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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round Settlement and Reinforcement Measures 
in the Case of Tunnelling at the Yangsan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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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excessive ground displacement occurs with excavating tunnel in a fault zone because the fault has properties of 
soft ground in generally. It may have had a bad influence to adjacent structure. So, rapid reduction of ground strength by groundwater 
inflow should be prevented. It must be established for an impervious and reinforcing effect of ground to ensure a tunnel stability.  
The ground settlement and reinforcing effects were estimated by numerical analyses on tunnel through 570 m sector in Yangsan fault 
zone of Keongbu high-speed railway. Settlements evaluated by numerical analysis is similar to those calculated by using equation 
of Loganathan & Poulo. It was shown that reliable estimate of ground settlement by applying a prediction equation is possible. 
Applicability of adopted tunnel reinforcement method in fault zone was investigated by results of pilot construction and numerical 
analysis.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dopted reinforcement method make tunnel displacements and member stresses 
restrain in desig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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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일반적으로 단층대는 지반의 공학적 특성이 불량하므로 터널 시공시 굴착으로 인한 지반변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인접구

조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강도의 급격한 저하로 터널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인접구조물

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반안정을 위한 차수 및 보강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양산단층대를 통과하는 약 570m구간의 터널시공 사례를 분석하여 보강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침하량 검토결과, Loganathan 등(1998, 2000) 식을 활용하여 산정한 침하량은 수치해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예측식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단층대 구간에서 수행된 시험시공결과를 분석하여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보강

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대책공법 적용으로 터널변위가 감소하고 지보재 응력이 허용치 이내로 발생하였으므로 적용

된 대책공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터널, 지표침하, 계측, 단층, 양산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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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양산단층은 한반도의 동남부에서 가장 뚜렷하고 긴 단층

으로서, 육지에서는 낙동강 하구에서 북으로 양산, 경주를 

거쳐 영덕에 이르기까지 150km 이상에 이르고 남으로는 남

해바다 속으로 약 200km 이상의 연장성을 갖는 대단층으로 

발달하고 있다(장천중 등, 2002). 단층대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차례 지각 반복운동으로 인해 암맥들이 파쇄되어 변하게 

되어 연약지반의 특성을 갖게 되며 단층의 방향이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그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이 클 수 있다. 특히, 단층대 구간에서의 터널 시공시 지반

의 낮은 강도로 인하여 지반변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인접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지

반 지지력의 급격한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터널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반안정을 위한 보강공법 및 차수대책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중 양산단층대 

구간을 통과하는 터널의 지표침하 예측을 위하여 Loganathan 

등(1998, 2000)의 식을 활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계측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침

하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단층대 구간에 적용된 터널 통과

공법 및 시험시공 결과를 검토하여 대책공법 선정의 적정성

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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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층대 지층개요도

표 1. 터널 단면 및 지보패턴 적용 현황

터널 단면 개요 지보패턴 내용

굴착공법
다단 분할굴착

(상부링컷, 하부2분할)

굴진장(m) 0.8

숏크리트두께(mm) 250mm(강섬유보강)

가인버트 두께(mm) 200

강지보재 규격 H-125×125

라이닝두께(mm) 500

2. 지반특성 및 터널현황

2.1 지질 및 지반특성

본 지역의 지질은 하부로부터 경상누층군의 퇴적암류, 화

산암류 및 이들을 관입한 심성암류, 규장암과 제4기의 충적층

으로 지질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양산단층이 통과하는 터널

구간은 양산단층 형성시 생성된 단층점토대, 극심한 파쇄대 

및 심한 파쇄대 구간으로 구별되며, 파쇄대 구간을 제외한 단

층점토와 각력을 포함한 단층대의 폭은 60∼150m 정도이다.

단층대 구간의 시추조사결과 단층대는 지표하 2.0∼18.0m 

에서부터 1.4∼90.1m 두께로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

고 있다. 단층점토대에서의 N치는 11∼23으로 단단한 상태

이고, 단층각력암이 우세한 층에서는 N치가 대부분 50/32

∼50/2 정도로 매우 단단한 상태이나 절취후 흡습 및 이완

의 영향을 받으면 급격한 강도저하 현상을 보인다. 단층대 

구간의 투수시험 결과 투수계수는 6.3×10-5∼6.7×10-7cm/sec 

로 투수성이 낮게 나타났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9).

