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behaviors such as stresses and deflections of the middle slab in a
double-deck tunnel for the development of a middle slab design guide.

METHODS : The middle slab has been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sections as according to its structural differences: the
normal section, expansion joint section, and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The normal section of middle slab represents the slab supported by
brackets installed continuously along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unnel lining. The expansion joint section refers to a discontinuity of middle
slab due to the existence of a transverse expansion joint. The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has an empty rectangular space in the middle slab
that acts as an exit in an emergenc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s of these three sections of middle slab have been developed to analyze
their respective behaviors.  

RESULTS : The stresses and deflections of middle slab at the three different sections decrease as the slab thickness increases. The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yields the largest stresses and deflections, with the normal section yielding the smallest.   

CONCLUSIONS : The stress concentrations at the corners of the passageway rectangular space can be reduced by creating hunch areas at
the corners. The stresses and deflections in the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can be significantly decreased by attaching beams under the
middle slab in the passagew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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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도시에서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잦은 정체현상으로

교통혼잡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 도로 확장과 신설 도로의 건설이 어려워 지하를 이용

한 도로망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터키 유라시

아 터널, 프랑스 A86 East 터널, 중국 Fuxing 터널, 스

페인M30 터널그리고말레이시아의SMART 터널등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는 도심지 구간에 대심도 복층터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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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여 공용 중에 있다(Arlet, 2012; Kannapiram,

2009; Kim, 2010; Santhiman and Weei, 2006).

복층터널은 일반터널과 달리 터널 내에 중간슬래브가

설치되어 터널 내부를 상층부와 하층부로 분리하여 사

용한다. 복층터널 중간슬래브는 Fig. 1과 같이 터널 라

이닝에 브래킷을 설치하여 그 위에 놓이게 되는 구조이

므로 슬래브 하부층이 전면 지지되는 콘크리트 도로 포

장 슬래브 또는 교각과 거더에 지지되는 교량 슬래브와

는 다른 구조적 형식을 가지게 된다. 즉, 복층터널의 중

간슬래브는 양 측면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는 구조적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중간슬래브는 터널 내경에 따라 횡방향 폭이 결정되

며 자중, 차량하중, 환경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만

국내에서는 복층터널의 시공사례가 전무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복층터널의 설계 및 시공기술의 확보가 필

요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복층터널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층터널의 계획에 관한 제반사항

을 규정하고 있는 설계기준 및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Kim et al., 2010; Kim et al.,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설계 기준

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서 구조해석을 통해 중간

슬래브의 기본적인 거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해

석모델을 구성하 으며, 일반 구간, 팽창줄눈 구간, 비

상대피시설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의 기본적인 거

동 특성을 분석하 다. 

2. 중간슬래브 기본 모델

본 연구에서는 복층터널의 중간슬래브가 브래킷에 의

해 양 측면이 연속적으로 지지되어 있는 일반 구간, 양

측면은 지지되어 있지만 횡방향 팽창줄눈을 설치하여

종방향 단부가 구속되어 있지 않는 팽창줄눈 구간, 화재

나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의 탈출을 위한 비상대피

공간이 존재하여 한쪽 측면만이 브래킷으로 지지되어

있는 비상대피시설 구간으로 나누어 거동을 분석하

다. 중간슬래브의 폭은 12m, 기본두께는 0.4m로 하

으며, 각 구간별 단면은 국내 시방기준(MOLIT, 2011)

을 토대로 Fig. 2와 같이 구성하 다.

중간슬래브의 기본적인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ABAQUS, 2007)을 사용하여 각 구

간에 대한 구조해석모델을 구성하여 거동 해석을 수행하

다. 중간슬래브는Fig. 3에나타낸바와같이Shell 요

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으며, 해석에 사용된 기본 입

력값은Table 1에나타내었다.

Fig. 1 Double-Deck Tunnel Structure

(a) Normal Section (b) Expansion Joint
Section 

(c)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Fig. 2 Basic Sections of Middle Slab

Table 1. Input Values for Analysis

Variables Input values

Concrete elastic modulus (GPa) 27.65

Concrete Poisson’s Ratio 0.15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 0.00001

Slab size(m): 
Longitudinal, Transverse, Thickness

50×12×0.4

Mesh size(m) 0.1×0.1

Fig. 3 Structural Analysis Model of Middle Slab at 

Norma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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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설계를 위한

하중 조건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도로교설계기준

(MOLIT, 2016)을 적용하여 2차로의 가운데 3m 구간

에 차로 하중(12.7kN/m)을 작용시키며, Fig. 4에 나타

낸 표준트럭 하중(KL-510)및 슬래브 자중을 Fig. 5와

같이 작용시켰다. 대심도 터널이기 때문에 온도변화는

작을 것으로 예상하여 환경하중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

았다.

