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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갱구부 저토피 및 관통부 변경에 따른

안정성 검토 사례 연구

이사익*, 최영철, 정우용, 김국한, 김동인

A Case Study of Tunnel Stability due to the Shallow Shaft and 
Change Penetrating Location

Saik Lee*, Youngchul Choi, Wooyong Jung, Kookhan Kim, Dongin Kim

Abstract Around 70% of Korea is mountainous, an increase in tunnel construction. It’s due to the growing interest 
of the public for the environment and land required for the road construction is very scarce. During construction 
of ‘Daedong 1 tunnel’ in the expressway expansion project between Naengjeong and Busan, there are shallow shaft 
due to this tunnel located in the valley and the shafts are separated, and penetrating location change was inevitable 
for construction was delayed because of complaint. So, we change the position of the penetrating by applying 
multi-channel TSP, and conducted a stability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no problem on 
the stability of the tunnel. To secure the construction of additional stability, We installed instrument, performed 
mechanical excavation, added reinforcement at shallow shaft and conducted bench cut.

Key words Shallow shaft, Change penetrating location, TSP using Multi-Channel

초  록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도로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터널 시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대동1터널 

시공 시 계곡부 위치 및 갱문 이격으로 저토피가 발생하였고, 민원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관통부 변경이 불가

피하였다. 이에 다중TSP를 적용하여 관통부 위치를 변경하였고 안정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결과 터널의 안정성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공 중 추가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계측기 설치 및 기계굴착, 저토피 

구간 추가 보강, 반단면 굴착을 실시하였다.

핵심어 저토피, 관통부 변경, 다중채널TSP

1. 서 론

최근 국내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심권 교통체

증 및 인구의 도심권 과밀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종 고속도로, 고속철도 및 도심지 지하철도 등이 건설

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7 × 9 전국간선도로망 등

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70%가 산지인데다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도로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 또한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고조

되고 있어 갈수록 터널 시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3,734 km 중 약 270 km(7%)

가 터널구간이며, 최근 건설 중인 노선 중 평균 52.4%
가 터널로서 갈수록 터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
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Table 1, Fig. 1)의 

경우 신설구간 중 44%가 터널구간이다.
본 현장의 신설구간은 김해와 대동을 잇는 구간으로 

연장은 9.92 km이며 대동1, 2, 3터널이 계획되었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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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utline of the expressway expansion project between
Naengjeong and Busan

연장 53.28 km(확장: 43.36 km, 신설: 9.92 km)

총사업비
1조 4,198억원

(공사비 1조 1,376억원, 용지비등 2,822억원)

사업기간 2008. 12 ~ 2014. 12

주요

시설

ㆍ분기점 4개소(냉정,김해,대저,대동)
ㆍ나들목 7개소

(서김해,동김해,장유,가락,서부산,물금,남양산)

사업효과
ㆍ부산 경남지역 교통혼잡 해소로 물류비용 절감

ㆍ노선 선형 불량구간 개량으로 교통사고 감소 

Fig. 1. A route map of the expressway expansion project 
between Naengjeong and Busan

Table 2. The status of the tunnel

구분 대동1터널 대동2터널 대동3터널

연장
상행 1,994 m 1,139 m 1,300 m

하행 1,944 m 1,149 m 1,295 m

갱문

형식

시점 아치면벽형 벨마우스변형 벨마우스변형

종점 벨마우스변형 벨마우스변형 벨마우스변형

통행방식 일방통행(2차로) 일방통행(2차로) 일방통행(2차로)

시공방법 NATM NATM NATM

Fig. 2. A route map of the tunnel in construction of new road sections

Fig. 3. Tectonic map near the tunnel

2, Table 2). 이 중 대동2, 3터널은 현재 굴착완료 하였

고, 대동1터널의 경우 민원으로 인한 시점부 굴착지연

에 따른 일방향 굴착으로 관통부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

였으며, 시점부 갱구부가 능선에 위치하여 편토압이 우

려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동1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한 

