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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치와 변위함수에 의한 시공 중인 터널의 최종변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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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Final Displacement With Displacement Functions Using 
Deformation Measurements While Constructing a Tunnel

Kim Cheehwan

Abstract It is important to forecast the final deformation of a tunnel  during construction for evaluating its mechanical 
stability. In this study, the final deformation of a tunnel is forecasted by fitting tunnel deformations measured while 
excavating to a displacement function and exterpolating it. The tunnel for the study was built in two stages divided 
into an upper and a lower part. During the lower part construction of the tunnel, the displacement function forecasts 
the final incremental displacement well compared to the increment measured after completion of the tunnel. It is 
because the critical initial displacement occurred on passing the measurement pins can be adequately measured during 
excavating the lower part, which can not be measured during the upper part excavation of the tunnel.

Key words Forecasted final displacement, Displacement function, Measured tunnel arch settlement, Measure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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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터널시공 중 터널 완공 후에 발생할 최종변위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시공 중인 터널에서 계측한 천단 및 내공변위와 변위함수를 이용하여 터널을 시공 완료하였을 때 

발생할 터널의 최종변위를 예측하였다. 연구대상 터널은 상반과 하반으로 나누어 시공하였고 터널상반 시공 

중 설치한 계측핀을 이용하여 하반막장이 이 계측핀을 통과할 때 발생한 초기변위를 계측할 수 있었다. 터널하반 

시공 중 계측한 변위를 이용하여 하반굴착에 따른 변위 증가량을 변위함수로 예측한 결과 터널시공 완료 후 

계측한 증가량과 거의 같았다.

핵심어 예측 최종수렴변위, 변위함수, 실측 터널천단침하, 실측 터널내공변위

1. 서 론

터널을 시공 할 때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터널의 변형을 계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터널의 변형이 설계단계에서 설정한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게 되면 터널은 역학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므로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은 터널 시공 중 록볼트의 개수나 숏크

리트 두께를 늘리는 등 보강량을 증가시키거나, 굴진길

이를 줄여 굴착방법을 변경하거나, 때로는 굴착 할 터

널의 단면형상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측은 

터널시공 중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터널을 굴진하면서 터널의 변형을 실측해 보면 터널

굴진이 진행됨에 따라 터널의 변형은 증가한다. 즉 계

측기를 설치한 후 터널굴진을 계속할 때 계측지점으로 

부터 터널의 막장이 점점 멀어짐에 따라 계측점 부근을 

지지하는 막장의 지지효과가 감소하고 터널변형은 서

서히 증가한다. 그리하여 터널의 막장이 계측점으로 부

터 충분히 멀어져 터널막장의 지지효과가 거의 사라지

게 되면 터널의 변형도 일정한 수준에 수렴한다. 이와 

같이 터널시공이 완전히 끝나고 최종적으로 수렴된 변

위를 설정된 관리기준변위와 비교한 후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평가한다면 그 분석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은 터널시공 완료 후 발생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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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터널 위치도

적인 변형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널시공 중 계측을 하고 분석하는 주 목적은 

터널을 시공하는 도중에 터널의 안정성을 확인해 가면

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불확실성을 거쳐 

시공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터널변형을 계측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즉 터널시공 중 계측과 이의 분석은 

굴진 중인 터널에서 관리기준에 근접한 변위가 발생하

여 터널의 안정성이 상실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시공 중인 터널의 변형이 관리

기준변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불안정한 상태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굴착을 중지함으로써 터널

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이를 보완할 

대책공법의 선정과 추가보강 등을 수행할 시간을 확보

하기 위해서도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상하

지 못한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임의의 막장에서 터널을 굴진한 후 

발생한 터널의 변형을 계측하고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

을 평가하는 방법보다 굴진 전에 발생할 터널의 변형을 

미리 예측하는 계측분석이 필요하다. 예측적 계측분석

은 터널굴진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할 터널의 변형을 터

널 굴진 중 계측한 변위로 부터 예측하고 이를 관리기준

변위와 비교함으로써 필요 시 대책공법 등을 미리 준비

하여 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공의 안전

성도 높여 계측치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터널시공 후 발생할 최종변형을 예측하는 방법은 터

널 굴진 중의 변위추세를 수학적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

과 역해석에 의한 방법 및 통계적 방법 등이 있다(김치

환, 1990). 이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함수를 이

용하여 터널의 최종변위를 예측하였다. 이는 터널을 시

공하면서 실측한 계측치를 선택한 변위함수에 최적화시

켜 함수의 미지계수를 결정하고 이 함수로 부터 터널의 

최종변위를 예측하는 것이다. 터널을 시공하면서 계측

하므로 시간이 경과하고 시공이 더 진행됨에 따라 계측

횟수도 증가한다. 계측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석되는 

입력자료의 양도 증가하므로 예측분석으로 구한 최종

변위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예측한 최종변위는 시공 완

료 후 실측된 터널의 변형과 거의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터널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중 906공구로 강서소방서 앞

에서 서울도시가스 사옥 앞까지의 구간이다. 그림 1은 

터널의 위치를 보인 것이다. 이 터널의 연장은 1,820 m
로 2개의 정거장과 6개의 환기구가 있고 지표에서 터널

까지의 심도는 약 20 m 내외로 터널은 충적층과 풍화

암층을 통과하고 있다. 터널심도가 얕고 지반강도가 약

하여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고 

한강 하류지역으로 많은 지하수의 유입도 우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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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반상태도

터널의 단면 폭은 약 11 m 내외이므로 터널심도는 터

널 폭의 약 2배 이내가 되어 터널천단과 지표면에서 연

직하향의 변위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천단

침하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내공변위는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터널 천단부에 발달될 소성

영역이 지표까지 확정되어 터널 주변에 압축응력대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김상수, 1992).