전기비저항탐사를 비롯한 물리탐사 결과, 조사지역 양산

단층의 주향은 N17°E로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방향과 

거의 일치하며 단층대 폭은 최소 60m에서 최대 125m 정도

이며 유도분극탐사결과 단층대의 폭(125m)은 더욱 발달하

여 150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널의 전체 연장중 

약 570m 구간이 단층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층대 지층개요는 그림 1과 같다.

2.2 터널 단면 및 지보패턴

단층대 구간에서의 터널 단면 형상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하부 우각부의 과대한 응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이 유리한 난형단면의 인버트폐합 형식으로 적용하

였다. 굴착공법은 지반의 과다한 수평응력을 완화하기 위하

여 다단분할 굴착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시 조기에 링폐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터널의 굴착 단면의 형상 및 지보패턴

은 다음 표 1과 같다.

2.3 지반보강공법

단층대 구간의 지반상태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

능한 지반보강공법은 약액주입공법, 강관보강 몰탈압밀 주

입공법 및 파이프루프공법 등이 있으며 지반보강 및 차수효

과 증진을 위하여 약액주입 그라우팅공법(CGM)을 선정하

고, 터널 막장에 대한 보강공법으로는 강관보강 압밀 그라

우팅공법을 선정하였다. CGM 공법은 대상지반에 용액형 

또는 현탁액형 약액을 주입하여 지반의 투수성 저감 및 강

도를 증가시켜 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공법으로 터널 상․하
부 주변지반에 폭 3.0m의 범위에 적용하였으며 추가로 터

널 상반 180° 범위에 강관보강 압밀그라우팅(CGP : ø300, 

L=12.0m)을 실시하여 터널 주변지반의 강도를 증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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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강공법 적용 개요도

그림 3. 변위발생위치 및 현황도

위치 : 터널 갱문1(338k 865)

상태 : 강지보재 침하발생

위치 : 터널 갱문2(338k 270~290)

상태 : 종방향 Shotcrete 균열

그림 4. 변위 발생상태

완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9, 그림 2 참조).

2.4 변위 계측결과

터널 천단부 보조공법으로 대구경 강관보강 그라우팅을 

적용한 후 지반보강을 시행하지 않고 약 100m 구간에 상반 

굴착을 시행하였으며 막장 시공후 10여일이 경과된 시점인 

2008년 1월 초에 터널 상반 천단부위에 종․횡으로 숏크리트

면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천단변위가 27∼102mm 정도로 과

다하게 발생하였다. 변위발생 위치 및 현황은 다음 그림 3, 

변위 발생상태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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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측결과

구분
관리기준

(천단변위)
1월6일 1월7일(오전) 1월7일(오후) 비고

338k 270

1차: 27mm
2차: 36mm
3차: 46mm

-19.0 -24.0 -29.0

막장위치 : 
Sta.338k 

261.0

338k 280 -47.0 -53.0 -57.0

338k 290 -93.0 -98.0 -102.0

338k 300 -71.0 -75.0 -78.0

338k 304 -61.0 -66.0 -70.0

338k 309 -73.0 -75.0 -77.0

그림 5. 횡방향 침하곡선의 형상

그림 6. 터널 제원

위치별 변위계측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터널 막장 인접지

역의 천단부에서 계측된 과다변위 발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단층점토층 같이 지반 지지력이 낮은 경우 굴착

시 지반지지력보다 큰 토압이 작용하고 시간경과에 의해 소

성토압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양산단층점토는 팽창

성 광물도 일부 함유하고 있어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는 경

우 물과 신속히 반응하여 용해될 만큼 고결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지반의 낮은 강도에 의한 소성토압 또는 팽창성 토

