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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ault on the stability of the closely-spaced twin tunnels located in fault zones was 

investigated by numerical analyses and scaled model tests on condition of varying widths, 

inclinations and material properties of fault. When obtaining the strength/stress ratios of pillar 

between twin tunnels, three different stresses were used which were measured at the middle 

point of pillar, calculated to whole average along the pillar section and measured at the 

left/right edges of pillar. Among them, the method by use of the left/right edges turned out to 

be the most conservative stability estimation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fault and reflected 

the excavating procedures of tunnel in real time. It was also found that the strength/stress ratios 

of pillar were decreased as the widths and inclinations of fault were increased and as the 

material properties of fault were decreased on condition using the stresses measured at the 

left/right edges of pillar. As a result of scaled model tests, it was found that the model with fault 

showed less crack initiating pressure than the model without fault. As the width of fault was 

larger, tunnel stability was decreased. The fault had also a great influence on the failure behavior 

of tunnels, such as the model without fault showed failure cracks generated horizontally at the 

left/right edges of pillar and at the sidewalls of twin tunnels, whereas the model with fault 

showed failure cracks directionally generated at the center of pillar located in the faul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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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단층대에 위치한 근접병설터널에 대하여 단층의 폭과 경사, 단층암의 물성을 달리한 수치해석과 모형실

험을 통해 단층이 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병설터널 사이에 존재하는 필라의 강도/응

력비를 구할 때는 필라 중앙부의 응력, 필라 전체의 평균응력,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을 각각 적용하였는

데, 이중 마지막 방법은 단층대의 유무에 관계없이 터널 안정성의 보수적 평가에 적합하였고 터널 굴착

시점을 실시간적으로 반영하였다.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을 적용하여 구한 강도/응력비는 단층의 폭과 

경사가 커질수록, 단층암의 물성이 연약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축소모형실험에서 단층을 포함

한 모형은 불포함 모형에 비해 균열개시압력이 작았고, 단층의 폭이 큰 모형일수록 터널 안정성은 낮게 

나타났다. 단층은 터널의 파괴거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단층이 없는 모형에서는 필라의 좌우하단부

와 양쪽터널 측벽부에서 수평방향의 균열이 발생하였지만, 단층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필라부 단층대에

서 경사진 균열이 발생하였다.

핵심어: 단층대, 병설터널, 필라, 강도/응력비, 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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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의 터널은 선형을 확보하기 위해 단층대 부근이나 석회암 공동 및 폐광산 채굴적 분포지역과 같은 열악한 암반조건에서도 시

공되고 있다. 특히, 단층은 과거의 전단변형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층대 부근에서 터널을 굴착하면 응력변동에 따라 추가 변

형이 생기기 쉽다. 특히 병설터널의 필라부가 연약한 단층대에 위치하면, 굴착시 단층면을 따른 미소한 전단변형에 의해서도 터널 

안정성은 매우 저하된다.

Kim et al.(2007)은 단층대 구간에서 생긴 터널의 붕락사례들을 분석하였고, Chung et al.(2009)은 운모편암지역에 존재하는 단

층대 암반에 대하여 다양한 지질조사와 현장시험을 통해 단층암의 공학적 특성을 보고하였다. Hong et al.(2005)은 양산단층과 거

의 평행한 무수한 소단층으로 이루어진 구간을 통과하는 어느 터널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해당 터널의 적정 지보패턴을 제시하였

고, Yoo et al.(2011)은 단층대를 포함한 지질이상대를 통과하는 어느 터널에 대하여 지질특성 분석과 보강대책을 제시하였으며, 

Park and Lee(2016)는 파쇄대가 과대하게 분포하는 지역에서의 터널거동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연구는 단층

대 구간을 통과하는 터널시공의 귀중한 지침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의 단층대는 현장마다 폭과 경사를 달리하면서 터널과 조우

하기 마련이고 파쇄정도에 따라 단층암의 물성도 변화되므로, 특정한 사례연구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해석적 연구

가 필요하다. 

