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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심도 터널의 천단침하 및 내공변위의 

초기변위속도와 최종변위의 관계

김치환*

Relations between Initial Displacement Rate and Final Displacement 
of Arch Settlement and Convergence of a Shallow Tunnel

Kim Cheehwan*

Abstract It is generalized to measure the arch settlement and convergence during tunnel construction for monitoring 
its mechanical stability. The initial convergence rate a day is defined from the first convergence measurement and 
the final convergence defined as the convergence measured lastly. The initial and the final  tunnel arch settlement 
are defined like the preceding convergence. In the study, the relations between the initial and final displacements 
of a shallow tunnel are analyzed. Th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in the tunnel of subway 906 construction 
site in Seoul. The overburden is 10-20 m and the tunnel goes through weathered soil/rock. The width and height 
of the tunnel are about 11.5 m, 10m, respectively. So this is a shallow tunnel in weak rock. The length of tunnel 
is about 1,820 m and the tunnel was constructed in 2 stages, dividing upper and lower half. The numbers of 
measurement locations of arch settlement and convergence are 184 and 258,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initial 
displacement rate and the final  displacement are comparatively larger in the section of weathered soil.

Key words Initial tunnel arch settlement rate, Initial tunnel convergence rate, Final  tunnel arch settlement, Final tunnel 
convergence

초  록 터널 시공 중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터널 시공 중 계측기를 설치한 

후 첫 번째로 측정한 천단침하와 내공변위의 1일간 변위량을 각각 초기천단침하속도와 초기내공변위속도로 

또 마지막으로 계측한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를 각각 최종천단침하와 최종내공변위로 정의하고 계측한 최종변위

와 초기변위속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용 자료는 서울지하철 906공구에서 터널 시공 중 계측한 

것이다. 이 터널의 폭과 높이는 각각 약 11.5 m, 10 m이며 지표에서 터널천단까지의 깊이는 약 10-20 m의 저심도 

터널이다. 또 터널이 시공된 지층은 풍화토 또는 풍화암으로 연약한 지반이다. 터널은 상하반으로 나누어 시공되

었고 길이는 1,820 m이다. 이번 분석에 이용한 계측치는 터널 상하반 시공 중에 얻은 것으로 천단침하계측 결과

가 184개, 내공변위계측 결과는 258개이다. 분석결과 풍화토의 터널에서 초기변위속도와 최종변위가 상대적으

로 큰 경향이 있었다.

핵심어 초기천단침하속도, 초기내공변위속도, 최종천단침하, 최종내공변위

1. 서 론

서울지하철 906공구의 터널을 시공하면서 터널의 역

학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터널의 변형을 계측하

였다. 터널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는 여러 가

지가 있으나 천단침하계와 내공변위계는 설치하기 간

편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이므로 터널계측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철 906공구에서도 천단침하계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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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and route of subway tunnel

공변위계를 기본 계측기기로 사용하여 터널 시공 중 발

생하는 터널의 변형을 계측하였다. 터널 시공 중 계측

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측 시작 후 조기에 최종변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터널 완공 후의 

터널의 최종적인 구조적 안정성을 시공 중에 미리 평가

하기 위한 것이다. 
터널이 완성되었을 때 발생할 터널의 변형을 미리 예

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계측의 추세를 회귀분석한 후 

외삽하는 방법과 여러 지점의 계측치를 모아 통계적인 

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터널의 천단침하와 내공

변위 계측결과로부터 최종변위를 예측한 여러 연구사

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계측한 내공변위와 천단침하

를 지수함수, 로그함수, 분수함수를 이용하여 시간경과 

혹은 막장과 계측점 사이의 거리변화에 따라 회귀분석

(Kim, 1990)하였다. 또 계측한 내공변위를 지수함수로 

회귀분석한 연구(Kim, 2010), 계측한 내공변위를 지수

함수와 분수함수로 회귀분석한 연구(Kim et al., 1993; 
Moon et al., 2001; Song et al., 2002), 계측한 내공변

