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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결 지반에서의 터널붕락 메커니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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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Analysis of Tunnel Collapse in Weak Ground
Jae-Ho Lee, Yun-Young Jeong, Young-Su Kim, Hong-Duk Moon

Abstract Despite the recent improvement in tunnel excavation technique, Tunnel collapse accidents still happen. 
This paper suggest two typical cases in unconsolidated ground condition. Collapse causes of each case were analyzed 
by the measurement records and numerical simulation, and then mechanism of tunnel collapse was investigated 
about each case. From this study, the crucial indicators of tunnel collapse were the variation of shear strain and 
ground water level, also, tunnel collapse deeply related to how shear deformation around tunnel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excavation step.

Key words unconsolidated ground, tunnel collapse, ground water level, shear strain, ground relaxation

초  록 터널굴착기술이 발달된 근래에도 터널붕괴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고결 지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터널붕괴원인을 계측기록과 수치해석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붕괴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이로부터 미고결 지반에서 터널붕괴의 핵심 지시자는 전단변형율과 지하

수위의 변화이며, 터널붕괴는 굴착과정에 따라 터널주변의 전단변형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되느냐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미고결 지반, 터널붕괴, 지하수위, 전단변형율, 지반이완

1. 서 론

최근 도심지 순환도로를 비롯하여 계획 중인 핵심 지

역간 연결도로는 대부분 터널로서 계획되고 있으며, 교
통인프라 시설의 구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의 터널이 지질

학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비교적 낮은 토피고에서 계

획되고 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터널수요의 증가에 발맞추어 암반거동을 능동

적으로 활용하는 NATM 터널기술이 1980년대에 이미 

국내에 도입되었고, 근래에는 터널보링장비를 활용한 

기계화 시공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또

한 막장전방 탐사기술, 굴착보조공법 및 수치해석적인 

모델링 등의 개발에 힘입어 터널굴착과정이 경험적인 

기술에서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변화되었고, NATM 터
널기술의 적용도 풍화정도가 심한 도심지 미고결 지반

까지 확장되어 ‘도심지 NATM’ 이란 용어까지 등장하

게 되었다.
그간의 터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

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저토피고의 갱구부 설계 및 

불리한 시공조건에서도 보조공법을 활용한 터널굴착이 

진행되면서 터널붕괴사고가 여전히 간헐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터널붕괴는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건설 환경(Back et al., 2005, HSE, 2000, 
Shin et al., 2006, Wolfard, 1990)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고결 지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터널붕괴

원인을 수치해석적기법과 현장계측결과를 토대로 분석

함으로써, 미고결 지반에서의 터널붕괴 메커니즘을 고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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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pipe-reinforced multistep grouting

Rock Bolt D25(SD35) L=5.0m
C. T. C 0.8m (Length)
C. T. C 0.8m (Width)

그림 1. Details of tunnel cross section and support pattern

그림 2. A view of excavation face collapse

그림 3. A view of surface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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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ongitude profile of local tunnel collapse

2. 사례 1 : 풍화된 암반층에서의 터널굴착

2.1 터널개요

본 장에서 검토된 OO터널은 경전선과 부산신항 배후

철도가 인접하는 공구의 일부분으로써 터널연장은 2 km
이었다. 굴착방법은 NATM 기술과 링컷공법을 병행한 

상․하반 분할굴착으로서 0.8 m의 short bench가 적용되

었다. 터널단면의 상세 시공단면은 그림 1과 같으며 터

널 계획심도 15 m에서 풍화된 화강섬록암과 토사화된 

암반층이 나타났다. 지보방법으로서 록볼트를 고밀도의 

볼트간격으로 설치하고 강섬유 숏크리트를 20 cm 두께

로 타설한 후 강지보를 설치하였다. 천단보조공법으로 

강관다단그라우팅을 실시하고 가인버트를 설치하여 단

면폐합을 유도하였다.