한편, 상행 및 하행 터널이 평행 배열되는 병설터널에 있어서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Peck(1969), Matsuda et 

al.(1997)의 경험적 방법과 필라의 강도/응력비를 산정하는 수치해석적 방법이 있다. Kim and Kim(2017)은 이 방법들을 동원하여 

총 75가지의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필라의 평균응력보다는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을 적용하여 필라의 강도/응력비를 

산정하면 필라의 국부적 손상을 방지하고 터널 안정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층대에 위치한 근접병설터널의 안정성해석을 실시하였고, 비교를 위하여 단층이 없는 경우도 조사하였다. 단층

대 터널을 해석할 때는 단층의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터널 안정성이 매우 열악한 조건으로서, 필라 폭 0.5D(D는 터널 폭)인 근

접병설터널에서 필라부에 단층대가 존재할 경우를 다루었으며 굴착에 따른 필라의 강도/응력비를 조사하였다. 터널단면은 국도건

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에 나타난 터널표준단면으로 설정하였으며, 단층의 폭과 경사, 단층암의 물성을 달리하는 각종 조건의 

해석을 통해 각 변수가 필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수치해석모델과 동일한 물리적 축소모형을 제작한 후 모형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단층대 유무에 따른 터널의 파괴거동 양상을 비교하고 단층대의 영향을 검토해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과 모형실험을 통해 단층대의 제반 특성이 근접병설터널 필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단층대에 위치한 근접병설터널의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필라의 안정성해석

배경이론

병설터널의 안정성은 좌우측터널 사이에 존재하는 암반 필라에 주로 의존하는데, 일반적으로 필라의 폭이 크고 필라부 암반의 

강도가 클수록 터널의 안정성은 증가한다. 필라의 안전율을 구할 때는 필라의 강도/응력비(strength/stress ratio)를 구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Hoek and Brown, 1980). 여기서 암반 필라의 안정성은 Mohr-Coulomb 파괴조건에 따라 수치해석적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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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터널굴착에 따라 발생하는 필라부의 주응력을 이용하여 필라부 암반의 강도/응력비를 구함으로써 해당 조건에서 필라의 안

정성을 평가하는데, 이때 필라의 소성파괴는 식 (1)과 같은 파괴조건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암반의 일축압축강도( )와 파

괴조건식의 기울기()는 식 (2)와 같고, 강도/응력비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Fig. 1은 암반 필라의 강도에 대한 응력상태를 표현

한 것이다(Kim and Kim, 2017).

       (1)

 
 sin

 · cos
  
 sin

 sin
 (2)

Strengthstress ratio 
  

  
 (3)

Fig. 1. Concept of strength/stress ratio at pillar (Kim and Kim, 2017)

해석모델의 종류

단층대에 위치한 필라 폭 0.5D인 근접병설터널에 대해 Midas/GTS-NX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2(a)는 해석모

델 중의 한 가지 예로서, 병설터널의 필라부에 폭 0.5D인 단층이 45°경사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해석대상 터널의 단면은 국

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에 나타난 2차선 도로터널의 표준단면(D=11.6 m, H=7.75 m)을 적용하였다. 또한, 해석의 단순화

를 위하여 터널 주변암반은 RMR Ⅲ, Ⅳ, Ⅴ등급 수준으로 가정하였고, 측압계수(K)는 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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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 example of the numerical models (b) Five different fault widths 

(c) Five different fault inclinations (d) Four different fault classes

Fig. 2. Numerical models considering different widths, inclinations and classes of fault zone

단층대 지역에서 터널을 굴착하면 터널 안정성은 작아지기 마련인데, 단층대는 지질조건에 따라 폭과 경사가 다른 형태로 출현

하고 파쇄정도에 따라 단층암의 물성도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층대의 제반 특성이 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단층이 근접병설터널의 필라부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대하여 영향요소별 해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Fig. 2(b)

