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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 화강암 지반에 건설된 NATM터널에서의 내공변위 연구

신상식, 김학준*, 배규진

Study on the Convergence of the NATM Tunnel Constructed in 

the Weathered Granite

Sang-Sik Shin, Hak Joon Kim*, Gyu Jin Bae

Abstract Predicting and measuring tunnel convergence is very crucial for estimating tunnel stability and economical 

construction of NATM tunnels. The method to estimate the tunnel convergence that occurs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is propos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he total displacement occurring related to tunnel construction 

is determined to be about 2.5 times that of measured displacements. The results of displacement measurements 

at two tunnels constructed with similar rock types are examined for the investig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tunnel 

convergence. The average convergence of Gyungju A Tunnel is about 6.7 times bigger than that of Daejeon B 

Tunnel. The possible causes of the large convergence in Gyungju A Tunnel are suggested. In order to predict the 

convergence of tunnels, careful investigation of the geological structures in the ground surface and the influence 

of external conditions as well as careful face mapping of the tunnel face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Tunnel convergence, Rock mass ratings, Field measurements

초  록 터널의 안정성 평가와 경제적인 NATM 시공을 위해서는 터널의 내공변위에 대한 예측과 계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 결과를 활용하여 굴착 전과 굴착 후에 지반에서 발생하는 변위를 추정하는 방법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지반에서 발생하는 전체 변위량은 계측 변위

값의 약 2.5배 정도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암반등급이 유사한 화강암 지반에 건설된 두 

터널에서의 현장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내공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경주 A터널이 대전 

B터널보다 변위량이 6.7배 더 크게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이 제시되었다. 터널 내공변위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터널 내부에서의 굴착면의 막장관찰뿐만 아니라 지표면에서의 지질구조 특성과 터널에 응력을 증가시킬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핵심어 내공변위, 암반등급, 현장 계측

1. 서 론

경제적인 NATM 시공을 위해서는 대상 지반의 역학

적 거동을 정확히 예측한 후 적절한 터널 지보재를 적

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터널 설계 단계에

서 가정한 터널 주변 지반과 지보재의 변위나 응력변화

는 지반 정수 산정의 불확실성, 지반의 불균질성과 이

방성, 굴착과 지보재 적용 과정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

려운 해석 모델링의 한계, 시공 중 발생되는 여러 변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현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터널 설계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 시공 중에는 굴착에 의해 노출된 막장면의 관찰 

결과에 따라 암반을 재분류하고 암반등급에 따른 지보

패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화강암질 

풍화대구간의 2개 터널 현장에서 수행된 내공변위와 

RMR 평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현장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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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tunnel convergence occurring during tunnel 

excavation

지보패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터널 막장관찰을 통한 내

공변위 예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터널 내공 변위 연구 현황

2.1 국내 터널 내공 변위 측정 현황

터널 계측은 크게 일상계측과 정밀계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굴착면 후방의 벽면 변위를 계측하는 내공변

위 측정은 일상계측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내의 거의 모

든 터널 현장에서 터널 굴착과 함께 내공 변위 측정이 

이루어진다. 내공변위 측정은 터널 시공의 안정성, 지보

의 효과, 지보의 시공시기 및 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측으로서 단면의 변형상태, 변위의 분

포 상태 및 변위속도 등에 의한 지반의 안정성을 검토

한다. 막장 굴착 이후 가능한 초기에 최종 변위량을 예

측하고 안정성을 검토하여 1차 복공의 추가여부를 판단

하며, 하반굴착 등에 의한 1차 복공의 안정성 판단 자료

로 사용하게 된다.

MOCT(2007)에 의하면 계측측선은 터널 축 방향을 

따라 20 m 간격으로 배치함을 표준으로 하며, 갱구부 

50 m이내 구간과 토피가 터널직경의 2배 이하인 구간

은 10 m 간격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공변위계

는 실링 숏크리트가 타설된 직후 설치하고 다음 막장의 

굴착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치를 측정하여 터널 굴진에 

따른 변위를 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측

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변위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 빈도는 변위속도 

또는 막장 거리에 근거하여 결정하되 변위 양상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2.2 터널 내공 변위 크기

일반적으로 터널 내공변위(Convergence)란 굴착면 

후방의 벽면 변위를 이르며 NATM의 안정성을 평가하

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측항목이다. 그러나 실질적으

로 터널 굴착으로 인하여 지반에서 발생하는 최종 변위

량 Ut는 Fig. 1과 같이 굴착 전 선행변위 Ua와 굴착 이

후 계측기 설치 전까지의 변위량 U0, 실제 계측에서 측

정된 변위 Um으로 구분된다(식 1). 계측은 막장으로부

터 Xo 떨어진 지점에서 to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작

된다.