2. 지형 및 지질

2.1 지형

본 지역은 서울시 지형의 특징인 노･장년기적 지형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완만한 지형특성으로 선구조는 뚜

렷하지 않으나 산계와 수계가 유사한 방향으로 발달하

고, 한강을 중심으로 충적 저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남
북방향의 산계는 지질구조와 관계있으며, 북동방향 산

계는 터널시점측의 기반암인 화강암과 관계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수계는 북서방향으로 흐르는 한강과 지류

인 난지천, 안양천, 굴포천이 우세하며, 종점부에 안양

천과 수지상 수계가 소규모로 발달하나 이 지역을 통과

하는 뚜렷한 수계는 없다. 또한 이곳은 한강 하류지역

으로서, 북안으로는 불광천, 남안으로는 안양천이 합류

한다. 본 지역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현재 백

석길과 일치하며, 현재 가양동 빗물펌프장은 과거 저수

지 또는 유수지가 존재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2.2 지질

본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인 경기편

마암 복합체, 중생대의 화성암류, 그리고 이들 기반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제4기의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최소한 3회 이상 변성작용으로 지층이 매우 복잡

하다. 암상은 주로 편암, 호상편마암, 규암과 이를 관입

한 소규모의 화성암류로 구성되며, 상부는 매립층과 충

적층으로 피복되어 있다. 본 지역에서 가장 큰 암체인 

호상 흑운모편마암은 지형적으로 저지대를 이루면서 

넓게 분포되는데, 노두의 발달은 불량한 편이다. 주로 

흑운모로 되어 있는 암색대와 석영, 장석으로 되어 있

는 명색대로 이루어진 호상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

이며, 구성입자는 대체로 등립 변정질이다.
선구조 분석결과 북서-북동방향 구조선은 노선과 평행 

또는 교차되며 지층상태가 종, 횡방향 변화가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선구조는 N5-25E, N15-40W 방향이 

우세하고, N5-25E 방향은 경강단층과 평행, N15-40W 
방향은 한강과 평행하며 좌측의 곡선상 선구조는 서울

도폭 지질도상 습곡구조를 보인다.
시추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 지역의 지반은 생성기원 

및 층상에 따라 매립층, 충적층, 풍화대층(잔류토 및 풍

화암층) 및 기반암인 연암, 보통암, 경암층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 지반고는 매립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다음 그림 2는 터널이 시공된 부분의 지반상태를 보인 

것이다(대림산업주식회사, 2003a).

3. 터널의 단면구조와 보강방법

터널 굴착 시에 응답하여 나타나는 지반의 변형은 막

장 전방에서 시작하여 터널 축을 따라 굴착된 막장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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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터널보강도 (a) 횡단면도 (b) 종단면도

으로 발달하며 또 터널 내공이 축소되는 변형뿐만 아니

라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장의 압출변위도 발생한

다. 따라서 내공변위와 천단침하는 막장 부근의 매우 

복잡한 응력-변형 과정의 최종적인 단계로 나타나는 것

이다. 그러므로 풍화토와 같은 연약한 지반에 터널을 

시공하는 경우 막장전방의 선행변위와 압출변위를 억

제한다면 터널의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까지 억제시키

면서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연약한 지반에 시공되어 터널막장의 압출변위가 우려

되는 이번 연구대상 터널에서도 막장전방의 변위를 최

소화 되도록 시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막장

전방 보강방법(남기천, 2002; 남기천 등, 2002) 중 막장 

전방을 보호하고 보강하는 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을 적

용하였다. 적용한 강관다단그라우팅 보강도와 터널단면

도는 그림 3과 같다. 
이 강관그라우팅 공법은 터널을 굴진하기 전에 막장 

전방 터널 주변에 강관을 적절한 간격으로 배열, 설치하

고 그 강관의 내측에서 그라우트재를 다단계로 주입하

는 방법이다.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은 막장 전방에 대

한 보강효과와 터널의 횡단면 상으로 연속된 아치효과

를 동시에 발휘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지반 개선효과는 

국부적인 연속된 아칭효과로 형성되는 보(beam)효과와 

그라우팅에 의한 전단저항 외에 구속압력의 증가에 따

른 막장의 역학적 안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강관

그라우팅공법의 주요 효과는 굴진면의 안정성 향상, 굴
착주변 지반의 이완 방지, 지표침하의 억제로 나타난다. 
그림 3은 터널의 횡단면과 종단면을 보인 것이다. 터널 

아치부에 지름 114 mm, 길이 15 m의 강관을 4 m 굴진

할 때 마다 설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4겹의 강관으로 

터널 아치부를 보강한 것이다. 터널 횡단면도 중 번호는 

굴착순서이고 1과 2는 터널상반부를 3과 4는 약 30 m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터널하반부를 표시한 것이다.

