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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nalyze the results of on-site inspection of the tunnel structure maintenance management 

monitoring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Method: We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roblems of 

various items on maintenance monitoring of tunnel structure of 14 subway lines of Seoul subway in 

downtown area. Result: The maintenance monitoring items, measurement quantity and installation 

location are classified into open tunnel and excavation tunnel and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respectively. Various durability criteria of the measuring instruments were examined, and durability 

confirmation metho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approval, inspection, inspection and 

testing, calibration of monitoring sensors. Conclusion: Applying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unnel structure maintenance monitoring to the construction site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maintenance monitoring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monitor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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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의 현장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도

심지에서 건설되고 있는 서울지하철○호선 14개 공구의 터널구조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계측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지관리 계측 항목과 계측수량 및 설

치위치는 개착터널과 굴착터널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계측기기의 내구연한은 각종 기준

을 검토하였고, 내구성 확인방법은 계측센서의 승인 및 검수, 검사 및 시험, 검정 및 교정 등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결론: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의 개선방안을 건설현장에 적용하면 유지관리계측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건설계측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핵심용어: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내구연한, 내구성 확인방법

서 론

최근 들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라 지하철, 도로, 일반 및 고속철도,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등 국내 터널구조물의 건설이 증가되고 있으며, 공사계측 및 유지관리계측을 위한 

정보화 시공 및 유지관리 분야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건설공사에서 계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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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능력과 계측기기의 성능을 조합해서 공학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분석하는 행위로 이론과 기법, 통찰과 경험, 

측정기술과 기기를 조합해서 공학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량적, 정성적인 정보를 얻는 행위이며, 계측기를 통하여 측정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량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계측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특성과 연관성을 파악하고 구조물의 

현 상태 및 발생 가능한 문제를 관측 및 예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터널 건설공사에서의 계측은 공사계측과 유지관리계측으로 구분되며, 공사계측은 주로 설계의 불확정성 요

소 등을 보완하고 설계의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시공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공하는 반면, 유지관리계측은 공사계측 단계

에서 계측치가 어느 정도 수렴된 상태를 확인하고, 목적물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공되므로 이미 완공된 구조물에 대하

여 공용 중에 지속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과 최적의 유지관리가 되도록 객관적이고 연속적인 공학적 판단자료를 제공

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물 유지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심지에서 건설되고 있는 서울지하철○호선 14개 공구의 터널구조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계측 항목, 계

측센서의 수량 및 설치위치, 계측센서의 내구연한, 계측센서의 내구성 확인방법, 유지관리계측 관리기준 수립 등에 대한 현

장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각 항목별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계측과 건설계측 기

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의 목적

터널구조물에서 유지관리계측은 구조물 완공 후 공용기간 중에 주변지반의 변화와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면 지반, 

토압 및 수압의 변화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화 양상, 환경조건 등을 측정하여 터널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예방

적인 유지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제 조건으로서 구조물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분석 평가하고 구조성능을 제어하며 공

용상태의 실 거동 분석을 통한 구조성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기적 또는 상시적 조사행위를 의미하며, 터널구조물

에서 공사계측과 유지관리계측의 영역 구분은 Fig. 1과 같다.

Fig. 1. Area classification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monitoring in tunnel structure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의 필요성

개착터널인 박스구조물은 토공작업 시 다양한 형태의 흙막이구조물 계측이 수행되며, 굴착완료 후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시는 공사 중 계측치의 수렴여부를 확인하고 후속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착구간은 토공작업 시 터널 구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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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물 배면의 지반상태 확인이 용이하므로 개착 박스단면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각종 설계 입력정수의 변화가 적으

므로 유지관리 시 불확정적인 요소가 터널구간 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다(Woo, 2017a). 개착구조물은 공사 완료 후 지중에 

있는 상태가 상재하중, 측압, 양압력 등의 외력의 평형으로 인하여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므로 이런 평형 상태의 균형이 변할 

수 있는 곳에 콘크리트응력 및 철근응력 위주의 유지관리계측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널은 대개 환경변화가 적은 지중에 건설되어 구조적으로 타 구조물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동안 다