 (1)

계측값(Um)은 굴착 후 지보재의 설치시기, 초깃값 측

정 시의 막장과 계측지점의 거리, 터널굴착 후 초깃값 

측정까지의 시간, 지보재와 지반의 상대적 강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NATM 시공에 있어 경제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막장 굴착 후 조기에 계측기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신속한 계측 결과 분석에 의

한 피드백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

장에서는 계측기 설치를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려는 인식이 부족하여 굴착 후 버럭 제거, 지보

재 설치 등의 후속공정이 진행된 후에 계측을 위한 시

간과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국내 터널 현장에서는 막장 굴착 

이후 조기에 계측기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초기치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Chung et al.(1998)에 의

하면 국내터널의 막장과 계측시점까지의 거리는 약 5∼

6 m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계측기 설치 전에 발생되는 

선행변위를 제외하고 계측 결과에서 확인된 누적변위

량(Um)만을 가지고 계측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초기

치 측정의 차이로 인하여 계측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굴착 전 선

행변위 Ua, 굴착 후 계측기 설치 전 발생변위 Uo 및 계

측결과에 의한 누적변위 Um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

다. Park and Shin(2007), Park(2008), Park(2011) 등은 

한계변형률을 이용한 터널의 안정성 평가에 최종 변위

량(Ut)을 이용하였다.

2.3 굴착 전의 선행변위

굴착 전의 선행변위 연구는 계측에 의한 실측변위에 

관한 연구와 수치해석에 의한 연구 방법으로 구분된다. 

KICT(2003), Kim et al.(2003), Jang et al.(2008), Park 

(2008), Kang and Yoon(2008), Kim et al.(2008) 등은 

지중 수평경사계를 이용하여 막장 전방 천단침하량에 

대한 선행변위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Chae et al.(2011) 

등은 광섬유센서를 이용하여 선행변위 비율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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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atio between Ua and Ut obtained from the field measurements and the numerical analyses

Ua/Ut (%) Method of estimation References

59∼64

Horizontal inclinometer

KICT (2003)

60 Kim et al. (2003)

40 Jang et al. (2008)

30∼60 Kang and Yoon (2008)

46 Kim et al. (2008)

42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y (OTDR) Chae et al. (2011)

40 Extensometer Kitagawa et al. (1991)

49∼63 Field measurements and numerical analysis Yim et al. (2007)

30

Numerical analysis

Hanafy and Emery (1980)

21∼27 Panet and Guenot (1982)

28∼32 Vassilev and Hrisstov (1988)

다. 수치해석에 의한 굴착 전의 선행변위 계산은 Hanafy 

and Emery(1980), Panet and Guenot(1982), Vassilev and 

Hrisstov(1988), Yim et al.(2007), Park and Shin(2007)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최종 변위량에 

대한 선행변위의 비율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계측에서 얻어진 값은 40∼60%(평균 50%),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비율은 20∼3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두 값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선행변위의 비율은 무지보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체 변위와 비교한 값이고, 현장계측에서 얻어진 선행

변위 비율은 라이닝 등의 설치로 감소된 전체 변위(Ut)

와 비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Yim et al. 

(2007)이 제시한 선행변위 비율도 실제 현장에서 라이

닝의 설치에 의하여 감소된 전체 변위(Ut)와 비교한 값

이다.

2.4 굴착 후 계측기 설치 전 변위(Uo)

계측 전 발생된 변위 UO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Hanafy & Emery, 1980; Kaiser, 1980; Lombardi, 1979; 

Otsuka & Kondoh, 1981; Panet & Guenot, 1982; Sulem 

et al., 1987; Vassilev & Hrisstov, 1988)가 진행되었으

며, 국내에서도 Kim and Park(1993), Chung, et al.(1998), 

Song, et al.(2002)의 연구가 있었다.

실측된 터널 계측자료 분석 방법은 크게 통계적 방법

과 근사함수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과거 시공

된 유사 터널자료에 의한 통계적 방법은 터널 단면 형

상이나 지반 조건 등의 상이성으로 분석결과를 해당 현

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근

사함수에 의한 터널 변위 분석 방법은 터널 굴착 시 발

생하는 지반변위를 굴착 후, 시간 또는 막장면까지의 

거리에 의한 함수에 근사시킴으로써 초기 변위로부터 

최종 변위량을 예측할 수 있다.