4. 계측과 터널의 최종변위 예측

4.1 계측종류

이번 연구 대상 터널은 심도가 얕고 지하수위가 높은 

조건이며 터널의 단면 폭이 심도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터널 시공 중 변형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터널 

직상부 지상에는 빌딩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연직방

향 변위에 대한 계측이 특히 중요하였다. 이와 같은 계

측목적에 맞추어 계측 종류는 연직변위를 계측하는 천

단침하계측, 지표침하계측, 이번 터널시공에 새로이 도

입한 지중 내 막장전방 수평경사계측기로 지중연직방

향 변위를 계측하였다. 이는 터널의 형상과 심도를 고

려할 때 또 지상구조물의 보호를 감안할 때 연직방향의 

변위가 터널의 안정과 주변 지상구조물의 안전에 극히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이다. 그 외 기본적으로 내공변

위, 록볼트축력, 숏크리트 응력 등도 계측하였다. 
여러가지 계측 결과 중 이번 연구에 이용한 계측종류

인 천단침하와 내공변위계 설치간격은 4 m로 77개소에 

설치하였다. 천단침하계는 터널상반 시공 중 계측을 위

하여 터널상반 가장 높은 천단에, 내공변위계는 상부터

널의 바닥으로부터 약 1.2 m 높은 터널 좌우 측벽에 설

치하였다(대림산업주식회사, 2003b)

4.2 최종변위 예측함수

터널의 변형은 터널을 시공함으로 터널주변 암반에서 



계측치와 변위함수에 의한 시공 중인 터널의 최종변위 예측412

발생하는 응력의 재분포에 따라 발생한다. 터널 주변 

암반에서 응력이 증가하여 암반의 강도를 초과하면 암

반은 파괴된다. 암반의 파괴과정에 따라 터널의 변형도 

변하므로 터널의 변형으로부터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

을 평가할 수 있다(Sakurai, 1983, 1997; 김치환, 1990; 
Hoek, 2010).  

터널을 굴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터널의 변형은 굴진

초기에 크게 증가하다가 시간의 경과와 막장이 계측점

에서 점점 멀어짐에 따라 변위의 증가속도는 감소하면

서 총변위량도 서서히 증가하는 비선형을 보인다. 그러

므로 만약 터널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변위형태를 나타

내는 적절한 비선형 함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 

터널시공에 따른 터널의 변형을 예측할 수 있다. 또  터

널시공이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발생할 터널의 변형을 

예측할 수 있다면 터널 완공 후 나타날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시공 진행 중에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터

널 완공 후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이 불안할 것으로 예

측된다면 터널 보강방법 등을 시공 중에 개선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터널 시공초기 부터 터널

완공 후 발생할 변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터널의 최종변위 예측을 위한 변위곡선은 

여러 가지 비선형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김치환, 1990). 
그 예로 터널굴진 중 발생하는 변위를 시간경과에 따른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변위를 막장

과 계측점 사이의 거리변화에 따른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혹은 변위를 시간경과 외에 막장과 계측점 사이

의 거리변화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포함한 함수로 표

시할 수도 있다. 함수의 종류는 적절한 미지계수를 포

함한 로그함수, 분수함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터널 굴진 중 

발생하는 천단 및 내공변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었

고 이로부터 터널굴진이 종료되어 터널이 완성되었을 

때 발생할 최종수렴변위를 예측하였다. 위의 여러 함수 

중 지수함수는 변위의 추세를 잘 나타낼 수 있고(김치

환, 1990) 사용이 간편하며 미지계수의 결정하기 위한 

계산 과정에 재계산이 필요한 작업오류가 적었다. 지수

함수로 나타낸 변위 u는 2개의 미지계수를 이용하여 α
(1-exp(-βt))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t는 시간의 경과를 나

타내고 있다. 이 변위함수의 미지계수 α, β는 실측한 변

위를 입력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입력한 실측변위의 갯수

를 두 개 이상으로 하였고 Levenberg-Marquardt(IMSL, 
1984)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지계수들을 결정하였다. 
이 변위함수의 미지계수를 실측변위를 입력하고 정한 

후 터널굴진이 종료될 시간을 고려하여 최종수렴변위

를 예측하였다.  

5.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 결과

이번 연구에서 터널시공 중 발생할 최종수렴변위를 

예측한 지점은 그림 1의 대동아파트 부근인 10k067과 

서울정형외과 부근인 10k621 지점이다.

5.1 10k067 지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

터널상반 굴착 중 10k067 지점에서 계측을 시작한 때

는 2006년 1월 18일이었고 계측기를 막장에 최대한 근

접하도록 설치한 위치는 막장으로부터 1 m 떨어진 곳

이었다. 터널굴착 방법이 약 1 m 길이의 코어(core)부
분을 남기는 링커트(ring-cut)형식이기 때문에 계측기를 

막장으로 부터 1 m 이내에 설치하더라도 막장코어 부

분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내공변위 계측을 시작할 수 없

었다. 계측은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 계측기를 설치하는 

작업과 계측핀이 움직이기 않도록 사용한 접착제 등이 

양생되는데 필요한 시간 등으로 굴착 후 1일이 지난 후

에 계측을 시작할 수 있었다. 터널상반을 굴착할 때 뒤 

따라 오는 하반막장이 2006년 3월 8일 이 지점에 도달

하였고 이는 계측기 설치 후 50일이 소요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터널상반 굴착 때문에 발생하는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를 67회 계측하였다. 이어서 2006년 3월 9일 