다중채널TSP와 편토압 구간 및 변경 관통부 안정해석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지형 및 지질 특징

대동1터널 구간은 시점측보다 종점측이 높고 노선 중

앙부에 계곡부가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지역

의 광역지질은 양산단층대 남측으로 NNW~NW 방향

의 지구조가 발달하며 분포암종은 경상계 퇴적암을 

기저로 백악기 신라층군의 안산암질암과 불국사 관입

암류인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산안산암질암과 

도대동안산반암의 경계부가 출현한다(Fig. 3)(남해고속

도로 확장공사 제6공구 지반조사보고서, 2009). 대동1
터널 구간의 주요 분포암종은 각섬석화강암이며, Fig. 
4, 5는 지질도와 암반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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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ide-area geologic maps near tunnel

Fig. 5. Design RMR map of ‘Daedong 1 tunnel’

대동1터널 시점부 A-A 횡단면도

Fig. 6. The state of shaft separation and shallow at ‘Daedong 1 tunnel’

3. 대동1터널 굴착시 문제점

대동1터널의 시점부는 계곡부 위치 및 갱문 이격으로 

저토피가 발생하였고 민원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

3.1 저토피 구간 굴착 및 편토압 발생

대동1터널의 암질은 각섬석화강암으로 중앙 계곡부

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암질은 좋은편이나 갱구부가 

능선에 위치하여 경사면에 대해 비스듬하게 진입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방향별 갱구부 위치가 약 

47 m 이격되고 김해방향의 경우 저토피구간(5.5 m)이 

발생함에 따라(Fig. 6) 편토압 발생 등 굴착 안정성 문

제가 제기되었다(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2009).

3.2 관통부 위치 변경

대동1터널의 설계관통부 위치는 당초 터널 중앙부

(Sta.2+494)로 계획되었으나, 민원 등으로 인한 시점부 

착공 지연으로 종점부에서 일방향 굴착되어 시점부로 

관통부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Fig. 7). 시점부 

근접 관통시 관통부가 파쇄대 및 불연속 절리가 심한 



터널 갱구부 저토피 및 관통부 변경에 따른 안정성 검토 사례 연구90

Fig. 7. The construction status at the time of applying the multi-channel TSP

Table 3. Comparison of single-channel TSP and multi-channel TSP

구분 다중채널 반사법 탐사(신기술635호) 단일채널 반사법 탐사

개요
막장전방에서 반사되는 지반정보를 취득하여 전방을 해석

하는 직접적 방법

터널측면 신호를 막장 전반으로 유추하여 전방을 예측하는 

간접적 방법

탐사

모식도

탐사 

가능 위치
막장전면, 갱구부 최소 50 m 이상 굴착 후 탐사 가능

진원

ㆍ각 수신점위치에서 3~5회 에어해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방타격방식

ㆍ충분한 신호취득까지 재 발진이 가능

(96EA 수신점×3~5회 타격 = 288~480회)

ㆍ터널 좌, 우측 1 m 간격으로 24발파로 총 48회 발진.
(간격 1.0 m, 천공심도 1.5 m, ø38 mm의 전색된 화약공

에서 발진)

수신
ㆍ막장면에 최대 120개까지 수신기 설치

ㆍ최대 취득자료=96 ch.×96 shot×3회 이상 = 27,648개 이상

ㆍ터널 양측면에 각각 1개의 수신기 설치

ㆍ최대취득자료=1ch.×48shot = 48개

탐사

결과

ㆍ심도 400 m 이상 확인 가능

ㆍ갱구부에서부터 막장예측 가능

ㆍ막장전방에 대하여 직접탐사로 탐사결과 값을 

지반정수로 활용가능

ㆍ최대 심도 200 m 확인 가능

ㆍ갱구부에서 최소 50 m 굴진 필수

ㆍ막장전방에 대하여 간접탐사로 지반정수 활용 불가능

풍화구간을 관통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최소한의 보강

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암질구간을 확인할 필요

가 있었으며, 시점부 착공 일시와 착공기계 운영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관통계획 수립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관통부 위치 및 보강공법 등 적정 관통계획 수립을 위

해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진 다중채널TSP 탐사를 실시

하였다.