최종 변위량 Ut에 대하여 굴착 직후부터 최초 계측시

점까지의 변위 UO의 비율은 지수함수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구할 수 있다. Song, et al.(2002)은 4개 터

널에 대한 계측 결과 값을 시간경과에 따른 지수함수식

에 의해 회귀분석하였으며, UO/Ut의 비율은 14∼36%

로 나타났다. Park(2011)의 연구 결과에서는 평균 9%, 

Kim et al.(2008)은 유사한 연구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

체변위에 대한 계측 전 변위의 비율을 10% 정도로 제

시하였다.

2.5 실측에 의한 누적변위(Um)계측 사례

실측에 의한 변위량 측정은 국내 대부분의 터널 현장

에서 수행되었으며, Kim(2010)은 터널 시공 중 계측한 

변위를 이용하여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발생할 최종 누

적변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6개 현장에서 측정된 국내 터널의 

변위 계측 사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현장

에서 실시된 RMR 평가결과에 따라 각 암반로등급의 

누적변위량을 조사하였으며, 암반등급별로 -3.0∼-19.0 

mm의 변위량을 보이고 있다.

Table 2와 같이 비교적 암반이 양호한 Ⅰ∼Ⅱ등급의 

경우 -3.0∼-8.0mm의 변위량을 보이고 있으며, Ⅲ∼Ⅳ

등급의 경우 -4.0∼-13.0mm, 암반상태가 상대적으로 불

량한 Ⅴ등급은 -5.0∼-19.0mm의 내공 변위량을 나타내

었다. 평균적으로 암반등급이 불량할수록 내공변위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Yim et al.(2007)에 의



풍화 화강암 지반에 건설된 NATM터널에서의 내공변위 연구518

Table 2. Maximum measured displacements (Um) obtained from this study (- ; compression)

Tunnel Names

(Construction year)

Rock mass ratings (RMR), mm

Ⅰ Ⅱ Ⅲ Ⅳ Ⅴ

Hakcheon (2012) -5.0 -4.0 -6.0 -8.0 -8.0

Seocheon (2005) - -4.0 -6.0 - -8.0

Saegok 1 (2008) -3.0 -4.0 -4.0 -4.0 -5.0

Gaeryong (2005) -8.0 -7.0 -7.0 - -19.0

Haewol (2006) - -6.0 -6.2 -8.0 -13.0

Hoegae (2006) - -8.0 -8.0 -13.0 -18.0

Averages -5.3 -5.5 -6.2 -8.3 -11.8

하여 제시된 계측결과에 의하면 암반등급별로 변위량

에 특정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것은 평가된 등급

에 따라 적용된 지보재의 보강 효과로 해석하였다. 결

론적으로, 터널 현장에서 계측에 의하여 측정되는 변위

량은 암반등급, 지보재 타입, 지반보강 유무, 터널 크기, 

터널 심도, 원지반 응력, 공사방법 등 많은 요인에 의하

여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계측 결과를 암반등급과 연결

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6 전체 내공 변위량(Ut)의 산정

NATM 시공 시 발생하는 전체 내공변위(Ut)는 굴착 전 

선행변위(Ua), 계측 전 초기변위(UO)와 실측에 의한 계측 

변위(Um)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Chung et al.(1998)

과 Song et al.(2002)은 막장 거리 1D 혹은 2D까지의 

계측 변위를 이용하여 최종 내공 변위량을 산정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내공변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굴착 전 선행변위(Ua)는 전체 변위량(Ut)의 약 

50%, 계측 전 초기변위(UO)는 전체 변위량의 10%정도

로 나타났으며, 이를 식 (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2)

와 같다. 식 (2)는 국내 터널 현장 계측 사례를 통하여 

얻어진 값이다.






 (2)

전체 내공변위(Ut)는 무지보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최

종 변위량이 아닌, 지보재를 설치한 경우의 최종 변위

량이며 계측에 의한 실측변위의 약 2.5배 정도이다. 현

장 계측 결과에 의하면 선행변위의 비율이 전체 내공변

위의 40∼60%를 보이므로 최종 변위량은 계측 변위값

의 2∼3배(평균 2.5배)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값

은 최종변위를 막장거리 1D에서 측정한 변위량의 1.4∼ 

1.6배의 범위로 제시한 Chung et al.(1998)의 결과와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Kim et al.(2008)의 경우 수

평경사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선행변위(22mm)와 최종 

변위(42mm)를 고려했을 때, 최종 변위량은 계측변위의 

약 2.4배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Park 

(2011)에 의하여 상행선 11개 지점에서 제시된, 전체 내

공변위와 계측변위의 평균 비율인 1.63, 하행선 12개 지

점에서의 평균 비율 1.65보다는 다소 높다. 따라서 식 

(2)를 모든 터널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선행변위나 계측 전에 발생한 변위

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측값을 이용하여 최종 

변위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식 (2)가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현장 계측 결과 및 분석

3.1 현장 개요

국내 터널 현장에서 내공변위 계측은 암반등급에 따

른 지보패턴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

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보패턴의 적정성

을 검증하고자 화강암 풍화대지반에 시공되고 있는 2개 

터널 현장에 대하여 내공변위 계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분석하였다. 