압이 국부적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지반보강그라우팅이나 

차수그라우팅을 시행하고 상반과 하반의 벤치길이를 짧게

하여 조기에 지보재가 폐합될 수 있도록 하여 과다변위 발

생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표침하 예측 및 산정

3.1 지표침하 예측 방법

터널의 굴착으로 인한 지표침하에 관한 대표적인 모델은 

누적확률분포 모델로서 Peck(1969)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론을 정립하였다. Peck(1969)은 모래 및 점토지반 등 다양

한 지반에서 시공된 터널 계측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터

널굴진축과 직교하는 횡단면에서의 지표침하는 그림 5와 같

은 정규확률분포의 형태를 따른다고 보고하고 식 (1)과 같은 

횡단면 지표침하곡선을 제안하였다. 정규확률분포의 특성은 

변곡점(i)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 연구결과

에 의하면 i가 Smax의 60%수준의 침하발생지점인 경우 침하

곡선과 잘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식을 터널 설

계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치해석이

나 모형실험 등 각종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실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


  (1)

여기서, Smax : 최대침하량

x : 터널중심에서부터 수평 거리

i : 변곡점(최대경사) 위치

한편, Loganathan 등(1998, 2000)은 지반변위를 예측하기 

위한 근사적인 해석법으로 식 (2)와 같이 제안하였다. 이 방

법은 균질한 점토지반에서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본 검토에서는 이 식을 연약한 단층대 구간에 활용하

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
∙






∙




 

∙







지표면 침하량은(z=0)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2)

여기서, εo : 지반손실(ground loss)
υ : 터널 주변지반의 포아송비

R : 터널반경

H : 터널심도

x : 터널 중심으로부터 횡방향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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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석 적용 설계지반정수

구   분
단위중량

(kN/m3)
변형계수

(kPa)
점착력

(kPa)
마찰각

(°)
포아송비

(υ)
측압계수

(Ko)

토  사 18.0 30,000 10.0 30 0.31

0.5, 1.0

단층대 19.5 100,000 80.0 30 0.27

경  암 26.0 5,000,000 30.0 35 0.23

약액그라우팅 20.0 150,000
상부(20.0)
측벽(30.0)

30 0.27

압밀그라우팅 20.0 5.0×106 150.0 30 0.25

강관+압밀G/R 23.0 2.38×107 - - -

숏크리트 23.0
soft : 5.0×106

hard : 1.5×107 - - -

표 4. 지층개요 및 해석적용 요소망

구   분 지층개요 유한차분 요소망

337k860

경부고속국도

경암

표토층(붕적토)

단층대

140m

50
m

13
.2
m

1
9.
2m

82
.4
m

338k010
경암

경암

경부고속국도

단층대

표토층(붕적토)

86
.4
m

23
.2
m

13
.2
m

50
m

140m

338k282

경주~언양간 2차선 국도 경부고속국도

경암

경암

단층대

표토층(붕적토)

9
3.
0m

29
.8

m
1
3.
2m

50
m

140m

3.2 수치해석에 의한 지표침하 예측방법의 적용성 검토

3.2.1 해석 개요

단층대를 통과하는 터널구간중 대표적인 위치 3개소를 

선정하여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 2D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3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및 실

내외시험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보강지반의 설계정

수는 유사지반의 시험시공 및 보강공법의 문헌자료를 참고

하여 산정하였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9). 해석영역은 

경계조건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측면은 터널직

경의 4배 이상, 하부는 터널높이의 4배 이상의 범위를 설정

하고 좌우 측방 경계는 수평변위, 하부경계는 연직변위를 

구속하였다. 수치해석은 측압계수에 따라 Ko=0.5인 경우와 

Ko=1.0인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 발생되

는 터널의 천단변위 및 지표변위를 분석하여 Loganathan 등

(1998, 2000) 식에 의한 침하량과 상호 비교하여 예측식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각 해석 구간별 지층개요 및 해석적

용 요소망은 표 4와 같다.