터널상반 막장과 약 33 m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 오던 

터널하반 막장이 이 지점을 통과하였다. 계속해서 2006
년 5월 2일까지 터널하반을 굴착하였고 하반 막장이 계

측점을 통과하고 약 31.4 m 더 굴진하는데 소요된 55
일 동안 63회의 계측을 추가로 수행하였다(대림산업주

식회사, 2006). 
측정한 계측치를 이용하여 예측할 최종변위는 터널상

반과 하반 시공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 각각의 

단계에서 계측종류에 따라 천단침하와 내공변위에 대

한 최종변위 예측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먼저 터널상반 굴진 중 천단침하에 대한 분석은 다음

과 같다. 2006년 1월 17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터널막장이 10k066 지점에 정지되어 있는 동안 11회를 

계측하였고 그 결과 천단침하는 약 16 mm 발생하였다. 
이를 그림 4(a)에서 볼 수 있다. 

이 기간은 굴진을 멈추고 막장전방을 보강하는 기간

이었다. 즉 다음 단계의 굴진을 위하여 터널 아치부에

서 굴진할 막장의 전방으로 선진천공하고 보강용 강관

을 삽입한 후 강관내부에서 다단계로 그라우팅함으로

써 막장전방을  미리 보강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사

용한 예측함수로 이 기간에 측정한 11회의 계측치를 최

적화 시킨 결과는 그림 4(a)와 같다. 이 계측치들을 이

용하였을 때 터널상반 굴진 종료 후 발생할 천단침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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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경과와 터널의 막장위치에 따른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 변화(계측점:10k067, 일시:2006년1월24일)

(b)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결과(계측점:10k067, 일시:2006 
년1월24일)

그림 4

(a) 시간경과와 터널의 막장위치에 따른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 변화(계측점:10k067, 일시:2006년3월8일)

(b)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결과(계측점:10k067, 일시:2006
년 3월8일)

그림 5

예측하는 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15.9084와 

0.441485이었다. 예측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난 2006년 

1월 24일의 천단침하는 약 15 mm로 실측한 천단침하 

중 가장 마지막 값인 약 16 mm와 거의 동일하였다. 이
러한 추세가 계속되었을 때 예측되는 최종수렴천단침

하는 그림 4(b)와 같다. 그림 4(b)에서 터널이 상당히 

굴진되어 터널막장이 계측점으로 부터 멀어졌을 때 최

종적으로 수렴될 천단침하는 약 16 mm로, 최적화시키

기 위하여 입력한 천단침하 실측값 중 마지막 값인 15 
mm보다 불과 1 mm 증가한 것이다. 2006년 1월 24일 

이후에도 터널상반을 굴진함에 따라 누적계측회수가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변위를 예

측하였으나 예측된 천단침하값은 입력한 마지막 날짜

의 실측 천단침하값과 거의 같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터널 상반막장의 위치가 10k034로 계측점인 10k067을 

통과하고 약 33 m 떨어지게 된 2006년 3월 8일까지의 

실측천단침하를 최적화시킨 그림 5에서도 동일하였다. 

그림 5(b)에서도 마지막 실측 천단침하는 약 38 mm이

었고 예측 최종천단침하는 약 37 mm로 마지막 실측  

천단침하와 거의 동일하였다. 이 때 터널상반 굴진 종

료 후 발생할 천단침하를 예측하는 함수의 미지계수 α
와 β는 각각 -37.3571과 0.055064이었다. 

터널시공 중 천단침하와 함께 실측한 내공변위도 천

단침하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5는 터널상

반 굴착 중의 천단침하와 함께 내공변위를 보인 것이다. 
터널상반 굴진이 끝나고 이어서 하반 굴진 중에 실측

한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로부터 예측한 최종수렴변위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06년 3월 9일 터널하반의 

막장위치는 10k067.6로 계측점인 10k067에 근접한 상

태에서 다음 단계의 굴진에 따라 하반막장이 계측점을 

통과하였다. 이 지점에는 터널상반 시공 중에 이미 계측

기를 설치하였으므로 터널 하반막장이 계측점 10k067
점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초기의 천단침하를 자연스럽

게 계측할 수 있었다. 그림 6(a)는 터널하반의 막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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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경과와 터널의 막장위치에 따른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 변화(계측점:10k067, 일시:2006년3월21일)

(b)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결과(계측점:10k067, 일시:2006
년 3월21일)

그림 6

계측점 10k067을 통과할 때를 포함하고 2006년 3월 21
일까지 실측한 천단침하값들을 이용하여 예측함수로 최

적화한 천단침하 곡선을 또 그림 6(b)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었을 때 예측되는 최종수렴천단침하를 보인 것

이다. 
여기서 터널상반 굴진 중 발생한 천단침하를 제외하

고 터널하반 굴진 중 추가로 발생할 천단침하를 예측하

는 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37406.3과 5.8e-06
이었다. 한편 현재 분석하고 있는 계측치는 2006년 3월 

21일까지 측정한 것이지만 실제 터널시공 중 10k067에 

설치한 계측기에서의 계측은 2006년 5월 2일까지 55일 

동안 터널하반의 막장이 계측점으로 부터 충분히 멀어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실제 시공현

황을 고려하여 2006년 3월 21일까지의 실측 천단침하

로부터 결정된 예측함수를 이용하여 계측종료일인 55
일 후의 천단침하를 예측하면 약 11.9 mm이었다. 

