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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ity center, the aboveground structures 

are saturated, and the development of underground structures becomes importa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reinforcement construction method for the pillar 

part of the adjacent tunnel that can secure stability, economy, and workability to the 

site. In this study, the tunnel pillar reinforcement method using prestress and grouting 

was reviewed. There are various reinforcement methods that can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the side tunnel, but as the tunnel pillar construction method using prestress 

and grouting is judged to be excellent in field applicability, st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heoretical and numerical analysis of the actual 

behavior mechanism. Therefore, a scaled-down model experiment was conducted. 

The reduced model experiment was divided into PC stranded wire + steel pipe rein-

forcement grouting + prestress (Case 1), PC strand +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Case 2), and no reinforcement (Case 3), and the displacement of the pillar and the earth 

pressure applied to the wall were measured. Through experiments, it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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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PC stranded wire +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 prestress method is the most excellent reinforcement 

method among various construction methods. It was judged that it could be derived.

Keywords: Prestress, Grouting, Side tunnel, Pillar, Model experiment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프리스트레스와 그라우팅을 이용한 터널 필라부 보강공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병설터널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보강법들은 다양하지만 프리스트레스와 그라우팅을 이용한 터널 필라부 공법이 현장적용성, 안정성, 경제성

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실질적인 거동 메커니즘의 이론적 검토 및 수치해석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축소모

형 실험을 진행하였다. 축소모형 실험은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 프리스트레스(Case 1),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Case 2), 무보강(Case 3)으로 나누어 필라부의 변위와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여

러 공법 중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 프리스트레스 공법은 가장 우수한 보강공법임을 확인하였고 추후 현장실

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현재 적용되는 보강공법보다 변위 제어 및 부재력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도

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주요어:프리스트레스, 그라우팅, 병설터널, 필라부, 모형 실험

1. 서 론

현재 도심지의 인구 집중으로 지상의 구조물의 포화상태로 지하구조물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인구 

밀집화가 일어남에 따라 지상의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지하를 이용한 교통 

터널 시공 및 설계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구의 밀집만큼 건축물들 또한 밀집되어있어 시공을 

진행하는데 환경적으로나 주변구조물의 간섭이나, 민원 등으로 시공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민원발생은 

대처기간의 소요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를 야기한다(Sin et al., 2009). 국내 터널을 시공

할 때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터널을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지 

지반조건에 가장 적합한 지보패턴 및 굴착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Nam, 1999). 따라서 현재 종합적인 문제점들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병설 터널시공이 각광받는 추세이다. 지하 공간 설계 기술이 많이 발전된 현 상황으로

는 터널의 단면이 큰 장대터널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설터널로는 크게 일반 병설

터널과 2아치 터널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든 하중이 중앙벽체에 집중, 누수현상이 자주 발생, 터

널의 공정이 복잡하여 공기가 길고 공사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더욱 최소화하여 안정성, 경제

성,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보강공법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근접병설터널의 경우 터널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일반적인 터널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데, 특히 좁은 필라부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필라부의 적정한 거동특성을 반영한 필라부 보강공법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필라부 보강공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축소모형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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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보강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따른 터널의 거동 특성이나 강관과 그라우트재가 주입된 복합 영역에 대한 연

구가 대표적이다(Sin et al., 2021). 본 논문은 근접병설터널의 시공법에 관한 것으로 필라부에 천공 후 강관보강

재를 삽입하여 가압그라우팅과 프리텐션을 가하여 지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변위를 최소화함

으로써 터널의 시공성,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다. 근접병설터널 시공시 중앙벽체와 같은 별도

의 구조물을 시공하지 않고 터널 필라부 지반을 압축시켜(필라부 강도증가) 터널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강관동시

가압그라우팅으로 상부의 응력집중에 대하여 응력저항이 가능하며, 강관과 강연선 설치로 인해 필라부 지반의 

전단강도 증가 및 필라부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그에 따라 필라부 강도증가로 공정 단순화, 공기단축, 공사비 감

소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근접병설터널에서 기존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공법으로 타이볼트 공법이 있다. 타이볼트 공법으로 시공시 필

라부에 상부하중 및 응력집중현상이 일어나 상부 보강재에 부담이 증가하고 필라부의 변위 및 그라우팅 품질저

하의 단점이 있다. 하지만 프리스트레스와 그라우팅을 사용한 필라부 보강공법은 인장력을 이용하여 구속압을 

생성, 그에 따라 필라부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압력그라우팅에 따른 그라우트 품질 개선효과로 원지

반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며, 보강재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보강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

문의 시공 순서는 선행터널굴착, 선행터널 보강실시, 후행터널 보강실시, 인장 및 정착실시로 이루어진다. 실제 

시공 순서는 천공위치 표시, 필라부 천공, 강관조립 및 삽입, 주입구 코킹, 필라부 압력 그라우팅, 가압블럭 설치 

및 임시고정, 후행터널 굴착 및 가압블럭 설치, 강연선 인장 및 정착으로 이루어진다.