3.2.2 수치해석 및 예측식에 의한 침하량 산정 결과

단층대 통과 구간에 대한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검토구간별 지표침하량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 및 그림 7

과 같으며 그림 8에서는 Loganathan 등(1998, 2000) 예측식

에 의한 지표면 침하량을 해석에 의한 지표침하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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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치해석 및 예측식에 의한 지표침하량 산정 결과

구   분
337+860 338+010 338+282

해 석 예측식 해 석 예측식 해 석 예측식

천단침하

(mm)
Ko=0.5 26.33 35.41 31.29

Ko=1.0 6.29 18.95 3.60

지표침하

(mm)
Ko=0.5 18.49 21.11 24.94 24.77 17.66 18.03

Ko=1.0 5.64 5.04 18.14 13.25 3.39 2.07

18.49

24.94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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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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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침

하
(m

m
)

해석 예측식

(a) Ko=0.5 (a) Ko=1.0

그림 7. 측압계수에 따른 지표침하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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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측압계수에 따른 지표침하 증감비 비교

증감비로 표현하였다.

그림 8에 따르면, 측압계수 Ko=0.5인 경우 Loganathan 

예측식에 의해 산정한 지표침하량은 수치해석에 의한 지표

침하량에 비하여 1～14% 정도의 증감을 보이며 측압계수 

Ko=1.0인 경우 Loganathan 예측식에 의해 산정한 지표침하

량은 수치해석에 의한 지표침하량에 비하여 10～40% 정도 

작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예측식의 적용성 검토

수치해석 및 예측식에 의한 지표침하 산정 결과와 같이, 

측압계수가 0.5인 경우 해석결과와 예측식에 의한 지표침하

량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침하량의 산정 결

과는 측압계수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측

압계수가 지표침하량의 산정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횡방향 지표침하곡선이 측압계수에 크게 영

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실제 측압계

수가 큰 경우라도 굴착시 3차원적 효과로 인한 하중경감을 

고려하여 측압계수를 감소하여 적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

다(Martins, 2001). 따라서, 본 지역의 측압계수는 단층대 형

성시 응력이완을 고려하여 0.5～1.0을 적용하였으며 터널 

굴착으로 인한 3차원적 효과를 고려하여 측압계수의 감소

를 고려할 때 횡방향 지표침하 예측을 위하여 측압계수를 

하한값인 Ko=0.5로 가정하는 경우 해석결과와 Loganathan 

예측식의 지표침하 산정 결과는 유사하므로 본 지역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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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평
변 측정

지표침하측정

지 침하측정

축력측정

지 변 측정

천단침하측정

내공변 측정

(a) 계측 위치 (b) 터널계측 표준 단면도(한국지반공학회, 1998)

그림 9. 계측 위치 및 단면도

표 6. 구간별 침하량 계측결과

구  분 천단변위(mm) 지표침하(mm) 비   고

337+865 58 12 경부고속도로(터널에서 약 30m 이격)

338+290 102 - 국도 35호선(터널에서 약 13m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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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터널 천단변위에 의한 지표침하량 분포도

사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보이는 구간에 대하여 상기 예측

식을 적용한 지표침하 발생량의 개략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3.3 천단변위에 의한 지표침하량 산정

Loganathan 예측식은 본 단층대 통과구간에 대한 수치해

석 결과 발생하는 침하량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므로 본 절에

서는 터널 시공시 계측된 천단변위량에 대하여 Loganathan 예

측식을 적용하여 지표침하를 예측하고 계측결과와 비교 검토

하였다. 그림 9에 계측위치와 계측 단면도를 나타내었다. 검

토대상 구간별 현황 및 침하량 계측결과는 표 6과 같다.

Loganathan 예측식을 이용하여 지표침하량을 산정한 결

과 그림 10과 같다. 천단변위 계측지점 337+865구간의 경

우 터널에서 약 30m 이격거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침하

량이 11.28mm로 예측되어 계측결과인 12mm와 유사한 값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노면 유지

보수 판단기준 범위가 단차는 10mm, 침하량이 25mm 이므

로 검토 구간은 지표면 검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우

에 따라 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Loganathan 

예측식을 이용하여 지표침하량을 개략적으로 예측하고 지

표면 검측결과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면 터널의 

안정성 판단 및 보강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338+290구간의 경우 지표침하 계측결과는 없으나 