위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회귀분석한 연구(Kim, 2003), 
수치해석으로 초기 계측치의 측정 시점이 최종변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수함수로 검토한 연구(Kim et al., 2012), 
3차원 내공변위 분석으로 터널 막장 전방의 파쇄대를 

예측한 연구(Kim et al., 2003)가 있다. 통계적인 방법

으로 초기의 변위속도와 최종변위의 관계를 거듭제곱

함수로 회귀분석한 연구(Kim, 1990), 계측한 내공변위

를 최대변위속도의 관계식으로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측 변위차를 초기변위속도로 정의하고 이를 내공변

위와의 관계식으로 나타낸 연구(Kim, 2003)도 있다. 그 

외 내공변위 계측기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측핀 대신 

광섬유 내공변위센서를 이용한 연구(심현진 등, 2007)
와 수동계측을 개선한 내공변위 자동화 방법을 분석한 

연구(Chung, 2005)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초기변위속도와 최종변위의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여기서 초기변위속도는 계측기 설치 

후 첫 번째 계측한 변위의 1일간 변화량을 의미하고 최

종변위는 시공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계측한 변위를 뜻

한다. 이와 같이 초기변위속도는 첫 번째 계측한 변위

로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계측을 끝내자마자 

최종변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의의 계측점

에서 첫 번째 계측한 값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터널의 

최종적인 변형을 파악하고 터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조

기에 평가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대상 터널은 계측과 관련하여 이미 연구 보고한

(Kim, 2005; 2010) 서울지하철 906공구 터널로 연장이 

1,820 m에 2개의 정거장이 있고 지표에서 터널까지의 

심도는 약 10-20 m 내외의 저심도로 충적층과 풍화토 

및 풍화암층을 통과하고 있다. 이 터널은 아파트 하부

를 통과하여 도로 하부를 지나 사유지빌딩 하부를 통과

하고 상반과 하반으로 분할하여 시공되었다. Fig. 1은 

서울지하철 906공구 터널의 노선을 보인 것으로 왼쪽

에 있는 908정거장 부근의 곡선구간이 아파트구역이고 

가운데 909정거장 부근의 곡선구간이 사유지빌딩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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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a) Geological section of tunnel site, (b) Tunnel face of apartment area, (c) Tunnel face of private building area

이다. 지상에 아파트나 빌딩이 있는 구역에서는 터널상

반 시공 중에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를 약 4 m 간격으로 

계측하였고 하반 시공 중에는 약 8 m 간격으로 계측하

였다. 도로 하부 구간에서는 계측간격이 약 20 m이었

다. 그 결과 터널상반을 시공할 때 천단침하 계측점은 

108개, 내공변위 계측점은 106개이었다. 터널하반을 시

공할 때는 천단침하와 상반 내공변위 계측점이 각각 76
개이었고 터널하반을 시공하면서 터널하반부 측벽에 

추가로 설치한 내공변위계는 76개이었다(대림산업주식

회사, 2006a, 2006b). 내공변위는 테이프 익스텐소미터

로, 천단침하는 수준측량으로 계측하였다. 

2. 지형 및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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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한다. 특

히 이곳은 한강 하류지역으로서, 북안으로는 불광천, 남
안으로는 안양천이 합류한다. 본 지역에서 한강으로 유

입되는 하천이 현재 백석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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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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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는 터널이 시공된 부분의 지반상태를 보인 것이다

(대림산업주식회사, 2003a; Kim, 2005; 2010). Fig. 2(a)
의 왼쪽은 연구대상 터널의 시점으로 아파트 구역이며 

백석길을 지나 오른쪽 끝은 사유지빌딩 구역이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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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Typical supporting pattern for tunnel (a) sectional view (b) longitudinal view

지빌딩 구역은 주로 풍화토이고 그 외 구역은 풍화암이 

지배하고 있다. Fig. 2(b)와 (c)는 각각 아파트 구역과 

사유지빌딩 구역에서의 터널막장 지질을 보인 것이다.