또 2006년 3월 21일까지 터널하반 굴착 중 내공변위

의 최종수렴예측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6(a)는 터널하

반의 막장이 계측점 10k067을 통과할 때를 포함하여 

2006년 3월 21일까지 실측한 내공변위들을 이용하여 

예측함수로 최적화한 내공변위이고 그림 6(b)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었을 때 예측되는 최종수렴내공변위도 

보인 것이다. 터널상반 굴진 중 발생한 내공변위를 제

외하고 터널하반 굴진 중 추가로 계측한 내공변위로 결

정한 예측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26234.2와 

5.79e-06이었다. 따라서 2006년 3월 21일까지의 실측 

내공변위로부터 구한 예측함수를 이용하고 최종수렴천

단침하와 예측과 같은 경과일인 55일 후의 최종수렴내

공변위 증가량을 예측하면 약 8.35 mm이었다.
계속해서 터널하반을 굴진하는 동안 천단침하를 지속

적으로 실측하였고 터널상반을 굴착하였을 때와 마찬

가지로 최종적으로 수렴될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를 주

간단위로 예측하였다. 그 중 2006년 4월 11일까지 터널

하반 굴진 중 실측한 천단침하를 이용하여 결정한 예측

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6.06395와 0.125852이
었다. 따라서 터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천

단침하 증가량은 약 6.06 mm 이었다. 마찬가지로 실측

한 내공변위를 이용한 예측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

각 -5.07715와 0.075425이었다. 따라서 터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내공변위 증가량은 약 5.08 mm 
이었다.

또 2006년 4월 18일까지 실측한 천단침하와 최종적

으로 수렴된 천단침하 증가량을 보인 것은 그림 7이다. 
그림 7(a)를 보면 터널상반의 굴착이 끝나고 하반막장

이 본 계측점 10k067을 통과하는 순간 터널의 천단침

하는 약간 크게 증가하였다. 터널상반을 굴착하는 중 

발생한 천단침하의 후반부 완만한 증가 추세와 다르게 

터널하반 굴착 중에는 약간 큰 기울기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터널 하반 굴진이 계속되어 하반막장이 계측점

을 통과한 후 계측점으로 부터 멀어짐에 따라 천단침하 

증가속도는 둔화되었다. 그림 7(b)를 보면 터널하반 굴

진 중 실측한 천단침하로 결정한 예측함수의 미지계수 α
와 β는 각각 -6.06765와 0.126318이었다. 따라서 터널

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천단침하 증가량은 약 

6.07 mm 이었다. 또 실측한 내공변위를 이용한 예측함

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5.03749와 0.076499이었

고 터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내공변위 증가

량은 약 5.04 mm 이었다.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2006년 4월 25일까지 터널하

반 굴진 중 실측한 천단침하를 이용한 예측함수의 미지

계수 α와 β는 각각 -7.08927와 0.084126이었다. 따라서 

터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천단침하 증가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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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경과와 터널의 막장위치에 따른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 변화(계측점:10k067, 일시:2006년4월18일)

(b)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결과(계측점:10k067, 일시:2006
년4월18일)

그림 7

(a) 시간경과와 터널의 막장위치에 따른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 변화(계측점:10k067, 일시:2006년5월2일)

(b)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결과(계측점:10k067, 일시:2006
년5월2일)

그림 8

약 7.09 mm 이었다. 또 실측한 내공변위를 이용한 예측

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4.68927과 0.088518이
었고 터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내공변위 증

가량은 약 4.69 mm 이었다. 
이어서 그림 8은 터널하반 막장이 계측점 10k067을 

통과한 후 55일 지난 2006년 5월 2일까지 실측한 천단

침하와 최종적으로 수렴된 천단침하 증가량을 보인 것

이다. 터널하반 굴진이 계속되어 터널하반의 막장이 계

측점을 통과한 후 멀어짐에 따라 침하속도는 더 감소하

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림 8(b)를 보면 터널하반 굴

진 중 실측한 천단침하로 이용한 예측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8.08468와 0.061638이었다. 따라서 터

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천단침하 증가량은 

약 8.08 mm 이었다.    
또 실측한 내공변위를 이용한 예측함수의 미지계수 α

와 β는 각각 -4.62703과 0.091189이었다. 따라서 터널

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내공변위 증가량은 약 

4.63 mm 이었다.
이로부터 터널하반 시공 중 실측한 천단침하값을 예

측한 최종천단침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터널상반

을 시공할 때 발생한 천단침하는 약 38 mm이었고 터널

하반을 시공한 후 발생한 총 천단침하는 약 46 mm이었

다. 따라서 터널하반을 시공하는 동안 발생한 천단침하 

증가량은 약 8 mm이다. 그런데 터널하반의 막장이 2006
년 3월 9일 계측점 10k067를 지난 후 2006년 3월 21일
까지 실측한 천단침하를 이용하여 예측한 최종적인 천

단침하 증가량은 약 12 mm이었고 이는 실측한 천단침

하 8 mm와 비교할 때 약 4 mm 더 크게 예측되었다. 
이어서 2006년 4월 11일까지, 4월 18일까지, 4월 26일
까지 및 5월 2일까지의 실측치를 이용하여 예측한 최종