경주 A터널의 터널 폭은 13.5 m, 최대토피고 약 415 

m, 총연장 7.54 km에 이르는 대심도 장대터널이다. 이 

지역은 백악기 경상누층군 퇴적암(셰일)과 백악기∼제3

기 불국사 화강암류, 3기 퇴적암류 및 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며, 백악기 퇴적암류는 대부분 셰일이 우세한 열

접촉 변성퇴적암류이다. 본 연구구간에 존재하는 것으

로 확인된 탑정단층대는 지표지질조사에서 전체 영향

범위가 150∼180m에 이르는 대규모 단층대로 심한 파

쇄 상태의 암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수 유동

의 통로로 작용되어 실제 굴착 시 지하수 유출이 매우 

심하였다.

대전 B터널은 터널 연장 1,205 m의 병렬터널로서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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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final convergence measurements in Gyeongju A Tunnel

Location

(Sta.)

Displacements (mm)

RMR
Support 

typeCS

(Crown settlement)

H1

(Horizontal line)

D1

(Left diagonal)

D2

(Right diagonal)

3+830 -5.0 -24.0 -10.0 -15.0 17 Ⅵ

3+820 -5.0 -27.0 -16.0 -16.0 19 Ⅵ

3+810 -3.0 -17.0 -12.0 -10.0 18 Ⅵ

3+800 -1.0 -28.0 -13.0 -16.0 19 Ⅵ

3+790 -2.0 -39.0 -7.0 -19.0 14 Ⅵ

3+780 -3.0 -56.0 -25.0 -25.0 17 Ⅵ

3+770 -2.0 -40.0 -12.0 -16.0 18 Ⅵ

3+760 -1.0 -47.0 -14.0 -13.0 17 Ⅵ

3+748 -1.0 -53.0 -16.0 -13.0 17 Ⅵ

3+740 -1.0 -39.0 -10.0 -10.0 17 Ⅵ

3+730 0.0 -43.0 -11.0 -15.0 17 Ⅵ

Average -2.2 -37.5 -13.3 -15.3 17.3 -

Fig. 2. Location of convergence measurements in two 

tunnels

널 폭 16.3 m에 터널 높이 9.8 m의 편도 3차로 대단면 

터널이다. 본 대상구간의 지질은 시점부에서 중앙부에 

걸쳐 쥐라기에 생성된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

며, 금강과 금강 지류 주변, 상대적인 저지대에는 제4기 

미고결의 충적층이 이들 지층들을 부정합으로 피복하

며 분포한다. 지형이 낮은 터널 시점부는 굴착 중 진행

된 막장관찰에서 심한 풍화 내지 완전 풍화상태의 암반 

상태를 보이며, 전기비저항 탐사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저비저항대가 넓고 깊게 연장되어 나타난다. 막장 

관찰에서 확인된 주 불연속면은 터널 진행방향과 평행

한 절리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대부분 심한 풍화∼완전 

풍화상태를 보였다. 

3.2 현장계측 결과

경주 A터널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울산방향 시점 측

으로 역방향 굴진이 진행 중인 터널 현장 약 100 m 구

간에 Ⅵ 타입의 불국사 화강암 지반에 내공변위 측정용 

3D 반사 타깃을 종방향 10 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반 

굴착 전까지 내공변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대변

측량에 의해 측선의 길이 변화량을 내공 변위량으로 산

출하였다. Fig. 2는 경주 A터널과 대전 B터널에서의 내

공변위 측선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에서와 같이 굴진 중 현장 막장관찰을 통하여 

평가된 RMR값은 14∼19점으로 Ⅴ등급의 암반상태로 

평가되었으나 시공 중 내공변위 발생량이 최대 56 mm

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Ⅵ등급 지보패턴이 적용되었다. 

터널의 1회 굴진장은 1.0 m,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두께 

20 cm, 록볼트 길이 4.0 m(1.5 m×1.0 m)로 시공이 이

루어졌으며, 보조 보강공법으로 이중 강관다단그라우팅

(270°)이 시행되었다.

