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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층대구간에서의 철도터널 우각부 보강공법 적용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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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Gilyong*, Oh, Jeongho**, Cho, Kyehwan***, Lee, Doosoo****

A Case Study on Elephant Foot Method for Railway Tunneling in 

Large Fault Zone

ABSTRACT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conduct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round expansive displacement due to lack of bearing 

capacity of original ground in spite of applying reinforcement treatments that intended to enhance the stability of big size high-speed 

rail tunnel in large fault zone. For the purpose of this, in-situ measurements made in the middle of excavation stage were analyzed in 

order to characterize ground responses and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reinforcement technique 

such as elephant foot method applied for this site via comparing with field monitoring measurements. In addition, further numerical 

studie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leg pile installation angle and length, which is one of types of elephant foot 

metho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optimum condition for the leg pile installation is to maintain 45 degree of installation angle along 

with 6 meter of embedment depth.

Key words : Elephant foot method, Large fault zone, Pile leg reinforcement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대단면 고속철도 시공중 단층파쇄대 구간과 조우시 터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 및 보강공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적인 지반이완과 원지반 지지력 부족에 따른 터널 전체의 안정성 저감 및 과다변위가 발생한 시공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터널굴착

중 단층파쇄대 구간 통과시 현장계측분석을 통하여 터널지보패턴의 적정성 및 우각부 보강(레그파일) 효과를 현장계측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평

가하였다. 또한, 우각부보강 시공조건(레그파일 각도 및 길이에 대한 영향)에 따른 보강효과를 수치해석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적용시 최적의 보

강조건을 분석한 결과 단층대 구간에서의 우각부 적용조건은 상반바닥면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할 경우 변위제어에 가장 효과적이고, 시

공성 및 경제성 고려 레그파일의 적용조건은 45도 각도 이내로 설치하고 하반굴착 바닥면 까지인 6m의 길이를 적용하는 것이 터널주변지반 이

완하중의 분산 ․ 전달 및 측방변형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유리한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검색어 : 우각부보강공, 단층대, 레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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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Reinforcement (b) After Reinforcement

Fig. 1. Concept of Elephant Foot Method

1. 서 론

최근들어 대심도 지하터널의 시공사례가 늘어나고 단층파쇄대 

구간 등 지반불량 조건에 대한 안정성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

는 대단면 터널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다양한 보조공법 및 보강공법

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층각력암 및 신갈단층 손상대의 

영향지반 조건의 매우 취약한 토사화된 파쇄암을 포함하는 고속철

도 대단면의 통과구간에 대한 굴착 및 보강공법의 적용시 터널의 

상반굴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 및 보강공법의 적용에도 불구하

고 터널의 하반굴착시 추가적인 지반이완과 응력전이 및  지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터널의 전체 안정성 저감 및 과다변위 발생, 

우각부 침하의 우려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층파쇄대 구간에 대한 터널의 계획시 굴착지보 보강에 

대한 적정한 지보량의 적용, 보강공법의 합리적인 선정 등으로 

굴착단계별 변위의 경향예측 및 터널의 안정성 검토를 통한 터널의 

굴착지보 단계별 거동양상 등 지반의 강도 및 지반응력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함께 보강공법의 적용시 거동특성 및 적용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신갈단층대 지하 통과구간인 본 연구구간은 전 구간 터널구간으

로 계획된 단층각력암 및 각력화된 토사화 지반이 분포하는 구간인 

단층대가 터널굴착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터널 

전단면이 단층 영향권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터널의 보조 

및 보강공법 지보량의 선택적 차이에 따른 천단 및 내공변위 등의 

과다변위가 부분적으로 유발된 사항에 대해 터널의 안정성해석을 

통한 보조공법(우각부 보강)의 적용성 연구를 통해 보강효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각부보강의 시공조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설계 및 시공시 

측벽지보의 축선 연장선상에 각부보강을 선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단층파쇄지반과 같은 취약지반이 분포하는 경우 각부보강

공 적용각도 및 파일길이 차이에 따른 하중의 전달 및 터널주변 

이완영역의 영향으로 수반되는 천단 및 내공변위의 영향성 관계에 

대한 공학적인 특성을 터널 안정성해석을 통한 보강효과를 평가함

으로써 단층대 구간에 적용되는 각부보강공법의 경제적이고 합리

적인 적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우각부 보강공법 개념 및 적용방법

2.1 우각부 보강공법 개념 

단층파쇄대 등 지반불량구간의 굴착중 터널 보조 및 보강공법으

로 급격한 천단 및 측벽변위의 억제 및 수평저항력의 증대를 위해 

적용하는 공법으로, 일반적으로 측벽 지반지지력 부족의 문제와 

각부침하가 수반되는 불안정한 영역이 점진적으로 인근 지반으로 

확대되는 이완영역의 증가가 있는 불량지반의 대단면에서 터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우각부 보강공법을 적용한다. ‘각부’란 상반

굴착시 강지보재를 지지하는 인버트 양단의 지지부위 또는 아치 

하단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부보강공법은 연약한 지층(터널 전단

면에 걸쳐 충적토사층, 단층파쇄대 등 지반불량구간이 분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터널상반의 지지력 강화 및 침하억제를 목적으로 

아치 하단부인 각부에 강관이나 말뚝을 삽입하고 주변에 그라우팅

을 시행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공법을 말한다(Fig. 1).