2.1 병설터널 주변응력

병설터널의 필라부 위치에 각 터널의 상호 간섭을 받은 효과로 인해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한다. 터널 폭(W0)

과 필러 폭(Wp)의 비에 따라 필러부의 작용하는 응력이 나타내는 힘을 Fig. 1로 나타냈다. 필러 폭이 작아질수록 

(a) Ratio of tunnel width/pillar width : infinity (b) Ratio of tunnel width/pillar width : 



 = 1

Fig. 1. Stress concentration pattern of side tunnel (Ki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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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에 작용하는 평균 연직 응력의 거리가 커지고 접선응력과 연직응력의 비(
 )가 작아지게 된다(Hoek and 

Brown, 1980). 또한, 병설터널에서는 필러에 작용하는 하중이 주응력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Fig. 2는 수평방향 병설터널에서 필러에 작용하는 수직주응력과 수평주응력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수직주

응력이 작용하였을 때 필러에 작용하는 응력이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수평방향으로 주응력이 가해졌을 때 터널이 

(c) Ratio of tunnel width/pillar width : 



 = 2 (d) Ratio of tunnel width/pillar width : 




 = 3

(e) Ratio of tunnel width/pillar width : 



 = 4 (f) Ratio of tunnel width/pillar width : 




 = 5

Fig. 1. Stress concentration pattern of side tunnel (Kim, 2017) (continued)

(a)Verticality principal stress (b)Horizontality principal stress

Fig. 2. Principal stress pattern of the left and right sid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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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막 역할을 하여 내부 필러에 작용하는 응력이 작아지게 된다. 이를 응력 그림자(stress shadow)라고 하며, 측

압계수 K0 > 1인 경우에 적용된다.

Fig. 3은 수직방향 병설터널에서 필러에 작용하는 수직주응력과 수평주응력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주

응력()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상부터널에 의하여 응력그림자가 발생하게 되고 중앙 필러의 응력이 작

아지게 된다. 반면 K0의 경우 주응력 방향은 수평으로 작용하여 필러의 응력은 커지게 된다(Hoek and Brown, 

1980).

(a) Vertical principal stress (b) Horizontal principal stress

Fig. 3. Principal stress pattern of the up tunnel between the top and bottom

3. 실내모형 실험

3.1 실험개요

본 실험은 병설터널의 터널 필라부 보강에 있어 프리스트레스 및 그라우팅을 이용하여 보강하는 공법에 대한 

실험이다. 이는 기존의 Tie-Bolt 공법 대비 밀실한 그라우팅체 형성이 가능하며, 후행터널 굴착후 인장보강재를 

설치하며 필라부 구조체와 인장재가 분리되어 인장효과 극대화 효과를 보인다. 또한 강관그라우팅체에 의한 상

부 집중하중에 대한 저항을 보인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강관 + PC강연선 보강공법에 대하여 축소율을 적용

하여 제작되었으며, 지반의 경우 일축압축시험을 통하여 1:20의 축소율로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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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소모형 장비

축소모형 장비는 Fig. 4와 같이 구성하였다. 실제 공법과 같이 강관, 그라우팅, 강연선, 가압판을 축소하여 구성

하였다. 보강공법에 대한 지반 거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드셀 및 토압계를 사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필라부

의 상세도는 다음 Fig. 5와 같다.

Fig. 4. Miniature test equipment

Fig. 5. Pillar detai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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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조는 Fig. 6과 같이 640*250*678 (mm)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토조를 구성하고 있는 아크릴은 터널 벽체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인 터널 단면에 Flexibility Ratio를 적용하였다. 다음 Fig. 6과 Fig. 7은 실험 장비에 대한 사

진이다.

Fig. 6. Miniature model earthenware

(a) Fixed plate (b) Fixed plate + Support fixture (c) Dial gauge

Fig. 7. Experimental detail equipment

Fig. 7과 같이 고정판을 설치하여 인장헤드와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강연선 인장시 발생하는 보강재

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장지지대를 설치하였고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여 변위를 측정하였다.

