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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하부 모래자갈층에서 터널시공 중 발생한 

지표침하에 의한 빌딩의 손상

김치환*

Risk Of Buildings Damage Due To Subsidence During Tunnelling 

Under The Buildings In Sand-Gravel Layer

Kim Cheehwan*

Abstract It is analyzed the risk of building damage due to ground surface subsidence occurred during constructing 

a tunnel below buildings in sand-gravel layer. The overburden and the thickness of  sand-gravel layer is about 

20m and the width and the height of the tunnel are 12m and 8.6m, respectively. The tunnel is pre-reinforced by 

umbrella method with three rows of long steel pipes and grouting. Surface subsidence is measured at 36 points 

surrounding buildings and measured data are used to calculate optimized three dimensional subsidence surface. 

Depending on the building location, deflection ratio and horizontal strain are calculated to evaluate the risk of 

building damage. No damage occurs at the buildings because of both the small deflection ratios involved 1~4mm 

subsidence and compressive horizontal strains.

Key words Sand gravel layer, Multi stage grouting through large diameter steel pipe, Ground surface subsidence, Risk 

of damage to building

초  록 모래자갈층에서 터널굴착 시 발생하는 지표침하에 의해 지상빌딩에 발생하는 손상도를 분석하였다. 모래

자갈층의 두께와 터널까지의 심도는 약 20m이고 터널의 폭과 높이는 각각 12m, 8.6m이다. 터널은 막장전방을 

3열의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강하면서 시공하였다. 터널시공 중에 빌딩주변 36개소에서 지표침하를 계측하였

고 이를 이용하여 3차원 지표침하면을 구하고 빌딩의 위치에 따라 처짐비와 수평변형율로 빌딩의 손상도를 

평가하였다. 시공 중 계측된 지표침하는 약 1~4mm로 작았고 빌딩은 수평압축변형을 받는 상태가 되어 빌딩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핵심어 모래자갈층, 강관다단그라우팅, 지표침하, 빌딩손상도

1. 서 론

터널을 시공하면 터널의 변형과 함께 지표도 침하되

고 지표침하에 따라 지상의 건물이나 빌딩 등 구조물도 

변형되어 손상 받을 수 있다. 즉 지상에 빌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표침하에 따라 빌딩이 기울어지거나 균열

이 발생하여 미적인 수준의 손상 혹은 사용상의 불편한 

정도의 손상 혹은 구조적으로 빌딩이 파괴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지표로부터 터널까지의 

심도가 얕고 터널이 빌딩 직하부에 시공되는 경우에는 

지표침하가 더 크므로 지상빌딩에 발생하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터널을 시공한 토층이 모래

와 같이 매우 연약한 경우에는 터널시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상빌딩을 지표침하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 터널시공으로 발생하는 

지표침하와 그에 따르는 지상빌딩의 손상을 파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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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먼저 지표침하에 대한 연구사례를 검토하면, 터널시

공에 따라 발생하는 지표침하특성은 Peck(1969)에 의

해 처음으로 연구되었다. Peck은 터널 시공 중 계측한 

지표침하를 분석한 결과 침하의 형태가 가우스정규분

포곡선(normal Gaussian distribution curve)과 같은 것

으로 보고하였다. Peck의 연구보고 이후 지표침하곡선

의 특성을 알기 위한 연구는 경험적인 방법(Wong and 

Kaiser., 1987: Rankin, 1988, New and Bowers, 1994, 

Mair et al., 1996, Kimmance et al., 1996, Marshallet al., 

1996, Burland, 1997, Selby, 1999, Kim and Moon, 

2002, Kim, 2003, Leca and New, 2007, Ocak, 2008, 

Son and Yun, 2009, Chakeri et al., 2013: Garner and 

Coffman, 2013, Gui and Chen, 2013) 외에 수치해석적

인 방법(Selby, 1999, Rodriguez-Roa, 2002, Cording, 

2004, Son and Yun, 2009)들이 있고 경험적 방법과 수

치해석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연구

(Rankin, 1988, Chou and Bobet, 2002, Mancinelli, 2005, 

Leca and New, 2007, Garner and Coffman, 2013)등이 

있다.