른 토목구조물에 비해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Woo et al., 2000). 그러나 터널 건설구간 중 지반 취약지점, 하천 

횡단지점, 기존 지하철, 도시철도, 국철 등의 터널 통과지점, 고가도로 및 교량 교각 직 하부 통과지점, 도시개발 및 재개발 등

으로 근접시공이 예상되는 지역 등과 같은 취약구간은 과대한 지하수위 및 외부하중의 변화, 근접 굴착에 따른 배면지반의 

이완 등으로 터널구조물에 변위 발생과 응력 변동 등의 장기적 구조물 거동 발생 가능성으로 터널구조물에 대한 유지 관리계

측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1995년부터 서울지하철 5~8호선 터널구간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계측 및 분석이 수행 중에 

있으나, 단기간의 축적된 기술과 계측기기적인 문제 및 분석기술 수준의 부족 등으로 구조물 이상거동의 조기파악을 위해 많

은 연구와 함께 유지관리계측 관리기준 제정이 필요한 분야이다(Back et al., 2002).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항목

도심지터널에서 유지관리계측의 항목 선정에 있어서는 시공시의 현장여건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공 시 터널의 함몰이나 

붕괴가 발생한 구간, 1차 지보재의 품질관리가 불량하여 지보재의 재시공이 이루어진 구간, 과다변위 및 응력 발생으로 인해 

지보재를 추가로 설치한 구간, 성토 절토 등 외력조건이 크게 변화하는 구간, 인접구조물과 근접 시공구간, 장기변형이 예측

되는 지반 등에 주로 유지관리 계측기기가 설치된다. 

계측항목 선정 시 터널의 용도 및 크기, 방수와 배수 형식, 터널 지보재의 재료적 특성, 지질상태 및 지하수 조건, 하중재하 

조건 및 응력 상태, 주변 환경 및 유지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내구성이 검증 또는 확인된 경우 공사 시 계측기기를 

유지관리 계측기기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장기계측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터널은 특성상 원지반의 변위와 하중이 굴착된 터널 내부로 작용하므로 굴착단계인 공사계측에서 내공변위, 지중변위, 록

볼트인발 시 하중-변위 관계 등의 각종 변위와 지표, 천단, 지중에서의 각종침하와 지보재의 응력 및 축력을 측정하여 굴착완

료 후 각종 계측치의 수렴여부를 확인한 후에 표면 정리 및 방수작업, 콘크리트 라이닝이 시공되므로 유지관리 계측 단계에

서는 시공 시에 원지반의 변위와 하중이 거의 수렴되었기 때문에 터널 공용 중에 추가적인 원지반의 변위와 작용하중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ATM의 지보 설계개념과 지반 특성곡선에 의해 유지관리계측은 원지반에서의 계

측항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터널에서 유지관리계측 적용 우선순위는 숏크리트에 근접된 원지반에 작용하는 토압 및 

간극수압 측정, 콘크리트 라이닝의 철근응력과 콘크리트응력 측정, 그리고 콘크리트 라이닝 표면의 부착식 내공변위 측정의 

순으로 계측이 수행되어야 한다.

Fig. 2는 터널에서 수행되는 각종 유지관리계측 항목들을 나타낸 것이며, 터널의 크기(단선, 복선, 유치선, 정거장 등), 터

널연장이 긴 경우에는 시공 공구별로 유지관리계측의 중요 우선순위, 계측기기의 종류별 손망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단면당 계측항목별로 계측 측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Woo, 2018).