터널에서 약 13m 이격거리에 위치한 국도 35호선의 침하량

은 57.86mm 정도로 크게 예측되었다. 실제로 터널 상부 농

지에 크랙이 발생되었고, 국도 35호선에서도 크랙이 발생되

어 침하량 또한 예측식에 의한 결과와 같이 크게 발생 하였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반 자동차도로의 노면 유지보

수 판단 기준 범위가 단차는 15mm, 침하량은 교통량이 많

은 경우 30～40mm이고, 적은 경우 40～50mm 이다. 따라

서, 지표면 검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

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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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입공법의 적합성

공  법
항  목

저압 주입식 고압분사 혼합식
파이프 루프

강관보강

압밀그라우팅

강관보강

다단그라우팅L.W(1.5 Shot) C.G.M(2.0 Shot) 제트 그라우팅

점성토지반 적용 ○ ○ △ ○ ○ △
차 수 성 △ ○ △ - - -

개 량 강 도 △ △ △ ○ ○ △
설계의 정도 △ ○ ○ ○ ○ ○
시 공 성 △ ○ △ △ ○ △
공사 기간 △ ○ △ △ ○ △

문제발생시 대처능력 × ○ × × ○ △
경 제 성 1.1 1.0 1.5 1.5 1.0 1.2

적 용 성 ◎ ◎
○ : 양호   △ : 보통   × : 불량

(a) 맥상주입 확인 시추코아 (b) 맥상주입 확인 시추코아

(c) 맥상주입 확인 시추코아 (d) 맥상주입 확인 시추코아

그림 11. 지시약반응시험

4. 보강대책 및 분석

4.1 보강공법 선정

터널 막장의 안정과 주변지반의 차수효과 증진 및 지반

보강을 목적으로 보강공법을 검토하였으며 터널통과 단층

대구간의 지반상태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표 7과 같이 비

교검토 후 지반보강 및 차수효과 증진을 위한 약액주입그라

우팅공법(CGM) 및 막장의 안정을 위한 강관보강 압밀그라

우팅공법(CGP)을 대책공법으로 선정하였다(강기동 등, 2001;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1999).

4.2 시험시공을 통한 보강공법의 적용효과 검토

본 절에서는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으로 검토된 CGM공

법의 선정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CGM공법의 시험시

공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험시공은 과압밀된 단층점토층

(1.0 < OCR < 5.0)에서 약액그라우팅의 시공가능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검토구간과 인접한 연

암파쇄대층에서 실시되었다(CGM공법협의회, 2006). 시험

시공 후 지반보강공법(CGM)의 터널주변 지반보강 및 차수

효과 증진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아채취, 류젼시험, 공내재

하시험(Menard Pressuremeter Test : MPT)을 실시하였다.

4.2.1 시추코아 확인

지반 보강지역에 주입재가 맥상주입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성치 교란을 최소화 한 NWQ-3중관(코아직경 

50.5mm) 와이어라인 코아배럴로 코아를 채취한 후 지시약

(페놀프탈렌 알콜용액)을 산포하여 주입재의 유무를 확인하

였다. 그림 11과 같이 채취된 코아 중에서 적색으로 착색된 

것은 주입재가 맥상주입 되어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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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류젼시험 결과표

    구간(m)
압력

(kPa)

PH-1(그라우팅 전) PH-1(그라우팅 후)

L1 L2 L3 L4 L1 L2 L3 L4

15～20 10～20 5～20 1～20 16.5～21.3 11.7～21.3 7.1～21.3 0.6～21.3

100 3.8 3.6 3.53 5.68 2.92 3.75 4.08 3.91

300 4.2 1.03 1.22 0.49 0.69 0.80 0.56 0.58

500 0.22 1.28 0.14 0.13 0.19 0.15 0.17

700 0.13 0.09 0.07 0.06 0.06 0.06 0.04

900 0.12 0.13 0.11 0.02 0.02 0.13 0.04

700 0.03 0.02 0.05

500 0.08 0.01

300 0.10 0.04

100 0.10

평균

류젼
4.00 0.60 1.25 0.94 0.76 0.96 0.72 0.95

투수계수

(K=cm/sec)
5.16 ×
E-05

8.86 ×
E-06

9.21 ×
E-06

1.19 ×
E-05

5.43 ×
E-06

7.83 ×
E-06

8.63 ×
E-06

8.78 ×
E-06

    구간(m)
압력

(kPa)