지표침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빌딩의 손상을 판단

하는 기준은 경험적방법, 구조계산법, 지반과 빌딩의 강

성행열을 결합한 유한요소법으로 응력을 계산하는 방

법이 있다. 경험적 방법은 지표침하에 의해 빌딩에 손

상이 발생한 경우 지표면 기울기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

로 여러 연구보고가 있으나 Bjerrum(1963)이 제시한 

지표의 각변위 기준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빌딩

의 손상여부를 구조계산을 통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지

표침하에 의해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의 변화를 기준

으로 빌딩의 손상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하나로 빌딩을 보(beam)로 가정하고 처짐이나 각변위

를 기준으로 빌딩의 손상정도를 결정하는 접근법이 있

다. Boscardin and Cording(1989)은 보의 각변위와 인

장변형율을 이용하여, Mair등(1996)은 처짐비와 인장

변형율을 이용하여 빌딩의 손상기준을 제시하였다. Wahls 

(1981)은 처짐비와 인장변형율을 이용하고 빌딩의 높이

와 길이도 고려하여 손상기준을 보완하였다. Burland(1997)

는 처짐비와 인장변형율을 이용하여 빌딩의 손상등급을 

평가하였다. 또 Boone(1996)는 빌딩손상평가를 단계적

으로 수행하는 개념을 소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굴착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빌딩에 발생하는 균열의 폭이 누

적되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Boone et al, 1999).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지반과 함께 빌딩을 포함하여 응

력해석을 통한 방법으로 빌딩의 손상을 분석하는 연구

보고도 있다(Selby, 1999, Maleki et al, 2011).

지표침하에 의해 빌딩이 변형되어 손상될 수 있지만 

빌딩의 강성 때문에 지표침하도 변하게 되는데 빌딩의 

강성에 따라 지표침하가 달라지는 것도 연구되었다

(Potts and Addenbrooke, 1996, 1997, Burland, 1997, 

Dimmock and Mair, 2008). 빌딩이 지표침하에 반응하

는 민감성을 연구 보고한 것(Clarke and Laefer, 2014)

과 빌딩의 창문과 같은 개구부에 의해 빌딩의 손상도가 

영향받는 것을 연구한 사례도 있다(Truong-Hong and 

Laefer, 2013). 그 외 터널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지표침

하에 의해 빌딩이 손상받는 것이 예상되어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빌딩주변 지반을 그라우팅으로 보강

한 사례(Jinyang et al, 2014)와 그라우팅으로 보강하고 

현장타설말뚝으로 빌딩을 보호한 사례(Yun et al, 2014)

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시공 중 발생한 지표침하로 인한 

빌딩의 손상을 분석하였다. 터널 굴착에 따른 3차원 지

표침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표침하곡선식의 

형태를 결정하는 변곡점과 지표침하체적의 변화를 계

측한 지표침하로부터 먼저 역산하였다. 지표침하값을 

최적화한 3차원 지표침하에서 빌딩을 횡단하는 지표침

하곡선으로부터 빌딩에 발생하는 처짐비와 수평방향의 

변형율을 구하여 빌딩의 손상도를 분석하였다. 지표침

하값은 사유지의 빌딩 주변에 36개의 계측핀을 설치하

고 15개월 동안 계측한 것이다. 

연구 대상 터널은 지하철 9호선 중 918공구 터널로 

시공사례가 보고된 곳이다(Kim, 2015). 현재 시공 중인 

지하철 9호선은 저심도와 저강도 등 다양한 조건과 특

성의 지반에서 터널을 시공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중 

저심도 풍화암에 시공한 터널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 보

고한 바 있다(Kim, 2005, 2010, 2013a, 2013b, 2013c). 

또 지하철 9호선은 모래자갈의 충적층에서 터널을 시공

하는 곳도 있는데, 모래자갈층은 강도와 강성이 작고 지

하수가 많기 때문에 터널을 굴착할 때 지반변형이 심하

여 지표침하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연구대상 터

널도 지표에서 기반암 사이가 모래자갈의 충적층이고 

터널 폭 약 12 m에 비하여 토피가 약 20 m로 얇기 때문

에 터널시공 중 지표침하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

상의 빌딩을 보호하기 위해 터널막장 전방을 보강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한 곳이다. 이 터널 직상부에는 고

층빌딩이 있는데 그 중 8개의 빌딩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터널이 있는 지하철 918공구는 서울특별시 송파

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삼전동 예전의 잠

실 병원 앞까지로 총길이 1,290.758 m 중 2개의 터널이 

있고 터널의 총길이는 498.130 m이다. Fig. 1(a)는 공사

구간의 평면선형을 보인 것이다. Fig. 1(a)의 오른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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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a) Sectional plane of the tunnels

(b) Sectional plane of a tunnel, buildings and measurement locations

(c) Photo of buildings above the tunnel

부에 보이는 터널 1구간 중 아시아선수촌아파트삼거리 

곡선부분에 분석대상인 8개의 사유지 빌딩들이 있고 

Fig. 1(b)는 곡선구간을 확대하고 빌딩의 위치를 평면도 

상에 보인 것이며 Fig. 1(c) 빌딩들의 전경 사진이다.