3. 터널단면과 보강 및 계측기 설치

터널을 시공하면 터널내공이 축소되는 변형뿐만 아니

라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장의 압출변위도 발생한

다. 그러므로 풍화토와 같은 연약한 지반에 터널을 시

공하는 경우 막장 전방의 선행변위와 압출변위를 억제

한다면 터널의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도 감소되면서 터

널의 역학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연약한 지반에 시공되어 터널의 변형이 클 것으로 예

상되는 이번 연구대상 터널에서도 막장전방의 변위와 

천단침하 및 내공변위 등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막장 전방 보강방법(Nam et al., 
2002; Nam, 2002) 중 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을 적용하

였다. 적용한 대표적인 강관다단그라우팅 보강도와 터

널단면도는 Fig. 3과 같다(대림산업주식회사, 2003b). 
이 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은 터널을 굴진하기 전에 막

장 전방 터널 주변에 강관을 적절한 간격으로 배열, 설
치하고 그 강관의 내부에서 그라우트재를 다단계로 주

입하는 방법이다. 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의 주요 효과는 

터널막장의 안정성 향상, 굴착주변 지반의 이완 방지, 
지표침하의 억제로 나타난다. 터널에서 빌딩지하층까지

의 거리가 최소 약 7 m로 지반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사유지빌딩 구역 하부에서는 터널 아치부에 지름 

114 mm, 길이 15 m의 강관을 4 m 굴진할 때 마다 설

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Fig. 3과 같이 4겹의 강관으

로 터널 아치부를 보강한 것이다. 아파트 구역 하부에

서는 터널 아치부에 길이 12 m의 강관을 4 m 굴진할 

때 마다 설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3겹의 강관으로 터

널 아치부를 보강한 것이다. 또 백석길 하부를 통과하

는 구간에서는 터널 아치부에 길이 12 m의 강관을 6 
m 굴진할 때 마다 설치하였으므로 2겹의 강관으로 터

널 아치부를 보강한 것이다. Fig. 3(a)의 터널 횡단면도 

중 번호는 굴착순서이고 1과 2는 터널상반부를, 3과 4
는 약 30 m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터널하반부를 표시한 

것이다. 터널상반부와 하반부의 시공높이는 각각 약 5 
m이고 터널 폭은 약 11.5 m이다.

강관다단그라우팅 보강작업이 끝나면 터널을 굴진하

면서 4-20 m 간격으로 계측기를 설치하였다. 터널 굴진

은 발파를 하지 않고 브레이커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으므로 계측핀을 보호 관리하기가 비교적 용이

하였고 계측핀을 터널 막장면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할 

수 있었다. 계측핀 중 천단침하계는 터널의 천정꼭지점

에, 내공변위계는 터널의 바닥으로부터 약 1.2 m 높이

의 터널측벽 양쪽에 설치하였다. 설치된 계측핀에서 첫 

번째 계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계측핀의 접착

제가 굳어 계측핀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계측기

를 설치하기 위하여 천공하고 계측핀을 고정시키는 접

착제가 굳는데 수 시간이 필요하였다. 또 측정작업을 

시작하려면 터널상반의 막장 안정을 위하여 남겨둔, 
Fig. 3(a)의 2번으로 표시된 코어부분이 제거되어야 측

정용 테이프 익스텐소미터를 양쪽 측벽 계측핀 사이에 

직선으로 걸 수 있었다. 굴진 후 버력을 처리하고 강지

보와 숏크리트 등으로 보강작업을 하였다. 1회의 굴진

거리는 약 0.8-1 m이었고 하루에 1-2회 굴진하였다. 이
와 같은 시공 작업과 계측기 설치 과정을 거쳐 계측은 

굴진 후 12-24시간 지난 후에 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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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inal arch settlement and initial arch settlement rate 
in constructing upper part of tunnel