식 (1)을 활용하여 직경 10 m의 터널에 대해 축소모형 터널이 동등한 휨 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산출하였으며, 

식 (2)와 같이 축소모형의 탄성계수(아크릴)를 고려하여 모형 터널 숏크리트의 최적 두께를 산정하였다. 상사법

칙에 의해 산출된 결과는 Fig.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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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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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 실제터널 휨강성,   : 탄성계수,  : 단면 2차 모멘트

 : 숏크리트 두께,  : 터널 직경,   : 프아송비

  : 축소모형 터널 직경,   : 축소모형,   : 축소모형 탄성계수

Fig. 8. Calculation of tunnel thickness in a small model

조건에 따르면 아크릴로 제작된 축소모형 터널은 직경 500 mm이며 두께는 약 9.4 mm의 아크릴로 제작이 되

어야 하나 상용화 되고 있는 아크릴의 규격을 고려하여 직경 500 mm와 두께는 10 mm로 제작을 하였다. 이는 실

제 터널 대비 약 1:20의 축소율이다.

선행터널과 후행터널이 굴착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장력 및 필라부의 거동 파악을 위하여 센서를 활용하였다. 

보강재에 가해지는 힘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터널, 후행터널 축소모형 부분에 로드셀과 토압계를 각각 하나씩 

활용하였다. 또한 지반 내에 토압계 두 개를 활용하여 필라부 지반 거동을 파악하였다. 사용된 로드셀(인장 및 압

축)의 용량은 500 kg, 로드셀(압축)의 용량은 100 kg, 토압계의 용량은 100 kg이다. 보강재 형성은 토조 조성과 

동일하게 1:20의 축소율을 사용하였다. 실제 강관, 강연선, 가압블럭의 규격과 사용한 축소모형 강관, 강연선, 가

압블럭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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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inforcement specifications

Division Steel pipe Strand Pressure block

Actual standard 48.6 mm / 3.2 t 15.2 mm 300*300*12 t

Scale model specification 2.5 mm / 0.5 t 1 mm 15*15*1 t

축소율 1:20을 고려하면 강관, 강연선, 가압블럭 모두 사용한 축소모형 보강재보다 규격이 크지만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사한 규격을 사용하였다. 제작한 보강재는 Fig. 9와 같다. 이는 실제 보강재와 같

이 커플러를 통해 강연선과 강관을 고정하였으며, 강관 외부에 구근체를 형성하였다.

Fig. 9. Formation of miniature reinforcement

그라우팅을 통한 구근경은 지반 조건에 따라 Ф200~Ф800 mm의 구체를 형성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그라우

팅의 구근경은 2D로 형성하였다(Seo et al., 2016). 인장에 있어 스프링을 활용하여 최대한 미세하게 작동이 가능

하도록 하였고, 이는 스프링 저울을 활용하였다.

3.3 축소모형 지반 조성

실제 지반의 축소율에 맞는 축소모형 지반 조성을 위해 함수비를 다르게 하여 Case를 구성 후 일축압축시험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일축압축시험 장비는 Fig. 10과 같다.

일축압축시험은 사질토에 함수비만을 다르게 하여 진행하였기에 측방구속을 하여 변형 또는 응력제어방법

으로 축하중을 가하여 변형계수를 파악하였고, 다짐기를 활용하여 층다짐을 하였다. 이는 KS F 2314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몰드의 직경 14 cm, 높이는 25 cm이며 면적은 153.94 cm2, 체적은 3,848.45 cm3이다. 

다짐에너지 산출 방법은 식 (3)과 같다.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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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에너지 산출 결과 1회 타격한 Case의 다짐에너지는 0.0026 kg ‧ cm/cm3이며, 2회 타격한 Case의 다짐에너

지는 0.005 kg ‧ cm/cm3으로 나타났다.

Fig. 10. Uniaxial compression test equipment

3.4 일축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은 총 6의 Case로 진행되었으며, 함수비와 타격 횟수에 차이를 두어 진행하였다. 각 Case와 Case

별 변형계수 값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Uniaxial compression test

Division Sandy soil (kg) Water (kg)
Water content by 

weight (%)
Number of blows

Modulus of 

deformation (MPa)