2. 지형과 지질

지하철 918공구는 한강변 남측부를 연결하는 노선의 

일부이다. 이곳의 지형은 저지대의 특성을 보이고 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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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logy of the site

모래 및 자갈층이 깊게 분포하는데 이는 옛 하천이었던 

송파강의 모래와 자갈인 충적층 위를 매립하여 현재의 

지형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이다. 독립된 구릉성 산계형

태에 모래와 습지 지형이 매립되었고 또 개발로 인하여 

두드러진 선구조가 보이지 않으며 주요 지질구조선도 

충적층으로 피복된 상태이므로 노선을 따라 보이는 노

두도 없는 상황이다.

매립층과 기반암 사이의 토층은 홍적층과 충적층의 

세립~조립 모래 및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홍적층과 충

적층 모두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문에서

는 두 층을 구별하지 않고 충적층으로 서술한다.

지질도에 의하면 노선 인근의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

의 호상편마암이 분포하고 부분적으로 각섬석편암 및 

흑운모 편암 등의 편암류가 협재하고 있다. 호상편마암

은 경기편마암복합체 중 가장 널리 분포하는데 흑운모

인 유색광물 부분과 장석과 석영의 우백질인 부분이 서

로 교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편마암과 편암은 서

로 점이적이고 뚜렷한 경계가 없다. Fig. 2는 지질도를 

보인 것이다(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11a).

3. 지반공학적 특성

지표면의 표고는 약 114 m이고 지표면에서 터널천단

까지의 깊이는 약 20 m이다. 터널은 Fig. 1(a)에서 보는 

것과 같이 2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터널 1구간이 

빌딩하부를 통과한다. 이곳의 토층두께와 공학적 특성

은 다음과 같다.

터널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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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적층의 

흙을 통일분류법으로 분류한 결과 채취한 위치에 따라 

SP-SM, SP, SM, GP, GW로 나타났다. 

시추공내에서 측정한 충적층에서의 변형계수는 4.5~ 

32.1 MPa이었다. 또 공내에서 측정한 충적층과 풍화토, 

풍화암 부근의 전단강도로 점착력이 약 28~31 kPa, 내

부마찰각이 약 30.5~32도 이었다. 하향탄성파속도는 충

적층에서 P파가 약1,053~1,211 m/sec, S파가 약 199~284 

m/sec이고 PS검층에서 P파가 약 1,536~1,936 m/sec, S

파는 약 614~915 m/sec이었다. 또 밀도검층 결과 충적

층 흙의 단위중량은 약 18.1~19.7 kN/m
3
이다.

지하수위는 지표면 아래 약 7.1~8.6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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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다. 암석의 탄

성계수와 포아송비는 각각 약 3,060~59,977 MPa,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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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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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마찰각은 약 44.0~45.3도이다. 탄성파 중 P파와 S

파의 통과속도는 각각 약 2,531~4,218 m/sec, 약 1,622~ 



터널과 지하공간 387

Fig. 3. Longitudinal section of both geology and the tunnels

Fig. 4. (a) Cross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s of a first tunnel

(b) Longitudinal sectional view of reinforcements of a first tunnel

2,608 m/sec이다. 암반 내 절리면의 마찰각은 약 37.7~ 

42.3도 이다. 암석은 풍화도에 따라 강도와 물리적 특성

이 크게 차이가 났다. 시추공내에서 측정한 암반의 변

형계수는 풍화된 곳에서 약 274.5~325.9 MPa, 연암~경

암에서 약 858.4~12,600 MPa이었다. 하향탄성파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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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검층 결과 

단위중량은 약 20.9~24.6 kN/m
3
이다. 기반암의 투수계

수는 약 6.89×10
-3

~6.91×10
-7 

cm/sec이다. 암석의 강도

와 암반의 투수계수 등의 범위가 큰 것은 풍화정도와 

암반 내 파쇄대의 유무에 따른 것이다(서울특별시도시

기반시설본부, 2011a).