는 단층의 폭을 달리한 해석모델들이다. 여기서 단층의 각도는 모두 45°로 고정하였으며, 단층의 폭은 0.25D, 0.5D, 0.75D, 1.0D, 

1.5D의 5가지로 변화시켰다. 둘째, Fig. 2(c)는 단층의 경사를 달리한 해석모델들이다. 여기서 단층의 폭은 모두 0.5D로 고정하였

으며, 단층의 경사는 0°, 30°, 45°, 60°, 90°의 5가지로 변화시켰다. 셋째, 단층대에 존재하는 단층암의 물성이 터널 안정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Fig. 2(d)와 같이 단층의 폭 0.5D, 경사 45°인 해석모델을 대상으로 단층암의 물성을 4가지 등급으로 

변화시켜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조건

Table 1은 본 연구에서 가정한 터널 주변암반과 단층암의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터널 주변암반은 단층대 부근 암반임을 

감안하여 RMR Ⅲ, Ⅳ, Ⅴ등급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단층암은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Ⅰ등급에서 Ⅳ등급으로 갈수록 열악

한 물성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단층암의 물성을 등급별로 구분한 것은 Chung et al.(2009)의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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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단층파쇄대를 구성하는 물질은 전단파괴의 정도에 따라 점토, 각력이 혼합된 모래, 점토가 얇게 피복된 각력, 비교적 큰 암괴와 

각력이 혼합된 층, 균열이 발달한 층, 비교적 균열이 많은 층 등으로 나타나 단층암은 다양한 물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Table 1. Assumed material properties for numerical analyses in this study

Division Class
Unit weight

(kN/m3)

Young's modulus

(MPa)

Cohesion

(kPa)

Friction angle 

(°)
Poisson’s ratio

Rock mass 

Ⅲ 25.0 6000 1000 39 0.25

Ⅳ 24.0 1800 400 35 0.27

Ⅴ 22.0 600 200 33 0.29

Fault zone

Ⅰ 20.0 300 80 31 0.30

Ⅱ 19.5 230 65 30 0.31

Ⅲ 19.0 150 50 29 0.32

Ⅳ 18.5 90 35 28 0.33

본 연구에서는 단층의 폭, 경사, 물성이 병설터널 사이에 존재하는 필라부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석조건

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였다. 첫째, 좌측터널을 선행굴착하고 우측터널을 후행굴착하되 좌우 터널을 모두 전단면 굴착하였다. 둘

째, 터널의 지보는 설치하지 않았다. Fig. 3은 단층이 없는 경우와 폭 0.5D, 경사 45°인 단층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터널 굴착 후의 해

석요소망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해석조건은 실제 단층대 구간에서 실시되는 통상적인 터널 시공절차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할굴착과 지보 설치를 포함한 시공단계별 해석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공단계별 해석결과는 후술한다. 한

편, Kim and Kim(2017)은 본 연구의 해석모델과 동일한 규격을 가지면서 단층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석결과를 제시하

였다. 실제로 본 연구는 이의 후속 연구에 해당하며, 비교를 위해 나타낸 단층대 불포함 모델의 해석결과는 선행연구에 의거한다.

(a) Mesh without fault (b) Mesh with fault (width 0.5D, inclination 45°)

Fig. 3. Comparison of the finite element mesh with or without faul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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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대의 영향 분석

필라의 응력분포

Fig. 4는 RMR Ⅲ등급 암반에서 필라 폭 0.5D인 근접병설터널을 굴착할 때 얻어진 터널 주변의 최대전단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Fig. 4(a)는 단층이 없는 경우이고, Fig. 4(b)는 폭 0.5D, 경사 45°인 단층이 Ⅰ등급 단층암 물성으로 존재할 경우이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터널 굴착에 따른 필라부의 응력은 단층대 유무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또한 필라부의 응력은 필라 내부의 위치

에 따라서도 다른 값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Fig. 4(a)와 같이 단층이 없는 경우는 터널 측벽부에 해당하는 필라 좌우단에서 최대 응

력집중이 발생한다.