Fig. 5. Final arch settlement vs. initial arch settlement rate 
in constructing upper part of tunnel

4. 계측변위의 특성 분석

분석을 위한 계측구간은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과 백

석길 구간 및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의 3개 부분으

로 나누었다. 즉 Fig. 1에서 공사시점인 9k950부터 고

층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10k165까지의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과 백석길을 따라 터널을 굴착하는 10k180부
터 다음의 인접 구간인 사유지구간으로 부터 굴착해 오

던 터널과 관통되는 10k518까지의 백석길 도로 하부 

구간 및 주로 사유지빌딩 하부를 통과하는 10k526에서 

공사종점인 10k693까지의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

이다.
사유지빌딩 통과구간은 지반의 상태가 풍화토로 주로 

풍화암으로 구성된 다른 두 구간보다 더 연약하여 터널

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었고 시공 중에는 추가 보강도 하였다. 
분석은 터널상반과 하반 시공 중의 계측결과로 구분

하였고 또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로 나누었다. 동일한 계

측단면에 2조의 내공변위계를 터널상반과 하반 시공 중 

각각 설치하였고 여기서 분석한 내공변위는 수평측선

에서 계측한 것이다.

4.1 상반시공 중 계측변위의 특성

4.1.1 상반시공 중 천단침하

Fig. 4는 터널상반 시공 중 발생한 초기의 천단침하속

도와 최종천단침하량을 막대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천
단침하는 백석길 구간인 Fig. 4의 가운데 부분에서 작

은 값을 보이면서 오른쪽 부분인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

구간과 왼쪽 부분인 아파트 통과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3개 구간에서 초기천단침하속도와 최대천단침하량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 가

장 크고 백석길 구간에서 가장 작았다.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 평균 초기천단침하속도는 약 3.8 mm/day
이고 평균 최종천단침하량은 약 44.7 mm이었으며, 백석

길 구간에서 평균 초기천단침하속도는 약 1.6 mm/day
이고 평균 최종천단침하량은 약 19.8 mm이었다. 또 아

파트 하부 통과구간에서 평균 초기천단침하속도는 약 

2.7 mm/day이고 평균 최종천단침하량은 약 30.0 mm
이었다. 전체 구간 중 최대값은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

구간에서 나타났다. 초기의 천단침하속도 중 최대값은 

약 8 mm/day이었고 최종천단침하량 중 최대값은 약 68 
mm이었다. 

지표로부터 터널까지의 심도가 거의 비슷한 상태이나 

풍화토 지반인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 풍화암 

지반인 다른 구간 보다 초기천단침하속도가 크고 최종

천단침하도 크게 발생한 것이다.  
Fig. 5는 터널상반 시공 중 발생한 초기천단침하속도

와 최종천단침하의 관계를 3개 구간으로 구별하여 보인 

것이다. 초기의 변위속도가 크면 최종변위도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초기의 변위속도로부터 최종변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Kim, 1990). 
앞에서 나눈 3개 구간 중 백석길 구간에서 터널상반 

시공 중 계측한 천단침하의 초기변위속도와 최종천단

침하량이 가장 작아 Fig. 5의 좌하부분에 분포되어 있

는 반면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의 천단침하는 

초기변위속도가 크고 최종천단침하도 크게 나타났다. 최
종변위와 초기변위속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 수학적 함수 

중 거듭제곱함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Kim,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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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inal convergence and initial convergence rate in 
constructing upper part of tunnel

Fig. 7. Final convergence vs. initial convergence rate in 
constructing upper part of tunnel

Fig. 5의 전체 천단침하값에 대해 최적의 거듭제곱함수

를 구하였으나 초기천단침하속도와 천단침하량의 분포

가 넓어 결정계수가 크지 않았다. 즉 초기천단침하속도

와 최종천단침하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듭제곱함수는 

 이고 결정계수는   이었다. 여기서 

는 최종천단침하량, 는 초기천단침하속도이다. 
이와 같이 터널 천단침하와 후술하는 내공변위처럼 

터널변형을 계측한 값의 분산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시공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측

