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터널설계
1. 터널계획 및 세부검토 ➡  대안설계보고서 141쪽 참조

                          

공 법 시점 절토부 터널화 방안 검토 후 절토 적용 구 분 연장(m) 종단구배
(%) 환기방식 갱문형식

단 면
방수성능을 개선한 1-Arch 단면 적용

환기 시뮬레이션에 의한 터널 격벽 설치 원안

설계

견마도방향 280 -0.302 자연환기 면벽식

가덕I.C방향 280 +0.302 자연환기 면벽식조 사 수평시추에 의한 터널구간의 지층이상대 유무 확인

발 파 시험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평가 반영

대안

설계

견마도방향 316 -0.300 자연환기 원통절개형굴 착 굴착 순서 조정으로 시공 효율화 도모

갱구부 환경훼손 최소화 위해 돌출형 원통절개식 갱구 적용
주행자의 시인성 개선 위한 갱구부 격벽 형상 변경

가덕I.C방향 316 +0.300 자연환기 원통절개형

 절토부 터널화 방안 검토

구   분
원  안 대  안  1(선정안) 대  안  2

시점부 절토 + 2-Arch 터널 시점부 절토 + 1-Arch 터널 2-Arch 터널 + 1-Arch 터널

개 념 도

(종단면)

도로공학적

측  면

곡선반경 R=480m, 편구배 5%의 선형 조

건상 터널 대비 운전 시거 확보 용이

시점 절토부의 정지 시거 부족으로 주행

곡선반경 R=480m, 편구배 5% 선형조
건상 터널대비 운전시거 확보 용이

시점 절토부의 정지 시거 부족 구간의 환
경시설대(B=1.35m) 신설 및 터널 회피로

작은 곡선구간의 터널 계획시 정지시거

부족 및 주행 안전성 불량

터널 전후에 교량 및 인접터널로 인하여

   안전성 저하 ▲    정지시거 확보와 도로기능 극대화 ●    운행중 사고 위험 증대 ×

지반공학적

측  면

추가시추결과 절토 구간의 암추정선 상

이로 비탈면 불안정

추가시추결과 절토구간의 암추정선 상이로 

비탈면 경사를 조정하여 비탈면

추가시추결과 절토구간에 터널 계획고 
이하까지 풍화암 분포로 지반취약 및 

   대단면 터널 시공 어려움 ▲   안정 확보 ●▲

지질학적

측  면

비탈면 보호공법 미적용으로 맥암풍화에 

따른 상부암반 붕락 우려

비탈면 보호공법 적용으로 맥암풍화에 

따른 안정성 확보

터널 시공시 맥암 파쇄대를 따라 지표수
유입으로 터널 불안정 예상(경부선 신도터
널 시공시 유입수 500㎥/일 발생)

2-Arch 터널의 배수성능 불량 × ● 2-Arch터널의 배수 성능 불량 ×

환 경 적

측  면

절토 구간 식재계획 및 비탈면 보호공법 절토 구간 식재계획 및 비탈면 보호 절토 구간중 일부만의 터널계획으로 환경

   등의 미적용으로 환경훼손 예상 ×    공법등의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적용 ●    훼손 저감효과 미미 ▲

VE / LCC

설계기능점수F=56

LCC 52억원

상대 LCC L=1.0

가 치 점 수 

V=F/C=56.5

설계기능점수F=74

LCC 65억원

상대 LCC L=1.2

가 치 점 수 

V=F/C=61.3

설계기능점수F=57

LCC 138억원

상대 LCC L=2.7

가 치 점 수 

V=F/C=21

평  가 적 용

   배수성능을 개선한 1-Arch 단면 적용                환기 시뮬레이션에 의한 터널 격벽의 적정성 검증

원안설계

∙2-Arch 단면 적용배수불량으로 

누수 및 결빙 발생

대안설계

∙누수방지 및 유지관리 양호한

1-Arch 단면으로 변경 적용

∙터널단면의 편평율(0.45)