(a) Results without fault (b) Results with fault (width 0.5D, inclination 45°)

Fig. 4. Maximum shear stress distribution obtained from pillar width 0.5D, rock mass class Ⅲ model

한편, 필라의 안전율을 결정하기 위한 Peck(1969)과 Matsuda et al.(1997)의 경험적 방법에서는 필라의 평균응력을 안정성 평

가의 기준으로 한다. 이에 비해 Hoek and Brown(1980)은 필라 중앙단면에서의 평균 강도/응력비 1.0을 필라 전체가 불안해지는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필라부의 응력이 필라 내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짐을 감안하여, Byun et al.(2010)은 필라 중앙부의 응력과 필

라 전체의 평균응력 두 가지를 조사하였고, Kim et al.(2012)은 필라를 몇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응력을 조사하기도 하였

다(Kim and Kim, 2017).

실제로 필라부의 강도/응력비를 보다 명확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라부의 응력을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병설터널의 측벽부를 연결하는 최단직선(필라의 중앙단면)을 따라 생기는 응력들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각각 필라 중앙

부의 응력, 필라 전체의 평균응력, 필라 좌단의 응력, 필라 우단의 응력이다. Fig. 5는 이 4가지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 Middle, 

Average, Left edge, Right edge로 표시하였다.

Fig. 5. Stress measuring points for the stability estimation of pillar (Kim and Ki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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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RMR Ⅲ등급 암반에서 필라 폭 0.5D인 근접병설터널을 굴착할 때 얻어진 필라부의 최대 및 최소주응력 값을 필라 내부

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각 그림의 가운데는 필라의 중앙부에 해당하고 좌우측 끝점은 필라의 좌우단부에 해당한다. Fig. 

6(a)는 단층이 없는 경우에 얻어진 것이다. 여기서 최대주응력()은 필라 좌우단부에서 가장 크고 필라 중앙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최소주응력()은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Fig. 1에 나타낸 탄성매질 내의 응력분포와 일치한다. Fig. 6(b)는 단층의 폭

을 5가지로 변화시킨 경우에 얻어진 것이다. 여기서 단층의 폭이 0.25D로 가장 작을 때는 탄성매질 내의 응력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단층의 폭이 커질수록 응력분포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필라 내부가 소성영역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한다. 

Fig. 6(c), (d)는 각각 단층의 경사와 단층암의 물성을 변화시킨 경우인데, 여기서도 필라 내부가 소성영역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탄성매질 내의 응력분포와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 한편, Fig. 6(a)에서 필라 좌단부와 우단부의 응력 값은 대칭적으로 서로 같지만, 

6(b), (c), (d)에서는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 값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는 경사 단층으로 인해 해석모델이 필라를 경계로 좌

우대칭 형태가 아니며 좌측터널을 선행굴착하고 우측터널을 후행굴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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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incipal stresses at pillar obtained from pillar width 0.5D, rock mass class Ⅲ model

필라의 강도/응력비 

필라부의 응력은 필라 내부의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터널 안전성의 평가기준이 되는 필라의 강도/응력비 값도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라 중앙부의 응력, 필라 전체의 평균응력,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을 각각 적용하여 필라의 강도/

응력비를 구해보았다. 여기서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은 필라 좌단과 우단에서의 응력을 평균한 것으로, 실제로 이들은 Fig. 6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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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좌단과 우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Fig. 7은 RMR Ⅲ등급 암반에서 단층이 없는 경우와 단층을 포함하면서 단층의 폭, 경사, 물성을 변화시킨 경우에 얻어진 필라의 

강도/응력비를 해석모델의 그룹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위의 3가지 응력을 각각 적용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경우에 있어