PH-1(그라우팅 전) PH-1(그라우팅 후)

L1 L2 L3 L4 L1 L2 L3 L4

15～20 10～20 5～20 1～20 17.5～20 12～23 7.5～23 0.8～23

100 3.8 3.6 3.53 5.68 2.18 2.55 3.81 3.69

300 4.2 1.03 1.22 0.49 0.36 0.73 0.58 0.72

500 0.22 0.28 0.14 0.07 0.13 0.26 0.35

700 0.13 0.09 0.07 0.03 0.05 0.17 0.20

900 0.12 0.13 0.03 0.02 0.03 0.14 0.19

700 0.03 0.02 0.06 0.12

500 0.08 0.04 0.09

300 0.10 0.04 0.04 0.03

100 0.10 0.06

평균

류젼
4.00 0.60 1.05 0.93 0.53 0.70 0.57 0.67

투수계수

(K=cm/sec)
5.16 ×
E-05

8.86 ×
E-06

9.21 ×
E-06

1.19 ×
E-05

3.89 ×
E-06

5.80 ×
E-06

9.09 ×
E-06

1.01 ×
E-05

할렬주입압은 식 (3)과 같이 산정되며 식 (3)을 이용하여 할

렬주입압에 의해 개량경(R = 2～3m) 범위내에 맥상주입이 

가능한 주입압력을 계산하면 약 2,800kPa 정도이다.

할렬주입압   

×  × (3)

따라서 주입압이 2,500～3,000kPa범위내에서 시험시공

을 시행하였으므로 개량범위(3.0m) 내에 주입재가 맥상으

로 주입이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4.2.2 류젼시험

지반보강후의 투수성 감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싱글 

팩커 방식의 류젼시험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단층각력층(점토우세) 구간(16.5m～21.3m)에서의 류젼시

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리우팅 후 투수성 감소는 1.5～10

배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2.3 공내재하시험(Menard Pressuremeter Test)

지반 보강 공법(CGM)을 시행한 후의 지반 강도증가를 확

인하기 위하여 막장전면 20m, 지표면하 35m 지반의 개량지

반 내에 막장전면에서 20m 수평 보링을 실시한 후 Menard 

Pressuremeter Test(MP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수평 천공으로 측정한 변형계수()에서 지반개량강도

는 아래 식 (4)에 의해 점착력이 207.7～255.4kPa로 나타나 

설계적용강도(200kPa)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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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반 보강 공법

시 험 공 위   치
변형계수()

(kPa)
비   고

PH-2

 지표면하 : 35m
 막장전면 : 20.9m

47,310
지반 개량 예상지역내

(B=3.0m) 지표면하 : 35m
 막장전면 : 21.9m

43,620

PH-1
 지표면하 : 35m
 막장전면 : 20.8m

24,790
지반개량 예상지역외

(B=4.5m)

표 10. 공내재하시험(MPT)에 의한 설계적용변형계수( )

시추공번 심도(m) (kPa) 
 (kPa)

지  층 비  고
 

지반보강

지역
PH-2

35 47310 33.0 143,360 단층각력
수평천공

35 43620 33.0 132,180 단층각력

지반보강지역외 PH-1 35 24790 33.0 75,120 단층각력 수평천공

표 11. 실험실 배합시의 호모겔 압축강도

순위 시험일자 재령 시료번호
단면적

(㎠)
파괴강도

(kN)
압축강도

(kPa)
평균

(kPa)
비고

1 05/12/20 f1

1 19.63 11.84 6,030

5,290 50×1002 〃 8.94 4,550

3 〃 0.0

2 05/12/26 f7

4 〃 15.70 8,000

7,740 〃5 〃 12.68 7,480

6 〃 0.0

그림 12. MPT 측정지점의 교란시료상태[단층각력층]

지반보강후 MPT로 측정된 변형계수()는 시추후 응력

이완과 수평보링시 보링빗트 요동에 의한 공벽이완 및 교란

영향을 받는 값이므로 보정이 요구된 값이다. 따라서, 현장 

시험결과에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설계 적용 변형계수

()를 계산하면 표 10과 같다.