4. 다중채널TSP를 통한 관통부 위치 결정

4.1 다중채널TSP 개요 및 특징

다중채널TSP는 현재 신기술 635호로 지정된 기술로

서 정식명칭은「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

법 탐사 기술(Tunnel Seismic Profiling using Multi-
Channel)」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비발파 전방타

격 다점송수신방식’ 으로 명칭되어 있다. 여러 개의 수

신기를 막장면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막장전방에서 반

사되는 지반정보를 취득하여 전방을 해석하는 탐사법

으로 시공실적 검증결과, 일치는 약 60%, 유사결과까지 

포함하면 97.5%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Table 3은 다중채널TSP와 기존의 단일채널TSP를 

비교한 것이다(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사

이버전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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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xploration sideline status of multi-channel TSP

측선배치도
탐사 측선 현황

구분 연장(m) 측점간격(m) 관측파동 비 고

L1 11.75 0.25 P파 48Ch

L2 11.75 0.25 P파 48Ch

계 23.5 96Ch

Fig. 8. The expected RMR of ‘Daedong 1 tunnel’ by applying multi-channel TSP

4.2 다중채널TSP 현장 적용성

다중채널TSP는 높은 정확도, 긴 탐사연장, 지반정수 

도출이 가능하므로,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정확한 관

통부 위치를 결정하고 긴 탐사연장으로 관통부 안정성 

및 시점부 편토압 검토 시간을 확보하여 최적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지반정수를 통해 안정성 검토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동1터널 안정성 검토시 큰 이점

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중채널TSP 탐사를 적용하

였다.

4.3 대동1터널 다중채널TSP 적용 현황

대동1터널 다중채널TSP 적용 위치는 양산방향 Sta.1 
+565.9 지점에서 시행되었으며, 탐사시간이 3 ~ 4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연속적인 작업성을 위하여 작업이 중

지되는 신정(1월1일)에 시행하였다. 막장면에 총 2개의 

측선을 2.0 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며, 각각의 채널수는 

48채널로 총 96채널이 설치되었다. 측선연장 및 측점간

격은 Table 4와 같다. 

현장에서 취득된 TSP탐사 기록은 약 276 m이며(Sampling 
Length=0.23s) 각 단면의 수평 트레이스 간격은 0.0625 
m, 수직해상도는 약 1.0~1.5 m, 현장 취득자료 수는 약 

46,080개이다.

4.4 탐사결과 및 관통위치결정

대동1터널(양산방향) Sta.1+565.9 다중채널TSP 탐사 

결과 수평연장 약 276 m 구간 내 주요 지층불연속 구간

은 총 4개로 파악되었다(Fig. 8). 이들 구간은 기반암의 

주요 단층파쇄대(용수대 및 연약대)로 예상되며, 총 4조
의 지질이상대는 터널 진행 축 북동방향(NE)에 대하여 

30도 내외의 각도로 교차되어 주로 북북동(NNE)방향

의 주향을 가지고, 막장면에 대해서는 24.7°～36.8° 범
위로 교차되어 나타나며, 터널진행 방향으로 매우 좁은 

1 ~ 2 m 간격의 부단층(미소단층; accessory fault)들의 

영향으로 암반연속성은 크게 저하되어 터널 전체적으

로 균열이 발달되고 매우 낮은 탄성파속도를 나타내었

다. 4개조의 단층대는 16～26 m 폭을 가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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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s of multi-channel TSP

대동1터널

(양산방향)
암반분류 Vp(km/s)

[P파속도]
Vs(km/s)
[S파속도]

P
[포아송비]

ρ(kN/m3)
[단위중량]

