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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자갈과 암반의 복합지층에 시공한 저심도 터널의 사례연구

김치환*

Case Study of a Shallow Tunnelling Through Complex Strata of 
Sand-Gravel and Rock Mass

Kim Cheehwan*

Abstract The tunnel is excavated through the alluvial layer composed of sand and gravel with groundwater deposited 
on rock. A portion of upper part of the tunnel is located in the alluvial layer and there are several buildings just 
above the curved section of the tunnel. It is necessary to prevent from sand-flowing into the tunnel due to low 
strength of the alluvial, high groundwater level and shallow depth of the tunnel from the ground surface. For this, 
the alluvial around the tunnel is pre-reinforced by umbrella arch method with multi-stage grouting through large 
diameter steel pipes or jet grouting before excavating the tunnel. The effect of the pre-reinforcement of the tunnel 
and the safety of the buildings are monitored by measurement of ground deformation occurred during tunnelling.

Key words Sand and gravel layer, Alluvial layer, Shallow tunnel, Multi stage grouting through large diameter steel 

pipe, Jet grouting

초  록 모래와 자갈이 암반 위에 퇴적된 지층에서 터널의 윗부분이 지하수가 많은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는 상황에

서 터널을 시공하였다. 지상의 일부 곡선구간에 빌딩들도 있는 저심도 터널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강도가 

작고 지하수가 많은 터널천정부의 모래자갈이 터널 내로 낙하하는 유사현상(sand flow)을 예방해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경강관다단그라우팅이나 제트그라우팅으로 터널주변 충적층을 굴착 전에 미리 보강한 후 터널을 

시공하였다. 이와 같이 터널을 보강한 효과와 지상빌딩의 안전을 시공 중 계측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핵심어 모래자갈층, 충적층, 저심도 터널, 대구경강관다단그라우팅, 제트그라우팅

1. 서 론

지중에 터널을 굴착하면 터널주위에 응력이 재배치된 

결과 터널인접 주변에 압축응력대가 형성되고 터널도 

내부로 압축되는 변형이 발생한다. 터널이 역학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터널 인접부에 형성된 압축응력

대가 굴착으로 생긴 공간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널의 시공은 터널 인접주변에 압축응력대가 생길 수 

있도록 굴착하고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반의 강도를 활용하여 지반자체로 굴착한 공간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터널을 시공할 때

에는 지반자체로 터널을 지지하되 보강재는 지반자체

의 강도를 최대한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터널을 지지하는 압축응력대가 생기기 위해서

는 첫째로 터널주변에 공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지표에

서 터널까지의 심도가 얕을 경우에는 터널주변에 띠 모

양의 폐곡선으로 형성되어 터널을 지지해야 할 압축응

력대가 지표면 때문에 단절되므로 지지효과가 상실되

고 지표가 터널로 함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터널인접

부에 집중되는 응력의 크기보다 지반의 강도가 더 커야

한다. 만약 터널에 작용하는 응력보다 지반의 강도가 

작으면 터널은 파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도가 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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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tunnels

Fig. 2. Sectional plane of the tunnels

나 지반의 강도가 약한 곳에서 터널을 시공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보조공법으로 지반을 보강한 후 터널을 시공

하여야 한다. 터널보조공법은 막장면이나 막장전방의 

터널천정부 등을 굴착하기 전에 미리 보강하여 터널주

변의 지반의 강도를 높이거나 터널주변에 지중구조체

를 만들어 굴착할 때 터널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하

는 것이다.  