3. 일반 구간 거동 분석

일반 구간에 차로하중과 표준 트럭하중이 작용할 때

슬래브에서 발생하는 최대 종방향 인장응력 분포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또한 슬래브 종방향 길이에 따른 응력 수렴 구간을 분

석하 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a)

에서는 종방향을 따라 종방향 응력 분포를 나타냈으며,

Fig. 7(b)에서는 최대 응력값을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슬래브의 종방향 길이가 50m 정도 되면

응력이 일정하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

간슬래브의 거동은 종방향 길이 50m 슬래브를 기준으

로 분석하 다.

중간슬래브 일반 구간에서 발생하는 응력 분포를 분

석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종방향 응력, 횡방향 응력,

주인장 응력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횡방향 응력이 사실 상 주응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주인장 응력 분포를 이용하여

중간슬래브의 거동을 분석하 다.

중간슬래브 일반 구간의 슬래브 두께에 따른 응력과

처짐을 비교 분석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a)

에서 볼 수 있듯이 슬래브의 두께 40cm를 기본 두께로

하 을 때 50cm로 두께를 증가시키면 주인장응력이 약

26% 감소하 으며, 60cm로 증가시켰을 때에는 주인장

Fig. 4 KL-510 Truck Loads (MOLIT, 2016)

Fig. 5 Applied Loads

(a) Longitudinal Stress Distribution

(b) Maximum Longitudinal Stress

Fig. 7 Longitudinal Stresses Depending on Slab 

Length

Fig. 6 Longitudinal Stresses at Normal Section of 

Middl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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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이 약 42% 감소하 다. Fig. 9(b)에서는 중간슬래

브 일반 구간의 슬래브 두께별 처짐에 대해서 분석하

다. 현재 국내에서는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처짐에 대

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설계기준(MOLIT, 2016)

을 적용하여 처짐에 대해 분석하 다. 시방서 기준에 따

르면 수치해석에 사용된 중간슬래브 모델의 허용 처짐

량은 15mm이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구간에서

는 두께와 상관없이 모두 허용 처짐량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팽창줄눈 구간 거동 분석

중간슬래브의 팽창과 수축을 수용함으로써 온도 및

습윤 등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길이마다

횡방향 팽창줄눈을 설치한다. 팽창줄눈부에서는 슬래브

가 연속화 되지 않기 때문에 단부가 형성되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팽창줄눈부에 하중이 작용하면 중간슬래브

의 거동이 일반 구간과는 다르게 된다. 팽창줄눈 구간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10과 같이

표준 트럭하중의 차량축이 서로 다르게 재하되는 경우

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즉, 표준 트럭하중의

모든 차량축이 팽창줄눈을 시점으로 하나의 슬래브에

재하되었을 경우와 차량축의 일부가 인접한 슬래브로

넘어가서 표준 트럭하중이 팽창줄눈을 두고 두 슬래브

에 걸쳐서 작용할 경우를 고려하 다.

표준트럭하중의작용위치별주인장응력분포를Fig.

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하중의 위치 변

화에 따라 응력 분포가 다소 다르게 발생하게 되며 팽창

줄눈 구간에 Case 3과 같이 표준 트럭하중이 작용할 때

슬래브에서발생하는주인장응력이가장크게나타난다.

Fig. 8 Slab Stresses at Normal Section of Middle 

Slab

(a) Principal Stresses Depending on Slab Thickness

(b) Maximum Deflection Depending on Slab Thickness

Fig. 9 Behavior of Normal Section of Middle Slab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0 Loading Positions at Expansion Joint Section

Fig. 11 Principal Stresses at Expansion Joint Section 

Depending on Loading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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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슬래브 팽창줄눈 구간의 단면 두께에 따른 거동

과 처짐을 비교 분석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Fig.

12(a)에서 볼 수 있듯이 슬래브의 두께 40cm를 기본 두

께로 하 을 때 50cm로 두께를 증가시키면 주인장 응

력이 약 29% 감소하 으며, 60cm로 증가시켰을 때에

는 주인장 응력이 약 45% 감소하 다. Fig. 12(b)에서

는 팽창줄눈 구간 중간슬래브의 두께별 최대 처짐에 대

해서 분석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팽창줄눈 구간

에서는 단부가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구간에

비해 처짐이 크게 발생하 으나 두께와 상관없이 모두

허용 처짐량 기준은 만족하 다. 또한 일반 구간에 비해

두께가 증가할수록 처짐량의 감소폭도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구간과 팽창줄눈 구간에서의 주응력 분포를 비

교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양 측면이 모두 브래킷으로 지지되는 일반 구간의 응력

