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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afe and economical pillar reinforcement 

method when very near-twin tunnels with a minimum interval of 1 m passes through 

a soft zone such as weathered soil or weathered rock. A standard cross-sectional view 

of a two-lane road tunnel was applied to suggest a pillar reinforcement method for the 

very near-twin tunnels. The thickness of the pillar was 1 m. The ground condition 

around the tunnel was weathered soil or weathered rock. There were four reinforcement 

methods for pillar stability evaluation. These were rock bolt reinforcement, pre-stressed 

steel strand reinforcement,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reinforcement,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 prestressed steel strand reinforcement. When the ground condition was 

weathered soil, only the pillar reinforced the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 prestressed 

steel strand did not failed. When the ground condition was weathered rock, there were 

no failure of the pillar reinforced the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or the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 prestressed steel str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reinforcement played a role in increasing the stability of the upper part 

of the pillar by supporting the upper load applied to the upper part of the pillar.

Keywords: Very near-twin tunnels, Pillar, Horizontal steel-pipe reinforcement, 
Numerical analysis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개 터널의 간격이 최소 1 m이내인 초근접 병설터널이 풍화토 또는 

풍화암같은 연약대를 통과하는 경우에 대해 안전하며 경제적인 필라보강방법을 제시하

는데 있다. 초근접 병설터널의 필라부 보강방법 제시를 위하여 2차로 도로터널 표준단

면도를 적용하였다. 필라부의 두께는 1 m로 가정하였다. 터널 통과 주변 지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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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토 또는 풍화암으로 가정하였다. 필라부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4가지 보강 방법, 록볼트 보강, pre-stress 강연선 보

강, 필라부 상부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보강, 수평 강관 보강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선 보강 조건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터널 주변 지반조건이 풍화토인 경우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선 보강 조건만 필라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터널 주변 지반조건이 풍화암인 경우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조건과 수평강관 보강 + 그라

우팅 + pre-stress 강연선 보강 조건인 경우에서만 필라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은 필

라부 상부에 가해지는 상부하중을 지지하여 필라부 상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초근접 병설터널, 필라부, 수평강관 보강공법, 수치해석

1. 서 론

최근 들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터널 건설시 대단면 단선 터널보다는 병설터널로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에 있다. 일반적으로 병설터널 건설시 각 터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접한 2개 터널의 최소 간격은 터널 직경

(1.0D)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도심지에서 터널의 입출구를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매입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환경 보호 규제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라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터널 입출구부의 위

치는 엔지니어의 공학적인 판단이 아닌 민원 등으로 터널 직경 이상으로 이격시켜 건설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도심지 인구증가에 의한 교통난 해소 및 지상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 교통 터널 건설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 터널과 지하 본선 터널의 접속부에서 

터널 간격을 터널 직경만큼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터널 간격이 1.0D 미만인 병설터널 건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근접 병설터널 수요에 부응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터널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1.0D 

미만의 터널 필라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필라부 보강공법들이 연구되고 개발되는 실정이다.

보강되지 않은 터널 필라부에 대한 안정성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You and Kim (2011)은 

병설터널 필라 폭을 0.25D (2.875 m)에서 1.5D까지 변화시켜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암반 II 등급 및 암반 

III 등급 지반에 적용한 필라의 안정성은 Hoek and Brown (1980)의 강도응력비 > Matsuda et al. (1997)의 경험

식 > 수치해석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모든 필라 폭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Lee et al. (2013)은 2차로에서 4차

로로 확폭되는 병설터널에서 필라 폭을 0.19D에서 0.81D까지 변화시켜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필라의 안

정성은 Hoek and Brown (1980)의 강도응력비 > Matsuda et al. (1997)의 경험식 > Peck (1969) 방법 순으로 평가

되었다. 필라 폭 3.68 m (0.19D)에서 Peck (1969) 방법만 불안정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모두 안정성

이 확보되었다. Park et al. (2018)은 복층본선터널과 램프터널의 접속구간 필라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지반은 암

반 III등급에 해당하고 필라 폭을 0.5 m에서 4 m까지 변화시켜서 Hoek and Brown (1980)의 강도응력비로 안정성

을 검토하였다. 필라 폭이 1.3 m 이상이여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Kim and Kim (2017)은 2차로 병설도로터널에