정 시의 오차 때문이다. 두 번째로 또 여기서 정의한 최

종변위는 마지막으로 계측한 변위인데 터널의 변형이 

종료된 수렴변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수렴한 변

위와 초기변위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듭제곱함수는 

결정계수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로 터널의 

직경에 비하여 터널의 심도가 얕기 때문에 터널의 천단

침하가 커지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터널을 

역학적으로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터널주변에 

압축응력대가 형성되어야 하나 지표에서 터널까지의 

심도가 얕으면 압축응력대의 형성에 필요한 영역보다 

토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Kim, 2010; 김상수, 1992). 
이 경우 터널아치부의 변위는 터널의 중심을 향하고 터

널을 수축시키는 방향이기 보다 연직하향에 가깝다. 이 

변위는 터널시공 중 보강수준과 효과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또 터널천단에서의 변위 양상에 따라 후술하는 

내공변위도 영향을 받게 된다. 
 
4.1.2 상반시공 중 내공변위

Fig. 6은 터널상반 시공 중 발생한 초기의 내공변위속

도와 최종내공변위를 막대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상반 

굴착 중 천단침하의 변위특성을 분석한 것과 같은 방법

으로 초기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위의 평균값을 비

교하면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 가장 크고 백석

길 구간에서 가장 작았다.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

서 평균 초기내공변위속도는 약 4.1 mm/day이고 평균 

최종내공변위는 약 34.8 mm이었으며, 백석길 구간에서 

평균 초기내공변위속도는 약 2.8 mm/day이고 평균 최

종내공변위는 약 29.5 mm이었다. 또 아파트 하부 통과

구간에서 평균 초기내공변위속도는 약 1.9 mm/day이
고 평균 최종내공변위는 약 29.2 mm이었다. 전체 구간 

중 최대 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위는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 나타났다. 초기의 내공변위속도 중 

최대값은 약 9 mm/day이었고 최대 최종내공변위는 약 

56.3 mm이었다. 
지표로부터 터널까지의 심도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풍화암 지반인 다른 구간 보다 풍화토 지반인 사유지빌

딩 하부 통과구간에서 초기내공변위속도가 크고 최종

내공변위도 크게 발생한 것이다. 이는 터널상반 굴착 

중의 천단침하 특성과 같은 것이다. 
Fig. 7은 터널상반 시공 중 발생한 초기내공변위속도

와 최종내공변위의 관계를 3개 구간으로 구별하여 보인 

것이다. 천단침하 특성과 유사하게 3개 구간 중 사유지

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의 내공변위는 초기변위속도가 

크고 최종내공변위도 크게 나타났다. 아파트 하부 통과

구간과 백석길 구간에서의 내공변위는 거의 동일한 분

포를 보였다.
Fig. 7의 전체 내공변위 계측자료에 대해 최적의 거듭

제곱함수를 구하였으나 천단침하 자료와 마찬가지로 분

산이 컸으므로 이 함수의 결정계수는 작았다. 초기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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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nal arch settlement and initial arch settlement rate 
in constructing lower part of tunnel

Fig. 9. Final arch settlement vs. initial arch settlement rate 
in constructing lower part of tunnel

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듭제곱

함수는  이고 결정계수는   이었다. 
여기서 는 최종내공변위, 는 초기내공변위속도이다. 

4.2 하반시공 중 계측변위 특성

여기서는 터널하반을 시공할 때 증가한 변위만을 분

석하도록 한다. 즉 터널 시공을 완료하였을 때 발생한 

변위 중 터널상반을 시공할 때 발생한 변위를 제외하고 

터널하반을 시공할 때 발생한 변위의 특성을 분석하도

록 한다. 한편 터널상반을 시공하면서 지반이 연약하고 

토피가 얇기 때문에 터널상부 주변을 강관다단그라우

팅으로 보강하였다. 특히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은 

길이 15 m 강관을 4열로 보강하였다. 아파트 하부 통과

구간은 3열의 강관으로 백석길은 2열의 강관으로 보강

하였다. 