천단침하는 각각 6 mm, 6 mm, 7 mm와 8 mm로 2006
년 5월 2일까지 실제 발생한 천단침하 약 8 mm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런데 터널상반 굴진 중의 계측치를 이용하여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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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경과와 터널의 막장위치에 따른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 변화(계측점:10k621, 일시:2005년10월28일)

(b)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결과(계측점:10k621, 일시:2005
년10월28일)

그림 9

상반 굴착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할 최종수렴천단침하

를 예측하는 것은 정확성이 낮았다. 반면에 터널하반 

굴진 중 실측한 터널 천단침하로부터 터널 시공이 완료

되었을 때의 최종수렴천단침하를 예측한 것은 비교적 

정확하였다. 이는 터널하반 굴진 중에는 터널상반 굴진 

때 이미 설치된 계측기를 이용하여 터널 하반막장이 이 

계측점을 통과할 때 발생되는 초기단계의 터널변위를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터널변위를 

실측하기 위해 이용한 계측종류는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인데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터널을 굴착한 후 

터널내부에서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널

상반 굴진 중에는 막장이 계측점을 통과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굴착 전 막장 전방에서 발생하는 터널의 변형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터널굴진 중 막장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터널의 변형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총 변위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김치환, 1990). 
그러므로 터널굴진에 따라 발생하는 터널변형을 시간

의 함수로 나타낼 때 계측기의 위치와 계측시점에 따라 

터널변형곡선의 형상도 달라지고 터널굴착 완료 후 발

생하는 최종변위를 예측하는 정확성도 달라진다. 따라

서 터널막장이 계측점을 통과할 때 터널변형을 실측한 

터널하반 굴진 단계에서는 터널하반 시공이 끝난 후 발

생할 수 있는 최종수렴변위를 시공 중에 비교적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었다. 
또 내공변위를 분석하면 터널상반을 시공할 때 발생

한 내공변위는 약 27 mm이었고 터널하반을 시공한 후 

발생한 총 내공변위는 약 32 mm이었다. 따라서 터널하

반을 시공하는 동안 발생한 내공변위 증가량은 약 5 
mm이다. 터널하반 시공 중 실측한 내공변위를 시공진

행에 따라 예측한 최종내공변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

다. 터널하반의 막장이 2006년 3월 9일 계측점 10k067
를 지난 후 2006년 3월 21일까지 실측한 내공변위를 

이용하여 예측한 최종적인 내공변위 증가량은 약 8.35 
mm이었다. 2006년 5월 2일 터널하반을 시공완료 후 

실측한 내공변위 5 mm와 비교할 때 약 3.4 mm 더 크

게 예측되었다. 이어서 2006년 4월 11일까지, 4월 18일
까지, 4월 26일까지 및 5월 2일까지의 실측치를 이용하

여 예측한 최종내공변위는 각각 5.08 mm, 5.04 mm, 
4.69 mm와 4.63 mm로 2006년 5월 2일까지 실제 발생

한 내공변위 약 5 mm와 거의 비슷하였다. 따라서 최종

수렴내공변위는 천단침하와 마찬가지로 터널하반 굴진 

중에 예측할 때 정확도가 높았다.
 

5.2 10k621 지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

터널상반 굴착 중 10k621 지점에서 계측을 시작한 시

점은 2005년 8월 22일로 계측점과 상반막장 사이의 거

리는 약 0.2 m이었다. 2005년 10월 28일 이 지점에 하

반막장이 도달하는데 소요된 67일 동안 상반굴착에 따

라 발생하는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를 75회 계측할 수 있

었다. 이어서 2005년 10월 29일 상반막장과 약 37.2 m
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뒤 따라 오던 하반막장이 이 

지점을 통과하였다. 계속해서 2005년 12월 19일까지 

하반을 굴착하였고 하반막장이 계측점을 통과하고 약 

25 m 더 굴진하는데 소요된 52일 동안 46회의 계측을 

추가로 수행하였다(대림산업주식회사, 2006).
10k067 계측점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측정한 계측치

를 이용하여 예측할 최종변위는 터널상반과 하반 시공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 계측의 종류에 따라 천

단침하와 내공변위에 대한 최종변위 예측으로 구분하

였다. 
먼저 터널상반 굴진 중 천단침하에 대한 분석은 다음

과 같다. 그림 9(a)는 2005년 8월 22일부터 2005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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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경과와 터널의 막장위치에 따른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 변화(계측점:10k621, 일시:2005년11월7일)

(b)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결과(계측점:10k621, 일시:2005
년11월7일)

그림 10

월 28일까지 터널상반을 굴진하는 동안 계측한 결과이

다. 2005년 10월 28일 터널상반 막장의 위치는 10k584
이고 터널하반 막장의 위치는 10k622.4로 터널하반 막

장이 계측점인 10k621에 근접한 상태이었다. 이 때까

지 실측한 천단침하는 66 mm이었고 실측 천단침하를 

이용하여 예측한 최종천단침하는 그림 9(b)와 같이 64.3 
mm이었다.