서 필라 폭 0.25D (2.9 m), 0.5D, 1.0D, 1.5D 및 2.0D의 5개 경우와 5개의 암반등급을 조합하여 필라의 안정성을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Pillar stability in very near-twin tunnels

701

평가하였다.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Hoek and Brown (1980)의 강도응력비, Matsuda et al. (1997)의 

경험식과 Peck (1969) 방법을 적용하였다. La and Kim (2016)은 본선터널과 분기터널의 이격거리를 본선터널의 

직경(D)을 기준으로 0.1D부터 2.0D까지 변화하는 조건과 지반조건을 암반등급에 따라 1~5등급으로 변화하는 

조건들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필라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필라보강공법들이 연구되었다. Seo et al.(2012)은 연암에 건설되는 도심

지 내 지하저류용 터널 필라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필라는 철근,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PC강연선 및 가압 

그라우팅으로 보강되었고 필라폭은 8.5 m이다. Mohr-Coulumb 파괴포락선으로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Kim and Kim (2007)은 암반 III등급에 건설되는 비대칭 근접 병설터널의 필라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필라부는 

록볼트 또는 PC강선으로 보강하였다. 6가지 경우의 필라폭(0.25D (3.6 m), 0.5D, 0.75D, 1.0D, 1.5D, 2.0D)과 록

볼트 또는 PC강선에 8가지 경우의 Pre-tension (0, 25, 5, 7.5, 10, 15, 20, 30 tonf) 적용을 조합하여 평가하였다. 

Hoek and Brown (1980)의 강도응력비와 강도감소법을 적용하여 필라의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모두 경우에서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Lee et al. (2018)은 암반 IV등급인 지반에 건설되는 본선터널과 램프터널 사이의 필

라를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필라 보강공법인 지압판 + Tie 보강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

안된 프리스트레스 가한 강연선을 적용한 일반 loop형 보강방법 및 입체 loop 보강방법을 비교하였다. Hoek and 

Brown (1980)의 강도응력비로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최소 필라폭이 2.3 m는 확보되어야 하고 보강효과는 

입체 loop 보강방법, 일반 loop형 보강방법, 지압판 + Tie 보강방법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ark and Choi 

(2015)는 2차로 병설터널의 중앙 필라부 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텐션볼트 보강효과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지반조건은 암반 IV와 V등급이고 토피고는 1D, 2D 및 5D, 필라 폭은 0.25D (2.875 m)~0.5D (5.75 m)이다. 

응력비와 강도/응력비(strength/stress ratio) 적용하여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필라의 안정성은 토피고와 

필라폭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An et al. (2014)은 암반 II등급과 III등급에서 전단면 굴착으로 건설되는 

2차로 병설터널의 폭 2 m의 필라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2가지(무보강과 Tie-Bolt 보강) 경우의 병설터널 필라에 

대하여 Peck (1969)방법, Matsuda et al. (1997) 경험식, 지류론(Tributary theory) 및 Numerical analysis을 적용

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필라의 안정성은 Matsuda et al. (1997) > Numerical analysis > 지류론(Tributary 

theory > Peck (1969) 순으로 평가되었다. Jo et al. (2021)은 초근접 병설터널의 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강관보

강에 대한 실내터널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병설터널의 필라부가 암반 III등급 이상 지반에서 건설되거나 필라두께가 2 m 이상 확보되

어야 안정화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도심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병설터널의 간격이 최

소 1 m인 초근접 병설터널 및 풍화토나 충적층인 연약대를 통과하는 병설터널 건설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터널 간격이 최소 1 m인 초근접 병설터널이 풍화토 또는 풍화암같은 연약대를 통과하는 

경우에 대해 안전하며 경제적인 필라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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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근접 병설터널 필라부 보강 공법

최근 들어 터널을 건설함에 있어 지형적인 요건보다는 사회적인 요구 또는 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적어

지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민원에 의해 터널 입출부에서 터널 간격이 수십cm에 불과한 경우도 발생한다. 중앙필라

부 응력 집중과 함께 유지관리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2-arch 터널 건설을 대체하는 보강 및 굴착 방

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Fig. 1(a) 및 1(b)에 보여주듯이 본 연구에서는 필라보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필라부 이완하중에 저항하기 위