한편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하철터널을 건설하게 

되면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선형 변경의 제

약 때문에 터널의 심도나 지반의 종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서울 강남의 동서 간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도 저심도와 저강도 등 다양한 조건과 특성의 지반에서 

터널을 시공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중 저심도 풍화암

에 시공한 터널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 보고한 바 있다

(Kim, 2005, 2010, 2013a, 2013b, 2013c, 대림산업주

식회사, 2006). 또 지하철 9호선 중 현재 3단계로 건설 

중인 일부 구간의 지반은 모래자갈의 충적층으로 구성

되어 있는 곳에서 터널을 시공하고 있다. 모래자갈층은 

입자 사이의 강도는 작고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터널을 

굴착할 때 붕괴될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은 모래자갈의 

충적층이고 터널까지의 심도까지 깊지 않다면 터널시

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논문은 지표에서 기반암 사이가 모래자갈의 충

적층이고 저심도의 터널 윗부분이 충적층인 경우에 시

공한 사례연구이다. 이 충적층에는 지하수가 풍부하고 

일부 구간의 터널상부 지상에는 빌딩들이 있다. 모래자

갈층의 강도는 작고 지하수위는 높기 때문에 터널을 굴

착하였을 때 터널천정부의 모래입자가 지하수와 함께 

떨어졌고 터널 폭 약 12 m에 비하여 토피가 약 20 m로 

얇기 때문에 터널시공에 따른 지표침하가 크게 발생하

여 지상의 빌딩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모래자갈층의 지층에서 터널을 보강한 방법과 

시공 중에 발생한 어려움 및 계측과 지상빌딩에 끼친 

영향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곳은 

서울지하철 9호선 노선 중 하나인 918공구이다. 지하철 

918공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

파트에서 삼전동 예전의 잠실 병원 앞까지로 총길이

1,290.758 m 중 2개의 터널이 있고 터널의 총길이는 

498.130 m이다. Fig. 1은 현장의 위치를 보인 것이고, 

Fig .2는 공사구간의 평면선형을 보인 것이다. 터널은 

주로 기반암을 통과하나 터널상반은 풍화대 혹은 충적

층을 지난다. Fig. 2의 터널선형 중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삼거리 곡선부분에는 사유지빌딩들이 있다.

2. 지형과 지질

지하철 918공구는 한강변 남측부를 연결하는 노선의 

일부이다. 이곳의 지형은 저지대의 특성을 보이고 충적

모래 및 자갈층이 깊게 분포하는데 이는 옛 하천이었던 

송파강의 모래와 자갈인 충적층 위를 매립하여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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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the topography of the site

Fig. 4. Geology of the site

지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립된 구릉성 산계형태에 

모래와 습지 지형이 매립되었고 또 개발로 인하여 두드

러진 선구조가 보이지 않으며 주요 지질구조선도 충적층

으로 피복된 상태이므로 노선을 따라 보이는 노두도 없

는 상황이다. Fig. 3은 2000년대의 지형도 위에 1971년 

이전의 지형을 덧입혀 비교한 것이다. 1971년까지의 물

이 흐르던 송파강을 매립하고 그 위를 도로와 택지 등으

로 개발하면서 현재의 지형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매립층과 기반암 사이의 토층은 홍적층과 충적층의 

세립~조립 모래 및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홍적층은 홍

적세 기간 중 한강의 범람에 의해 퇴적된 토층으로 노

선의 시점부에서 중간부분까지 이에  해당되며 충적층

은 송파강의 범람에 의해 퇴적된 구간으로 노선의 중간

부분에서 종점부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홍적층

과 충적층 모두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문

에서는 두 층을 구별하지 않고 충적층으로 서술한다. 

축척 1：50,000 지질도에 의하면 노선 인근의 기반암

은 전반적으로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이 분포하고 

부분적으로 각섬석편암 및 흑운모편암 등의 편암류가 

협재하고 있다. 호상편마암은 경기편마암복합체 중 가

장 넓게 분포하는데 유색광물 부분과 우백질인 부분이 

서로 교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색광물 부분은 대

체로 흑운모이고 우백질인 부분은 장석과 석영의 집합

체이며 석영은 흔히 세립의 집합물로 봉합상 주연을 갖

는 모자이크조직을 보인다. 곳에 따라 석영은 재결정되

어 큰 결정립을 이루기도 하며 또 파쇄되어 많은 균열

을 가지기도 한다. 편암류는 편마암에 잔류하고 혼성편

마암을 제외한 다른 편마암류들도 편마암에 협재되어 

있다. 편마암과 편암은 서로 점이적이고 뚜렷한 경계가 

없다. Fig. 4는 지질도를 보인 것이다(서울특별시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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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ngitudinal section of both geology and the tunnels

반시설본부, 2011a).