Fig. 3은 터널종단과 토층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4. 터널설계와 시공

터널 내 시설한계를 고려한 터널의 단면은 Fig. 4와 

같다. 지표에서 터널의 천단부까지의 심도는 약 20 m이

다. 터널의 심도와 각 토층의 두께를 감안하면 터널의 

천단부는 충적층과 기반암의 지층경계을 위아래로 넘

나들게 되어 터널의 천정부에는 충적층이 나타날 수 있

고 그 아래는 암반이다(Fig. 3). 터널천정부의 충적층은 

점착력이 없는 모래와 자갈로 강도가 극히 작고 지하수

가 있으므로 터널막장의 전방 천정부를 굴착하기 전에 

미리 보강하였다. 굴착 전 선행보강에 따른 전반적인 

지반 개선효과는 강관사이의 국부적인 연속된 아칭효

과(arching effect)로 형성되는 보(beam)효과와 그라우

팅에 의한 전단저항 외에 구속압력의 증가에 따른 터널

막장의 역학적 안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터널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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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nd and gravel layer and gneiss appeared on a 

tunnel face

보강과 함께 막장 전방도 그라우팅과 록볼트와 같은 보

강효과를 내기 위하여 절단이 용이한 플라스틱관으로 

숏크리트와 함께 보강하였다. 따라서 이 공법들의 주요 

효과는 막장면의 안정성 향상, 굴착주변 지반의 이완 

방지, 지표침하의 억제에 효과적이다. 터널막장 전방 천

정부를 보강하는 여러 공법이 있으나 본 터널에서는 강

관다단그라우팅공법을 적용하였다.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은 터널을 굴진하기 전에 터널

막장 전방 천정부에 강관을 적절한 간격으로 배열, 설

치하고 그 강관의 내측에서 그라우트재를 다단계로 주

입하는 방법이다. Fig. 4는 터널의 보강도를  횡단면과 

종단면으로 보인 것이다. 터널 아치부에 지름 114 mm, 

길이 12 m의 강관을 4 m 굴진할 때마다 횡간격 약 30~ 

50 cm로 설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3겹의 강관으로 

터널천정부를 보강한 것이다. 터널천정부를 미리 보강

한 후에는 굴착하면서 숏크리트로 보강하고 암반부는 

록볼트도 함께 보강하였다. 숏크리트 두께는 20~25 cm, 

록볼트 길이와 간격은 각각 4 m, 1 m이다(서울특별시도

시기반시설본부, 2011b).

시공은 강관을 자천공으로 설치한 후 그라우팅을 주

입하였는데 주입압은 20 kg/cm
2
 주입하였고 주입량은 

강관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로 사용한 그라우

팅공법은 SSM(soil multi improvement silica sol grouting 

method)이다. 터널천정부를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미

리 보강한 후 막장도 그라우팅과 플라스틱볼트로 보강

하고 굴착하였다. 터널천정부는 충적층이므로 굴삭기로 

굴착하였으나 그 하부는 연암 혹은 경암이기 때문에 발

파로 굴착해야만 하였다. 굴착한 후에는 즉시 숏크리트

로 보강하고 이어서 강관을 통하여 주입한 영역을 제외

한 측벽부분은 록볼트로 보강하였다. 다음 막장 굴진 

전에 강지보를 설치하였다. 1회당 굴진길이는 80 cm로 

시공하였다. 이와 같은 시공방법으로 빌딩이 있는 사유

지 하부를 굴진 통과하였다. Fig. 5는 터널을 시공하면

서 드러난 터널의 지질상태이다. Fig. 5에서 터널상부 

약 0.5 m는 충적층으로 모래와 자갈이고 그 하부는 편

마암이다.