서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 값을 적용했을 때의 강도/응력비가 가장 작게 나타나 이 방법이 터널 안정성의 보수적 평가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층대 불포함 모델의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Kim and Kim(2017)과 부합하는데, 이로써 단층대의 유무에 

관계없이 필라 좌우단부(터널 측벽부)의 응력 값을 적용하여 필라의 강도/응력비를 구하는 것이 병설터널 필라의 안정성을 보다 담

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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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strength/stress ratios obtained from three different stress measuring methods

단층대의 폭, 경사, 물성이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단층의 폭, 경사, 물성을 변화시키는 해석을 통해 이 3가지 요소가 필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Fig. 7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ig. 7(b)에서 단층의 폭이 커질수록 필라의 강도/응력비는 감소하였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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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d)에서 단층암의 물성이 연약할수록 필라의 강도/응력비는 감소하였다. 셋째, 단층의 경사가 필라의 강도/응력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잡하게 나타났다. 즉, Fig. 7(c)에서 필라 중앙부의 응력이나 필라 전체의 평균응력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층의 경사

가 작아질수록 필라의 강도/응력비는 감소하지만,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을 적용할 경우에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

층 경사가 클 때는 Fig. 6(c)에서와 같이 필라 좌우단부에서 큰 응력집중이 생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터널 

안정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때는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 단층의 경사가 커질수록 필라의 강도/응력

비는 감소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향요소별 검토 결과는 근접병설터널의 필라부에 단층이 존재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서 얻어진 것이다. 실제로 본 해석에서 얻어진 필라의 강도/응력비는 대체로 2 이하의 값을 보여 해석모델의 필라부가 상당부분 소

성영역으로 바뀐 상태임을 부연해둔다. 따라서 단층대 부근에 위치하는 임의의 터널의 안정성을 조사할 때는 실제 단층대의 위치를 

포함한 현장의 지질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해석을 통해 단층대의 제반 영향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장 시공단계를 고려한 해석

해석모델과 해석조건

앞서 언급한 해석결과는 전단면 굴착과 지보 미설치를 가정한 경우였지만, 실제의 현장터널은 지질조건에 따라 분할굴착과 지보

설치를 포함한 다단계 시공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8과 같이 필라 폭 1.0D인 병설터널에서 단층이 없는 경우와 

폭 0.5D, 경사 45°인 단층이 필라부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현장의 시공단계를 고려한 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시공단계별 

필라의 거동을 알아보았다. 이때 터널 주변암반은 Table 1의 RMR Ⅲ, Ⅳ, Ⅴ등급을 적용하였고, 단층암은 Ⅰ등급 물성을 적용하였

다. 한편, 필라부의 보강공법으로는 그라우팅을 통해 지반강도를 증가시키거나 tension bolt 설치를 통해 구속압을 증가시키는 방

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층대 유무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라부 보강은 하지 않고 록볼트와 숏크리트를 사용한 일

반적인 지보패턴을 적용하였다.

(a) Model without fault (b) Model with fault (width 0.5D, inclination 45°)

Fig. 8. Numerical models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steps of twin tu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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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본 해석에 적용한 13단계의 시공절차를 보여주는데, 이는 Bieniawski(1989)가 제안한 RMR Ⅲ등급 암반의 터널 굴

착 및 지보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때 터널은 좌측터널의 상부 및 하부, 우측터널의 상부 및 하부 순서로 굴착하였으며, 각 단면 굴착 

후에는 록볼트와 숏크리트를 설치하였다. 록볼트는 길이 4 m, 간격 1.5 m로서 단위중량 78  , 포아송비 0.3, 영률 210 GPa

이고, 숏크리트는 두께 120 mm로서 단위중량 24  , 포아송비 0.3, 연성 및 경성 숏크리트의 영률 5, 15 GPa을 적용하였다. 