하여 필라 상부에 수평강관을 구축하고 선행 및 후행 터널 건설시 강관의 하중에 저항하는 지보보강을 제시하였

으며 수치해석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기존공법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한 초근접 병설터널의 상세보강방

안은 Fig. 1(b)와 같다. 초근접 터널보강이라 선행 및 후행터널의 굴착은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① 필라 이완하중 저항을 위한 필라보강 수평 강관 + 그라우팅, ② 강관 및 필라부의 연직방향 하중 

저항을 위한 H-Beam, ③ 필라부 구속압을 가해주기 위한 pre-stress 강연선(타이볼트)이 주요 보강시스템이다.

Steel pipe
grouting

Steel pipe
grouting

Steel pipe
grouting

Second 
Tunnel

First Tunnel

Support
(Steel Pipe)

(a) Schematic diagram

Relaxation 

load

(Supporting the ground load 
on tunnel)

Steel pipe grouting

Steel pipe for 
reinforcing pillar

(Supporting the relaxation load)

(Supporting the pillar load)

H-beam

Tie-bolt ( if necessary)

(Prestress (σ3) increase)

(b) Features of each reinforcement

Fig. 1. Dimensions and reinforcement details of structural members

필라보강 수평 강관의 경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직경 50.8 mm의 강관을 적용하였으며, H-Beam의 경우 

터널 내 작업성을 고려하여 H-200 부재로 선정하였다. Pre-stress 강연선(타이볼트)의 경우 PC strand ∅15.2 mm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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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라부 안정성 검토

3.1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 초근접 병설터널의 필라부 안정성을 수치해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지반의 물리적 특성은 탄성 및 탄소성 이론을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적당한 미소 요소로 분할해서 각 요소가 유한

개의 점으로 연결되는 요소로 가정한 Model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반에 대한 역학 Model은 지반에 대한 거동 및 응력 분석을 위하여 2차원 평면 변형 요소 및 3차원 고체요소

를 사용하였다. 탄소성 이론을 도입하여 연속체로 해석하였으며, 지반 재료의 거동은 Mohr-Coulomb 파괴 기준

을 Model화하여 분석하였다.

적용된 초기 응력은 굴착 작업전의 응력 상태를 말하며 전 요소의 절점 변위를 0으로 하고 절점 응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  (2)

지반을 굴착할 때 초기 응력을 받고 있는 지반이 굴착부분에서 응력 해방을 받게 된다. 이때 이 자유면이 받는 

하중은 초기 응력으로부터 계산되는데 이 하중을 해방력으로 적용하였다.

지보재 모델에서 지보재는 터널과 같은 지중 내 굴착면에서의 붕괴를 방지하고 그 기능과 형상을 유지할 목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지보재로는 Shotcrete, Rock Bolt, Steel Rib 등이 이용되고 있다. 본 수치해석에서 숏크

리트는 Plate 요소로 록볼트는 Cable 요소로 입력되어 해석되었다.

터널 필라부 파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라부의 소성 상태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Stress Strength Ratio

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작용하는 응력과 필라부 강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Stress Strength Ratio은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과 파괴포락선의 관계를 바탕으로 식 (3)과 Fig. 2와 같이 정의

한다. Stress Strength Ratio가 1.0보다 작으면 파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특히 Zero이면 인장파괴 상태이다. 

Stress Strength Ratio를 도시하여 필라부의 응력상태에 따른 파괴 여부를 검토하였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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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stress-strength ratio (Itasca Software Documentation Home page, 2022).

3.2 해석조건

초근접 병설터널의 필라부 안정성 검토를 위해 2차원/3차원 지반해석 수치해석 프로그램 FLAC 3D를 사용하

였다(Fig. 3 참조). 터널의 형상은 도로 2차로 터널 표준단면도를 적용하였고, 필라부의 두께는 초근접 병설터널 

조건에 따라 1 m로 정의하였다.