현장 계측에서 나타난 수평측선의 평균 변위량은 –

37.5 mm로 좌대각 및 우대각의 평균 변위량 -15.3∼

-13.3 mm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

며, 천단부의 평균 침하량인 -2.2 mm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단침하량이 전반적인 내공변위

량에 비해 매우 미소한 침하발생을 나타낸 것은 현장 

계측구간이 대규모 단층대와 교차하는 지질 특성과 터

널 양측 측벽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 터널 상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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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displacements with time at Sta.3+830 in Gyeongju A Tunnel

Table 4. Estimated total displacements in Gyeongju A Tunnel

Location

(Sta.)

Convergence (mm) - Horizontal line

Ua UO Um Ut

3+830 -30 -6 -24.0   -60 

3+820 -34 -7 -27.0 -68 

3+810 -22 -4 -17.0 -43 

3+800 -35 -7 -28.0 -70 

3+790 -49 -10 -39.0 -98 

3+780 -70 -14 -56.0 -140 

3+770 -50 -10 -40.0 -100 

3+760 -59 -12 -47.0 -118 

3+748 -66 -13 -53.0 -133 

3+740 -49 -10 -39.0 -98 

3+730 -54 -11 -43.0 -108 

Averages -47 -9 -37.5 -94

의 응력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3은 한 계측 지점(Sta.3+830)에서의 시간 경과 및 

막장과의 거리와 내공변위의 관계를 정리한 결과이다. 

Table 4는 식 (2)를 이용하여, 측정된 내공변위 Um으로

부터 최종 변위량 Ut를 산정한 결과이며, 수평 측선 계

측 결과로부터 산출된 최종 변위량은 -140∼-43mm로 

나타났다.

경주 A터널의 변위 수렴양상과 경과일, 막장과의 거

리 및 터널 폭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위 수

렴조건을 1주일간의 변위속도 1 mm/day이내로 가정하

고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계측기 설치 시점은 굴

착 후 초기치 측정 시까지의 평균 막장 거리가 8.3 m로 

Chung et al.(1998)이 국내 터널 사례 조사에서 제시한 

5∼6 m보다 2∼3 m 후방에서 초기치 계측이 이루어졌

으며, 과 변위 발생에 따른 보강 작업 등 굴착 후 후속

공정으로 인하여 타 현장보다 다소 늦게 계측이 시작되

었다. 설치 위치별 변위 수렴 경과 일수는 29∼42일(평

균 34.2일), 이때 계측 위치와 막장까지의 거리(X)는 42

∼73 m(평균 57.0 m)로 터널 폭(D)의 3.1∼5.4배(평균 

4.2배)에 해당된다.

대전 B터널은 터널 연장 1,205 m중 시점부 약 90 m 

구간에 내공변위 측정용 3D 반사 타깃을 10 m 간격으

로 설치하여 하반 굴착 전까지 내공변위를 측정하였으

며, 대변측량에 의해 측선의 길이 변화량을 내공 변위

량으로 산출하였다.

Table 6과 같이 대전 B터널의 굴착 중 막장관찰에 의

한 RMR 평가 결과는 7∼25점(평균 15.3점)으로 암반 

등급은 Ⅳ∼Ⅴ로 평가되었으며, 암반등급과 동일한 V



터널과 지하공간 52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rgence of displacements and X/D in Gyeongju A Tunnel

Location

(Sta.)

Convergence of displacements

X at the time of initial 

readings (m)Time (day)

X

(m, Distance from 

tunnel face)

X/D

(Ratio between X 

and tunnel width)

3+830 39 73 5.4  9

3+820 30 47 3.5  6

3+810 40 68 5.0  8

3+800 32 55 4.1  8

3+790 35 48 3.6  9

3+780 42 54 4.0  4

3+770 29 57 4.2 10

3+760 31 52 3.9 10

3+748 32 42 3.1  6

3+740 31 65 4.8 11

3+730 35 66 4.9 10

Averages  34.2  57.0 4.2    8.3

Table 6. Results of final convergence measurements in Daejeon B Tunnel

Location

(Sta.)

Displacements (mm)

RMR
Support 

type
CS

(Crown 

settlement)

H1

(Horizontal line)

D1

(Left diagonal)

D2

(Right diagonal)