또한, 측압계수는 1을 적용하였고, 하중분배율은 각 단면별로 굴착, 록볼트 및 연성 숏크리트, 경성 숏크리트에 각각 40%, 30%, 

30%를 적용하였다. 

Table 2. Assumed construction steps for twin tunnels located at a fault zone or not

Step No. Details of construction steps Explanatory drawings of construction steps

1 Initial state Case of model without fault Case of model with fault

2 Excavating upper part of left tunnel

3 Soft shotcrete & rock bolt 

4 Hard shotcrete

5 Excavating lower part of left tunnel

6 Soft shotcrete & rock bolt 

7 Hard shotcrete

8 Excavating upper part of right tunnel

9 Soft shotcrete & rock bolt 

10 Hard shotcrete

11 Excavating lower part of right tunnel

12 Soft shotcrete & rock bolt

13 Hard shotcrete

해석결과 및 검토

Fig. 9는 필라부 강도/응력비의 시공단계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9(a)는 Ⅲ등급 암반에서단층이 없는 경우이고(Kim and 

Kim, 2017), Fig. 9(b), (c), (d)는 각각 Ⅲ, Ⅳ, Ⅴ등급 암반에서 필라부에 단층이 존재하는 경우에 얻어진 것이다. Fig. 9(a), (b)를 

비교하면 필라의 강도/응력비는 단층이 존재할 때 더 작아졌고, Fig. 9(b), (c), (d)를 비교하면 터널 주변암반이 연약할수록 강도/응

력비가 작아져서 터널 안정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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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strength/stress ratios at pillar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steps

Fig. 9에서 필라 중앙부의 응력, 필라 전체의 평균응력, 필라 좌단부 및 우단부의 응력을 각각 적용하여 얻어진 강도/응력비의 변

화를 살펴보면, 중앙부 응력이나 평균응력을 적용했을 때는 시공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강도/응력비가 서서히 작아지는 경향을 보

였지만, 필라 좌단부 및 우단부의 응력을 적용했을 때는 해당지점의 굴착 시점(2단계 및 8단계)에 이를 때 강도/응력비가 급격히 감

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필라의 좌우단부가 굴착으로 인해 자유면에 노출될 때 필라의 선단이 국부적으로 손상됨을 의미하기 때문

에, 필라의 좌우단부의 응력을 적용한 강도/응력비는 터널 굴착시점을 실시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층이 없는 경

우인 Fig. 9(a)에서 터널 굴착 이전의 초기응력 산정시점인 1단계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구한 강도/응력비가 모두 동일한 값을 보이

지만, Fig. 9(b), (c), (d)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단층이 없는 경우 Fig. 8(a)와 같이 필라를 경계로 해석모델이 좌우대칭 형태를 가

지는데 비해, 나머지 경우는 Fig. 8(b)와 같이 경사 45°단층으로 인해 해석모델의 형태가 좌우대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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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대 터널의 모형실험

실험개요

터널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실험적 방법으로 축소모형실험이 널리 사용된다. Kim(2015)은 병설터널의 모형실험을 통해 얻어진 

터널 변형과 필라부 균열이 발생한 이축압력 자료를 이용하여 필라 폭, 지반 강도, 등방성 및 이방성이 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Kim and Kim(2017)은 본 해석터널과 동일한 규격을 가진 근접병설터널에 대한 모형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러나 이때는 단층을 포함하지 않은 축소모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층대에 위치한 병설터널의 거동을 실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필라 폭 0.5D인 병설터널에서 45°경사진 단층

이 폭 0.5D와 0.8D로 존재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측압계수는 전절의 수치해석조건과 동일하게 1

로 하였다.

모형의 종류와 차원해석

Fig. 10은 두 가지 축소모형의 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의 모형은 암반과 단층대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진 모형재료를 

포함하는데, 각각의 물성은 Table 3과 같이 가정하였다. 한편,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형재료는 밀도 1500 kg/m3이면서 특정배합비

를 가진 모래, 석고, 물의 혼합물이다. 