Case 1 9.5 0.5   5 1   8.644

Case 1-1 9.5 0.5   5 2 13.228

Case 2 9 1 10 1   6.247

Case 2-1 9 1 10 2   7.650

Case 3 8.5 1.5 15 1   3.288

Case 3-1 8.5 1.5 15 2   4.864

실험체를 일축압축시험기의 하부 가압판 중앙에 놓고 시험체에 압축이 가해 지지 않도록 상부 가압판을 밀착시

킨다. 그 후 변위계 하중계의 영점을 조정한다. 매분 1%의 축방향 변형이 생기는 비율을 표준으로 하여 연속적으

로 시험체를 압축시킨다. 압축 중에는 압축량 와 압축력 P를 측정한다. 압축량과 압축력의 측정 간격은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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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곡선을 매끄럽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한다. 연속적으로 기록 하지 않는 경우는 압축력의 최대값까지는 압

축량 0.2 mm, 그 이후는 0.5 mm를 넘지 않는 간격이 바람직하다. 압축력이 최대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변형이 2% 

이상 생기거나, 압축력이 최대값의 2/3정도로 감소하거나 또는 압축 변형률이 15%에 도달하면 압축을 종료한다.

축소모형 실험은 원지반 대비 1:20의 상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반 조성 또한 1:20으로 형성한다. 실제 풍

화암의 지반정수를 활용하여 실험할 예정이며, 풍화암의 변형계수를 일축압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Case (Case 1-1)를 사용한다. 1:20으로 축소한 풍화암의 지반정수와 축소모형 실험에 사용되는 Case는 Table 3

과 같다.

Table 3. Results of ground composition through uniaxial compression test

Division Shame Unit

Weathered rock
Ground strain factor 260 MPa

1/20 reduction coefficient of strain 13 MPa

Scale model experiment

Mixing ratio Sand 9.5 Kg

(Case 1-1) Water 0.5 Kg

Number of commitments 2 Number

Commitment energy 0.005 kg ‧ cm/cm3

Strain coefficient 13.228 MPa

3.5 축소모형 실험

본 실험은 제작된 축소모형 토조에 축소율을 적용한 풍화암을 조성하여 진행하였다. 필라부에 작용하는 토압 

및 변위의 비교 검토를 위하여 보강종류에 따른 3가지의 Case로 진행된다. Case 1은 프리스트레스 + 강관그라우

팅 + 강연선이며, Case 2는 강관그라우트 + 강연선, Case 3은 무보강이다. Case 1의 실험을 위해 고정판을 설치해 

인장헤드와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설치하였으며, 강연선 인장시 발생하는 보강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

장지지대를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5.1 Case 1

Case 1의 경우 PC강연선을 선행터널 굴착 후 가인장, 후행터널 굴착 후 인장하는 보강공법이다. 실험에서 사

용한 인장력은 25 kg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선정이유로는 실제 공법에서 인장헤드로 정착을 시키지만 축소모

형 실험의 경우 지금 1 mm의 강연선을 정착시키기 위해 볼트체결로 고정을 하였다. 단단히 고정 시 강연선의 손

상으로 약 30 kg의 인장력을 가할 시 강연선의 파손으로 축소모형 시 25 kg으로 제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선

행터널 가인장 및 후행터널 인장 시 인장력은 25 kg으로 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장력은 약 22~23 kg으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축소모형 실험은 실제 보강공법의 시공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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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의 수렴을 2시간으로 가정하여 각 단계별 2시간의 대기시간을 두었다.

① 선행터널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Fig. 5의 지지대를 제거(선행터널 굴착)

② 선행터널 부분 레버를 돌려 선행터널 부분에 가인장(선행터널 가인장 및 정착)

③ 후행터널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Fig. 5에 있는 지지대를 제거(후행터널 굴착)

④ 후행터널 부분 레버를 돌려 후행터널 부분에 인장(인장 및 정착)

Case 1의 시공단계별 변위 측정 실험 결과는 Table 4와 Fig. 11에 나타나있다.

Case 1의 경우 선행터널의 최대 변위는 가인장 후 변위 수렴단계에서 1.221 mm, 후행터널의 최대 변위는 후행

터널 인장시 1.201 mm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변위는 각각 0.902 mm, 1.056 mm로 나타났다.

Table 4. Case 1 displacement

Division Displacement (mm)

Construction stage Leading tunnel Trailing tunnel

Excavation of leading tunnels 0.750 -

Two hours after excavation 0.781 -

Leading tunnel temporary tension 1.196 -

Two hours after temporary tension 1.221 -

Excavation of a trailing tunnels 0.963 0.933

Two hours after excavation 0.944 1.162

Trailing tunnel tension 0.778 1.201

Two hours after tension 0.902 1.056

Maximum 1.221 1.201

Fig. 11. Case 1 displacement graph

Case 1의 시공단계별 토압 측정 실험 결과는 다음 Table 5 및 Fig. 12와 같다.