7+440 -7.0 -9.0 -8.0 -8.0 20 Ⅴ

7+450 -7.0 -4.0 -3.0 -3.0 24 Ⅳ

7+460 -5.0 -6.0 -4.0 -6.0 17 Ⅴ

7+470 -5.0 -7.0 -4.0 -5.0 25 Ⅳ

7+480 -4.0 -4.0 -2.0 -4.0 13 Ⅴ

7+490 -2.0 -3.0 -1.0 -2.0 7 Ⅴ

7+500 -4.0 -5.0 -4.0 -4.0 12 Ⅴ

7+510 -4.0 -5.0 -5.0 -5.0 11 Ⅴ

7+520 -10.0 -9.0 -7.0 -7.0 12 Ⅴ

7+530 -5.0 -4.0 -4.0 -4.0 12 Ⅴ

Average -5.3 -5.6 -4.2 -4.8 15.3 Ⅴ

등급의 지보패턴이 적용되었다. 터널 굴착 시 1회 굴진

장은 1.0∼1.2 m,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두께 20 cm, 록

볼트 5 m(1.0 m×1.0 m, 1.2 m×1.2 m)로 시공이 이루

어졌다. 변위 측정 결과에 의하면, 천단침하는 -10.0∼

-2.0 mm(평균 -5.3 mm), 수평측선 및 좌･우대각의 내

공변위는 -9.0∼-1.0 mm로 나타났다.

대전 B터널 Sta.7+440단면의 시간경과에 따른 내공

변위는 Fig. 4와 같은데 계측기 설치 후 5일 이후 뚜렷

한 변위 수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변위는 -9.0 mm

가 발생되었고 이때의 막장과의 거리는 약 10 m이다.

Table 7은 (식 2)를 이용하여, 측정된 내공변위 Um으

로부터 최종 변위량 Ut를 산정한 결과이며, 수평 측선 

계측 결과로부터 산출된 최종 변위량은 -23∼-8 mm(평

균 -14 mm)로 나타났다.

대전 B터널의 변위 수렴에 따른 경과일, 막장과의 거

리 및 터널 폭에 대한 비율을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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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displacements with time at Sta.7+440 in Daejeon B Tunnel

Table 7. Estimated total displacements in Daejeon B Tunnel

Location

(Sta.)

Convergence (mm) - Horizontal line

Ua UO Um Ut

7+440 -11 -2   -9.0 -23 

7+450 -5 -1   -4.0 -10 

7+460 -8 -2   -6.0 -15 

7+470 -9 -2   -7.0 -18 

7+480 -5 -1   -4.0 -10 

7+490 -4 -1   -3.0 -8 

7+500 -6 -1   -5.0 -13 

7+510 -6 -1   -5.0 -13 

7+520 -11 -2   -9.0 -23 

7+530 -5 -1   -4.0 -10 

Averages -7 -1 -5.6 -14 

Table 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rgence of displacements and X/D in Daejeon B Tunnel

Location

(Sta.)

Convergence of displacements

X at the time of initial 

readings (m)Time (day)

X

(m, Distance from 

tunnel face)

X/D

(Ratio between X and 

tunnel width)

7+440 2 10 0.6 4

7+450 6 20 1.3 6

7+460 4 14 0.9 4

7+470 4 10 0.6 1

7+480 3 4 0.3 3

7+490 6 7 0.4 1

7+500 3 10 0.6 3

7+510 2 8 0.5 5

7+520 7 11 0.7 3

7+530 4 13 0.8 7

Averages 4.1 10.7 0.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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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RMR evaluations in two tunnels

　
Gyeongju A Tunnel

(From 11 Stations)

Daejeon B Tunnel

(From 10 Stations)

Strength of intact rock (15) 4∼5 (average 4.3) 1∼4 (average 2.6)

RQD (20) 4∼8 (average 5.7) 3∼8 (average 4.5)

Spacing of discontinuities (20) 5∼6 (average 5.1) 5∼8 (average 6.2)

Condition of discontinuities (30) 3∼6 (average 4.6) 3∼11 (average 5.8)

Groundwater (15) 10 (average 10) 7∼10 (average 8.2)

Discontinuity orientations (-12) -12 (average -12) -12 (average -12)

RMR (100) 14∼19 (average 17.3) 7∼25 (average 15.3)

Class No. V (average V) IV∼V (average V)

Um (mm) 24∼56 (average 37.5) 3∼9 (average 5.6)

수렴 경과일은 초기치 측정일로부터 2∼7일(평균 4.1

일), 이때 계측기 설치 위치와 막장까지의 거리(X)는 4

∼20 m(평균 10.7 m)로 터널 폭(D)의 0.3∼1.3배(평균 

0.7배)에 해당되며 비교적 빠른 수렴양상을 보였다. 대

전 B터널은 굴착 이후 초기치 측정까지의 거리는 1∼

7m(평균 3.7 m)로 경주 A터널의 평균 이격거리인 8.3 

m보다 더 짧았다.

3.3 내공변위와 RMR과의 상관관계

굴착 중 노출되는 굴착면의 암반강도나 지하수 상태 

및 불연속면의 특성들과 내공변위와의 상관관계를 규

명하고자 내공변위 측정 단면에서 실시한 RMR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각 평가 항목과 내공변위 양상과의 상

관성을 분석하였다. 