2.2 터널붕괴의 개요

터널시점으로부터 22.4 m 굴진면이 진행된 2008년 3
월 4일 18:00시경에 강지보 설치과정 중 터널천단 부근

에서 굴진면이 붕괴되면서 지표면까지 함몰되었다. 그
림 2는 터널 굴진면 안쪽으로 상부지반이 무너져 내린 

상태를 나타내고, 그림 3은 굴진면 붕괴의 결과로 지표

면 함몰이 발생된 전경이다. 그림 4는 이러한 지반의 움

직임이 토사상태의 암반층에서 풍화된 암반층으로 지

반조건이 변화하고 지하수위가 낮아진 지점에서 발생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2.3 터널붕괴 원인분석

2.3.1 지질구조적인 영향

설계 당시의 제한적인 시추조사로는 국부적으로 상세

한 지층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붕괴지역의 지층조

건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그림 5와 같이 5공의 시추조사

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전기비저항탐사 및 탄

성파탐사가 붕괴지반을 중심으로 재실시 되었고 토사

화된 지층에서 획득한 시료에 대해 실내시험이 실시되

었다.
추가적인 현장조사로부터 터널통과 심도에서 당초 12 

km922.4 지점의 하반부근이 풍화된 기반암층(그림 6 (a))
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그림 6 (b)와 같이 터널 하반과 

3.7 m 정도 이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설계당시 지반조사결과와 달리 붕괴지점의 굴진

면은 풍화가 매우 진전되어 토사로 진행 중인 지반에 완

전히 포함되었고, 또한 풍화된 기반암인 화강섬록암층 

내에 깊은 절리대가 발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그
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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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ositions of Additional five borings

(a) Assumed ground condition in design stage

(b) Ground condition from additional boring and logging

그림 6. Geological feature at tunnel collapse area

그림 7. Joint zone in granodiorite

그림 8. Change record of ground water level

이러한 절리대는 지하수 유입의 경로가 되고 지하수 

유입은 기반암의 풍화를 가속시키고 지반구성 입자간

의 결합력 약화를 초래하게 한다.
지하수의 변화를 계측한 결과 굴진면 붕괴시점 전에 

이상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8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붕괴지역으로부터 갱구부에 가까운 12 
km866 지점에서 지하수위가 2007년 2월 24일에서 3월 

2일까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붕괴지역 

12 km895 지점 부근의 지반에서는 지하수위가 증가하

였다. 2007년 3월 6일경부터 지하수위가 일정하게 유

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지하수위 변화는 붕

괴지점에 지하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절리대를 통한 지속적인 지하수 유입은 풍화된 기반

암을 토사상태로 변화시킴과 더불어 지반 액상화의 가

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2.3.2 공사과정 상의 영향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깎기부에 계획된 터널 갱

구부에 갱문가시설이 설치되고 어스앵커가 설치되었다. 
터널갱문으로부터 22.4 m 이격된 붕괴지역은 어스앵커

의 정착장과 근접하였고, 절리대를 통해 유입된 지하수

로 인해 풍화된 지반에서 앵커의 인장력은 주변 지반의 

횡방향 응력(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

다. 여기에 붕괴지점을 향한 터널굴착은 지반응력상태

를 터널안정에 더욱더 불리한 상태로 재분포되도록 유

도하였고, 횡방향 응력감소에 의한 지반의 전단강도는 

Mohr-Coulomb 파괴포락선에 접하게 된다(그림 9).

2.4 수치해석 모델링

지반거동을 수치 해석적으로 모델링하여 소성변형의 

발달양상을 분석하고자 상용코드 Flac 2D를 활용하였

다. 해석단면은 붕괴지점의 지층조건을 그림 10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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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oncept of lateral stress reduction and Mohr-Coulomb
envelope

W eathered  so il

W eath ered  Ro ck m ass

H ard R ock mass

S oil

그림 10. Geology condition at the point of tunnel collapse

표 1. Material properties used in Numerical analysis

Properties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Dry unit weight (kN/m3) 18.0 21.0

Modulus of deformation (MPa) 98.0 230.0

Poisson's ratio 0.35 0.30

Cohesion (kPa) 26.4 30.0

Internal friction angle(°) 26.0 33.0

(a) Upper section

(b) Lower section

그림 11. Plastic zone in numerical analysis반영하고, 탄소성 모델로서 굴착공정을 고려한 해석단

계로 수행되었다.
굴착에 따른 응력이완은 상반굴착 후 하중 분담율을 

40% 반영하고, 상부가인버트 및 강지보 설치 후 30%
의 하중분담율을 적용한 후, 나머지 30%의 하중분담율

을 하반 인버트 설치단계에서 적용함으로써 모델링하

였다.
수치해석에 적용된 물성은 표 1과 같으며 수평응력계

수( )는 식 (1)과 같이 구하였다.