Case 1의 경우 선행터널 및 후행터널의 최대 토압은 후행터널 인장단계에서 각각 108.29 kPa, 81.046 kP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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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최종 토압은 각각 63.046 kPa, 61.936 kPa로 나타났다.

Table 5. Case 1 earth pressure

Division Earth pressure (kPa)

Construction stage Leading tunnel Trailing tunnel

Basics   61.838 61.446

Excavation of leading tunnels   35.476 42.042

Two hours after excavation   61.446 59.486

Leading tunnel temporary tension   60.858 42.434

Two hours after temporary tension   61.348 44.884

Excavation of a trailing tunnels   56.35 25.48

Two hours after excavation   59.976 27.93

Trailing tunnels tension 108.29 81.046

Two hours after tension   63.406 61.936

Maximum 108.29 81.046

Fig. 12. Case 1 earth pressure graph

3.5.2 Case 2

Case 2의 경우 Case 1에서 선행터널 굴착 후 가인장, 후행터널 굴착 후 인장하는 단계를 제거한 보강공법으로 

진행하였다. 축소모형 실험은 실제 보강공법의 시공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여 다음과 같다.

변위의 수렴을 2시간으로 가정하여 각 단계별 2시간의 대기시간을 두었다.

① 선행터널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Fig. 5의 지지대를 제거(선행터널 굴착)

② 선행터널 부분 레버를 돌려 선행터널 부분에 PC강연선 고정

③ 후행터널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Fig. 5의 지지대를 제거(후행터널 굴착)

④ 후행터널 부분 레버를 돌려 후행터널 부분에 PC강연선 고정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Yeon-Deok KimㆍSoo-Jin LeeㆍPyung-Woo LeeㆍHong-Su YunㆍSang-Hwan Kim

508

Case 2의 시공단계별 변위 측정 실험 결과는 다음 Table 6 및 Fig. 13과 같다.

Case 2의 경우 선행터널과 후행터널의 최대 변위는 최종 토압인 후행터널 굴착후 2시간 경과 단계에서 1.41 

mm, 1.43 mm로 나타났다.

Table 6. Case 2 displacement

Division Displacement (mm)

Construction stage Leading tunnel Trailing tunnel

Excavation of leading tunnels 0.891 -

Two hours after excavation 1.180 -

Excavation of a trailing tunnels 1.352 1.053

Two hours after excavation 1.411 1.434

Maximum 1.411 1.434

Fig. 13. Case 2 displacement graph

Case 2의 시공단계별 토압 측정 실험 결과는 다음 Table 7 및 Fig. 14와 같다.

Case 2의 경우 선행터널 및 후행터널의 최대 토압은 원지반에서 각각 62.72 kPa, 62.034 kPa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토압은 각각 59.976 kPa, 58.016 kPa로 나타났다.

Table 7. Case 2 earth pressure

Division Earth pressure (kPa)

Construction stage Leading tunnel Trailing tunnel

Basics 62.72 62.034

Excavation of leading tunnels 36.75 47.04

Two hours after excavation 60.858 60.466

Excavation of a trailing tunnels 56.154 35.476

Two hours after excavation 59.976 58.016

Maximum 62.72 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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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ase 2 earth pressure graph

3.5.3 Case 3

Case 3의 경우 무보강으로 진행하였다. 축소모형 실험은 실제 보강공법의 시공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여 

다음과 같다.

변위의 수렴을 2시간으로 가정하여 각 단계별 2시간의 대기시간을 두었다.

① 선행터널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Fig. 5의 지지대를 제거(선행터널 굴착)

② 후행터널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Fig. 5의 지지대를 제거(후행터널 굴착)

Case 3의 시공단계별 변위 측정 시험 결과는 다음 Table 8 및 Fig. 15와 같다.

Case 3의 경우 선행터널과 후행터널의 최대 변위는 최종 토압인 후행터널 굴착후 2시간 경과 단계에서 1.54 

mm, 1.47 mm로 나타났다.

Table 8. Case 3 displacement

Division Displacement (mm)

Construction stage Leading tunnel Trailing tunnel

Excavation of leading tunnels 0.923 -

Two hours after excavation 1.321 -

Excavation of a trailing tunnels 1.525 1.151

Two hours after excavation 1.542 1.474

Maximum 1.542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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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ase 3 displacement graph

Case 3의 시공단계별 토압 측정 실험 결과는 다음 Table 9 및 Fig. 16과 같다.