Table 1은 터널구조물 유지관리 시 수행되는 계측항목 및 계측결과로부터의 판단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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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 Earth pressure meter

▲ Piezometer

● Rebar stress meter

○ Concrete stress meter

●⊃ 3D internal displacement meter

..... Full section internal displacement meter

Fig. 2. Example of arrangement of maintenance monitoring in tunnel structure

Table 1. Tunnel structure maintenance monitoring items and contents

Monitoring items Contents

Earth pressure
ㆍAppropriateness evaluation of tunnel lining design

ㆍInvestigation of the expansion of soil relaxation area and change of ground stress

Pore water pressure

ㆍResidual water pressure and size measurement of drainage tunnel

ㆍNon-drainage tunnel lining water pressure measurement

ㆍConfirm lining stability according to water pressure

Ground water level & 

water volume

ㆍReliability evaluation in pore water pressure measurement 

ㆍEvaluation of correlation with water content in tunnel

Concrete stress
ㆍStress measurement of concrete lining due to external load

ㆍMeasuring the internal stress in the lining when the concrete lining is designed as a structure

Reinforcing stress
ㆍMeasuring the stress in a concrete lining due to external load

ㆍVerification of reliability of concrete lining stress measurement results

Internal displacement 
ㆍDetermining the safety of tunnel structures by measuring displacement of concrete lining due to 

external load

Crack ㆍDetermining the safety of a tunnel by measuring the progress of cracks in concrete lining

Building slope
ㆍMeasure the slope of the ground building due to the behavior of the tunnel structure to judge safety 

of the building

Earthquake and vibration
ㆍJudgment of the safety of the tunnel structure at the time of earthquake and the influence of 

vibration of the surrounding structure due to train operation

Temperature ㆍDetermining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concrete lining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현장점검 내용 및 개선방안

도심지에서 건설되고 있는 서울지하철○호선 14개 공구에 대한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의 현장점검 내용으로는 계측항

목, 계측센서의 수량 및 설치위치, 계측센서에 대한 내구연한 검토, 계측센서에 대한 내구성 확인방법 검토, 계측 관리기준 수

립 등이며, 이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항목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항목 점검결과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측항목이 공구별로 차이가 많아 터널 구조물 유

지관리계측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측항목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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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착터널(Cut & Cover tunnel : 박스구조물) 

개착터널은 매립식 변형률계에 의한 콘크리트응력 측정위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응력과 철근 응력을 동시에 측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 무응력 변형률계가 설치되지 않아 무응력 변형률계가 설치되어야 콘크리트 특성을 제외한 실 외력

에 의한 응력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콘크리트 라이닝의 응력 및 철근 응력 산출에서 변형률계로 측정되는 총변형률
total

  = 

탄성변형률
e
  + Creep 변형률

cr
  + 건조수축

sh
  + 온도변화

t
 로 표시되며, 외부하중에 의한 순수 변형률

c
  =

total
 -


sh


t
 로 표시된다. 여기서,

sh
와 

t
는 무응력 변형률계로 측정하며, 실내실험 결과 콘크리트 양생과정인 7일 이내에서 

약 1MPa의 콘크리트 응력이 발생된다.

개착터널인 박스구조물은 공사완료 후 지중에 있는 상태가 상재하중, 측압, 양압력 등의 외력의 평형으로 인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므로 박스구조물의 각 부재에 철근응력 및 콘크리트응력 위주의 유지관리계측이 중요하다.

굴착터널(Bored tunnel : 터널구조물) 

굴착터널은 콘크리트응력과 철근응력 및 간극수압 측정위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터널은 특성상 원지반의 변위와 하중이 

굴착된 터널 내부로 작용하므로 굴착단계인 공사계측에서 내공변위, 지중변위, 록볼트인발시 하중-변위 관계 등의 각종 변

위와 지표, 천단, 지중침하와 지보재인 숏크리트응력 및 록볼트축력을 측정하여 굴착 중 및 완료 후 각종 계측치의 수렴여부

를 확인한 후에 면정리 및 방수작업, 콘크리트 라이닝이 시공되므로 유지관리계측 단계에서는 시공 중에 원지반의 변위와 응

력이 거의 수렴되었기 때문에 크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ATM의 지보 설계개념과 지반 특성곡선에 

의해 유지관리계측은 원지반에서의 계측항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터널구조물에서 유지관리계측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숏크리트에 근접된 원지반에 작용하는 토압과 간극수압 측정 