격벽구조 및 기둥구조에 대해 환

기시뮬레이션 실시

검토결과

∙기둥구조 : 강제 환기 방식 (제

트팬 Φ1530×2대)

∙격벽구조 : 자연환기방식 가능

  조정으로 굴착량 최소화

∙해석 결과 천단침하, 내공변위 및 소성영역 안정

∙시공실적 : 창신 도로 터널(양방향 4차로)

적용

∙대형차 혼입율(48.6%) 과다로 자연 환기 방식 적용을 위해 일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격벽 구조 채택

   수평보링에 의한 지층 이상대 유무 확인              가주터널의 VE/LCC

전기 비저항 탐사 결과∙시점 갱구부(STA.1+370), 중간부
(STA.1+470)에 비저항 이상대가 심
부까지 연장

수평 시추 조사∙저비저항 이상대의 파쇄대 여부 확인
위해 실시∙화강 섬록암과 이를 관입한 장석반암
의 암질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확인

지보패턴 적용 ➡ 1등급 하향 조정∙시점측 갱구부 : 지보패턴 3➡4로 조정∙중   간   부 : 지보패턴 3➡4로 조정

1

A
r
c
h

∙설계기능점수F=80.5

∙LCC 176억원

∙상대 LCC L=1.16

∙ 가 치 점 수 

V=F/C=69.4

생애 주기 비용은

2-Arch터널에 비

해 유리하지 못하

지만 설계기능 점

수 및 가치점수에

서 1-Arch터널이 

우수

따라서 1-Arch 

터널 단면을 적용

2

A
r
c
h

∙설계기능점수F=66

∙LCC 152억원

∙상대 LCC L=1.0

∙가치점수 V=F/C=66

   시험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평가 반영               굴착순서 조정으로 시공성 개선

현황 : 터널 시점부 55m 거리에 
주택 존재

시험발파 결과 예상진동치 
0.422cm/sec의 허용기준 초과

대책 ∙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추정식 
및 거리별 허용 장약량 산정∙ 제어발파에 의한 암반절단기
술(NPS) 적용

지반양호구간(지보

패턴 P-1,2)은 좌

우 본선터널 굴착

후 벽체타설로 계

획하여 작업공간, 

회차로, 발파시 대

피통로, 장비이동

통로로 활용

   돌출형 원통절개식 갱구 적용                                   시인성 개선위한 갱구부 격벽 형상 변경

현 황∙시점부 : 계곡부에 위치하여 편토압 영향, 인근민가
와 100~150m 이격∙종점부 : NATM터널 갱구부 최대 절토고 47m 이상∙갱문형식 : 면벽식으로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 및 운

전자 심리적 부담감 제공

대 책 ∙NATM 터널갱구부 위치조정 및 원통절개형 갱문
적용으로 절토영역 최소화와 원 지형 복원∙눈부심 방지와 부산 갈매기를 형상화

현황

∙터널 출구에서 일반격벽구조 적용시 터널단면의연직

성으로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감 유발

 터널단면의 예비해석 
대책

∙터널 출구의 격벽에 종곡선 계획으로 터널 단면에 

곡선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시거확보 및 주행안정성 제고

해석 범위의 적정성 검토∙기존사례 검토 반영∙상부영역75%, 측방영역52%, 
하부영역75%이상∙2차원해석 영역설정∙변위와 응력이 수렴된 측방한계3D와 하부한계 2D 

이상 적용 
하중 분배율 검토∙하중분배 산정식과 3차원 해석결과에 의거, 굴착시
와 연성 및 경성 숏크리트 설치시 분배율
50%-25%-25%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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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조사 설계 활용 ➡ 대안설계보고서 147쪽 참조

 미시추 구간 암반분류

 시추구간 암반분류 1차 암반분류(전기비저항 탐사) 2차 암반분류 (탄성파 탐사)

암 반 분 류 ( R Q D , 

RMR, Q)