2.2 우각부 보강공법 적용방법

일반적인 우각부 보강 적용방법은 우각부 지반보강(각부 지반개

량 및 파일보강 등)의 개념을 가진 공법과, 각부단면을 확대하여 

숏크리트를 채우거나 wing rib을 설치하여 측벽의 강성증가를 

통한 보강효과 이용한 적용공법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 

“지지면적의 확대(숏크리트 채움)+각부보강 파일공법”을 적용하

여 그 효과의 신뢰성을 터널의 안정성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으

며, 각부보강 공법의 보강효과 및 개념에 대해서는 Fig. 1에 보여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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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unnel Reinforcement Pattern

Fig. 3. Field Monitoring Status

3. 지반조건 및 터널현황

3.1 지질 및 지반특성 

본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 경기 편마암 복합체중 호상편마암 

및 우백질 편마암이 분포하며 대규모단층인 신갈단층이 노선과 

평행하게 발달하며, 원천단층 및 용인단층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터널통과구간은 신갈단층 형성시 생성된 단층 점토대, 단층각력 

및 파쇄암으로 이루어진 공학적인 특성고려 매우 불량한 지반성상

을 나타내고 있다.

신갈단층대 해당구간의 시추조사결과는 평균적인 단층각력암이 

단층토사보다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단층점토 및 실트로 

이루어진 지층의 경우 5/30~6/30 정도의 N값을 보이며 코아회수율

이 저조한 구간이 선별적으로 나타나며 신갈단층 및 수반단층의 

발달로 인해 기반암은 심한파쇄 및 완전파쇄, 부분적으로 단층점토 

및 단층각력암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구간별 암반등급 및 지보패턴 현황

단층대구간에서의 터널 단면형상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하부 

우각부 과다변위 및 응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안정성 

우수한 인버트 폐합형식으로 터널단면 적용되었으며, 본 연구구간 

인근(25km 근접부)에서의 암반등급이 지반조사결과 근거 및 당초 

굴착시공시 단층점토지반의 지반불량구간으로 판단하여 계획지보

패턴 PD-6-2(Fig. 4)로 적용하였고, 굴착진행시 암판정결과에 의한 

지층구조분석 및 계측결과 feed back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지보패

턴 적정하게 변경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2).

4. 터널의 보강공법 선정을 통한 시공중 이상변위 발생

4.1 시공중 계측자료분석 

시공중 굴착에 따른 터널변형 특성 평가를 위해 천단침하 및 

내공변위계측이 수행되었으며, 계측결과로 분석된 기초자료로 활

용되며, 본 연구구간은 24km893~24km958(L=65m)으로 2014년 

1월 16일 기준으로 천단침하가 전반적으로 2차계측관리기준(-53mm)

이상 발생하였으며, 24km 940구간(우각부보강 미적용구간)에서 

최대 천단침하 –100mm 발생하여 3차계측관리기준(-79mm)를 

초과한 과다변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

위치별 변위계측결과에 의하면 해당구간 전 막장면 신갈단층 

파쇄대 영역으로 전구간 2차계측관리기준을 상회하는 “주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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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ion of Field Measurement for Reinforcement Condition

Item Ceiling displacement

(mm)

Internal displacement

(mm)

Right -angle

settlement(mm)
Remarks

Case Sta.

1 STA.24km940 101 91 121
Without

reinforcement

2 STA.24km920 84 81 102 Reinforcement

The Ratio of Reduction 16.8% 10.9% 15.7%

Table 2. Comparision of Numerical Analysys for Reinforcememt Condition

Item Ceiling displacement

(mm)

Internal displacement

(mm)

Right -angle

settlement (mm)

Bending compression stress 

of composite member (MPa)
Remarks

Case Sta.