(2) 콘크리트 라이닝의 철근응력과 콘크리트응력 측정

(3) 콘크리트 라이닝 표면의 부착식 내공변위 측정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의 수량 및 설치위치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의 수량 및 설치위치 점검결과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측센서의 수량 및 설치위치

가 공구별로 차이가 많아 구조물의 특성과 구조적인 단면력에 부합되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개착터널(Cut & Cover tunnel : 박스구조물)

개착터널에서는 박스 단면크기(본선, 정거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계측센서를 단면 당 2개에서 8개까지 설치하였으며, 

도면에 구체적인 설치 지점이 표기되지 않고 바닥슬래브 등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 바닥슬래브는 부재중에서 휨모멘트가 가

장 크게 작용하나, 두께 20cm이상의 도상콘크리트가 상부에 설치되어 단면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벽체나 상부슬래브

를 더 우선적으로 계측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스구조물은 Fig. 3과 같이 구조계산상 휨모멘트가 큰 지점

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철근과 콘크리트에 각각 설치하되, 단면 외측철근과 내측철근에 별도 설치하여 압축응력과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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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박스구조물의 크기 및 구조형식(본선, 정거장 등)에 따라 적정 설치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g. 3. Opening tunnel(main line box structure) monitoring location example

 

굴착터널(Bored tunnel : 터널구조물) 

굴착터널에서는 콘크리트와 철근에 매립식 변형률계와 간극수압계 위주로 유지관리계측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일부 공

구에서는 콘크리트 라이닝에 표면부착식 전단면 내공변위계만 설치된 공구도 있었다. 또한, 터널크기 및 구조형식(단선, 복

선, 유치선, 정거장 터널 등)에 대한 설치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면당 콘크리트용 변형률계를 2개에서 6개, 간극수압계를 1

개 설치한 공구도 있으나, 관리 중요도에 따라 변형률계, 토압계, 간극수압계 등의 매립식 계측기는 필히 설치하고, 선택적으

로 콘크리트 라이닝 표면에 부착식 내공변위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선터널 이상의 단면인 경우 Fig. 2의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 배치 예와 같이 계측기의 손망실 비율과 내구성 저

하를 고려하여 철근 및 콘크리트의 응력을 측정하는 매립식 변형률계는 콘크리트 라이닝 외측과 내측에 단면당 5점[변형률

계 총 20개: 철근용 10개=5점에 설치×2개(외측, 내측 각 1개), 콘크리트용 10개=5점에 설치×2개(외측, 내측 각 1개)]에 설치

하고, 매립식인 토압계와 간극수압계는 3점인 천단부와 어깨부[토압계와 간극수압계 각 3개]에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콘크리트 라이닝 표면에 부착하는 전단면 내공변위계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에 대한 내구연한 검토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에 대한 내구연한 점검 결과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유지관리계측은 장기계측으로 

계측센서의 내구연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계측센서에 대한 내구연한 검토가 필요하다(Woo, 2019).

2002년 2월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서울지하철6,7호선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설치 및 분석 용역 시 유지관리 계

측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을 최종설치 준공일로부터 최소 5년으로 적용한 예가 있고, 2002년 9월 서울지하철 9호선 시공계

측관리 표준시방서(안)의 변형률계 센서의 내구연한은 3년 이상, 장기계측의 경우 통상적으로 2∼10년 정도는 정상적인 기

능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바 있다(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2002). 

2008년 터널표준시방서 개정 시 준공 후 계측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국내공동주택 전자장치들의 

하자보수기간 2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Woo,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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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설계측 및 계측업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계측센서를 포함한 계측시스템의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설치준공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을 제시하였다(Woo, 2010). 

2015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울지하철 계측관리요령 개선(안)을 제정하면서 계측센서의 내구연한에 대

해 최소 준공 후 3년 이상으로 계측기 자체의 하자보수기간내 망실될 경우 설치업체에서 재설치하는 하자보수기간을 제시하

였으며, 하자보수 기간 및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다(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2015).