암반등급 분포 기반암 특성 분석 구  분 Ⅱ Ⅲ Ⅳ 비  고

RMR 80-61 60-41 40~21 터널내 암반은 

대부분Ⅱ-Ⅲ

해석 적용 암반 

등급은 연암과

경암으로 구분

Q 84-4 4-0.2 0.2~0.01

일축압축강도(㎏/㎠) 900-1600 500-900 500~245

변형계수(×106t/㎡) 1.33 0.33 0.17

강도지수
점착력(t/㎡) 146.7 33.9 22.5

마찰각(。) 41.5 31.5 25

 연속체 해석  불연속체 해석

자료의 통계분석 input함수 regeneration BIPS조사 JRC분포함수 검증 점착력검증 마찰각 검증

UDEC해석 Key-Block해석

STA.1+280~1+340 STA. 1+340~1+460 STA. 1+460~1+520 STA. 1+520~1+596

NW, NS 방향 우세 NE방향 우세 절리면을 고려한 터널 안정성 검토

3. 터널 단면 계획 ➡ 대안설계보고서 150쪽 참조

검토 항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측방 여유폭 2.0m적용, 대형차량 전용도로로서의 적정성 검토 필요

 중앙 격벽부 상단 형상 시공이음부의 누수에 따른 배수성능 불량

 중앙 격벽부 중앙 격벽부 필요성 유무 검토

 공동구 단면 및 측벽 차량 추돌시 사고 방지 및 운전자의 위압감 유발

 배수 시스템 지하수와 오수의 통합처리로 수질오염 및 민원 발생

 
 측방 여유폭 단면 개선  중앙 격벽부 상단 형상 검토

광지원터널(측방

여유쪽 2.0m)의 

터널내 속도변화 

분석결과 설계속

도 80km/hr이상 

확보

원안설계

∙2-Arch터널의 중앙격벽
부 상단의 구조적 형상 
요인으로 중앙 격벽 배
수관이 막히고 시공이

음부 누수 발생➡ 지속

적 유지관리와     보수 
보강 필요 원 안 설 계 대 안 설 계

대안설계

∙중앙부 선진굴착과 중앙 격벽 구조를 갖는 1-Arch터널로 단면 형상을 

개선하여 누수, 결빙 문제점 해소

운전자의 주행안전성 확보위해 측방여유폭을 토공부와 동일한 2.0m적

용

  ➡환기 효율 향상 및 사고시 비상 차량 접근로로 활용

   중앙 격벽부 벽체 유무 검토

격벽 유무 구조 및 기둥 구조에 대한 환기 시뮬레이션 실시

검토 결과 
∙기둥구조 : 강제환기방식(제트팬ø1530X2대)∙벽체구조 : 자연환기방식

각 안별 환기 시뮬레이션 결과 제트팬이 필요없는 격벽구조 채택

 오염농도 해석결과(터널 출입부 오염물질 확산)

구  분 격벽없는구조 격벽구조 기둥구조

통행방식 대면교통 일방교통 대면교통

제트팬수
산출값 ø1530X1.78대 ø1530X0.12대 ø1530X1.78대

적용 ø1530X2대 자연환기 ø1530X2대

   공동구 단면 및 측벽 형상 개선                   오수 및 지하수 분리용 Precast Block
공동구 단면

∙터널 양측 하부공간을 이용, 광통신 

케이블 설치 공간 확보

측벽 형상

∙Configuration F형 측벽 적용으

로 차량충돌시 전도방지와 운전자 

압박감 해소 및 안정성 확보 

공동구 및 측벽형상 원안설계

∙지하수 및 오수 통 ․ 페합 처리로 수
질오염 및 민원 발생

대안설계

∙지하수 및 오수 분리용 Precast 

Block 신설 ➡오수 용량감소 및 유지관

리비 절감 ➡지하수를 소화용수로 활용

가능

오수 및 지하수 분리 시스템

                      
편평율 검토

 ∙대단면 편평율 적용기준
 ∙서울외곽순환도로 0.48~0.50
 ∙대안단면 : 0.45+중앙격벽

검토적용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0.45로 

하향조정

시설한계

∙횡단폭원=4@3.5+1.23(중분대)+2@ (좌측)+2@2.0(우측길어깨)=21.23m

∙건축한계=4.8m

기하구조 ∙평면곡선 

R=2017.3m 

 ∙종단경사 i=-0.3%  ∙편경

사 S=2%  

  ➡굴착량 최소화로 경제성 고려
 ∙자연환기를 고려한 중앙격벽을 구조체로 설계 
  ➡ 터널 안정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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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착공법 ➡ 대안설계보고서 155쪽 참조