4.2.4 설계적용강도 검토

주입재가 맥상 주입 되었을 때의, 지반보강공법(CGM공

법)에 의한 개량강도는 식 (5)와 같은 복합전단강도식()으

로 계산할 수 있다.

  ××  (5)

여기서,   

×(그라우트재의 강도)

C = 원지반 점착력

  = 충전율

주입재의 설계적용강도는 현장 배합 및 시료채취 위치 

등의 편차를 고려하여 실험실 배합강도(표 11 참조)의 1/2

을 적용하였으며 Homo-Gel의 현장 배합 강도()가 2,000

～3,000kPa 일 때의 복합전단강도()는 식 (6)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산정된 식에 의해 복합전단강도는 

218kPa로 나타나 설계적용강도(200kPa) 미달상태는 발생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                     (6)

4.2.5 시험시공 결과분석

터널통과 단층대 구간에 적용한 지반보강공법(CGM)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터널내 338k366.8 지점 막장에

서 실시한 시험시공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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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책공법 적용 유무에 따른 해석조건

조  건 무보강 보강시

개요도

CTC 1.0m, L=4.0m

시스템 록볼트

강관보강 압밀그라우팅(CGP)

CTC 300, L=12.0m

약액주입 그라우팅(CGM)

대책공법 -
∙ 막장안정 : 강관압밀그라우팅(1열)
∙ 차수보강 : CGM 그라우팅(폭 : 3m)

표 13. 대책공법 적용에 따른 안정성 해석 결과

구   분
천단침하(mm) 내공변위(mm) S/C휨압축(kPa) 록볼트축력(kN)

Ko=0.5 Ko=1.0 Ko=0.5 Ko=1.0 Ko=0.5 Ko=1.0 Ko=0.5 Ko=1.0

337+860
무보강 73.1 51.2 40.0 84.8 7920 9,950 219 221

보 강 26.3 6.3 4.8 40.3 4,590 5,510 - -

338+010
무보강 86.5 72.1 57.6 106.2 9,260 12,120 219 221

보 강 35.4 19.0 3.6 44.5 5,570 6,410 - -

338+282
무보강 85.4 62.2 65.4 134.9 9,970 13,620 219 221

보 강 31.3 3.6 0.7 65.2 6,160 7,440 - -

1) 주입공의 팩킹을 철저히 한 결과 단층 각력층(점토우

세지역 ; OCR ≑ 2.0)에서 주입율 15%로 시행시에도 

주입재가 전량 주입되었다. 과압밀점토(1.0 < OCR < 

5.0)에서도 할렬주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물성치교란을 최소화한 NWQ-3중관(코아직경 50.5mm) 

와이어라인배럴로 코아를 채취한 후 코아에 지시약(페

놀프탈레인+알코올)을 산포하여 주입재가 맥상주입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약액주입후의 공내재하시험(Menard Pressuremeter Test 

: MPT)으로 계산된 현장 변형계수(Em=47,300kPa)로 

복합 전단강도( )를 계산하면  =225kPa이므로 지반

보강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막장전면 20m～15m구간에서 실시한 류젼시험 결과 

시공전･후의 투수계수는 10-5cm/sec에서 10-6cm/sec으

로 투수계수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상기와 같이 단층대 구간에 지반보강공법(CGM)의 적

용으로 투수계수가 크게 감소하고 전단강도가 설계강

도를 상회하여 발현되므로 지반보강공법으로 CGM 

공법의 선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대책공법 적용에 따른 안정성 검토

4.3.1 해석개요

시험시공 결과 적용성이 확인된 대책공법의 적용에 따른 

터널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층대를 통과하는 터널

구간중 침하량 검토시 선정된 3개소에 대하여 유한차분해

석 프로그램인 FLAC 2D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설계정수 및 지반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대책공

법의 적용유무에 따라 터널에 발생하는 변위 및 지보재 응

력을 분석하여 터널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대책공법 적용의 

적정성을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책공법 적용 유무에 따

른 해석조건은 표 12와 같다.