  
 (1)

여기서,  : 포아송비

소성영역은 Mohr-Coulomb 파괴기준을 만족하는 영

역으로 영구변위의 발생을 의미하며, 모델링 결과 그림 

11과 같이 터널단면 전체에 걸쳐 발생한 소성영역이 터

널 어깨부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위벡터의 발달양상도 소성영역을 중심으로 터

널천장부의 함몰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12).
이러한 지반거동은 저토피고의 터널붕괴현장의 계측 

자료로부터 역해석하여 얻어진 지반변형에 관한 연구

결과(Okuda et al., 1999)에서 제시하는 최대 전단변형

률 거동과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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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per section

(b) Lower section

그림 12. Displacement vector in numerical analysis

M axim um s he ar 
strain(% )
M axim um s he ar 
strain(% )

그림 13. Maximum shear strain distributions around the 
tunnel obtained by back analysis (Okuda et al., 1999)

2.5 터널붕괴 메커니즘 분석

설계당시 풍화된 기반암층이 터널하반에 나타나는 것

으로 예상되었던 본 현장의 경우 깎기구간에 계획된 터

널갱구부의 갱문가시설이 시공되는 과정 중에 풍화된 

기반암 내 발달된 절리대에 지속적인 지하수 유입이 가

능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로

부터 촉발된 지하수 유입이 지반 구성입자간의 결합력

을 약화시키고, 어스앵커의 정착부가 건전한 지층이 아

닌 절리대에 근접함으로써 지반의 수평응력이 감소되

는 등 영구변형의 발생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성영역이 발생할 수 있었던 지반조건과 지하

수 변화를 단순한 현상으로 간과한 것이 터널붕괴로 귀

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례 2 : 미고결 사질토 지반에서의 터널굴착

3.1 터널개요

두 번째 사례는 일본 동북 신간선 프로젝트의 공사구

간 중 일본 혼슈 끝단에 위치한 구간에서 시행되었던 

터널로서 연장은 2070 m이고, 터널 종단도와 단면은 

각각 그림 14와 그림 15와 같다.
터널굴착은 기계화 시공이 아닌 NATM 기술과 세 단

계 bench 굴착공법으로 계획되었고 하반 하부에 인버

트를 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세 번째 bench인 하반은 

상반으로부터 100 m 후방에서 굴착이 진행되었고 인버

트는 하반 굴착면으로부터 460 m 후방에서 시공되고 

있었다.
토피고가 10 m인 터널통과 구간은 미고결의 사질토

층으로 예상되었고, 터널지보 방법으로 천단보조공법 이

외에 하반 지지공(∅65 mm, L= 5.5 m)과 지하수위 저

하공법인 심정(deep well)이 적용되었다. 또한 지하수

량의 변화를 계측하기 위한 관측공이 설치되었다.

3.2 터널붕괴 및 원인분석

터널붕괴사고는 2005년 5월 31일 오전 11시 30분경

에 터널 측면의 숏크리트가 이탈되기 시작한 지 10분 

경과 후에 굴진면 전체가 일시에 함몰되는 형태로 발생

했으며 지표면 붕괴로 연결되었다(그림 16).
붕괴된 상부지반을 제거한 후 지질학적인 실사를 통

해 사질토와 점성토가 그림 17과 같이 호상으로 분포하

고 있으며, 터널 상반의 지층은 사질토층이고 천장부 

상부에 점성토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8은 토사지반의 중요 변수인 지하수위를 계측

한 지점의 위치로서 Tu-14는 심도가 얕은 관측정이고, 
C-5는 붕괴지역에 인접하고 심도가 깊은 관측정의 위

치이다. 이 두 지점의 지하수위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붕괴지역에 인접하고 심도가 깊은 C-5 관측정의 지하

수위는 붕괴사고 발생 9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

는 반면 붕괴지점으로부터 이격된 관측정의 지하수위

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

던 변화양상이다(그림 19). 이러한 경향은 터널붕괴지

점 지반으로 지하수가 유실되어 유선이 급격하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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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Longitudinal profile of tunnel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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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etails of tunnel cross section

그림 16. A view of surface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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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Ground layer by sit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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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Measured point of ground water level