(a) Model 0.5D (b) Model 0.8D

Fig. 10. Dimension of the scaled models

Table 3. Assumed material properties for the physical models

Division
Unit weight

(kN/m3)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Rock mass 25 115

Fault zone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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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차원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ig. 11은 현장터널의 단면과 모형터널의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길이[L]에 대한 

축소율은 1/166로 하였다. 이때 중력가속도[LT-2]는 현장과 실험실에서 모두 같으므로 시간[T]의 축소율은 1/12.87이 된다. 둘째, 

본 실험에서는 암반과 단층대를 각각 모델링하였는데, Table 3에 나타낸 두 가지 지반의 단위중량 값과 모형재료의 밀도 값의 비율

을 고려하면, 밀도[ML-3]의 축소율은 암반 1/1.67이고 단층대 1/1.33이며, 이로부터 두 가지 지반의 질량[M]에 대한 축소율을 산정

하였다. 셋째, 이와 같이 산정된 길이[L], 시간[T], 질량[M]의 축소율을 근거로 하여 강도[ML-1T-2]에 대한 축소율을 구하면 암반의 

경우는 1/276이고 단층대의 경우는 1/221로 나타났다. 

Fig. 11. Comparison of tunnel sections for calculating the scale factor of length

모형재료와 실험방법

두 가지 강도 축소율을 고려하면 본 실험에서 암반과 단층대의 모형재료는 각각 0.42 MPa와 0.068 MPa의 강도를 가져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래, 석고, 물의 혼합물은 배합비와 건조정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데, Kim and Heo(2016)는 이 혼합물이 일

정기간 건조되어 밀도 1500 kg/m3가 되면 식 (4)가 성립함을 보였다.

                         (4)

여기서,  :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 Weight ratio of plaster to water

식 (4)에 의하면 모래, 석고, 물의 중량 배합비가 145:55:100와 170:30:100인 혼합물이 각각 암반과 단층대의 모형재료로 적합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와 실험방법은 Kim and Kim(2017)과 대체로 동일하다. 그러나 본 실험모형은 단층대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형틀을 사용하여 Fig. 10과 같이 모형단층대를 포함하는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즉, 배합비가 서

로 다른 두 가지 모형재료를 사용하여 500 mm×500 mm×51 mm규격의 시험체를 제작하였고, 이를 건조시켜 밀도 1500 kg/m3이 

될 때 시험체를 이축압축시험장치에 설치하였으며, 여기에 모형터널을 규격대로 굴착한 후 수직압력과 수평압력을 같은 크기로 동

시에 증가시켰다. 또한, 단층대 모형재료에는 빨간색 물감을 소량 섞어 단층대 영역이 주변 암반과 구별되도록 조치하였다.

실험결과 및 검토

Fig. 12는 폭 0.5D, 경사 45°인 단층이 필라부에 존재하는 실험모형에서 하중증가에 따른 터널 주변의 변형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이 모형은 Fig. 12(b)와 같이 0.2 MPa이 작용할 때 필라부 단층대의 중앙부에서 단층대의 두께방향으로 역 45°방향의 균열이 



Stability Estimation of the Closely-spaced Twin Tunnels Located in Fault Zones ∙ 183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8, No. 2, 2018

발생하였으며, 이와 거의 동시에 좌측터널 좌하단에서 단층대를 연결하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후 하중증가에 따라 기존 균열이 

발전하거나 새로운 균열이 생기면서 단층대가 노출된 우측터널 천정부에서는 낙반현상도 보였다. 터널의 변형은 주로 필라 방향으

로 발생하였고 최대하중은 0.31 MPa로 나타났다. 