(1) 시공 중 계측기의 하자보수기간은 설치 후 3년 이내, 유지관리 계측기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최소 3년 이내로 관

리하도록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계측기 및 자동화 계측시스템을 구축한 업체 또는 기관에서 동일 

위치에 재설치 또는 표면 노출형 계측기로 재설치 하여야 한다.

2017년 건설계측의 이론과 실무의 지하 건설시설물편(Woo et al., 2017) 터널의 유지관리 계측 실무시방서에서 터널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기기는 최소 5년 이상의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계측 목적에 맞는 계

측범위와 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기기 특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된 내용을 종합하여 건설계측센서를 포함한 계측시스템의 내구연한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1) 계측시스템의 내구연한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며, 이 기간을 최종 설치 준공일로부터 가산하면 장기 계속공사인 경

우 차수별 공사 준공기간이 약 2∼4년이 소요되므로 최종 내구연한은 5∼7년 정도이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필요한 예비품과 고장수리부품, 소모품, 고장수리비용은 계측시스템 설치자 부담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유지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측시스템의 보수기간 중에는 대체 장비를 사용하여 계측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에 대한 내구성 확인방법 검토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에 대한 내구성 확인방법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유지관리계측은 장기계측으로 계

측센서의 내구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계측센서에 대한 내구성 확인방법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계측기기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에 규제받지 않아 의무적인 검 교정 대상이 아니며, 

국가 표준 및 검인증 기준이 없어 국가 공인기관에서 검 교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생산업체나 계측업체에서 자체 마련

한 검사 기준 및 교정 절차에 따라 검 교정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외적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한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의 승인 및 검수, 검사 및 시험,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하는 것이 

내구성 확인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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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의 승인 및 검수

(1) 건설 계측시스템 설치자는 계측시스템 상세 설치 계획서와 함께 사용될 계측센서, 계측장비 및 부속자재 등이 계측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작동 이론 : 계측기기의 목적, 계측기기의 기본 측정 원리, 기본적인 계측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해 및 도면, 시스템

의 측정 범위, 설치 요령

②설치 순서 : 계측기의 설치 순서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 설치 시 유의 사항

③작동 및 측정 순서 : 측정 준비 및 측정 개시를 위한 세부적인 순서, 사용자 및 장비에 관련된 주의사항, 계측 설치 후 

초기치를 얻는 방법 및 순서, 초기치 이후의 계측치를 얻는 순서, 측정치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

④보수 및 유지관리 : 계측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 및 세부사항, 필요시 건전지 교체시기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 시 현장 점검사항, 소모품을 포함한 예비 부품의 목록, 무상보수관련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계

측기기 보정시기 및 방법

⑤계측시스템 운영요원에 관한 교육

⑥부품별 교체 시기

(2) 계측시스템 검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제작자 증명원

②공급자 증명원

③제작자의 품질증명서

④검 교정 성과서(시험성적서) : 공인인증기관(예 : KOLAS 인증기관)으로부터 검 교정을 실시한 제조사의 측정 장비

를 활용하여 검 교정을 실시한 성적서(Calibration sheet)로 대체

⑤사용자 설명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⑥부속품 리스트

⑦계측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검 교정 장비에 의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측기 표본을 추출하여 공인 인

증기관(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 의뢰하여 성적서 제출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의 검사 및 시험

(1) 건설 계측시스템에 사용되는 계측센서, 계측장비, 부속자재 등은 계측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및 시험을 거

쳐야 한다.

① 현장에서 인도 시 규격 및 성능 검사

② 현장에서 조립완성 후 시험운영 실시 및 계측시험의 정확도 입증시험

(2) 현재 계측기기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은 주로 제조회사 자체 검사 및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체 검사 시 정밀

도, 정확도, 내구성을 위주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측기기의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체크리스트 원

본은 각 계측기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 계측시스템 설치자는 계측시스템 운영 중에 수행될 정기적인 검 교정 방법, 순서 및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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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계측 기기의 기종별 검 교정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시스템 운영 중 유지관리 기관

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계측시스템 설치자는 직접 검 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검 교정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주체에