Case 3의 경우 선행터널 및 후행터널의 최대 토압은 원지반에서 각각 62.818 kPa, 62.426 kPa로 나타났다. 또

한 최종 토압은 각각 60.858 kPa, 61.152 kPa로 나타났다.

Table 9. Case 3 earth pressure

Division Earth pressure (kPa)

Construction stage Leading tunnel Trailing tunnel

Basics 62.818 62.426

Excavation of leading tunnels 32.83 42.924

Two hours after excavation 61.446 60.662

Excavation of a trailing tunnels 53.704 36.75

Two hours after excavation 60.858 61.152

Maximum 62.818 62.426

Fig. 16. Case 3 earth pressur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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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축소모형 실험 결과 분석

본 실험은 제작된 필라부 축소모형 토조에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 인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필라부의 보강 형태에 따라 3가지 Case로 진행하였으며, Case는 무보강,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 인장(25 kg)으로 진행하였다. 변위는 PC강연선 + 강관보

강 그라우팅 + 인장(25 kg),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무보강 순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PC강

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 인장(25 kg) 선행터널의 경우 무보강 대비 약 21%의 변위 절감을 보이며, 후행터널

의 경우 약 19%의 변위 절감을 보인다.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선행터널의 경우 무보강 대비 약 8%의 변

위 절감을 보이며, 후행터널의 경우 약 3%의 변위 절감을 보인다. 토압은 PC강연선 인장시 토압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며, 인장 없이 PC강연선 + 강관보강 및 무보강의 경우 토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무

보강의 경우 변위가 크게 나타나 조금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토압의 최종 변화량을 비교 검토해보면 PC강

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 인장(25 kg) 선행터널의 경우 무보강 대비 약 55%의 측정치를 보이며, 후행터널의 

경우 약 12%의 측정치를 보인다.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선행터널의 경우 무보강 대비 약 69%의 측정치

를 보이며, 후행터널의 경우 32%의 측정치를 보인다.

4. 결 론

본 논문은 병설터널의 터널 필라부 보강에 있어 프리스트레스 및 그라우팅을 이용한 보강공법에 대한 연구로

서 축소모형 실험을 진행하였다. 축소모형 실험은 동일한 지반 조건하에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 + 프리

스트레스(이하 Case 1, PC강연선 + 강관보강 그라우팅(이하 Case 2), 무보강(이하 Case 3) 공법에 대하여 진행을 

하였다. 축소모형 실험은 병렬터널의 굴착을 모사하여 필라부의 변위와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필라부의 변위는 Case 1에서 선행터널 및 후행터널에서 최대 변위는 각각 1.221 mm, 1.201 mm, 

Case 2에서 선행터널 및 후행터널에서 최대 변위는 각각 1.411 mm, 1.434 mm, Case 3에서 선행터널 및 후행터

널에서 최대 변위는 각각 1.542 mm, 1.474 mm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이 변위는 터널 안쪽으로의 변위를 나타낸

다. 변위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터널의 거동이 심하다는 것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위가 

가장 작은 Case 1이 가장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벽체에 걸리는 토압은 Case 1에서 선행터널 및 후행터널에서 최대 토압은 각각 108.29 kPa, 81.046 kPa, 

Case 2에서 선행터널 및 후행터널에서 최대 토압은 각각 62.72 kPa, 62.034 kPa, Case 3에서 선행터널 및 후행터

널에서 최대 토압은 각각 62.818 kPa, 62.426 kPa로 나타났다. 토압은 Case 1을 제외한 Case 2, Case 3의 경우 초

기 원지반상태의 토압이 가장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초기 토압대비 최종단계의 토압의 차이는 Case 1에서

0.49~1.568 정도 PC강연선에 프리스트레스를 주어 토압의 증가를 보였으나, Case 2 및 Case 3은 각각 -2.744~ 

-4.018, -1.274~-1.96로 토압은 감소 하였다. Case 1의 경우는 원지반에 비해 실험 후 토압이 증가하였으므로, PC

강연선이 인장함에 따라 지반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ase 2, 3의 경우 실험 후 필라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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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이 양측 터널 쪽으로 거동하여 토압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Case 1이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보강공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ase 1과 같이 보강을 하여 변위를 억제 및 회복하면서 토압도 회복된다는 결과이며, Case 2 및 Case 3의 

경우는 굴착으로 지반이 이완되어 불안정상태가 된다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Case 1의 공법이 안정성 측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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