Table 9에 의하면 경주 A터널의 굴착 중 막장면에 대

한 RMR 평가 결과에서 무결암 강도의 평균 점수는 4.3

점으로 항목별 최대 점수 대비 29%로 나타났으며, 암

질지수는 5.7점으로 최대 점수 대비 29%로 나타났다. 

지하수 유출량에 의한 평가 점수는 10점으로 최대 점수 

대비 6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절리면 상태 평가 항목이 최대 점

수 대비 15%로 타 항목과 비교 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단층대가 인접되어 있어 불

연속면의 연속성이나 간격이 발달되고, 충진물이나 풍

화정도가 심한 상태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면 상부에서부터 연장되어 있는 수직 절리가 막장

면 관찰 시 확인되었으며, 절리의 주향이 터널 굴진방

향과 평행하게 발달되어 나타나고 있어 RMR 평점은 

낮게 평가되었다.

경주 A터널의 노선 방향은 N60E방향을 이루고 있으

며 막장관찰에 의해 나타난 절리들의 주향은 N10∼80E 

방향이 주를 이루며, 경사는 35∼80SE로 나타나 터널

방향과 평행한 절리가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 A터널은 절리 방향에 의한 보정점수인 -12점이 

적용되어 최종 RMR 평점은 평균 17.3으로 Ⅴ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과변위 발생에 따라 Ⅵ 타입의 지보패턴

이 적용되어 시공되었다.

대전 B터널의 막장면 관찰 결과, 지하수 용수상태는 

습윤(damp)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연속면에 점토질 충

진물이 협착되어 있다. 화강암질 기반암은 보통 내지 

심한 풍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완전 풍화

되어 햄머 타격 시 실트질 모래로 분해된다. 대전 B터

널의 주향은 N70E이며 주 절리들의 주향은 N42∼88E, 

경사방향은 68∼88SW로 터널 진행 방향과 평행한 절

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전 B터널은 절리 방

향에 의한 보정점수인 -12점이 적용되어 최종 RMR 평

점은 평균 15.3으로 Table 9와 같이 Ⅴ등급으로 분류되

었다. 대전 B터널에 대한 각 항목의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배점 기준 대비 무결암 강도비율이 17%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지하수 유출 관련 항목은 55%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두 대상 터널의 암반등급은 Table 9에서와같이 경주 

A터널은 RMR 평점이 평균 17.3점으로 암반등급 Ⅴ등

급 중 상위점수로 평가되었으며, 변위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대전 B터널의 RMR 평점도 이와 유사한 

15.3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경주 A터널의 계측에

서 나타난 변위량은 Table 10과 같이 대전 B터널보다 

6.7배의 과변위 발생을 보이고, 변위 수렴시간은 8.3배, 

변위 수렴거리는 5.3배, 변위 수렴 시 터널 폭에 대한 

막장거리 비는 6배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주 A터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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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of average convergence measurements in two tunnels

Gyeongju A Tunnel Daejeon B Tunnel Ratios

Class No. Ⅴ Ⅴ -

RMR 17.3 15.3 1.1:1

Convergence (mm) 37.5 5.6 6.7:1

Crown settlements (mm) 2.2 5.3 0.4:1 

Total displacements (Ut, mm) 94 14 6.7:1 

Convergence time (day) 34.2 4.1 8.3:1 

Convergence distance (m) 57.0 10.7 5.3:1 

Ratio between X and tunnel width (X/D) 4.2 0.7 6.0:1 

X at the time of initial readings (m) 8.3 3.7 2.2:1 

Table 2의 타 현장 사례에서 조사된 최대 변위량 19mm

의 197%, KR(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화암 지반의 

내공변위 관리기준치 15 mm의 250% 수준으로 타 현

장 계측 사례에 비해 변위발생이 크게 나타났다.

변위 수렴 전까지의 일일 평균 변위속도는 경주 A터

널은 2∼9mm/day, 대전 B터널은 2∼4mm/day로 나타

났으며, 경주 A터널은 전반적으로 30일 이상 변위발생

이 지속되었다. 변위속도가 Franklin(1976)이 제안한 

5mm/day를 초과하여 발생한 6개 단면은 일일 측정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변위양상을 관찰하였고 변위 가