K(MPa)
[체적계수]

Edyn(MPa)
[동탄성계수] 비고

RMR 등급

1+565.9~
1+543.9 40.8 III 3.8 2.25 0.230 23.02 17.7E4 28.6E4 화강암

(22 m)

1+543.9~
1+517.9 21.4 IV 2.7 1.50 0.273 20.94 8.9E4 12.1E4 단층대(F1)

(26 m)

1+517.9~
1+456.9 40.8 III 3.8 2.25 0.230 20.32 17.7E4 28.6E4 화강암

(61 m)

1+456.9~
1+431.9 21.4 IV 2.7 1.50 0.273 20.94 8.9E4 12.1E4 단층대(F2)

(25 m)

1+431.9~
1+383.9 40.8 III 3.8 2.25 0.230 23.02 17.7E4 28.6E4 화강암

(48 m)

1+383.9~
1+367.9 9.1 V 2.0 1.07 0.296 19.62 4.8E4 5.8E4 단층대(F3)

(16 m)

1+367.9~
1+331.9 21.4 IV 2.7 1.50 0.273 20.94 8.9E4 12.1E4 화강암

(36 m)

1+331.9~
1+311.9 5.6 V 1.8 0.95 0.305 19.24 3.9E4 4.5E4 단층대(F4)

(20 m)

1+311.9~
1+289.9 16.1 V 2.4 1.37 0.255 20.37 6.6E4 9.6E4 화강암

(22 m)

Fig. 9. The changed penetrating location of ‘Daedong 1 
tunnel’

파악되었으며, 탐사구간 내 암반등급은 III～V등급이고 

전반적으로 암반 강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암반의 지반정수는 탄성파속도를 바탕으로 산출되었으

며 포아송비, 단위중량, 체적계수, 동탄성계수가 산출되

었다(Table 5).
다중채널TSP 탐사결과 및 장비운영 계획 등을 바탕

으로 단층대 F4위치(Sta.1+331.9 ~ 1+311.9)를 지나 양

산방향은 Sta.1+300을, 김해방향은 1+480을 관통부 위

치로 결정하였다. Fig. 9는 관통부 위치의 평면도 이다.

5. 대동1터널 안정성 해석

다중채널TSP 결과를 바탕으로 단층대를 피하여 관통

부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시점부 저토피 구간과 관통부 

위치변경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해석프로그램은 Midas GTS(ver.440)를 사용하였으

며 해석방법은 Mohr-Coulomb 파괴기준에 의한 탄소성

해석을 적용하였다. 지반정수 산정시 다중채널TSP 결과

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체적계수 및 동탄성계

수는 내진설계 등 암반의 동적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

므로(한국지반공학회, 2000), 터널안정성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 적용이 불가능하여 단위중량과 포아송비만을 

적용할 수 있었다(Table 6). 기타 지반정수는 설계 시 값

을 준용하였으며 적용 지반정수는 Table 7과 같다. 강
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보강지반은 그라우팅 연구

시험결과 및 적용사례 등을 토대로 변형계수와 점착력

을 각각 원지반의 3배 및 2배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5.1 시점부 저토피 구간 안정해석

저토피 구간은 김해방향 Sta.1+422.138과 Sta.1+4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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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possible use in numerical analysis of geotechnical parameters calculated by multi-channel TSP

구 분
P

[포아송비]
ρ(kN/m3)
[단위중량]

K(MPa)
[체적계수]

Edyn(MPa)
[동탄성계수] 비 고

수치해석 활용가능여부 ○ ○ × × MIDAS GTS

Table 7. The applying geotechnical parameters when stability analysis

구  분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토사층 19.0 25.0 30 35 0.32

암반등급Ⅴ 20.4(TSP) 400 33 800 0.26(TSP)

암반등급Ⅳ 23.0 700 35 4,000 0.28

구 분 김해방향 Sta.1+422.138 김해방향 Sta.1+441.901

수직변위도

(K0=1.5)