 터널단면이 유사한 창신터널의 TBM 시공사례 및 가주터널 지반조건 분석에 의한 굴착방법 선정  취약구간 대처 방안

구분 창 신 터 널 가 주 터 널 TSP

개 요

TBM+NATM굴착

B=19.2m,H=9.6

m

연장 : 390m

NATM굴착

B=24.1m,H

=10.6m

연장 : 316m
보강공법

적 용 

사 유

창신터널은 발파진동에 의한 주변피해 및 민원발생 우려로 TBM선행굴착후 확대 발파 하였으나

주변여건과 암반강도, 경제성, 시공성 등을 감안할 때 NATM공법 적용이 바람직함

 굴착방법

지보패턴 P-1,2 : 중앙벽체 후시공∙중앙터널 관통 ➡ 본선터널 확폭 ➡중

앙벽체시공

∙중앙벽체 미설치 공간은 본선 터널 확

폭시 장비이동 통로 및 발파 대피 통

로 등으로 활용

지보패턴 P-3,4,5 : 중앙벽체 선시공∙중앙터널 관통 ➡ 중앙벽체시공 ➡본

선터널 확폭

∙중앙터널 굴착 및 벽체 선 시공후 본선을 

확폭함으로써 터널의 안정성 확보

관통부 보강 분석

∙관통부 3차원해석에 

의한 굴착영향범위산정

5. 발파설계 ➡ 대안설계보고서 164쪽 참조

 시추공시험발파 실시 거리별허용장약량
지질특성이 유사한 인근 터널현장이 없어 본선 가주터널구간 내의 시추공 시험발파 실시 ➡ 진동추정식 산정 ➡ 발파설계 및 영향권 분석에 적용   
시험발파결과를 회귀분석하고 설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5% 신뢰도식을 적용

 시험발파결과의 설계적용

암반강도에 맞는 적정한 장약량을 산출 
갱구 및 단층파쇄대 패턴인 P-4~5는 소음, 진동의 저감을 위해 에멀젼 폭약 적용
여굴방지와 굴착선 확보를 위해 외곽공에 Smooth  Blasting 공법적용 및 정밀폭약 사

용
발파진동에 의한 중앙격벽 균열방지를 위해 본선 천단부와 바닥부에 Line Drilling 적용 발파진동영향 분석(시점부)

 발파영향권 분석 및 대책 

시추공시험발파를 통해 진동추정식을 산정하여 발파영향 분석

시점부 독립가옥이 68m이격, 공사중 발파 진동 및 소음방지 대책수립➡NPS공법 및 방음문 계

획

6.표준지보패턴설계 ➡ 대안설계보고서 160쪽 참조

RMR-Q에 의한 암반분류

 지보재 선정 및 개선    지보량 산정

숏 크 리 트 Q-System에 의한지보량산정
강섬유보강 습식숏크리트 : 작업 공정 단순화, 공기 단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 적용 : 장기강도 및 내구성 확보