에 비해 팽창줄눈 부근에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팽창줄

눈부에서의 응력이 보다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중간슬래브의 최대 주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팽

창줄눈 부분이며 이러한 팽창줄눈부가 취약부임을 고려

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비상대피시설 구간 거동 분석

터널 내에서는 재해 발생 시 사람이나 차량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설비나 비상주차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2

차적인 재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 특히 연장이 길

며 슬래브로 단면이 구분된 복층터널의 특성을 고려하

여 중간슬래브에 비상대피로와 같은 대피설비가 필요하

다.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에서 비상대피로가 설치되는

구간은 슬래브 측면에 상하부로 통하는 공간을 두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브래킷이 슬래브를 직접 지

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민보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따

라서 비상대피 공간을 고려한 중간슬래브의 거동 분석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대피 공간의 크기를 종

방향 6m, 횡방향 1.7m로 가정하 다.

(a) Principal Stresses Depending on Slab Thickness

(b) Maximum Deflection Depending on Slab Thickness

Fig. 12 Behavior of Expansion Joint Section of Middle 

Slab

Fig. 13 Comparison of Stresses at Normal and 

Expansion Joint Sections

(a) Longitudinal Stresses

(b) Transverse Stresses

Fig. 14 Stresses at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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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구간에서의 수치 해석과 마찬가지로 2차로 가운데

3m 구간에 차로 하중을 재하하고, 표준트럭 하중 및 슬

래브 자중을 작용시켰다. Fig. 14는 중간슬래브 비상대

피시설 구간에 하중이 작용할 때 종방향과 횡방향 응력

분포를 보여주며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을 따

라서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응력 분포를 분석할 위치를

나타낸 응력라인을 보여준다.

Fig. 15에서는 Fig. 14에 나타낸 응력라인을 따라 발

생한 종방향과 횡방향 응력 분포를 보여준다. 비상대피

시설 구간은 브래킷으로 지지가 되지 않는 내민보 구간

이기 때문에 응력이 증가하게 되며 모서리 부분에서는

응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대피시설 구간에서의 응력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

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Fig. 16과 같이 헌치(Hunch)

부분을 두어 응력 분포를 분석하 다. Fig. 17에 나타

낸 바와 같이 헌치부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응력 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7(a)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 세로 0.1m 크기의 헌치부를 두면 종방

향 응력이 약 12% 정도 감소하며 가로 세로 0.2m 크기

의 헌치부를 두면 종방향 응력이 약 27% 정도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횡방향 응력도 Fig. 17(b)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 세로 0.1m와 가로 세로 0.2m의 헌치부

를 두었을 때 각각 약 16%와 24%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대피시설 구간의 중간슬래브 단면 두께에 따른

응력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Fig. 18에 나타내었다.

Fig. 18(a)에서 볼 수 있듯이 슬래브의 두께 40cm를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168

(a) Longitudinal Stresses

(b) Transverse Stresses

Fig. 15 Stress Distribution at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a) Longitudinal Stresses

(b) Transverse Stresses

Fig. 17 Stresses at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Due to Corner Hunches

Fig. 16 Hunch at Corner of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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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두께로 하 을 때 50cm로 두께를 증가시키면 종

방향 응력이 약 24% 감소하 으며, 60cm로 증가시키

면 종방향 응력이 약 40% 감소하 다. 횡방향 응력은

Fig. 18(b)에서 볼 수 있듯이 두께를 50cm로 증가시키

면 약 25%, 60cm로 증가시키면 약 41%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비상대피시설 구간의 슬래브 두께에 따른 최대 처짐

량을 분석하여 Fig. 1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슬래브의 두께 40cm를 기본 두께로 하 을 때

두께를 50cm로 증가시키면 최대 처짐이 약 50% 감소

하 으며, 60cm로 증가시켰을 때 약 70%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한 모든 슬래브 두께에서 비상

대피시설 구간도 허용 처짐량보다는 처짐이 작게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대피시설 구간은 브래킷으로 지지가 되지 않는

내민보 구간이기 때문에 슬래브의 두께를 증가시키더라

도 응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횡방향

응력이 매우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응력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비상대피시설 구간 중간슬래브 하부에

부분적으로 보를 설치하여 보강한 후에 거동을 분석하

다. 기본 두께 40cm의 중간슬래브 하부에 Fig. 20에

나타낸 바와 같은 두께 15cm의 보로 구성된 보강재를

설치하여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거동을 분석하

다. 