수평변위도

(K0=1.5)

R/B
최대축력

및

S/C
휨압축응력 

Fig. 10. The results of stability analysis on shallow shaft

을 해석하였으며 적용지보패턴은 반단면 굴착 및 상부 

120°를 강관다단그라우팅을 시공하고 좌･우 측벽부에 

록볼트를 시공하는 P6과 반단면 굴착 및 록볼트를 시공

하는 P5를 각각 적용하였다. 시공단계는 비탈면 시공, 
상･하단면 굴착 후 보강 등에 따라 7~8단계로 해석하였

고, 당초 설계를 준용하여 측압계수(K0)를 0.5, 1.0, 1.5
로 각각 해석하였다.

Fig. 10은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Sta.1+422의 경

우 최대변위는 3.79 mm, R/B최대축력은 34.33 kN, 
S/C휨압축응력은 2.12 MPa로 해석되었으며, Sta.1+441 
의 경우 최대변위는 4.55 mm, R/B최대축력은 34.65 kN, 
S/C휨압축응력은 3.31 MPa로 해석되었다. 이는 변위치

가 10 mm 이내로 크지 않고 R/B허용축력 88.7 kN과 

S/C허용 휨압축응력 8.4 MPa보다 작은 수치이므로 저

토피구간은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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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부 3차원 해석메쉬 시공순서도

김

해

방

향

양

산

방

향

Fig. 11. 3D modeling of penetrations and constuction flowchart

수직변위도 수평변위도

최대침하량 : 김해 4.48 mm / 양산 5.72 mm 최대수평변위 : 김해 1.55 mm / 양산 1.94 mm

록볼트 축력도 숏크리트 응력도

최대축력 : 김해 30.55 kN / 양산 43.34 kN 최대응력 : 김해 7.48 MPa / 양산 6.75 MPa

Fig. 12. The results of stability analysis on penetrations

5.2 관통부 구간 안정성 해석

대동1터널 관통부 안정성은 3D로 검토하였으며, 김
해방향은 Sta.1+410 ~ 1+500, 양산방향은 1+275~1+320
구간을 모델링하였다. 적용지보패턴은 P3 ~ P6을 적용

하였으며 측압계수(K0)는 1.0을 적용하였다. 관통부 보

강은 김해방향은 Fore Poling(20 m)을 적용하였고, 양
산방향은 강관다단 G/R(P6)과 Fore Poling(P5)(20 m)
을 적용하였다. Fig. 11은 관통부 모델링과 보강 시공순

서도이다.
Fig. 12는 관통부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최대변

위는 5.72 mm, R/B최대축력은 40.34 kN, S/C최대응

력은 7.48 MPa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변위치가 10 mm 
이내로 크지 않고 R/B허용축력 88.7 kN과 S/C허용 휨

압축응력 8.4 MPa보다 작은 수치이므로 관통부 보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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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설치도 지중변위계 설치

Fig. 13. Installation of tunnel instrument

시점부 굴착 전경 리퍼 굴착

Fig. 14. The portal of ‘Daedong 1 tunnel’ and mechanical excavation

6.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관리 방안

6.1 계측기 설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

저토피 구간 굴착시 터널 내부 변위 및 수치해석결과

에 따른 상부 사면 변위 우려로 Fig. 13과 같이 계측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저토피 구간에 약 10 m 간격

으로 지중변위계를 4개소 설치하였고, 사면내부 거동 

파악을 위해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를 각 1개소씩 설

치하였으며 사면표면 변위 파악을 위해 지표변위핀 17
개소를 계획하였다. 대동1터널의 시점부 굴착 시 정기적

인 계측관리를 통해 터널과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후 안정검토서의 해석결과와 비교분석 할 계획이다.