지반 조건은 저심도 구간으로 가정하여 터널주변의 지반 조건은 풍화토 또는 풍화암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터

널 하부 지반은 풍화암 또는 연암조건으로 가정하였다. 터널주변의 지반 조건에 따라 굴착공법은 상하 반단면 굴

착, 숏크리트는 200 mm 타설, 보조공법은 소구경 강관다단 그라우팅을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3. Cross section for numerical analysis of twin tunnels

본 연구에서는 초근접 병설터널의 필라부 보강조건으로 4가지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병설터널 필라부 보강 

조건인 록볼트 보강, pre-stress 강연선 보강 조건, 필라부 상부를 수평 강관 보강 + 그라우팅으로 보강, 필라부 상

부를 수평 강관 보강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선 보강 조건으로 필라부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터널주변의 지

반조건은 저심도 구간으로 가정하여 풍화토와 풍화암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해석 케이스는 Table 1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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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사용된 지반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Case for numerical analysis

Type Ground condition Pillar Reinforcement

WS-P1

Weathered soil

Rockbolt

WS-P2 Prestressed steel strand

WS-P3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WS-P4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 Prestressed steel strand

WR-P1

Weathered rock

Rockbolt

WR-P2 Prestressed steel strand

WR-P3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WR-P4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 Prestressed steel strand

Table 2. Ground properties used in numerical analysis

Ground type
Unit weight

(kN/m3)

Cohesion

(kPa)

Angle of friction

(°)

Deformation 

modulus (MPa)

Poisson’s 

ratio (υ)

Weathered soil 18     5 35 48 0.33

Weathered rock 19   30 33 180 0.33

Soft rock 23 400 37 2,500 0.28

Fig. 4에서 보여주듯이 필라부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터널 인접부 메쉬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터널 외곽은 듬성

하게 작성하였다. 모델 좌우 경계는 해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터널 직경의 5배 이상인 60 m로 정의하였다. 

전체 모델의 크기는 폭 145 m, 높이 60 m로 정의하였다.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twin tu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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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서 보여주듯이 록볼트와 강연선은 케이블요소로 모델링하였고, 강관은 케이블 요소로 모델링하고 주

변부 그라우팅 조건을 반영하였다. 해석단계는 좌측터널 상반굴착, 좌측터널 하반굴착, 우측터널 상반굴착, 우측

터널 하반굴착 순서로 진행하였다.

Fig. 5. Modeling of pillar reinforcement

4. 해석 결과 및 분석

각 케이스별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필라부의 수평변위, 연직변위, 최대주응력, 최소주응력을 검토하여 필라부 

보강공법에 따른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Table 3은 초근접 병설터널이 풍화토에 건설될 경우 최대 수평변위와 최대 수직변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4

는 초근접병설터널이 풍화토에 건설될 경우 발생한 수평변위와 수직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반 조건이 풍

화토인 경우 최대 수평변위는 11.8~18.0 mm로 나타났으며 최대 수직변위는 71.1~54.5 mm로 나타났다.

Table 5는 초근접 병설터널이 풍화암에 건설될 경우 최대 수평변위와 최대 수직변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6

은 초근접 병설터널이 풍화암에 건설될 경우 발생한 수평변위와 수직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반 조건이 풍

화암인 경우 최대 수평변위는 4.1~7.3 mm로 나타났으며 최대 수직변위는 7.7~15.6 mm로 나타났다.

Table 3. Displacement of pillar in weathered soil

Type Maximum horizontal displacement (mm) Maximum vertical displacement (mm)

WS-P1 18.0 71.1

WS-P2 11.9 70.2

WS-P3 14.5 56.1

WS-P4 11.8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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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placement contours of pillar in weathered soil

Type Horizontal displacement Vertical displacement

WS-P1

WS-P2

WS-P3

WS-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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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placement of pillar in weathered rock

Type Maximum horizontal displacement (mm) Maximum vertical displacement (mm)

WR-P1 7.3 15.6

WR-P2 4.2 15.2

WR-P3 6.8   8.1

WR-P4 4.1   7.7

Table 6. Displacement contours of pillar in weathered rock

Type Horizontal displacement Vertical displacement

WS-P1

WS-P2

W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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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placement contours of pillar in weathered rock (continued)

Type Horizontal displacement Vertical displacement

WS-P4

발생한 수평변위와 수직변위를 분석한 결과, 터널 필라부 상부에 수평강관 + 그라우팅으로 보강한 경우에는 

최대 수직변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수평강관 + 그라우팅 보강이 필라부 상부에 가해지는 상부하중