그림 19. Movement of ground water level around the collapsed tunnel

되고 있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터널 천장부 상부의 불

투수층인 점성토층이 터널굴착 과정 중 국부적으로 붕

괴되어 지하수가 터널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

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지하수의 유입은 시간이 지날수

록 점성토층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지하수 배수

능력을 초월한 지하수 유입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터

널붕괴직전 발생된 숏크리트의 이탈과 간극수압의 급

격한 상승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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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Cross section of tunn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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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omparison of measured data and numerical results

표 2. Material properties used in numerical analysis

Properties
Geological index

ta tc-s tc-c ts nosl

Saturated unit weight (kN/m3) 15.4 14.9 15.7 17.2 19.7

Dry unit weight (kN/m3) 8.91 9.54 9.75 13.7 15.3

Modulus of deformation (MPa) 5.00 22.9 8.20 28.5 80.0

Poisson's ratio 0.286 0.286 0.286 0.286 0.286

Cohesion (kPa) 34.1 18.7 8.10 3.40 48.0

International friction angle (∘) 9.60 37.5 37.0 34.2 34.2

Void ratio 2.01 0.970 0.953 0.963 0.798

Porosity (%) 67 49 48 49 44

Permeability ×  ×  ×  ×  × 

3.3 수치해석 모델링

터널 상부의 점성토층이 붕괴된 상태를 고려하여 그

림 20과 같은 터널붕괴 지반의 지층조건을 유한요소 코

드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탄소성 해석에 적용된 지

반물성은 표 2와 같이 적용하였고, 지반응력이완을 모

사하는 하중분담율은 굴착과정에 따라 상반굴착 후 40%, 
하반굴착 후 30% 그리고 인버트 굴착 후 30%가 반영

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21은 터널천단부와 하반의 침하량의 거동을 굴

착단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두 번째 bench 굴착 후에 

대부분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침하량의 변화양상은 모

델링 결과와 계측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하반의 경우 모델링 결과가 계측결과보다 다소 큰 수치

를 나타낸 반면 천단부의 경우 모델링 결과와 계측결과

가 유사한 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22는 터널주변의 전단변형율 발달양상을 상반

굴착, 하반 및 인버트 굴착 후로 나누어 각각 나타내고 

있다. 굴착단계에 관계없이 전단변형은 터널측벽에 집

중적으로 발달하였고, 하반 및 인버트 굴착에 따라 전

단파괴가 터널 어깨부로부터 지표면으로 진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터널붕괴 메커니즘 분석

터널붕괴 수 일전부터 숏크리트 벽면에 균열이 확인

되었고, 붕괴당일 간극수압 증가와 더불어 터널 측벽부

의 숏크리트 이탈현상이 두드러졌던 사실은 지하수위

의 계측기록으로부터 유추된 지하수 유입현상이 실제

로 발생하여 터널측벽에 수압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인버트 시공이 완전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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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per section

(b) Lower section

그림 22. Maximum shear strain distribution around tunnel

행되지 못하여 링폐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

반굴착과 인버트부 굴착으로 인해 터널측벽에 전단변

형이 심화되고 주변지반의 이완 및 터널주변 수압의 증

가가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서술한 사례는 많은 터널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미고결 지반에서의 터널붕괴사례로서 첫 번째 

사례는 풍화암층과 토사층이 교차하는 터널 갱구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미고결 토사

층에서 NATM 기술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

형적인 경우였다. 수치해석 모델링 결과는 계측결과와 

연관하여 터널붕괴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으며, 터널주

변의 영구변형이 어떻게 발달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각 사례에 대한 터널붕괴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다

음의 사항을 알 수 있었다.

1) 어스앵커의 정착부가 건전한 지층에 설치되지 못한 

경우 앵커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지반의 수평응력을 

감소시켜 주변지반의 이완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미고결지반의 경우 지하수위의 변화는 이상조건의 

전조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3) 설계단계의 제약에 따라 사전에 정확히 파악되지 못

한 절리대 또는 지층조건 변화구간에 대해 시공 중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미고결 지반의 터널붕괴과정은 먼저 지하수 유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후 기반암의 풍화나 그 밖의 

지반이완을 촉진하는 공사과정 상의 요인이 작용함

으로써 소성영역과 전단변형이 지표면까지 확대되

고 결국 굴진면 붕괴와 지표면 함몰로 귀결되는 현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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