여기서 실측치를 이용하여 터널상반 굴진 종료 후 발생

할 천단침하를 예측하는 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82.3465와 0.022244이었다. 터널상반 굴진 중 계측한 천

단침하를 이용하여 예측한 최종수렴천단침하는 10k067
에서의 예측결과와 유사하게 역시 효과적이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터널시공 중 천단침하와 함께 실측한 

내공변위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9는 터널상반 

굴진 중의 천단침하와 함께 내공변위도 보인 것이다. 
이어서 터널하반 굴진 중에 실측한 천단침하와 내공

변위로부터 예측한 최종수렴변위는 다음과 같다. 2005
년 10월 9일 터널하반의 막장위치는 10k619.6로 계측

점인 10k621에 근접한 상태에서 굴진을 시작하여 계측

점을 통과하였다. 이 지점에는 터널상반 시공 중에 이

미 계측기가 설치되었으므로 터널하반 막장이 계측점 

10k621점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초기의 천단침하를 계

측할 수 있었다. 그림 10(a)는 터널하반의 막장이 계측

점 10k621을 통과할 때를 포함하고 2005년 11월 7일
까지 실측한 천단침하값들을 이용하여 예측함수로 최

적화한 천단침하 곡선을, 그림10(b)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었을 때 예측되는 최종수렴 천단침하를 보인 것

이다. 
터널상반 굴진 중 발생한 천단침하를 제외하고 터널

하반 굴진 중 추가로 발생할 천단침하를 예측하는 함수

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4.06379와 0.359354이었다. 
한편 지금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계측치는 2005년 11
월 7일까지 측정한 것이지만 이 후로도 2005년 12월 

19일까지 57일 동안 계측을 계속하였고 이때 터널하반 

막장은 10k646까지 굴진된 상태이었다. 따라서 그 당

시의 실제 시공현황을 고려하고 2005년 11월 7일까지

의 실측 천단침하로부터 구한 예측함수를 이용하여 57
일 후의 천단침하를 예측하면 약 4.06 mm이었다. 

또 그림 10(a)는 터널하반의 막장이 계측점 10k621
을 통과할 때를 포함하여 2005년 11월 7일까지 실측한 

내공변위들을 이용하여 예측함수로 최적화한 내공변위

를, 그림 10(b)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었을 때 예측되

는 최종수렴내공변위도 보인 것이다. 터널상반 굴진 중 

발생한 내공변위 외에 터널하반 굴진 중 추가로 발생하

는 내공변위에 대한 예측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17.8214와 0.483101이었다. 따라서 2005년 11월 7일
까지의 실측내공변위로부터 구한 예측함수를 이용하여 

경과일 57일 후의 내공변위 증가량을 예측하면 약 17.82 
mm이었다. 

터널하반을 굴진하는 동안에도 천단침하를 지속적으

로 계측하였고 터널하반을 굴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수렴될 천단침하 증가량도 주간단위로 예측하였다. 그 

중 2005년 12월 2일까지 터널하반 굴진 중 실측한 천

단침하를 이용하여 결정한 예측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
는 각각 -5.81313와 0.171926이었다. 따라서 터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천단침하 증가량은 약 5.81 
mm 이었다. 마찬가지로 실측한 내공변위를 이용한 예

측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15.7722와 0.344937
이었다. 따라서 터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내공변위 증가량은 약 16.77 mm 이었다(그림 11).
이어서 2005년 12월 19일까지 실측한 천단침하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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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경과와 터널의 막장위치에 따른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 변화(계측점:10k621, 일시:2005년12월2일)

(b)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결과(계측점:10k621, 일시:2005
년12월2일)

그림 11

(a) 시간경과와 터널의 막장위치에 따른 천단침하와 내공변

위 변화(계측점:10k621, 일시:2005년12월19일)

(b) 터널의 최종수렴변위 예측결과(계측점:10k621, 일시:2005
년12월19일)

그림 12

종적으로 수렴된 천단침하 증가량을 보인 것은 그림 12
이다. 그림 12에서 터널상반의 굴진이 끝나고 하반막장

이 본 계측점 10k621을 통과한 후 발생한  터널의 천단

침하는 약 8 mm 증가하였다. 
10k621 지점에서 터널변형 특성을 분석하면, 터널상

반을 굴착하는 중 발생한 천단침하의 증가추세가 터널

하반 굴착 중에도 계속되었다. 지표로부터 터널까지의 

토피가 얕고 암반의 강도가 작은 경우 터널의 천단침하

는 터널의 굴착단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림 12(b)를 보면 터널하반 굴진 중 실

측한 천단침하를 이용한 예측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8.34748와 0.56597이었다. 따라서 터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천단침하 증가량은 약 8.35 mm
이었다. 또 하반 굴진이 계속되어 터널하반의 막장이 

계측점으로 부터 멀어짐에 따라 천단침하 속도는 감소

하였다. 또 실측한 내공변위는 터널하반이 계측점에 접

근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굴진이 계속되어 

터널하반의 막장이 계측점을 통과한 후 계측점과 막장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공변

위는 빠르게 수렴되었다. 실측한 내공변위를 이용한 예

측함수의 미지계수 α와 β는 각각 -17.6401과 0.312272
이었고 터널하반 시공 중 최종적으로 수렴될 내공변위 

증가량은 약 17.64 mm 이었다.  
터널상반을 시공할 때 발생한 천단침하는 약 67 mm

이었고 터널하반을 시공한 후 발생한 총 천단침하는 약 

75 mm이었다. 따라서 터널하반을 시공하는 동안 발생

한 천단침하 증가량은 약 8 mm이다. 터널하반 시공 중 

실측한 천단침하값을 예측한 최종천단침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터널하반의 막장이 2005년 10월 29일 계