4.3.2 수치해석에 의한 대책공법 적용성 검토

단층대 통과구간에 대한 대책공법 적용유무에 따른 안정

성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터널 변위 및 지보재 응력을 정리

하면 다음의 그림 13, 14 및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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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해석결과 : 무보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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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해석결과 : 보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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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4 및 표 13에 나타난 해석결과와 같이 무보강 

조건에서는 Sta. 338+010 구간에서 최대 천단침하가 86.5mm

정도 발생하였으며, Sta. 338+282 구간에서 숏크리트에 발생

하는 휨압축응력이 최대 13,620kPa 
발생하여 허용치(8400kPa)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록볼트 축력 또한 전 구간에

서 항복강도에 도달하여 허용치(88.7kN)를 초과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보강 조건에서는 터널 변위 발생량

이 과다하고 숏크리트 응력 및 록볼트 축력이 허용치를 초

과하여 발생하므로 대책공법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보강공법 적용 조건에서는 터널 변위 발생량이 작고 

숏크리트 응력이 허용치 이내로 발생되므로 대책공법 적용

으로 인한 터널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반조사 결과 단층대 구간의 투수계수는 낮으나 지반

조사의 불확실성 및 단층대 구간의 불규칙적인 특성으로 인

하여 터널 시공시 지하수 유입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으

므로 터널 상부 및 측벽에 주입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터널 

주변지반의 차수 및 보강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치해석 결과 터널의 안

정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치해석은 현장 지반

조건과 시공조건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터

널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예비해석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에 유의해야 한다.

5. 결   론

양산단층대 구간을 통과하는 터널에 대하여 지표침하 

예측 및 대책공법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대표구간에 대한 2차원 수치해석을 실시하고 지표침하 

예측식의 적용성 및 선정된 대책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

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Loganathan의 식을 활용하여 양산단층대 구간을 통과

하는 터널 시공시 발생하는 지표침하를 예측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통한 해석결과와 Loganathan의 예측식에 

의한 지표침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예측식의 적용성

을 검토한 결과, 측압계수 0.5를 적용한 경우 해석 결과 

및 예측식에 의한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단층대 통과구간에 대하여 Loganathan의 예측식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지표침하를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2) 단층대 통과구간에 선정된 보강공법(CGM)에 대하여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반보강공법 적용으로 

인해 그라우팅 후 투수성 감소는 1.5～10배 정도로 나

타나 투수계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단강도가 설계강도(200kPa)를 상회하여 발현되므로 지

반보강 및 차수대책으로 CGM 공법의 적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책공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대책공법의 적용 유무

에 따른 안정성 검토결과, 대책공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무보강시에 비하여 터널 변위 발생이 감소하고 숏크리

트 응력이 허용치 이내로 발생하였다. 터널의 내공변위

는 측압계수 1.0의 경우 STA.338+282 지점에서 무보강

시(134.9mm)와 보강시(65.2mm)의 최대 변위차이를 보

이고 있는데 69.7mm의 보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터널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적용된 대책공법은 적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단층점토대는 연약지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터

널상반 굴착시 측벽지역에 과중한 터널토압이 작용하

여 침하 및 히빙을 유발하므로 측벽지반의 지지력을 보

강하기 위해서 막장 굴착 전･후에 측벽지반의 지반보강

을 선행시공 하여야만 천단변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5) 양산단층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반 구성층은 단층 점토

대(fault clay zone)와 단층각력 및 기반 암괴가 혼재된 

단층 각력암대(fault breccia zone)로서 연약지반의 특

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터널 시공시 선정된 시험과 

선행 시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강대

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양산단층대 구간에 국한되어 

적용된 Loganathan의 침하 예측식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적용성이 검토 된다면 활용도가 증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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