∙작업원 피해 방지         ∙환경 오염 감소

∙강도 증진으로 숏크리트 품질향상

록 볼트 강 지보

일반구간 : 이형강봉 록볼트
중앙터널 측벽부 : GRP록볼트 
적용 (본선확폭시 제거용이)
터널 천단부 : 레진형 록볼트

H-형강 :초기강성이 요구되는 

갱구부 및 단층대

격자지보 : 일반구간

 3차원 해석 Key-Block 해석 2차원 연속체 해석

2차원, 3차원 연속체 해석, 불연속체 해석, 

키블럭해석 등을 통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

한 결과 변위발생 및 지보재의 안정성 측면

에서 적용지보패턴은 적정한 것으로 판명됨

7. 갱구부 및 갱문설계 ➡ 대안설계보고서 167쪽 참조

 갱구부 위치 계획

시

점

부

원안설계시 갱구부 최대 절토고 31m이며 면벽형 갱문 적용하여 대규모 자연훼손 
및 운전자 심리적 부담감 제공

➡종단선형 1.5m 상향에 의한 NATM터널 갱구 위치 조정 및 원통절개형 갱문적
용으로 절토 영역 최소화 및 원 지형으로 복원

종

점

부

원안설계시 갱구부가 편압지형상에 놓여 최대 절토고 47m이며 별도의 사면보강공 

대책 없고, 면벽형갱문을 적용하여 대규모 자연훼손 및 운전자 심리적 부담감 제공

➡종단선형 1.5m 상향에 의한 NATM터널 갱구 위치 조정과 적극적인 사면 보강공법
(Rock Anchor+Rock Bolt)적용 및 원통절개형 갱문적용으로 절토영역 최소화

 갱문 형식 및 경관계획

원안은 구조적 단순미가 강조된 반면 대안은 주행자에게 쾌적성 부여와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형적 아름다움 추구

원 안
대 안 

시점부

대 안 

종점부

면벽식
원 통

절개식

원 통

절개식

 시인성 개선을 위한 갱구부 격벽 형상 변경

현황 : 터널출구에서 일반격벽구조 적용시 터널단면의 연
직성으로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감 유발

대책 : 터널출구의 격벽에 종곡선으로 터널단면에 곡선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시거확보 및 주행안정성 제고

 갱구부 터널굴착에 의한 취수정 영향분석

터널과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어 수리해석결과 취수정에 미치는 영향

은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절토부 시공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석북 마을내 대체 관정 개발후 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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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터널 안정성 해석 ➡ 대안설계보고서 171쪽 참조

 예비해석

하중분담율을 산정하기 위한 3차원 해석을 통하여 해석의 신뢰도 향상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석범위를 산정 (상부:지표, 측방:3D, 하부2D)

터널 입구부에 형성되는 편토압이 미치는 영향범위를 검토

  (터널 상부 5D 이상에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하중분배율 산정 편토압구간의 영향성 검토

연속체 모델에 의한 수치해석 불연속체모델에 의한 수치해석 블럭이론모델에 의한 수치해석 지하수 유동해석

9. 터널 구조물 해석 ➡ 대안설계보고서 176쪽 참조

 콘크리트 라이닝  개착터널
잔류수압 적정성 해석 본선 단면 설계 3 차 원 해 석 수 화 열 해 석

수치해석과 설계자료와 문헌을 
토대로 한 경험치를 비교하여 안
전측설계로 경험치를 적용

지보패턴별 설계이완 하중을 적
용하여 보강 여부 검토

(천정부D22@125,측벽부D19@12
5)

되메움 시공단계별 구조물 안정
성 검토

(천정부D25@125,측벽부D19@125)

Coulped Analysis

온도균열 평가 기준 만족

동절기 개착 터널 타설 금지

10. 내진설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작성 NATM구간의 내진설계 개착구간의 내진설계

건설교통부 제정 “내진설계기준
연구(1997.12)”를적용기준으로 
선정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 
대하여 각각의 성능수준을 만족
하는 단면검토

11. 부대시설 및 방재시설 ➡ 대안설계보고서 189쪽 참조

 유지관리, 이용 편의성 및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천정배열형 조명배치

터널 점검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 터널 공동구 덮개 경량화

쾌적한 주행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계획 : 천정배열형 조명배치, 자동크리닝 반사표지판