측점 10k621를 지난 후 2005년 11월 7일까지 실측한 

천단침하를 이용하여 예측한 최종적인 천단침하 증가

량은 약 4.1 mm이었다. 따라서 2005년 12월 19일 터널

하반을 시공완료 후 실측한 천단침하 8 mm와 비교할 

때 약 4 mm 더 작게 예측되었다. 이어서 2005년 12월 



터널과 지하공간 419

2일 및 12월 19일까지의 실측치를 이용하여 예측한 최

종천단침하는 각각 5.8 mm와 8.3 mm로 2005년 12월 

19일까지 실제 발생한 천단침하 약 8 mm와 비교할 때 

하반굴착 초기단계에서의 예측은 실측치보다 약간 작

았다. 
또 터널상반을 시공할 때 발생한 내공변위는 약 32 

mm이었고 터널하반을 시공한 후 발생한 총 내공변위

는 약 51 mm이었다. 따라서 터널하반을 시공하는 동안 

발생한 내공변위 증가량은 약 18 mm이다. 터널하반 시

공 중 실측한 내공변위값을 시공 중 주간별로 여러 번 

예측한 최종내공변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터널하

반의 막장이 2005년 10월 29일 계측점 10k621를 지난 

후 2005년 11월 7일까지 실측한 내공변위를 이용하여 

예측한 최종적인 내공변위 증가량은 약 18 mm이었다. 
따라서 2005년 12월 19일 터널하반을 시공완료 후 실

측한 내공변위 증가량 18 mm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

게 예측되었다. 이어서 2005년 12월 2일까지, 12월 19
일까지의 실측치를 이용하여 예측한 최종내공변위는 모

두 17 mm로 2005년 12월 19일까지 실제 발생한 내공

변위 약 18 mm와 거의 비슷하였다. 
10k067 지점에서와 같이 터널상반 굴진 중의 계측치

를 이용하여 터널상반 굴착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최종 터널변형을 시공 중에 실측한 터널변위로부터 예

측함수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반면에 

터널하반 굴진 중 실측한 터널변형으로부터 터널 시공

이 완료되었을 때의 최종변위를 예측한 것은 비교적 정

확하였다. 이는 터널상반 굴진 중 터널상반의 변위를 

계측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계측기를 이용하여 터널하

반 굴진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초기단계의 터널변위를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k067 지점과 비

교할 때 10k621 지점은 토피가 더 얇을 뿐만 아니라 암

반의 강도도 더 작기 때문에 천단침하는 터널상반과 하

반의 굴진단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이 더 뚜렷하였다(김상수, 1992). 그러나 내공변위는 터

널상반과 하반을 굴진한 후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한 후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6. 결 론

터널 시공 중 실측한 변위를 이용하여 터널시공이 종

료되었을 때 발생할 최종변위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하

여 실측변위를 수학적 함수를 이용하여 최적화시켰고 

이 함수로부터 최종변위를 예측하였다. 이번 연구에 이

용한 계측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6공구의 터널을 시공

하면서 실측한 천단침하와 내공변위이다. 이 터널의 폭

은 약 11 m이고 심도가 약 20 m 이내로 얕았다. 또 터

널이 시공된 지반은 풍화암 혹은 풍화토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터널 시공 중 실측한 계측치(u)를 시간경과(t)에 따

라 최적화하기 위하여 두 개의 미지계수 α, β를 포

함한 수학적 함수 u=α(1-exp(-βt))를 이용하였다. 이 

함수는 계측치의 추세를 수학적 함수로 나타내는데 

적절하였다. 여기서 이용한 함수로 터널 시공이 종

료되었을 때 발생할 최종변위를 시공 중 여러 경과

시간에 따라 예측하였다. 터널상반을 시공하면서 실

측한 변위를 이용하여 최종변위를 예측한 결과는 실

측 최종변위보다 작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터널하반을 시공하면서 최종변위를 예측하였

을 때 터널하반 굴진단계에서 예측한 최종변위 증가

량은 시공 종료 시 실측한 변위 증가량과 비슷하였

다. 이는 터널하반 굴착 중에는 터널상반 시공 시 이

미 설치된 계측기로 하반막장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초기변위를 실측할 수 있으나 터널상반 시공 시에는 

터널굴착 순간에 발생하는 큰 증가율의 초기변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터널의 천단침하와 내공변위의 추세를 비교할 때 

천단침하는 터널상반과 하반을 시공하는 동안 변위

의 추세가 거의 변함없는 하나의 함수처럼 나타나

는 반면 내공변위는 터널하반을 굴착하는 순간 변

위가 크게 증가한 후 빠르게 수렴되는 모양으로 터

널의 상반과 하반을 시공하는 동안의 변위가 각각 

다른 두 개의 함수로 나타났다. 이는 터널의 크기와 

비교할 때 터널의 심도가 얕고 지반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터널이 지지되기 위하여 터널주변지반에 형

성되어야 할 압축응력대가 없기 때문에 연직하향변

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터널

의 천단침하와 내공변위의 크기를 비교할 때 터널

의 상반과 하반 시공 중 지속적으로 증가한 천단침

하가 내공변위보다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터널

의 크기와 비교할 때 터널의 심도가 얕고 지반의 강

도가 낮기 때문에 터널시공으로 인하여 터널주변에 

발달한 이완영역이 지표면까지 도달하였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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