 1 STA.24km940 96.6 83.4 56.8 30.4
Without

reinforcement

 2 STA.24km920 80.8 26.6 34.2 25.3 Reinforcement

The Ratio of Reduction 16.3% 68% 39% 16%

Fig. 4. Deformation Modulus 

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이완영역이 발생한 것”으로 숏크리트 변상

(crack) 및 지하수 침투 현상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각부 

보강 적용변화 구간인 24km 950~940에서는 특히나 변위가속도 

및 경시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4km 940(각부보강 미시행)

의 경우 3차 계측관리기준을 상회하는 “명확하게 이완영역이 발생

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와 시공의 곤란이 예상되므로 굴착방법 

및 지보공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계측관리 기준의 판정조건인 

터널자체의 위험에 대비하라는 의미의 이상징후를 나타내는 터널

변상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

5. 역해석결과에 의한 현장계측결과 및 수치해석적 검토비교

5.1 역해석 수치해석 조건 

지반조건은 당초 현장에서 기 평가된 지반조건을 기준으로 한 

실시공시 터널주변지반의 지반변형계수(E)값을 변화시켜가며 시

행착오법을 통하여 목표함수와 부합하는 현장지반조건에 가장 근

접한 지반변형계수(E′)을 재산정하였다(Fig. 4).

터널의 안정성 수치해석방법은 연속체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고 

해석프로그램은 MIDAS GTS을 사용하여 해석하였으며, 해석위

치는 지반정수 재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적용된 해석위치와 동일하

게 설정하였으며 역해석시 기준으로 한 목표계측값(목적함수)은 

터널굴진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결과 분석을 통하여 터널의 거동특

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천단침하를 

목적함수로 결정하여 연구진행하였다.

5.2 현장계측결과 및 수치해석적 검토비교 

각부보강 조건에 따른 현장계측결과 분석에 의하면 신갈단층대

라는 특수성을 가진 단층대에서의 우각부 보강 유무에 따라 각부보

강의 적용성 효과는 뚜렷한 변위율 감소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천단침하의 경우 현장계측결과 평가에 의하면 16.8%의 변위 감소

율을 보이고 있고 내공변위 감소율 또한 그 감소하는 경향을 명백하

게 보이고 있다(Tables 1 and 2). 

Table 2의 경우는 역해석을 통한 지반재평가 결과에 의한 수치해

석을 수행한 각부보강조건에 대한 비교결과이며, 암반의 비균질성, 

비등방성, 불연속면, 절리 등의 영향 및 절리면 충전물의 전단강도 

등 단층파쇄대의 지질구조적 복합적 비균질 지반조건임을 고려한 

현장계측결과와 수치해석적결과의 값은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나, 

단층파쇄대 지반에서의 각부보강공 적용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5는 이와같은 신갈단층대 지반에서의 각부보강 

유무에 따른 천단 및 내공변위, 각부변위 감소율에 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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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iling Displacement (b) Internal Displacement (c) Right-angle Displacement

Fig. 5. The Ratio of Reduction for Reinforcement Condition

(a) Ceiling Displacement of Pile Installation Angle (b) Internal Displacement of Pile Installation Angle

(c) Right-angle Settlement of Pile Installation Angle (d) Variation of Tunnel Displacement by Leg Pile Installation 
(Final Excavation State)

Fig. 6. Variation of Tunnel Displacement by Leg Pile Installation Angle

6. 각부보강공법의 시공조건(각도의 영향)에 따른 적용성

신갈단층대 지반에서의 고속철도 단면에 대한 수치해석결과 

변위발생 경향 고려시, 우각부 보강공 시공조건(각도)에 따르면 

천단변위량의 경우 시공각도 60도까지 변위량 증가를 보이다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넓은 의미에서 각도의 range 고려 

50도 이상의 각부보강공 적용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공변위의 경우 기준각도에서 각도의 증가로 인한 점진

적 변위량이 커지고 있으나 40도에서 오히려 변위량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굴착시 측방이동 이완하중 지지면적의 감소가 

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되며, 45도 이상에서의 내공변위 감소원인은 

측벽 밀림 이완하중에 대한 하중전달 방향이 보강파일의 지지방향

과 동일한 방향으로 거동함으로 인한 보강파일의 축력증가 영향으

로 파악된다. 각부 수직변위량의 경우 측벽지반 지지력의 영향이 

당연히 클 것이기 때문에 각도의 증가에 따른 우각부 침하량은 

변위감소율의 영향이 없는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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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placement by Leg Pile Installation Angle

Item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Ceiling displacement (mm) 72.2 75.5 79.3 82.9 87.1 90.5 92.8 94.1 94.5 94.4

Internal displacement (mm) 24.2 41.5 51.1 56.6 61.0 62.1 61.3 59.7 58.1 56.5

Right-angle displacement (mm) 23.4 29.4 35.5 40.5 44.9 47.6 48.7 49.0 48.6 47.7

(a) Axial Force of Pile Installation Length (b) Internal displacement of Pile Installation Length

Fig. 7. Axial Force of the Leg Pile Length 

Fig. 8. Variation of Tunnel Displacement by Leg Pile Installation Length

결론적으로, 우각부 시공각도 조건에 대한 연구 종합분석결과 

단층대와 같은 지반불량구간에서의 보강파일의 설치각도는 가능한

한 직각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공조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45도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이완하중 분산 및 측방변