5. 지표침하의 최적화와 빌딩 손상도

터널 상부의 사유지 빌딩 주변 여러 곳에서 측정한 

지표침하값을 이용하여 3차원으로 지표침하면을 최적

화하는 것과 지표변형에 따라 빌딩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도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5.1 3차원 지표침하식

지표침하식으로는 터널 횡단면에서의 침하는 가우스

정규분포곡선을 따르고 종단면에서는 누적확율분포곡

선을 따른 것으로 가정한 것을 이용하였다(New et al., 

1994). 이에 따른 아래의 식 (1)부터 식 (3)은 임의점

  에서 침하와 수평변위 등을 표시한 것이다. 여

기서 는 터널종단방향 좌표를, 는 터널횡단방향 좌표

를, 는 터널중심에서 상향의 좌표를 표시한 것이다. 식 

(1)에서 는 침하를, 식 (2)에서 는 터널종단방향의 

수평변위, 식 (3)에서 는 터널횡단방향의 수평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식 (4)에서 는 침하곡선에서의 변곡점

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또 는 터널 단위길이당 횡

단면 침하체적을, 는 침하폭 매개변수를,   , 는 

각각 터널시점위치와 막장위치를, 식 (5)는 오차함수(error 

function)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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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빌딩의 손상등급

지표침하에 의해 발생하는 빌딩의 손상은 미적인손

상, 기능적손상, 구조적손상의 3종류로 나눌 수 있고 지

표침하가 심해짐에 따라 미적인 손상에서 구조적손상

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은 손상

등급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고 이는 Mair 등(1996)의 

연구를 따른 것이다. 여기서는 손상등급을 0에서 5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누었고 0등급은 ‘무시할 정도’, 1등급

은 ‘매우약간’, 2등급은 ‘약간’, 3등급은 ‘보통’, 4등급

은 ‘심각’, 5등급은 ‘매우심각’ 이다. 각각의 손상등급은 

빌딩에서 발생하는 한계인장변형율과 관계가 있고 손

상등급별 그 값들은 다음과 같이 0등급은 0~0.05%, 1

등급 0.05~0.075%, 2등급 0.075~0.15%, 3등급 0.15~ 

0.3%, 4와 5등급 0.3% 이상이다. 빌딩에 발생하는 인

장변형율은 빌딩의 높이와 길이 및 처짐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Boscardin and Cording, 1989).

빌딩의 손상을 알기 위하여 빌딩의 높이는 지붕을 제

외하고 기초에서 처마까지로 한다. 빌딩의 길이는 지표

침하변곡점의 좌우부분으로 나누어 결정하고 지표침하

영향권을 벗어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n층 빌딩

의 축강성과 휨강성은 다음 식 (6), 식 (7)과 같다(Potts 

and Addenbrooke, 1997).

축강성:                 (6)

휨강성:    


  


         (7)

여기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 단면적

: 단면 2차모멘트

: 빌딩의 중립선에서 슬라브 중립선까지의 거리

빌딩의 강성에 따른 지표침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할 때 지표침하에 의해 발생되는 빌딩의 변형은 다

음과 같이 구하였다. 빌딩의 높이 H, 길이 L의 보로 가

정하고 하중이 보의 중심에 작용해서 최대처짐 ∆가 발

생한다. 보의 최대처짐과 길이의 비인 처짐비 


∆
와 최

대휨변형율  및 대각선방향의 전단변형율 의 관계

는 다음 식 (8), 식 (9)와 같다.



∆
 





              (8)



∆
 




                  (9)

여기서 E와 G는 각각 빌딩의 탄성계수와 전단계수이

고 I는 2차단면모멘트로 지표침하곡선 중 빌딩이 아래

로 오목한 부분에서는  이고 위로 볼록한 부분에

서는  이며 t는 보의 중립선에서 모서리까지의 거

리로 지표침하곡선 중 빌딩이 아래로 오목한 곳에서는 

이고 위로 볼록한 곳에서는 이다. 빌딩의 기초는 

지표침하면과 동일하게 변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침하곡선의 변곡점을 좌우에서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처짐비를 구한다. 빌딩이 위로 

볼록하게 변형된 곳이 아래로 오목하게 변형된 곳보다 

손상이 더 크게 발생한다. 이는 주로 수평변형율 때문

인데 빌딩의 잠재적인 손상여부는 국부적인 곳에서 발

생하는 변형율보다 빌딩의 평균변형율을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 빌딩의 수평변형율은 지표의 수평변형율 

와 같으며 지표면의 수평변위를 빌딩이 오목하게 변

형된 부분의 길이나 볼록하게 변형된 부분의 길이로 나

누어 준 후 


∆
와 다음 식과 같이 결합하여 최대인장변

형율을 구하고 빌딩의 손상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빌딩

의 수평변형율에 휨변형율을 더한 총휨변형율 은 다

음 식 (10)과 같다.