6.2 굴착 안정성을 위한 기계굴착 실시

시점부는 암질이 좋지 않고 저토피이므로 발파진동에 

따른 터널과 사면의 영향과 발파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고려하여 안정성 확보와 민원해결을 위해 기계굴착을 

실시하였다. 시점 갱구부는 토사와 풍화토, 풍화암으

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 리퍼, 브레이커, 백호, 페이로더

를 이용하여 굴착 중에 있으며(Fig. 14) 1.2~1.5 m/일 

굴진효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강한 암질로 인해 작업

효율 저하 시 로드헤더 등 자유단면굴착기를 적용할 계

획이다.

6.3 저토피 구간 보강 강화

대동1터널 김해방향 저토피 구간은 안정해석시 반단

면 굴착 및 상부 120°를 강관다단그라우팅을 시공하고 

좌･우 측벽부에 록볼트를 시공하는 P6을 적용하여 안

정성을 확보하였으나 지반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절리, 
지하수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

정성을 확보하고자 좌･우 측벽부 록볼트 대신 보강효과

가 더 뛰어난 강관다단그라우팅을 시공하였다. 따라서 

상부 120° 보강이 아닌 상부 180°를 강관다단그라우팅

으로 보강하는 P6-1을 적용하여 현장 시공안정성을 확

보하였다(Fig. 15)

6.4 반단면 굴착을 통한 안정성 확보

대동1터널 관통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통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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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다단그라우팅 180° 보강(P6-1) 측벽부 강관다단그라우팅 시공

Fig. 15. Added reinforcement at shallow shaft

1. 종점부 관통막장면 숏크리트 폐합 2. 시점부 반단면 굴진 및 보강

3. 상부 반단면 관통 4. 하부 반단면 굴착 및 관통 완료

Fig. 16. The construction flow chart of tunnel penetrations

약 30 ~ 40 m 전 반단면 굴착을 시행하여 터널 내부 변

위를 최소화하였으며, 막장부를 숏크리트로 폐합시켜 

장기간 노출된 막장면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관

통부에 내공변위계, 천단침하계, 지중변위계, 락볼트 축

력계, 숏크리트 응력계를 설치하여 관통시공 전, 후의 

계측변화를 관찰하고 안정검토서와 비교분석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Fig. 16은 관통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

공순서도이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국도 제10호선, 104호선, 551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중앙지선 신설

공사 중 대동1터널 시점부의 저토피 및 관통부 변경에 

따른 관통위치 결정과 안정성 해석을 위해 정확도가 높

고 지반정수 산출이 가능한 다중채널TSP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편토압 구간 및 변경 관통부 안정

해석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다중채널 TSP결과 탐사연장 276 m 중 총 4개의 단

층대가 예측되었고 단층대를 피해 관통부 위치를 양

산방향은 Sta.1+300을, 김해방향은 1+480을 관통

부 위치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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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채널TSP를 통해 산출된 총 4개의 지반정수 중 

포아송비와 단위중량, 2개를 적용하여 저토피 및 

관통부 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3) 시점부 저토피 구간 해석결과 최대변위는 4.55 mm, 

R/B최대축력은 34.65 kN, S/C휨압축응력은 3.31 
MPa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통부 안정성은 

3D로 해석하였으며 최대변위는 5.72 mm, R/B최대

축력은 40.34 kN, S/C최대응력은 7.48 MPa로 안

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4) 시공 안정성을 위해 저토피 구간과 사면에 지중변

위계,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변위핀을 설치

하였으며, 진동 및 소음 최소화를 위하여 리퍼, 브
레이커 등을 이용한 기계굴착을 실시하였다. 저토

피 구간은 상부 180°를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강

하였고 관통부에도 내공변위계, 천단침하계, 지중

변위계, 락볼트 축력계, 숏크리트 응력계를 설치하

여 시공 중 변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반단

면 굴착을 통해 시공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저토피 구간 굴착 및 관통완료까지 지속적인 계

측을 통해 안정여부를 판단하고 관통 완료 후 측정된 

계측치와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반정수 

및 안정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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