 넓게 

발달하고 있다. DS01 정거장의 기반암은 흑운모호상편마암을 관입한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시추조사 결과 지층조건은 풍화토가 15~26m로 다소 두껍게 분포하고 있으며, 천단 상부 및 터널통과 

구간은 RMR 30~75의 연․경암 구간에 위치한다. 3차원 지시크리깅 기법을 이용한 암반분류를 실시한 

결과 암반등급은 Ⅲ~Ⅳ 등급으로 평가 되었다.

변형특성 수리특성 초기응력

도표 1. 암반의 공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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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대단면터널의 특성

터널의 안전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가지의 암반특성은 도표 1과 같이 산정되었다. 기반암의 

변형특성은 6,840MPa 이었으며, 수리특성은 2.4×10-7m/s, AE/DRA 및 수압파쇄시험을 이용한 초기응력은 

1.03~1.74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4. 대단면 터널 사례 분석

4.1 대단면 터널 사례

국내에서 NATM으로 시공된 대단면 터널정거장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하철 6호선의 3개 정거장이 

시공 운행중에 있으며 그 특징은 도표 2와 같다. 굴착단면적 273~328m2, 최소토피고 18~30m, 지반조건

은 경암으로 대부분 양호한 암반내 저토피 터널 조건에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사평 정거장 창신 정거장 버티고개 정거장

․ 경암지층, 토피고 약 20m

․ 연장 : L=162.5m

․ 굴착단면적: 328m2

․ 편평율 : 0.67(B=24.0m, H=16.0m)

․ 경암지층, 토피고 약 18m

․ 연장 : L=67.5m(2-Arch : 62.5m)

․ 굴착단면적: 336m2

․ 편평율 : 0.72(B=23.3m, H=16.7m)

․ 경암지층, 토피고 약 30m

․ 연장 : L=136m

․ 굴착단면적: 273m2 

․ 편평율 : 0.62(B=23.5m, H=14.6m)

도표 2. 대단면 터널정거장 사례

4.2 대단면 터널의 특성

대단면 터널은 굴착단면의 규모로 인하여 터널의 안정성 문제와 작업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터널굴착단면 규모로 인하여 지반교란 

범위가 크며, 대심도라 하더라도 막장은 천단부와 바닥부의 암종이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굴착에 의한 지반교란 영향범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보재 설치가 지연되어 아칭효과의 감소와 이완하중 증가로 안정성

에서 불리하다.

대단면 터널은 높이가 크기 때문에 작업원의 신장만으로는 굴착면에 접근

할 수 없으므로 작업원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는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상 문제점 설계시 고려사항

① 터널 주변 교란영역 증가 

② 다층지반과의 조우

③ 작업원 Workability 저하

④ 터널내 작용하중 과다

⑤ 상부개착정거장과의 경사갱 시공방안

⑥ 라이닝 밀실타설 계획

① 적정 지보량 분석 및 다분할굴착 계획

② 낙반대책 수립 및 보조공법 선행보강

③ 다단벤치 및 장비대형화

④ 수압저감, 보조공법 적용방안

⑤ 경사갱 굴착방식 및 장비선정, 용수처리

⑥ 거푸집 주입공 개소 및 위치 분석

도표 3. 대단면 터널정거장 설계시 문제점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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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표준단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의 작업 반경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벤치의 높이를 결정할 때는 갱내 굴착장

비의 제원도 고려하여야 한다. 터널굴착이 완료된 후, 후속공정으로써 방수, 철근조립, 라이닝 타설 등의 

작업 시에도 별도의 대형 작업대차가 요구되며, 소규모 낙석도 높이에 의한 에너지로 인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므로 지보강성 증가 및 천단부 보강 등의 선행보강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대심도 대단면 터널의 설계

5.1 표준단면

본 터널 정거장은 개착터널, 1-Arch 대단면, 2-Arch에 대하여 성능, 

비용, 가치 등을 종합 비교 분석하여 1-Arch 대단면 터널로 결정하였으

며, 터널단면 내에 기능실, 대합실 등의 설치를 통해 개착구간 면적을 

최소화하고, 9호선 환승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복층구조의 간선철도 기

능을 확보 할 수 있는 단면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확보 할 수 있

는 최적 표준단면은 5심원을 적용하여 굴착단면적이 최소화되도록 한 

결과 폭 26.5m, 높이 17.8m, 굴착단면적 410㎡의 그림 5와 같은 표준단면

이 되었다.