                                     (10)

또 빌딩의 전단변형율과 수평변형율을 모아의 변형율

원을 이용하여 결합하되 포아송비를 0.3으로 가정하면 

전단에 의한 총인장변형율 는 다음 식 (11)과 같다. 

      
 


                  (11)

이들 식 (8)~식 (11)을 이용하여 손상등급을 Fig. 6(e)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1270 Mpa, 포아송비는 0.17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는 12.5로 가정하였다.

6. 지표침하와 빌딩손상도 분석

지표침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터널굴착에 

따른 침하변화를 살펴보고, 다음 서로 다른 위치에서 

계측한 침하값을 이용하여 터널의 전 구간에 걸쳐 3차

원으로 지표침하분포를 나타내고, 침하곡선의 특성인 

변곡점과 침하곡선체적의 변화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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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6. (a) Subsidence of the area (20130724)

(b) Horizontal surface displacement by subsidence (20130724)

(c) Horizontal surface strain by subsidence (20130724)

(d) Subsidence curve with inflection points and Dukwon building (20130724)

(e) Categories of risk of building damage (20130724)

최적화한 3차원 지표침하면으로부터 빌딩을 횡단하는 

가상의 선에서 처짐비와 수평방향 변형율을 구하여 빌

딩의 손상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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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표침하의 특성분석

터널 시공 중 측정한 지표침하 특성을 분석한 후 빌

딩의 손상도를 서술하도록 한다. 2013년 7월 15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계측한 지표침하값은 36개의 계측점 

중 한 곳을 제외하고 최대침하가 약 4 mm이었다. 제외

한 한 곳의 침하값은 약 6 mm인데 터널중심축에서 약 

45 m 떨어진 이면골목에서 측정한 것으로 추적조사결

과 계측을 시작하기 전 주변의 지표면이 함몰되었기 때

문에 되메움하고 도로를 재포장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표침하 계측기간 동안 주간단위로 증가

한 지표침하는 최대 3 mm가 1회 있었으나 약 15개월 

동안 대부분은 2 mm 이하의 변화를 보였고 계측한 모

든 측점을 고려한 주간당 평균증가속도 중 최대는 약 

0.8 mm이었다. 터널시공을 계속하던 중 2014년 2월 19

일은 빌딩들이 있는 사유지 구간을 거의 굴착통과하기 

직전이었는데 사유지 구간의 끝 경계인 32585지점에 

위치한 지애빌딩을 지나서 32567지점에 도달하였고 지

표침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 36측점 중 4개의 측점에

서만 침하값이 변하였다. 2014년 3월 19일 터널막장이 

32540지점을 지날 때에는 지표침하가 변화한 곳이 한 

개 측점으로 감소하고 증가한 침하는 1 mm이었다가, 

2014년 5월 28일 터널막장이 32490지점을 지난 후 

2014년 10월 15일 터널이 32390지점에서 관통될 때까

지는 36개 측점의 지표침하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았

다. 터널막장이 32540위치일 때를 지표침하가 수렴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유지구간 

내의 지표침하계측기는 32562지점에 있으므로 터널막

장과 계측점 사이의 거리가 약 22 m이고 터널 폭의 약 

2배의 이격거리에서 지표침하가 수렴된 것이다. 한편 

터널 내에서는 천단침하와 내공변위를 약 10 m 간격으

로 계측하였고 천단침하값은 약 6 mm 이내, 내공변위

는 약 10 mm가 발생하였다(Kim, 2015). 따라서 최대

지표침하 4 mm는 천단침하의 약 70%로 계측되었다. 

6.2 빌딩의 손상도 분석

먼저 터널시공을 시작한 초기 단계인 2013년 7월 24

일 측정한 지표침하값 중 터널중심축과 터널 좌우에서 

측정한 3개 침하값를 이용하여 3차원 지표침하면을 최

적화하였고 그 결과 지표침하곡선의 변곡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K가 0.65~0.88로 터널중심으로부터 약 17~23 

m 떨어진 곳이다. 입력용으로 계측된 지표침하값은 터

널중심에서 약 3 mm, 터널좌우에서 약 2 mm이고 터널

막장의 위치는 Fig. 1(b)의 덕원빌딩과 정일빌딩 사이인 

32661지점이었다. Fig. 6(a)~Fig. 6(c)는 각각 지표침하

값을 최적화한 3차원 지표침하면과 수평방향변위 및 수

평방향 변형율을 보인 것이다. 최적화한 후의 지표침하

값 중 최대는 약 3 mm이었다. 지표침하곡선 중 변곡점과 

빌딩의 위치를 보면 터널측벽에서 덕원빌딩까지의 수평

거리는 약 11 m이고 터널중심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빌

딩의 길이는 약 10 m이므로 덕원빌딩은 지표침하곡선

의 변곡점의 좌우에 걸쳐있다. Fig. 6(d)는 덕원빌딩을 

횡단하는 침하곡선으로 덕원빌딩의 위치(사각형표시)