 터널내부 디자인  

시각적으로 단조로운 환경으로 인한 지루감 해소로 사고예방

∙터널 좌,우 측벽부 및 터널 중앙 격벽부에 부산의 파도형상을 내장디자인함

∙눈부심 경감 및 조명율 향상

∙균일한 노면휘도 유지

 터널내 포장

주변 환경오염 저감시설 공사중 주요 안전시설

공사중, 운영중 수질오염 예방 시설 계획  

∙공사중 : 일체형 고속응집 경사환 침전시스템

∙운영중 : 오, 폐수 분리 처리

공사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계획 

∙이동용 소화기, 간이 표지판∙낙뢰경보기 및 피뢰침 설치

로 발파시 안전 대책강구 ∙내구성 및 LCC측면 유리

12. 계측 계획
 시공중 계측관리 계획  유지관리계측

계측결과의 신속한 
분석과미시공구간의 Feed Back을 
통한 계측관리 계획 수립

상대적으로 취약한 갱구부 및 
저토피부와 심한편압지형은 
별도관리계측으로 분리하여 
계측항목추가 계획

라이닝 응력,격벽 축력 측정

 중앙 터널 계측 결과 활용계획 내공 및 천단 변위측정 본선 터널 굴착시 계측 자료 활용

중앙터널 시공중 계측된 계측자료의 역해석에 의한 터널거동평가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암반 초기응력 및 탄성계수 재산정

수치해석을 통한 지보의 적정성 판단(재평가된 암반물성치)

동일구간 통과시 발파패턴 및 지보 재검토 적용으로 안전시공유도

13. 방 ․ 배수 및 유지관리 ➡ 대안설계보고서 182쪽 참조

방수설계 배수설계 배수구 유지관리 시스템   

NATM터널 : ECB 시트 방수  

시공이음부에 특수지수판 설치로 격실 방수

시스템 적용 

개착터널 : MAS방수 + 폴리에틸렌 단열재 

배면지하수와 세척수 및 노면수의 분리배수 

시스템

배면 지하수 재활용 계획 수립

 ∙터널내 벽면청소, 소화용수 등

측방배수관 확대로 유지관리 가능(ø100
→ø150) 

종방향 배수관을 유지관리가능 구조로 계획

∙상단개구형 프리캐스트 배수구 설치

배수시스템 대구경측방배수관 3차원 지하수 유동분석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계획  유지관리장비의 기계화로 효율성 증대 벽면 세척수 정화설비

공사중 수집자료를 전산화하여 발주기관에 인계

벽면 세척수 정화 설비로 주변환경 보존

배수관 이물질을 공사완료시 완벽히 제거하여 배수기능 

확보(젯트크리닝에 의한 청소)

신속한 작업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등기구 청소기계(2회/년)

∙터널벽면 청소기계(2회/년)

∙배수관 청소기계

14. 신기술 신공법 및 설계 개선사항 ➡ 대안설계보고서 193쪽 참조

시공개선

배면주입공법(NSNB) 주입패커 선단에 특수파이프 설치로 밀실주입 및 라이닝 균열방지 터널 천정부 전구간

GRP록볼트 중앙터널 측벽의 확폭굴착시 굴착장비 보호 및 시공성 향상 중앙터널 측벽부

공동구 기계화시공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단축 및 경제성 향상 터널측벽 공동구

록볼트 천공홀 흡입장치 측벽 천공홀 내부 슬러지 제거로 작업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극대화 터널측벽부 천공홀

유지관리 공동구 덮개경량화 프리캐스트 제품으로 품질향상 및 경량으로 유지관리시 개폐 양호 측벽 공동구 전구간

설계개선

사항

VE,LCC 분석 터널단면, 대절토부 터널화방안, 굴착공법 등 최적화 설계 지양 터널계획시 전공종

시추공 시험발파 적정 장약량 산정 및 민원 방지 대책 수립 발파패턴 설계

수리영향 검토 터널굴착에 의한 지하수 유동 분석 터널 전구간

갱문경관설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경관계획 시종점 갱문형식

환  경

오폐수 분리시스템 송정천 오염방지 및 주변 환경 오염 방지 터널측벽 배수

자연표토복원공법 절토사면의 안정 및 녹화 갱구부 절토사면

알카리프리계급결재 무독성 급결재 사용으로 인체무해 및 작업환경개선, 리바운드량 감소 숏크리트 배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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