5.2 지보 및 보강

숏크리트 두께, 록볼트 길이 및 간격, 강지보 설치 간격 등은 암반분류에 의한 지보량 산정 방법과 사례

조사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대단면 터널임을 감안 상대적으로 불량한 지반조건에 맞추어 적용하였다. 

 

RMR 지보량 제안 
(Bieniawski, 1989)

Q-system 지보량 제안 
(Barton, 1993)

록볼트 사례 분석

도표 4. 지보량 산정

굴착은 대단면 터널의 안정성 및 굴착 효율을 고려하여 4단 12분할의 다분할 굴착을 계획하다. 지보는 

대단면 터널 사례 및 안정성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록볼트(L=6.0m)와 숏크리트(250mm)의 주지보재량 

증대와 대구경강관보강그라우팅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림6. 굴착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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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방배수설계

강지보 재의 경우 다분할 굴착에 따른 이음 개소수 증가 및 강지보재의 지지점 형성 등이 곤란할 수 

있으나 큰 강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H형(H-150) 강지보재를 적용하였다. 

단층대 구간에 대해서는 용수제어 및 보강을 위해 마이크로 시멘트를 이용한 차수보강그라우팅을 적용

하였으며, 지보패턴을 하향조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5.3 방․배수 설계

방․배수 형식은 누수 및 보수, 시공성이 양호

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도배수형 터널

로 계획하였다. 설계용수량은 지하철 운용 중 실

측사례, 기존 설계사례 및 수치해석 검토를 통해 

3.0㎥/min/km를 적용하여 배수관 용량검토를 수

행하였고 배수관 막힘 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한 

격실 배수시스템과 용출수 구간에 드레인보드를 

설치하여 배수성능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수 수질분석, 3차원 지하수유동분석 등 지하수 환경영향 분석 및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5.4 수치해석에 의한 안정성 평가

5.4.1 터널 안전성

터널 안정성 평가에 적용된 물성은 현장조사 및 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문헌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도표 5와 같이 산정 적용하였다. 

구    분  (kN/m3) Em(MPa) c(kPa) (ﾟ) ν k(m/sec)

Ⅰ등급 27.0 30,000 4,200 45 0.20 2.05e-09

Ⅱ등급 26.0 15,000 2,500 43 0.22 6.10e-09

Ⅲ등급 25.0 7,000 1,000 40 0.24 1.23e-08

Ⅳ등급 23.0 2,000 300 34 0.27 1.99e-07

Ⅴ등급 21.0 640 150 32 0.30 6.02e-07

도표 5. 수치해석 적용물성

대심도 대단면 DS01정거장에 대하여 1-Arch와 2-Arch 단면에 대한 예비해석을 비교 검토하여 

1-Arch 대단면을 선정하였으며, 적용된 지보패턴에 대한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터널굴착에 따른 변위, 

지보재 응력을 분석하여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승횡갱 및 수직구, 경사갱의 복잡한 구조에 따른 접속부 응력집중과 거동 특성, 분할굴착에 

따른 변위 및 지보재 응력 상호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에 의한  탄소성 해석

(Mohr-Coulomb 모델)을 수행하였다.

그림8. 지보패턴 적정성          그림9. 2차원 해석단면           그림10. 3차원 해석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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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및 환승횡갱, 경사갱 변위의 경향은 각 측점별 굴착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였다. 터널 지보재 응력은 숏크리트 4.43MPa, 록볼트 8.38kN로 발생되어 허용범위 내의 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결과로 부터 대심도 대단면 터널의 경우라도 주지보재량의 증가와 다분할 굴착 및 

보강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확인하였다.

천단변위 내공변위 천단변위 

 그림11. 2차원 해석 결과

경사갱 천단변위 천단 및 내공 변위 숏크리트 휨응력

 그림12. 3차원 해석 결과

5.4.2 구조안전성

라이닝에 대하여 구조, 내구성, 내화 안전성을 검토하여 대단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조안전성의 복합거동을 고려하여 MIDAS/Civil을 이용한 2, 3차원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콘크리트 

라이닝 구조체는 2차원 보요소로, 지반과의 상호작용은 압축 탄성스프링으로 모델링한 지중골조 모델로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강도설계법으로 H25~29@125의 철근량에 모두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모멘트도(2차원) 모멘트도(3차원) 내화검토