서 부담하여야한다.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의 검정과 교정

건설 계측센서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사용 전에는 반드시 검정을 받고, 사용 중에는 기계오차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교정을 

받아야 한다. 계측센서에 대한 검 교정 항목은 정밀도, 정확도, 내구성 등을 위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관리기준 수립 

앞의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관리기

준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관리기준(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2015)은 

NATM 터널에만 한정되어 있고, 개착터널과 기계화터널(Shield, TBM 등)은 관리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계측 센서 및 계측

시스템의 기술발전과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수행으로 인한 연구결과 등이 반영된 최근 기술 수준

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 수행된 지하철 유지관리계측 세부지침(Woo et al., 2000)은 계측 시스템의 계획 및 설계,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에만 국한되어 터널 유지관리계측 항목, 계측센서의 수량 및 설치위치, 계측 센서의 내구연한, 계측센

서의 내구성 확인방법 등의 연구가 수행된 후에 관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결 론

본 논문은 도심지에서 건설되고 있는 서울지하철○호선 14개 공구의 터널구조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계측 항목, 계측센

서의 수량 및 설치위치, 계측센서의 내구연한, 계측센서의 내구성 확인방법, 유지관리계측 관리기준 수립 등에 대한 현장점

검 결과를 분석하고 각 항목별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계측이 되도록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터널 유지관리계측 적용 우선순위는 터널 특성상 원지반의 변위와 하중이 굴착된 터널 내부로 작용하므로 숏크리트

에 근접된 원지반에 작용하는 토압과 간극수압 측정, 콘크리트 라이닝의 철근응력과 콘크리트응력 측정, 콘크리트 라이닝 표

면의 부착식 내공변위 측정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개착터널 계측항목은 매립식 변형률계에 의한 콘크리트응력 측정위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응력과 철근응력을 동시

에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응력 변형률계는 거의 설치되지 않아 무응력 변형률계가 설치되어야 콘크리트 특성을 제외한 

실 외력에 의한 응력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굴착터널 계측항목은 콘크리트응력과 철근응력 및 간극수압 측정 위주로 설치되었으나, NATM의 지보 설계 개념과 

지반 특성곡선에 의해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지반에 작용하는 토압과 간극수압 측정, 콘크리트 라이닝의 철근응력과 콘

크리트응력 측정이 필요하며, 콘크리트 라이닝 표면의 부착식 내공변위 측정은 매립식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선

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개착터널 계측센서의 수량 및 설치위치는 박스 단면에서 바닥슬래브가 부재중에서 휨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나,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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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가 상부에 설치되어 단면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벽체나 상부슬래브에 더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굴착터널 계측센서의 수량 및 설치위치는 터널크기와 설치위치 및 손망실 비율과 내구성 저하를 고려하지 않고 설

치되어 매립식 변형률계는 콘크리트 라이닝 외측과 내측에 단면당 5개[변형률계 총 20개: 철근용 10개=5점에 설치×2개(외

측, 내측 각 1개), 콘크리트용 10개=5점에 설치×2개(외측, 내측 각 1개)]에 설치하고, 매립식인 토압계와 간극수압계는 3점

인 천단부와 어깨부[토압계와 간극수압계 각 3개]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섯째 계측시스템의 내구연한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며, 이 기간을 최종 설치 준공일로부터 가산하면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 차수별 공사 준공기간이 약 2∼4년이 소요되므로 최종 내구연한은 5∼7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일곱째 계측센서는 국가 공인기관에서 검 교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생산업체나 계측업체에서 자체 마련한 검사 기

준 및 교정 절차에 따라 검 교정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외적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센서의 승인 및 검수, 검사 및 시험,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하는 것이 내구성 

확인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덟째 기존의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 관리기준은 NATM 터널에만 한정되어 있고, 개착터널과 기계화터널(Shield, 

TBM 등)은 관리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계측센서 및 계측시스템의 기술발전과 터널구조물 유지관리계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수행으로 인한 연구결과 등이 반영된 최근 기술 수준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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