3. 지반공학적 특성

지표면의 표고는 약 114 m이고 지표면에서 터널천단

까지의 깊이는 약 20 m이다. 터널은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터널구간의 

토층두께와 공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터널 1구간의 매립층 두께는 1~3.6 m이고 그 하부에 

충적층의 두께는 9~23 m이다. 매립층은 실트질모래, 

자갈섞인 모래, 모래섞인 자갈이 느슨~보통조밀 상태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관입시험값은 6~17이다. 그 하부 충

적층은 자갈섞인 모래, 모래섞인 자갈이 느슨~매우조밀 

상태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관입시험값은 5에서 50회 

타격에 약 1 cm 관입될 정도로 변화가 컸다.

터널 2구간의 매립층 두께는 3~3.5 m이고 그 하부에 

충적층의 두께는 14~18 m이다. 매립층은 모래섞인 자

갈이 느슨한 상태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관입시험값은 

약 7이다. 그 하부 충적층은 자갈섞인 모래, 모래섞인 

자갈이 느슨~매우 조밀한 상태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관

입시험값은 9에서 50회 타격에 약 3 cm 관입될 정도로 

변화가 컸다. 따라서 터널을 2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

지만 토층의 종류와 두께 및 공학적 특성은 유사하였다. 

충적층의 흙을 통일분류법으로 분류한 결과 채취한 위

치에 따라 SP-SM, SP, SM, GP, GW로 나타났다. 

시추공 내에서 측정한 충적층에서의 변형계수는 4.5~ 

32.1 MPa이었다. 또 시추공 내에서 측정한 충적층과 풍

화토, 풍화암 부근의 전단강도로 점착력이 약 28~31 kPa, 

내부마찰각이 약 30.5~32° 이었다. 하향탄성파속도는 

충적층에서 P파가 약 1,053~1,211 m/sec, S파가 약 199~ 

284 m/sec이고 PS검층에서 P파가 약 1,536~1,936 

m/sec, S파는 약 614~915 m/sec이었다. 또 밀도검층 결

과 충적층 흙의 단위중량은 약 18.1~19.7 kN/m^3 이다. 

지하수위는 지표면 아래 약 7.1~8.6 m로 측정되었고 

매립층과 충적층의 투수계수는 약 1.59×10-4~9.04×10-3 

cm/sec이다.

시추로 채취한 암심을 이용하여 측정한 기반암인 편

마암의 단위중량은 약 26.3~28.3 kN/m^3이다. 암석의 

탄성계수와 포아송비는 각각 약 3,060~59,977 MPa, 

0.18~0.32이다. 또 단축압축강도는 약 18.6~172.6 MPa, 

인장강도는 약 6.5~10.8 MPa, 점착력은 약 1.29~13.7 

MPa, 내부마찰각은 약 44.0~45.3°이다. 탄성파 중 P파

와 S파의 통과속도는 각각 약 2,531~4,218 m/sec, 약 

1,622~2,608 m/sec이다. 암반 내 절리면의 마찰각은 약 

37.7~42.3도 이다. 암석은 풍화도에 따라 강도와 물리

적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났다. 시추공 내에서 측정한 암

반의 변형계수는 풍화된 곳에서 약 274.5~325.9 MPa, 

연암~경암에서 약 858.4~12,600 MPa이었다. 하향탄성

파속도로 P파가 약 2,399~3,537 m/sec, S파가 약 1,264~ 

1,908 m/sec이었다. PS검층에서 P파가 약 2,348~4,594 

m/sec, S파는 약 1,167~2,594 m/sec이었다. 또 밀도검

층 결과 단위중량은 약 20.9~24.6 kN/m^3 이다. 기반

암의 투수계수는 약  6.89×10-3~6.91×10-7cm/sec이다. 

암석의 강도와 암반의 투수계수 등의 범위가 큰 것은 

풍화정도와 암반 내 파쇄대의 유무에 따른 것이다(서울

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a). Fig. 5는 터널종단과 

토층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4. 터널단면과 보강설계

지표에서 터널의 천단부까지의 심도는 약 20 m이다. 