속이 확인된 경우에는 막장 중지 후 강지보 보강을 실

시하여 변위발생을 억제하였다. 변위양상과 터널 내 육

안관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적변위에 의

한 관리허용치를 당초 40mm에서 50mm로 재설정하였

으며, 일일 변위속도의 가속여부를 예의 주시하여 추가 

보강 여부 및 굴착진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대전 B터널

은 계측 10단면 중 일일 4mm 이상의 변위발생을 나타

낸 단면은 총 3개 단면으로 Franklin(1976)이 제안한 

기준치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굴착 초기 일시적 변위발

생 이후 평균 4일 이내에서 진행성 변위 발생 없이 수

렴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RMR값이 유사한 화강암 지반에 건설된 

두 터널이, 계측도 동일한 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측정된 내공변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주 A터널의 내공변위가 대전 B터널보다 6.7배 더 크

게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경주 A터널의 연구 구간 내에 교차하여 분포하

고 있는 탑정단층대가 변위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

다. 탑정단층대는 지표지질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영향

범위가 150∼180 m에 이르는 대규모 단층대로 본 연구 

대상 구간인 Sta.3+815∼860 위치에서 터널 계획심도

까지 연장되어 교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표면

에서 확인된 단층대 구간의 수직절리는 터널의 굴진방

향과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오픈된 절리면에 연약 

점토질이 충진되어 있었다. 암반분류 시 터널 주변 지

반의 단층대를 포함한 지질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주 

A터널의 경우 RMR 값이 다소 과하게 평가되었으며, 

대전 B터널은 일부 IV타입 구간이 있었으나 V타입으

로 비교적 저평가되어 다소 과한 지보패턴으로 내공변

위가 조기 수렴되었다고 판단된다. 

경주 A터널 과변위의 또 다른 원인은 높은 토피고에 

기인할 수 있다. 경주 A터널의 토피고는 224.6∼243.4 

m(평균 231.7 m)로 대전 B터널의 토피고인 12.7∼22.4 

m(평균 19.1 m)보다 약 12.1배 더 높다. 따라서 경주 

A터널의 경우, 터널 굴착 전의 원지반 응력이 대전 B터

널에 비하여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것이 터

널 내공변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특히 천단침하

에 비하여 수평방향의 내공변위가 큰 것은 수평방향으

로 큰 응력이 작용했음을 암시해준다.

상부 지반의 토피고가 10∼20m의 저심도이고 충적

층과 풍화토 및 풍화암 지반을 통과하는 서울지하철 906

공구 터널 공사 중에는 상부 사유지 빌딩 하부 통과구간

에서, 유사한 암반상태인 다른 구간보다 상당히 큰, 최

대 56mm의 내공 변위 발생 사례가 보고되었다(Kim, 

2013). 따라서 NATM 시공 중 과변위 발생의 원인은 

지반의 암반 등급뿐만 아니라 상부지반의 토피고와 터

널 주변의 단층대를 포함한 지질구조, 원지반 응력, 외

부 요인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터널 내공변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터널 내부에서의 굴착

면의 공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터널 상부 지표면의 구조

적 지질특성이나 터널에 응력을 증가시킬 외부적인 요

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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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불량하거나 단층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반

이 충분한 아칭효과(arching effect)를 발휘하기 어려우

므로 터널 상부의 토피고의 영향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 계측 결과를 신속

하게 반영하여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장에 상주하는 계측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화강암질 풍화대지반에 시공되고 

있는 암반등급이 유사한 2개 터널현장에 대한 내공변위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각기 다른 변위 양상에 대

한 원인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에 의하면 터널 굴착 전 선행변위 Ua는 전

체 변위량 Ut의 50%, 계측 전 초기변위 UO는 전체 

변위량 Ut의 10% 정도로 발생하며, 이로부터 암질

이 양호한 암반터널에서의 전체 변위량 Ut는 실측 

변위량 Um의 약 2.5배로 추정할 수 있다.

2. 국내 6개 현장에서의 변위 계측 사례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암반등급이 불량할수록 내공변위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내공변위와 암반등급의 

관계를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3. 암반등급이 유사한 화강암 지반에 건설된 두 터널에

서 동일한 계측회사에 의해서 계측이 수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내공변위 크기와 수렴시간, 수렴기간, 

수렴거리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터

널 내부의 막장관찰에서 얻어진 암반등급 자료는 터

널의 내공변위와는 무관할 수 있음을 보였다. 

4. 암반등급이 유사한 두 터널에서의 내공변위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암반이 불량한 지반에서 단

층대의 발달과 높은 토피고 등으로 인하여 아칭효과

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암반등급이 불량하거나 단층대가 존재하는 지반에

서의 터널 내공변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터널 내부 

굴착면의 막장관찰뿐만 아니라 지표면에서의 단층

대와 같은 지질구조 특성과 토피고를 포함한 터널 

상부에 응력을 증가시킬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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