(a) Initial stage (b) 0.20 MPa (c) 0.25 MPa (d) 0.31 MPa

Fig. 12. Deformation behaviors of the “Model 0.5D”

Fig. 13은 폭 0.8D 단층대 모형의 변형과정이다. 이 모형에서도 0.5D 모형과 유사하게 필라부 단층대에서 역 45°방향의 균열이 

생겼지만 균열발생 지점은 약간 달랐으며, 균열개시하중은 0.15 MPa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하중증가에 따른 변형이 계속되

면서 우측터널 천정부에서는 낙반현상도 보였고 최대하중은 0.20 MPa로 나타났다.

(a) Initial stage (b) 0.15 MPa (c) 0.18 MPa (d) 0.20 MPa

Fig. 13. Deformation behaviors of the “Model 0.8D”

Fig. 12(d)와 Fig. 13(d)의 변형상태를 비교하면 0.8D 모형은 0.5D 모형에 비해 작용하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큰 변형을 보였

으며, 특히 0.8D 모형의 좌우측터널은 필라 방향의 변형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수직방향의 변형도 보였다. 즉, 좌측터널은 하향, 

우측터널은 상향으로 약간씩 거동하였는데, 이는 단층대의 연약한 물질이 터널의 변형거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14는 단층이 없는 모형의 변형과정이다(Kim and Kim, 2017). 이때는 0.33 MPa이 작용할 때 필라의 좌우하단부와 양

쪽터널 측벽부에서 좌우터널을 수평방향으로 연결하는 균열이 생겼으며, 이후의 터널 변형은 주로 필라 방향으로 발생하였고 최대

하중은 0.43 MPa이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분석하면, 단층을 포함한 실험모형은 단층이 없는 모형에 비해 균열개시압력이 작아 상대적으로 매우 연

약하고, 단층대의 폭이 클수록 터널 안정성은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층대의 존재는 터널의 파괴거동에 큰 영향을 미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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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단층이 없는 모형은 필라부에서 수평방향의 균열이 주로 생겼지만, 단층을 포함한 모형은 필라부 단층대에서 역 45°방향(단층

대의 두께방향)의 균열이 초기에 발생하였다.

(a) Initial stage (b) 0.33 MPa (c) 0.38 MPa (d) 0.43 MPa

Fig. 14. Deformation behaviors of the model without fault (Kim and Kim, 201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층대에 위치한 근접병설터널에 대한 안정성해석을 실시하였고, 비교를 위하여 단층이 없는 경우도 해석하였다. 

단층의 폭과 경사, 단층암의 물성이 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현장 시공단계에 따른 필라의 거동을 알아보았다. 

필라의 강도/응력비를 구할 때는 필라 중앙부의 응력, 필라 전체의 평균응력,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을 각각 적용하였으며, 모형실험

을 통해 단층대의 영향을 검토해보았다. 이로부터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필라 좌우 단부의 응력을 적용하여 구한 강도/응력비는 단층대의 유무에 관계없이 필라 중앙부 응력이나 평균응력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터널 안정성의 보수적 평가에 적합하였고 병설터널의 굴착시점을 실시간적으로 반영하였다. 

2. 단층의 폭과 경사가 커질수록, 단층암의 물성이 연약할수록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을 적용하여 구한 강도/응력비는 감소하였다.

3. 단층을 포함한 실험모형은 단층이 없는 모형에 비해 균열개시압력이 작고, 단층의 폭이 클수록 터널 안정성이 작아짐을 실험적

으로 규명하였다. 

4. 단층은 터널의 파괴거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단층을 포함한 실험모형은 필라부 단층의 두께방향으로 경사진 파괴균열이 발생

하였지만, 단층이 없는 모형은 필라의 좌우하단부와 양쪽터널 측벽부에서 수평방향의 균열이 주로 발생하였다.

5. 단층대에 위치한 병설터널의 안정성을 수치해석으로 평가할 때는 필라 좌우단부의 응력을 적용한 강도/응력비 방법을 제안하

며, 모형실험은 터널의 파괴거동에 대한 단층대의 영향을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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