형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시공의 복잡성 및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상반지보공 설치후 신속한 우각부 보강의 시공과 함께 

보강공 파일의 설치각도는 가능한 작은 경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하는 것이 터널의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7. 각부보강공법의 시공조건(파일 길이)에 따른 적용성

단층파쇄대 지반에서의 우각부 보강공(레그파일) 길이 고려한 

수치해석적 검토결과에 의하면 하방향의 하중흐름에 대한 지보보

강의 효과가 천단 및 각부침하의 변위경향성의 경우 파일의 연장이 

길어짐에 따라 변위제어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완하중 영향에 의한 내공변위 제어력은 6m이상의 길이조건에 

대해서는 큰 적용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지반취약구간에서의 상반이완하중이 하반 측방이동의 하중으로 

수평응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수평력에 대한 저항효과를 가지는 

레그파일의 연장효과는 하반굴착깊이 까지가 그 적용효과의 한계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강파일의 축력평가에 의하면 

연장 6m (1.5H, H : 하반굴착깊이)까지 급격한 축력증가의 발휘를 

보이는 보강파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연장(길이)

에 대해서는 축력효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하반굴

착에 의한 지반변형에 의해 발생한 보강파일의 축력영향이 파일길

이 6m (1.5H)까지의 적용조건에서 축력발휘 효과면에서 가장 

적정한 최적의 조건임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다(Fig. 7).

결론적으로, 천단 및 각부변위의 경우 하중전달 메커니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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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placement by Leg Pile Installation Length

Ite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Axial force (kn) 435.3 654.1 825.5 954.5 1,031 1,086.5 1,135.8 1,177.9 1,223 1,255.5 1,282.2

Internal displacement (mm) 87.7 84.8 80.0 76.3 74.0 73.1 72.5 71.8 71.1 71.0 71.0

ceiling displacement (mm) 90.9 89.0 87.1 85.2 83.5 82.1 80.7 79.5 78.1 77.0 76.0

고려한 파일의 길이 증가 적용시 변위제어효과는 점진적으로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내공변위 및 축력분포 발생경향을 고려할시 

하반굴착깊이까지의 연장조건(파일길이 6M=1.5H, H:하반굴착깊

이)일 경우 경제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적용조건이라 판단된다. 이와같은 우각부 보강 파일의 적용개념은 

지반불량 취약지반(단층파쇄대 등)에서의 적용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Fig. 8).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갈단층 파쇄대 지반에서의 고속철도 대단면 

시공중 터널의 안정성 저하로 인한 과다변위 발생구간에 대한 

현장 계측분석을 통한 지반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과다변위지반의 

지반재평가 수치해석을 통해 우각부보강공 적용 유무에 따른 보강

효과를 현장계측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하였다. 또한, 지반불량(신갈

단층대) 구간에서의 우각부 보강시공조건(레그파일각도 및 길이에 

대한 영향)에 따른 보강효과를 수치해석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적용

시 최적의 보강조건을 분석한 결과 단층대 구간에서의 보강 적용조

건은 상반 바닥면에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할 경우 변위제어

에 가장 효과적임을 알수 있었다. 시공성 및 경제성 고려 레그파일의 

적용연장은 하반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한 바닥면까지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지반취약(신갈단층 파쇄대)구간 각부보강공 적용할 경우에 

대한 현장계측결과 변위추이 분석 및 수치해석적 검토 비교결과 

명백한 변위감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우각부 시공각도 조건에 대한 연구결과 단층대와 같은 지반불

량구간에서의 보강파일의 설치각도는 천단 및 내공변위량 발생

추이 고려시 가능한 직각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공조건 고려한 

불가피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시공각도 45도 이내로 설치하

는 것이 터널 주변지반 이완하중의 분산·전달 및 측방변형억제

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시공의 복잡성 및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상반지보공 설치후 신속한 우각부 보강의 시공과 

더불어 설치각도는 가능한 작은경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관리하는 것이 터널의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우각부 보강파일 길이 영향조건에 대한 적용성 평가결과, 파일

의 연장이 길어짐에 따른 변위의 제어효과는 명백히 좋아지는 

경향으로 당연하다 하겠으나, 내공변위 및 축력분포의 결과 

고려할시 보강파일의 길이는 터널단면 하반굴착고의 기준길이

(1.5H, H : 하반굴착고)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최적의 

합리적인 조건으로 평가되었다. 각도시공조건과 더불어 보강파

일의 경사는 가능한 작은각도(직각방향)로 설정하여 하반굴착깊

이 1.5H에 근접한 레그파일의 길이를 적용하는 것이 시공성 ․경제

성 ․ 안전성 고려한 가장 적정한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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