Fig. 21에서는 Fig. 14에서 설명한 응력라인을 따

라 보강된 비상대피시설 구간 중간슬래브의 종방향과

횡방향 응력을 나타내었다. 두께 15cm의 보로 부분적

으로 보강한 결과 종방향 응력은 약 15% 감소하 으

며, 횡방향 응력은 약 35%로 크게 감소하 다. 따라

서 이와 같이 중간슬래브 하부에 부분적으로 보를 설

치하면 인장응력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Longitudinal Stresses

(b) Transverse Stresses

Fig. 18 Stresses at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Depending on Slab Thickness

Fig. 19 Maximum Deflections at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Depending on Slab Thickness

Fig. 20 Reinforcement of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Attaching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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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시설구간중간슬래브하부에보강하는보두

께에 따른 응력을 Fig. 22에 나타내었다. Fig. 22(a)에

서 볼 수 있듯이 종방향 응력은 보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횡방향 응력은 Fig.

2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응력

집중부인 비상대피시설 구간 모서리부에서의 응력은 감

소하지만 중간슬래브 중앙부에서의 응력에는 거의 변화

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의 두께가 약 20cm

이상이 되면 응력이 집중되는 비상대피시설 구간 모서

리부보다 오히려 중간슬래브 중앙부에서 응력이 더 크

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비상대피시설 구간 중간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보

두께에 따른 최대 처짐을 Fig. 23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보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슬래브의 처

짐량이 감소하며, 보의 두께가 25cm일 경우 보로 보강

이 되지 않은 비상대피시설 구간 중간슬래브에 비해 처

짐이 약 40%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대피시설 구간의 종방향 길이에 따른 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6m, 7m, 8m 길이의 비상대피시설을 고

려하여 자중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Fig. 2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대피시설의 길

이가 길어질수록 내민보의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종

방향 및 횡방향 응력이 증가하게 된다. 종방향 응력은

Fig. 2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상대피시설의 길이가

6m에서 8m로 늘어가게 되면 응력이 약 18% 증가하며,

(a) Longitudinal Stresses

(b) Transverse Stresses

Fig. 21 Stresses at Emergency Passageway Section 

Due to Reinforcement Beams

(a) Longitudinal Stresses

(b) Transverse Stresses

Fig. 22 Stresses of Middle Slab Depending on 

Reinforcement Beam Thickness

Fig. 23 Maximum Deflection of Middle Slab Depending 

on Reinforcement Bea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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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응력은 Fig. 2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20%

증가하게 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치해석을 통해 중간슬래브의 기본

적인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중간슬래브 해석모델을 구성하

으며, 중간슬래브를 일반 구간, 팽창줄눈 구간, 비상대

피시설 구간으로 나누어 거동 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

구를수행하여도출한결론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일반 구간에서 슬래브 단면

두께에 따른 거동을 분석한 결과 슬래브의 두께

40cm를 기본 두께로 하 을 때 50cm로 두께를 증가

시키면 주인장 응력이 약 26% 감소하 으며, 60cm

로 증가시켰을 때에는 응력이 약 42% 감소하 다.

중간슬래브 단면 두께에 따른 처짐은 도로교설계기

준을 적용하면 일반 구간에서는 고려한 슬래브 두께

인 40cm, 50cm, 60cm에서 모두 허용 처짐량 기준

을 만족하 다.

2. 팽창줄눈 구간의 중간슬래브 단면 두께에 따른 거동

은 슬래브의 두께 40cm를 기본 두께로 하 을 때

50cm로 두께를 증가시키면 주인장 응력이 약 28%

감소하 으며, 60cm로 증가시켰을 때에는 응력이

약 45% 감소하 다. 팽창줄눈 구간에서는 팽창줄눈

에 의해 단부가 구속되지 않아 일반 구간에 비해 응

력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중간슬래브 단면 두께

에 따른 처짐은 팽창줄눈 구간에서는 단부가 구속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구간에 비해 처짐이 크게

나타났으나 모두 허용 처짐량 기준을 만족하 다. 또

한 일반 구간에 비해 두께가 증가할수록 응력 및 처

짐량의 감소폭도 더 크게 나타났다.

3. 중간슬래브 비상대피시설 구간은 브래킷으로 지지가

되지 않는 내민보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응력이 증가하

게 되며 특히 모서리 부분에서 응력 집중 현상이 발

생한다. 이러한 모서리 부분에 헌치를 두어 응력 집

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종횡방향 0.2m 크기의

헌치를 두더라도 종방향 응력은 약 27%, 횡방향 응

력은 약 24% 정도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4. 중간슬래브 비상대피시설 구간의 과다한 응력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비상대피시설 구간 슬래브 하부에

부분적으로 보를 설치하여 응력을 감소시키는 방안

을 고려하 으며, 기본 두께 40cm의 비상대피시설

구간 슬래브 하부에 두께 15cm의 보를 이용하여 보

강한 결과 종방향 응력은 약 15% 감소하 으며 횡방

향 응력은 약 35% 정도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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