와 변곡점(점선표시)도 함께 보인 것이다. 지표침하곡

선 중 2개의 변곡점 사이에서는 오목한 형상으로 수평

방향의 압축변형이 발생하나 두 변곡점 사이가 아닌 바

깥구간에서는 볼록한 형상으로 지표가 침하되고 수평

방향으로 인장변형이 발생한다(Fig. 6(c)). 따라서 변곡

점에 걸쳐있는 덕원빌딩의 일부분에서는 수평방향의 

압축변형이, 다른 부분에서는 인장변형이 발생하게 된

다. 덕원빌딩에 발생하는 수평인장변형율, 침하와 인장

변형 부분의 길이로 계산한 처짐비를 이용하여 분석한 

빌딩의 손상도는 Fig. 6(e)와 같다. Fig. 6(e)에서 지표침

하가 작고 수평방향의 인장변형율도 작기 때문에 손상

등급은 작은 원으로 표시한 “0”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그 후 시공을 계속하여 2013년 8월 21일 터널막장이 

32650지점으로 Fig. 1(b)의 정일빌딩과 그린빌딩 사이

에 있으면서 그린빌딩 직하부를 굴착하기 직전이었다. 

지표침하면을 최적화하고 빌딩의 손상을 파악하기 위

하여 시공하면서 계측해 오던 터널막장 후방의 지표침

하뿐만 아니라 약 20 m 전방의 지표침하값 14개를 이

용하여 최적지표침하면을 계산하였다. 터널막장 전 후

방에서 측정한 지표침하값은 약 1~3 mm의 범위에 있

었다. Fig. 7(a)~Fig. 7(c)는 지표침하값에 최적화한 지

표침하면과 수평방향변위 및 수평방향변형율을 보인 

것이다. 지표침하면 최적화 중 계산된 K는 약 1.27로 터

널중심에서 변곡점까지의 거리는 약 33 m이며 Fig. 7(d)

는 덕원빌딩을 횡단하는 침하곡선으로 변곡점과 빌딩의 

위치를 함께 보인 것이다. K가 큰 관계로 Fig. 1(b)의 

덕원빌딩, 정일빌딩과 그린빌딩 3개의 빌딩 중 터널에

서 가장 멀리 있는 덕원빌딩도 양쪽 변곡점 사이의 수

평방향 압축변형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침하에 의한 처

짐비도 작기 때문에 빌딩의 손상등급은 계속 “0” 등급

이었다. 이후로 2014년 2월 10일 32571지점까지 터널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계측한 지표침하값도 19~36개로 

증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지표침하면을 최적화하였고 

K도 구하였다. 이 기간 동안 Fig. 1(b)의 그린빌딩, 민

성빌딩, HG빌딩, 장학빌딩 직하부에서 터널을 시공하

였다. 이들 빌딩 직하부에서 터널을 시공하는 동안 계

측한 지표침하는 약 1~4 mm의 범위에 있었고, 약 1주

일 간격으로 23번의 지표침하면 최적화를 통하여 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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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7. (a) Subsidence of the area (20130821)

(b) Horizontal surface displacement by subsidence (20130821)

(c) Horizontal surface strain by subsidence (20130821)

(d) Subsidence curve with inflection points and Dukwon building (20130821)

(e) Subsidence curve with inflection points and Jungil building (20130821)

(f) Subsidence curve with inflection points and Green building (20130821)

주기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값이 약 3.6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 터널시공 중 발생한 지표침하값이 작아 

최대 약 4 mm이고 K도 커짐에 따라 지표침하면의 기울

기는 감소하면서 평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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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8. (a) Subsidence of the area (20140219)

(b) Horizontal surface displacement by subsidence (20140219)

(c) Horizontal surface strain by subsidence (20140219)

(d) Subsidence curve with inflection points and Dukwon building (20140219)

(e) Subsidence curve with inflection points and Jungil building (20140219)

(f) Subsidence curve with inflection points and Jiae building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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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 정일빌딩, 그린빌딩이 Fig. 7(d)~Fig. 7(f)와 같이 

수평 압축변형 구역에 있고 손상등급도 변하지 않았다.