터널의 심도와 각 토층의 두께를 감안하면 1 터널의 천

단부는 충적층과 기반암의 지층경계을 위아래로 넘나

들게 되어 터널의 천정부에는 충적층이 나타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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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ross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 of the first tunnel
(b) Longitudinal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 of the first tunnel

Fig. 6. Schematic view of a tunnel arch reinforcement before 
excavation

그 아래는 암반이다(Fig. 5). 터널천정부의 충적층은 점

착력이 없는 모래와 자갈로 강도가 극히 작고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굴착하는 순간부터 모래가 지하수와 함께 

터널 안으로 쏟아지는 유사현상(sand flow)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보강공법을 적용해야 하였

다. 2 터널은 충적층과 암반의 경계선이 더 깊어 터널천

단에서 약 1~3 m 밑에 나타나므로 1 터널보다 더 넓은 

터널천정부의 원호부분에서 유사현상을 방지하여야 하

였다.

이와 같이 터널굴착 중 발생할 수 있는 유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막장의 전방 천정부를 굴착하기 

전에 미리 보강하였다. 터널막장 전방 천정부를 굴착 

전에 미리 보강하는 공법은 막장 전방에 대한 보강효과

와 함께 터널의 천정부에서 횡단면 상으로 연속된 아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굴착 전 선행보

강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효과는 강관사이의 국부적인 

연속된 아칭효과(arching effect)로 형성되는 보(beam)

효과와 그라우팅에 의한 전단저항 외에 구속압력의 증

가에 따른 터널막장의 역학적 안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터널천정부의 보강과 함께 막장 전방도 그라우팅과 록

볼트와 같은 보강효과가 나타나면서 굴착 시 절단이 용

이한 PVC관으로 숏크리트와 함께 보강하였다. 따라서 

이 공법들의 주요 기대효과는 막장면의 안정성 향상, 

굴착 주변 지반의 이완 방지, 지표침하의 억제에 있었

다. 터널막장 전방 천정부를 보강하는 여러 공법이 있

으나(Nam et al., 2002, Nam, 2002) 1 터널에서는 강관

다단그라우팅공법을 2 터널에서는 제트그라우팅공법을 

적용하였다. Fig. 6은 막장전방의 터널천정부를 보강한 

공법의 모식도이다.

1 터널에 적용한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은 터널을 굴

진하기 전에 터널막장 전방 천정부에 강관을 적절한 간

격으로 배열, 설치하고 그 강관의 내측에서 그라우트재

를 다단계로 주입하는 방법이다. Fig. 7은 1 터널의 보

강도를 횡단면과 종단면으로 보인 것이다. 터널 아치부

에 지름 114 mm, 길이 12 m의 강관을 4 m 굴진할 때

마다 횡간격 약 30~50 cm로 설치하였으므로 결과적으

로 3겹의 강관으로 터널천정부를 보강한 것이다. 터널

천정부가 충적층이 아닌 풍화암반으로 예측되는 구간

에는 지름 60.5 mm, 길이 12 m의 소구경강관을 2겹으

로 보강하였다. 2 터널에 적용한 제트그라우팅 공법은 

터널을 굴진하기 전에 터널막장 전방 천정부에 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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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Cross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 of the second tunnel
(b) Longitudinal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 of the second tunnel

적절한 간격으로 천공하면서 시멘트계주입재를 고압분

사하는 방법이다. Fig. 8은 2 터널의 보강도를 횡단면과 

종단면으로 보인 것이다. 터널 아치부에 지름 114 mm, 

길이 12 m의 강관을 6 m 굴진할 때마다 횡간격 60cm

로 설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2겹의 제트그라우팅으

로 터널천정부를 보강한 것이다. 터널천정부를 미리 보

강한 후에는 굴착하면서 숏크리트로 보강하고 암반부

는 록볼트도 함께 보강하였다. 숏크리트 두께는 20~25 

cm, 록볼트 길이와 간격은 각각 4 m, 1 m이다(서울특

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b). 