4.2.1 하반시공 중 천단침하

Fig. 8은 터널하반 시공 중 발생한 초기의 천단침하속

도와 최종천단침하량을 막대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터
널하반 시공 중에 발생한 천단침하는 백석길 구간인 

Fig. 8의 가운데 부분과 오른쪽 부분인 사유지빌딩 하

부 통과구간에서 약간 큰 값을 보이면서 왼쪽 부분인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에서는 약간 작은 값을 보이고 있

다.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 백석길 및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의 순서로 평균 초기천단침하속도를 나열하면 

각각 약 0.81 mm/day, 약 0.83 mm/day 및 약 0.63 
mm/day이고 평균 최종천단침하는 각각 약 7.75 mm, 
약 10.75 mm 및 약 10.38 mm이었다. 터널상반을 시공

할 때의 평균 초기천단침하 속도 1.64-3.84 mm/day와 

비교할 때 터널하반 시공 중에 초기변위속도는 크게 감

소하였고 최종천단침하량도 터널상반 시공 중의 평균

값 범위 19.77-40.7 mm 보다 매우 작았다. 터널상반을 

시공할 때는 3개 구간 중 사유지빌딩 통과구간에서 가

장 큰 천단침하가 발생하였으나 터널하반을 시공할 때

는 백석길 구간에서 가장 큰 천단침하가 발생하였다. 
이는 터널상반 주변을 보강한 효과에 의한 것이다. 사
유지 하부 통과구간이 풍화토이지만 터널상반 주변을 4
열의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중첩하여 보강한 결과 2열
의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강한 백석길 구간보다 천

단침하가 크게 억제되었다. 또 3열의 강관다단그라우팅

으로 보강한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에서의 보강효과도 

잘 나타나 터널하반 시공 중 천단침하가 3개 구간 중 

가장 작았다.  
Fig. 9는 터널하반 시공 중 발생한 초기천단침하속도

와 최종천단침하의 관계를 3개 구간으로 구별하여 보인 

것이다. 
3개 구간 중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에서 터널하반 시

공 중 계측한 천단침하의 초기변위속도와 최종천단침

하가 가장 작고 백석길 구간과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

간에서의 초기천단침하속도와 최종천단침하량이 거의 

비슷하였다. 최종변위와 초기변위속도의 관계를 하반 시

공 때 계측한 천단침하 전체자료에 대해 최적의 거듭제

곱함수로 구하면  이고 결정계수는   

이었다. 여기서 는 최종천단침하량, 는 초기천단침하

속도이다. 

4.2.2 하반시공 중 상반내공변위

Fig. 10은 터널하반 시공 중 터널상반부에 설치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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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inal convergence and initial convergence rate at 
upper pins in constructing lower part of tunnel

Fig. 11. Final convergence vs. initial convergence rate at 
upper pins in constructing lower part of tunnel

Fig. 12. Final convergence and initial convergence rate at 
lower pins in constructing lower part of tunnel

공변위핀에서 발생한 초기의 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

변위를 막대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터널상반 굴착 중 

천단침하의 변위특성을 분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초

기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위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 가장 크고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에서 가장 작았다.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

에서 평균 초기내공변위속도는 약 1.7 mm/day이고 평

균 최종내공변위는 약 14.7 mm이었고, 아파트 하부 통

과구간에서 평균 초기내공변위속도는 약 0.55 mm/day
이고 평균 최종내공변위는 약 5.96 mm이었다. 또 백석

길 구간에서 평균 초기내공변위속도는 약 0.9 mm/day
이고 평균 최종내공변위는 약 9.23 mm이었다. 천단침

하 특성과 동일하게 터널하반을 시공할 때 발생한 내공

변위는 터널상반을 시공할 때 보다 작아졌다. 