 그림13. 구조해석 결과

주요부재에 대한 정량적 내구성 평가결과 내구지수(DT)는 191.4로 기준환경지수(ET) 186.3 이상으로 

모든 부재가 목표내구년한 105년 이상을 확보하였고, RABT 화재온도-시간곡선(최대온도 1200℃, 지속

시간 3시간)을 적용한 내화성능 또한 적용외력에 비해 충분한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물 

은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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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배면 뒷채움 및 신축이음

그림14. 내진검토 

그림17. 계측계획

5.4.3 내진설계

일본의 지진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반조건이 불량하거나 라이닝

두께가 두꺼울수록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DS01 

정거장의 경우는 라이닝두께 800mm로 두껍다. 따라서 정거장의 지

반특성 및 지진특성을 고려한 내진설계를 수행하였다. 지진파는 지

질특성을 고려한 인공지진파와 일본에서 실측된 장주기 성분이 우세한 

Hachinohe와 단주기 성분이 우세한 Offunato의 가속도 시간이력 곡

선을 이용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보완하였다. 해석결과 변위는 

Hachinohe파에서 최대 1.19mm로 미소하게 발생되었으며 라이닝에 

발생하는 응력은 허용응력 이내로 모두 안정하였다. 이는 DS01 정거장

이 연․경암의 양호한 지반에 위치하며 지중구조물이 지반과 일체로 거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5 시공계획

5.5.1 굴착계획

대단면 터널의 작업효율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반 중앙선진도갱 및 하반 다단벤치컷을 적용하였다. 

버력처리는 환기구 2개소를 작업구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카리프트를 적용하여 버력처리의 효율성

을 증대하였다. 또한 9호선 환승사갱은 30ﾟ 이상의 급경사를 감안 Skip 방식을 적용한 버력처리를 계획

하였다.

그림15. 굴착계획

5.5.2 라이닝 내구성

대단면 라이닝의 누수 및 손상방지를 위해서는 배면공

극의 채움이 매우 중요하며 2중관 주입관을 적용한 저압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배면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

다. 또한 분리구조부에 신축이음은 조인트 필러 프로파일

을 적용하고 균열방지 헌치부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6 계측계획

대단면 터널에 대하여 지표침하계, 지중침하계, 지중경

사계, 지중변위계, 라이닝응력계, 전단면 내공변위계, 간극

수압계 등의 시공중 계측을 계획하였으며, 대단면터널 구간

을 중점관리구간으로 선정하여 시공중 계측 항목인 라이닝

응력계, 전단면 내공변위계, 간극수압계는 시공시와 연계하여 

유지관리시에도 계측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시공시 막장

전방의 지질을 예측하고 계측결과와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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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P탐사 및 선진수평보링을 계획하여 설계 자료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6. 결론

대단면 터널은 시공시 굴착단면의 규모로 인하여 터널의 안정성 문제와 작업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들

이 대두되었다. 본 설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례분석, 2차원 및 복합 구조물의 상호거동 해석

을 위한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안정성과 굴착효율을 고려하여 다분할 굴착을 적용하였고, 지반교란 영향범위의 증가와 지보재 설치

시간 지연으로 종방향 아칭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보강성 증가 및 천단부 보강 등의 선행보강 대책

공법을 적용하였다. 

지보 보강계획으로는 록볼트(L=6.0m), 숏크리트(250mm)의 주지보재량 증대와 대구경 보강 그라우팅 

등에 의한  선행보강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대단면 터널의 작업효율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반 중앙선진도갱 및 하반 다단벤치컷을 적용하였으며, 

버력처리는 환기구 2개소를 작업구로 활용하여 카리프트를 적용함으로써 버력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단층대 구간에 대해서는 용수제어 및 보강을 위해 차수보강그라우팅을 적용하고 대단면 터널임을 

감안하여 안정측 설계로 지보패턴을 하향 조정하였다.

대단면 터널에 대한 장기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시공시 중점관리구간으로 선정하고 시공중 계측 

항목인 라이닝응력계, 전단면 내공변위계, 간극수압계는 운영중에도 연계하여 계측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공시 터널안정성을 재평가하여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TSP탐사 및 선진수평보링을 반영하여 막장전방

의 지질을 예측하고 계측 결과와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추후 시공시에는 설계 와 시공 상의 문제점, 계측 결과와 설계 자료의 비교․분석, 대심도 대단면의 터널

의 공학적 특성, 장기적인 거동 등의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대단면 터널에 대한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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