5. 굴착과 보강

공사현장에서는 1 터널부터 시공을 시작하였다. 터널

굴착 전 천정부와 막장면을 미리 그라우팅으로 보강하

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관을 일단 약 50 

cm 간격으로 설치하고 시멘트를 주입하였다. 주입압은 

20 kg/cm^2 주입하였고 주입량은 강관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라우팅 주입 후 강관하부의 터널상반

부를 굴착하였다. 굴착은 터널주변 내부를 먼저 굴착하

면서 가운데 부분을 남기는 링커트(ring cut)형식으로 

시공하였다. 굴착 후 신속하게 보강하기 위하여 숏크리

트는 굴착 중에 미리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2열의 

강관으로 보강된 터널천정부를 굴착하는 동안에 강관

과 강관 사이의 모래입자가 지하수와 함께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 굴착부분을 

최소화하고 숏크리트로 보강하였다. 그러나 지하수와 

함께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모래 때문에 숏크리트 보강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강관 사이에서 모래가 떨

어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단계의 강관설치 

작업에서는 강관의 간격을 50 cm에서 약 35 cm 이내

로 좁게 설치하고 그라우팅재료를 LW로 변경하여 주

입하였다. 그 결과 강관들 사이에서 지하수와 모래입자

가 떨어지는 것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유지의 빌딩지역으로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LW그라우팅으로 보강한 곳에서 국부적으로 지하수가 

용출되어 굴착과 숏크리트 보강이 곤란하였다. 강관을 

3열로 늘려 LW보강한 곳에서도 지하수와 함께 떨어지

는 모래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자갈도 함께 낙하하면서 

강관 사이로 공극이 확대되고 깊어져 세 번째 열의 강

관까지 연장된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강관 사이로 지하

수 용출이 과다한 곳은 우레탄주입으로 추가 보강하여 

지하수 용출도 막고 충적층도 보호하였다. 그 후로 지

하수 유입과 모래입자의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그라우팅

재료를 SSM(soil multi improvement silica sol grouting 

method)으로 변경하고 강관을 3열 지그재그 배열로, 강

관의 간격은 약 30 cm로 설치하여 주입 보강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유입이 거의 없고 모래입자가 떨어져 탈락

하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터널천정부를 굴착할 때

에도 강관과 강관사이에 있는 모래와 자갈이 서로 부착

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터널천정부를 강관다단그라우팅

으로 미리 보강한 후 막장도 그라우팅과 플라스틱볼트

로 보강하고 굴착하였다. 터널천정부는 충적층이므로 

굴삭기로 굴착하였으나 그 하부는 연암 혹은 경암이기 

때문에 발파로 굴착해야만 하였다. 굴착한 후에는 즉시 

숏크리트로 보강하고 이어서 강관을 통하여 주입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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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a) Sand and gravel layer and gneiss appeared on a first tunnel face 
(b) Magnified view of sand and gravel layer on a first tunnel face
(c) Gneiss appeared on the last face of the first tunnel in driving-through

역을 제외한 부분은 록볼트로 보강하였다. 다음 막장 

굴진 전에 강지보를 설치하였다. 1회당 굴진길이는 80 

cm로 시공하였다. Fig. 9는 1 터널을 시공하면서 드러

난 터널의 지질상태이다. Fig. 9(a),(b)는 사유지 하부의 

지질상태이다. Fig. 9(a)에서 터널상부 약 0.5 m는 충적

층으로 모래와 자갈이고 그 하부는 편마암이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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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nd and gravel layer and weathered gneiss 
appeared on a second tunnel face

9(b)는 터널상단부의 모래자갈층을 확대한 것이다. 이

와 같은 보강방법으로 빌딩이 있는 사유지 하부를 굴진 

통과하였다. 

터널막장이 사유지를 지난 후 터널종점까지는 터널천

정부 지반의 상태가 충적층에서 암반으로 바뀌었으므

로 대구경 강관 대신 2열의 소구경 강관으로 선 보강한 

후 굴착 시공하였다. 지반상태가 양호한 구간에서는 1

회당 굴진길이를 1 m로 시공하였다. 또 Fig. 9(c)는 1 

터널을 관통한 종점막장으로 Fig. 9(a)와 비교할 때 터

널상부의 충적층이 없어진 상태이다.