Fig. 11은 터널하반 시공 중 상반에 설치한 내공변위

핀에서 발생한 초기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위의 관

계를 3개 구간으로 구별하여 보인 것이다. 3개 구간 중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의 초기내공변위속도가 

크고 최종내공변위도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 백석길 

통과 구간,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Fig. 11의 전체 내공변위 계측자료도 분산이 컸고 초

기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듭제곱함수는  이고 결정계수는   이

었다. 여기서 는 최종내공변위, 는 초기내공변위속도

이다. 

4.2.3 하반시공 중 하반내공변위

Fig. 12는 터널하반 시공 중 터널하반부에 설치한 내

공변위핀에서 발생한 초기의 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

변위를 막대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초기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위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 가장 크고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에서 가

장 작았다.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 평균 초기내

공변위속도는 약 1.18 mm/day이고 평균 최종내공변위

는 약 22.9 mm이었고,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에서 평균 

초기내공변위속도는 약 0.6 mm/day이고 평균 최종내

공변위는 약 7.7 mm이었다. 또 백석길 구간에서 평균 

초기내공변위속도는 약 1.38 mm/day이고 평균 최종내

공변위는 약 14.1 mm이었다. 터널하반 시공 중 터널상

반부에 설치한 내공변위핀에서 계측한 내공변위보다 

하반부의 내공변위가 약간 크게 발생하였다. 터널하반

을 시공할 때 터널측벽은 주로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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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inal convergence vs. initial convergence rate at 
lower pins in constructing lower part of tunnel

강하였다.   
Fig. 13은 터널하반 시공 중 터널하반부에 설치한 내

공변위핀에서 발생한 초기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

위의 관계를 3개 구간으로 구별하여 보인 것이다. 3개 

구간 중 사유지빌딩 하부 통과구간에서의 초기내공변

위속도가 크고 최종내공변위도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 

백석길 통과 구간, 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의 순서로 분

포되어 있다.  
Fig. 13의 전체 내공변위 계측자료는 분산이 컸고 초

기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듭제곱함수는  이고 결정계수는   

이었다. 여기서 는 최종내공변위, 는 초기내공변위속

도이다. 

5. 결 론

터널 시공 중 계측한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를 이용하

여 초기변위속도와 최종변위를 정의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터널은 풍화토와 풍화암을 지나는 구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풍화암 구간과 비교할 때 풍화토 터널구간에서 

초기변위속도와 최종변위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

였다. 그러나 풍화토의 터널을 4겹의 강관다단그라우팅

으로 보강한 결과 터널하반 시공 중에 터널의 변형이 

2-3겹의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강한 풍화암 터널 수

준으로 억제되었다. 
초기변위속도와 최종변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

하기 위하여 거듭제곱함수로 회귀분석하였으나 측정치

의 분산이 커서 결정계수는 작았다. 터널상반 시공 중 

108 지점의 천단침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초기천

단침하속도와 최종천단침하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듭

제곱함수는  이었고 결정계수는   

이었다. 여기서 는 최종천단침하량, 는 초기천단침하

속도이다. 터널상반 시공 중 106 지점의 내공변위에 대

해 회귀분석한 결과 초기내공변위속도와 최종내공변위

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듭제곱함수는  이었

고 결정계수는   이었다. 여기서 는 최종내공

변위, 는 초기내공변위속도이다. 
이와 같이 계측치의 분산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시공현장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측정

시의 오차 때문이다. 두 번째로 또 여기서 정의한 최종

변위는 마지막으로 계측한 변위인데 터널의 변형이 종

료된 수렴변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터

널의 직경에 비하여 터널의 심도가 얕기 때문에 터널의 

천단침하가 커지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내공

변위도 영향을 받게 되고 터널시공 중 보강수준에 따라 

이 현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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