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필라부 상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Pre-stree 강

연선으로 보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필라부의 수평변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Pre-stress 강

연선 보강 조건의 경우, 구속압을 증가시켜 필라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과 Fig. 6은 풍화토에 초근접 병설터널이 건설될 경우 필라부의 Stress Strength Ratio와 필라부의 파괴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7. Stress-strength ratio (SSR) of pillar in weathered soil

Type SSR Mohr circle Contour

WS-P1 0.985

WS-P2 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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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ress-strength ratio (SSR) of pillar in weathered soil (continued)

Type SSR Mohr circle Contour

WS-P3 0.969

WS-P4 1.132

(a) WS-P1 (shear, tensile) (b) WS-P2 (shear)

(c) WS-P3 (shear, tensile) (d) WS-P4 (none)

Fig. 6. Failure of pillar in weather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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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주변 지반조건이 풍화토인 경우 수평강관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선 보강 조건에서만 Stress Strength 

Ratio가 1.0보다 크게 평가되었고 필라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록볼트로 보강된 경우는 필라부에서 전단

파괴와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다. Pre-stress 강연선으로 보강된 경우는 필라부에서 전단파괴가 발생하였다. 필라

부 상부를 수평 강관 + 그라우팅으로 보강한 경우는 필라부에서 전단파괴와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다.

Table 8과 Fig. 7은 초근접 병설터널이 풍화암 지반 조건에 건설될 경우 필라부의 Stress Strength Ratio와 필라

부의 파괴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8. Stress-strength ratio of pillar in weathered rock

Type SSR Mohr circle Contuor

WR-P1 0.972

WR-P2 0.996

WR-P3 1.129

WR-P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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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R-P1 (shear, tensile) (b) WR-P2 (shear)

WR-P3 (none) WR-P4 (none)

Fig. 7. Failure of pillar in weathered rock

터널 주변 지반조건이 풍화암인 경우 수평강관 + 그라우팅 보강 조건과 수평강관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

선 보강 조건에서만 Stress Strength Ratio가 1.0보다 크게 평가되었고 필라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록볼

트로 보강된 경우는 필라부에서 전단파괴와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다. Pre-stress 강연선으로 보강된 경우는 필라

부에서 전단파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8가지 경우 대한 수치해석 분석 결과, 풍화토에서 초근접 병설터널의 필라부 보강은 P4 보

강조건인 수평강관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선이 적합하고, 풍화암에서는 P3 보강조건인 수평강관 + 그라우

팅 또는 P4 보강조건인 수평강관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선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5. 결 론

초근접 병설터널의 필라보강 안정성 연구는 최근의 도시개발에 따른 1 m이내의 간격을 가지는 초근접 병설터

널과 연약대를 통과하는 병설터널 건설이 증대함에 따라 기존의 근접병설터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초근

접 병설터널의 필라부 보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보강 케이스를 적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함으로서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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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초근접 병설터널 필라부 보강조건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병설터널 필라부 보강 조

건인 록볼트 보강 조건, pre-stress 강연선 보강 조건, 필라부 상부를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보강 조건, 필라

부 상부를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선 보강 조건으로 필라부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터널주

변은 도심지 내 저심도 구간으로 가정하여 풍화토와 풍화암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2. 터널 주변 지반조건이 풍화토인 경우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선 조건만 필라부에서 파괴

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경우는 필라부가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터널 주변 지반조건이 풍화암

인 경우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조건과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 pre-stress 강연선 조건에서만 필라부

에서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경우는 필라부가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Pre-stress 강연선 조건의 경우, 구속압을 증가시켜 필라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된다. Pre-stress 강연선 조건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필라부의 수평변위가 감소함을 확

인할 수 있다.

4.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으로 보강된 경우 필라부 상부에 가해지는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필라부 상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보강으로 필

라부 상부가 안정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필라부의 수직변위가 작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풍화토에서 초근접 병설터널의 필라부 보강은 P4 보강조건인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 강연선 pre-stress 

보강 방법이 적합하고, 풍화암에서는 P3 보강조건인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보강 방벚 또는 P4 보강조건인 

수평강관 보강 + 그라우팅 + 강연선 pre-stress 보강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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