2 터널은 충적층이 두꺼워 터널상반의 중간높이 부분

에서 기반암과의 경계가 나타났다. 2 터널의 시종점은 

개착구간과 연결되어 있다. 2 터널 시종점부의 연장이 

긴 개착구간을 시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

문에 투수계수가 큰 충적층 내의 지하수가 개착구간으

로 유출된 결과 굴착할 터널 부분에서의 지하수위가 하

강하였다. 평면상에서 2 터널의 중심에서 약 10m 떨어

진 곳에서 측정한 지하수위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약 7.1~8.6 m 깊이에 있었으나 2 터널시공을 시작할 때 

그 깊이가 약 15 m 이하로 하강한 상태였다. 이를 기준

으로 횡단면상의 침윤곡선을 유추하면 굴착될 터널의 

중심부에서의 지하수위는 충적층과 암반층의 경계선까

지 하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터널굴착을 시작하기 전 

막장전방의 터널천정부를 강관과 함께 제트그라우팅으

로 보강하였는데 보강영역 원호의 양끝단의 암반부분

은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강하였다. 보강한 그라우팅

공의 횡간격은 약 60 cm이었다. 막장면도 그라우팅과 

플라스틱볼트로 보강하였다. 보강 후 굴착단계에서, 터

널상반의 상부는 굴삭기로 굴착할 수 있는 모래자갈층

이었고 지하수가 없는 건조한 상태였다. 모래자갈층이

지만 지하수가 없는 조건에서 제트그라우팅의 보강효

과가 양호하게 나타나 굴착 후 터널천정부에서 보강영

역을 뚫고 떨어지는 모래나 자갈도 없었고 유입되는 지

하수도 없었다. 링커트형식이지만 연직으로 굴착한 막

장면도 무너지지 않았다. 터널을 종점까지 시공하는 동

안 터널천정부에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일은 없었으나 

터널의 양쪽 측벽 충적층과 암반의 경계선 부분은 습윤

하거나 절리틈에서 약간의 지하수가 유입되기도 하였

다. 굴착 후에는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보강한 후 강지

보를 설치하였다. 1회의 굴진길이는 약 80cm이었다. 

Fig. 10은 2 터널을 시공하면서 나타난 지질상태로 터

널상부 약 1.5 m가 모래자갈층이고 그 하부는 풍화된 

편마암이다.

6. 계측결과

1 터널의 일부 구간은 여러 빌딩이 있는 사유지 하부

를 곡선으로 통과하였다. 터널시공 중 빌딩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지상 빌딩

에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유지 구간의 터널은 3열의 강

관다단그라우팅으로 굴착 전 미리 보강한 후 굴착하였

다. 지상의 빌딩은 지표침하에 의하여 손상을 받으므로 

지표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성이 크고 강도가 높

은 보강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1 터널노선 곡선부의 지

표에 여러 빌딩이 있는 주변에서 지표침하를 집중적으

로 계측하기 위하여 36개의 지표침하핀을 설치하고 터

널시공을 시작하기 전부터 측정해 왔다. Fig. 11(a)와 

(b)는 1 터널에서 설치한 계측위치를 보인 것인데 터널 

곡선부의 사유지빌딩구간에 지표침하계 등을 밀집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한 지표침하값

을 3차원 지표침하곡면(New와 Bowers, 1994)으로 최

적화(Matlab, 2009)하고 빌딩이 있는 곳에서 지표면기

울기와 수평변형율을 구하여 손상기준(Mair et al., 1996)

에 따라 빌딩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할 침하도 

예측하였다. 측정한 지표침하값 중 최대는 약 6 mm이

었고 지표침하값을 3차원 침하곡면으로 취적화시켰을 

때 터널중심선에서의 침하는 약 3 mm이었다. 지표침하

값이 작았으므로 터널시공으로 인한 빌딩의 손상은 발

생하지 않았다. 터널내부에서의 계측도 병행하였는데 

계측항목은 천단침하, 내공변위, 숏크리트응력, 록볼트

축력, 지중변위, 지중침하, 지중경사, 지하수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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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터널1구간(STA. 32K 710.00)