최종단계로 2014년 2월 19일 터널막장이 사유지구간

의 마지막 빌딩인 32585지점에 위치한 지애빌딩을 지

나서 32567지점에 도달한 후에는 K값이 약 8.5로 증가

하였고 그 이후에도 터널이 32390지점까지 굴착 관통

될 때까지 K값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K값이 증가함에 따라 터널굴착으로 약 1~4 mm의 

부등침하 상태이었던 지표면은 더 평탄해지면서 균등

침하로 변하였다. 터널 중심에서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터널에서 가장 먼 곳인 청아빌딩 끝단까지의 거리 약 

29 m 보다도 더 크므로 모든 빌딩이 두 변곡점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다. 두 변곡점 사이에서 수평방향의 변형

은 압축상태이므로 Fig. 1(b)의 청아빌딩을 포함한 모든 

빌딩도 수평방향으로는 약간의 압축변형을 받으며 손

상등급은 “0”등급을 계속 유지하였다. Fig. 8(a)~Fig. 8(c)

는 지표침하값에 최적화한 지표침하면과 수평방향변위 

및 수평방향변형율을 보인 것이다. 사유지빌딩 중 터널 

시점에 가까운 덕원빌딩, 공사구간 중간 지점의 그린빌

딩, 터널 종점에 가까운 지애빌딩은 Fig. 8(d)~Fig. 8(f)와 

같이 수평 압축변형 구역에 있고 손상등급도 변하지 않

았다.

두께 약 20 m의 모래자갈층에서 폭 11 m의 터널을 

시공하는데 터널의 직상부에는 여러 빌딩이 있으므로 

터널시공에 의한 지표침하에 수반하여 지상빌딩이 손

상되는지 여부를 터널이 관통될 때까지 분석하였다. 터

널 시공 중 지표침하는 약 1~4 mm로 작아 지표의 처짐

비와 수평방향의 변형도 작았기 때문에 빌딩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터널 시공방법 중 터널굴착 전

에 막장전방을 효율적으로 보강하여 터널주변의 모래

자갈층의 강도와 강성을 크게 높여 터널의 안정성을 우

선적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터널시공 10 m

간격으로 계측한 천단침하는 약 6 mm 이내로 작았고 

따라서 지표침하도 작으므로 빌딩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7. 결 론

모래자갈층에서 터널굴착 시 발생하는 지표침하에 의

해 지상빌딩에 발생하는 손상도를 분석하였다. 모래자

갈층의 두께와 터널까지의 심도는 약 20 m이고 터널의 

폭과 높이는 각각 12 m, 8.6 m이다. 터널은 막장전방을 

3열의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보강하면서 시공하였다. 

터널시공 중에 빌딩주변 36개소에서 지표침하를 계측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3차원 지표침하면을 구하고 빌딩

의 위치에 따라 처짐비와 수평변형율로 빌딩의 손상도

를 평가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터널시공기간 약 15개월 동안 36개소 계측점에서 측

정된 지표침하는 약 1~4 mm로 지층이 모래자갈의 

연약층인데도 불구하고 작게 발생하였다. 터널의 천

단침하는 최대 약 6 mm, 내공변위는 최대 약 10 mm

로 또한 작게 발생하였다. 이는 터널주변의 모래자갈

층을 강관다단그라우팅으로 굴진 전 미리 보강하여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킨 결과로 추정된다.

2. 터널의 막장 전방과 후방에서 계측한 지표침하값을 

이용하여 최적화한 3차원 지표침하면을 구하였다. 

굴착한 터널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평방향의 변위

가 압축에서 인장으로 변하는 변곡점은 터널중심축

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지표침하도 균등하게 변하

였다.

3. 최적화한 지표침하곡선으로부터 변곡점과 빌딩의 

위치를 고려하고 빌딩의 처짐비와 수평변형을 기준

으로 손상도를 분석하였다. 지표침하가 약 1~4 mm

로 작으므로 처짐비는 작고, 변곡점까지의 거리는 

크므로 모든 빌딩이 양쪽 변곡점 사이에 있게 된 결

과 빌딩은 수평압축변형을 받는 상태가 되어 빌딩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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