(b)

(c)

Fig. 11. (a) Sectional plane of measurement locations of the first tunnel 
(b) Cross sectional view of measurement locations of the first tunnel 
(c) Summary of measurement result of the first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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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부터 터널까지의 심도가 깊지 않고 연약한 충적

층이므로 천단침하계측을 중시하였다. 빌딩이 있는 사

유지에서는 천단침하와 내공변위 측정간격을 약 10 m

로 하였고 그 외 구간에서는 약 20 m간격으로 계측하

였다. 그 결과 천단침하와 내공변위 계측점은 36개소였

다. 지중변위계 등 터널천단에서 상향연직방향으로 향

하는 계측기는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상부의 충적층을 

천공하였을 때 지하수와 함께 모래가 쓸려 내려오는 위

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계측한 내공변위와 천단침하

를 기준으로 발생할 터널변형도 일주일 간격으로 추세

를 예측하였다(Kim, 1990). 계측결과 천단침하 중 최대

는 약 13 mm로 작업용 수직구에 인접한 곳에서 발생하

였고 이곳을 제외하면 약 9 mm가 최대이나 대부분의 

천단침하값은 약 6 mm 이내이었다. 수평방향의 최대 

내공변위는 약 10 mm이었다. Fig. 11(c)는 1 터널에 설

치한 여러 종류의 계측기 중 지표침하, 내공변위, 천단

침하, 지중침하, 지하수위 변화를 지상빌딩들과 함께 요

약하여 보인 것이다(SK건설, 2014). Fig. 11(c)에서 갈

색면은 침하 후 지표면을, 파랑색면은 지하수위 변화를, 

동그라미는 터널로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를 화살표로 

표시하였고 빨간색 선은 지중침하를 표시한 것이다. 또 

수평축은 터널 종단 상의 위치를 수직축은 심도를 표시

하고 있다.

7. 결 론

지표로부터 약 20 m까지 모래자갈의 충적층이고 그 

하부는 암반인 토층에 심도 약 20 m, 터널폭 약 11.4 m, 

높이 약 8.6 m인 터널을 시공하였다. 터널상반부의 일부

가 강도가 약한 충적층이므로 이 부분을 굴착 전에 미

리 보강한 후 터널을 굴착하여 터널을 역학적으로 안정

시키고 지표침하를 억제하여 지상의 빌딩에 손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였다. 터널의 안정과 지상빌딩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도 함께 수행하였다. 

충적층이 터널천정부에 약 1 m 이내로 나타나고 지

하수가 모래와 함께 유입되었던 1 터널 중 빌딩이 있는 

사유지 하부 구간을 시공할 때는 3열의 대구경 강관다

단그라우팅으로 막장전방의 터널천정부를 보강한 후 

굴착하였다. 기타 구간에서는 2열 강관다단그라우팅 혹

은 소구경 강관으로 보강하였다. 주입재로는 사유지 구

간에서는 LW, SSM, 우레탄을 사용하였고 기타 구간에

서는 주로 LW를 사용하였다.

충적층이 터널천정부에 약 1~2 m로 나타나고 지하수

가 유입되지 않고 건조한 모래자갈층인 2 터널은 막장

전방의 터널천정부를 2열의 제트그라우팅으로 보강한 

후 굴착하였다.

모래자갈층이지만 강성과 강도가 큰 공법으로 터널천

정부를 굴착 전 미리 보강하고 굴착한 결과 1 터널의 

천단침하는 약 3~13 mm, 수평방향 내공변위는 약 3~10 

mm가 발생하였다. 사유지 빌딩 주변에 설치한 36개소

에서 계측한 지표침하값 중 최대는 약 6 mm이었고 3차

원으로 최적화 시킨 지표침하곡면에서 터널중심의 지

표침하는 약 3 mm로 작고 지상빌딩도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측에 의해서 모래자갈층 보강의 

적정성과 효과적인 시공방법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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