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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due to the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using underground spaces in urban areas, many adjacent 

constructions and excavations have been made carried out between existing facilities, and complaints related to the stability 

of existing facilities due to close construction have become significant issues. In this study, it was closely reviewed  for 

the existing metro tunnel structure in  the new Dongbuk urban metro railway to determin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unnel structure according to adjacent tunnel construction. Also, it was analysed the evaluation of the safety zone and 

excavation method for metro tunnel structure. And after a detailed damage assessment, track irregularities and structural 

calculation by using a numerical analysis, stability of the metro tunnel structure according to nearby tunnel excavation 

was evaluated to be secured for safet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pplied as practical reference to review the evaluation 

of safety effects of existing tunnel structure and buildings according to adjacent construction in complex deep urban tunnelling.

 

요   지

최근 도심지구간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으로 인하여 시설물 상호 간의 인접한 근접 시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접시공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안정성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심도 도심지 구간에 신설되는 도시철도 터널의 근접시공으로 인한 기존 지하철의 터널구조물의 거동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북도시철도 터널이 계획된 노선 상부의 지하철 6호선 터널구조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

다. 기존 지하철 터널구조물의 안전영역 평가 및 굴착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와 수치해석을 통한 상세검토를 수행

하였으며, 건물 손상도 평가, 궤도틀림 및 구조물 안정성 검토결과 근접시공에 따른 지하철 터널 구조물 및 주변 

건물의 안정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대심도 도심지 터널 건설에 따른 기존 터널 구조물 및 주변 

건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참고 자료뿐만 아니라 터널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실무 

적용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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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luence zone due to tunnel excavation (b) Safety zone of tunnel

Fig. 1. Influence and safety zone induced tunnel excavation

1. 서 론

최근 도심지 구간에서의 수도권 급행철도사업와 인

덕원∼동탄, 월곶∼판교 도시철도 사업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

로, 철도, 지하철, 전력･통신시설 및 수로시설 등 대심도 

터널을 이용한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상 시설물과 지하 시설물 또는 지

하 시설물 상호 간의 근접시공으로 인해 기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여부가 중요한 관심사항으

로서 시설물 관리자 및 거주민 등과 같은 이해 당사자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접시공은 

공사 정도가 난해하기 때문에 시공 진행에 따른 기존 

구조물 및 주변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구조물의 침

하, 균열 및 누수 등 구조물의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공중 발파 진동과 소음 등과 같은 환

경성에 대한 문제도 기존 구조물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에도 영향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근접시

공시 구조물의 특징 및 주변지반 특성 등 을 상세히 고

려한 설계 및 시공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굴착으로 인

한 지반이완 및 응력교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조물 

간의 상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대책공법을 

계획하고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설 터널공사에서 상부에 인접한 기

존 터널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지반 굴착 및 

터널공사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

적으로 상세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구간은 서울시 광

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 

터널 시공구간으로 기존 운행중인 지하철 6호선 터널 

하부 통과구간이며, 신설 터널공사에 따른 기존 터널 

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물 손상도 및 

궤도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2. 근접시공에 의한 안전성 평가 방법

2.1 근접 시공에 의한 영향

동북선 도시철도 터널 굴착구간 상부에 기존 지하철 

6호선 터널이 운영되고 있는바, 신설 터널 굴착에 따른 

기존 터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조물 상호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필요시 적

절한 보강 대책공법을 반영하도록 하여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운영중인 구조물의 안

정성을 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

리 대책이 요구된다.  

근접시공이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안정성은 지형, 지

질 조건, 기존 구조물의 구조적 특성, 구조물 손상 정도, 

공사 종류 및 시공방법 등의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

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기존터널에 근접 

시공할 경우 그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건별 안전영역

(safety zone)을 산정하였으며, 근접시공의 종류에는 터

널의 병설, 터널의 교차, 터널상부의 개착, 터널상부의 

성토, 터널상부의 구조물 기초, 터널 측부의 굴착, 터널

근방의 앵커, 터널상부의 담수 및 지반진동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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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llel tunnel (left and right) (b) Cross tunnel (upper and lower)

Fig. 2. Safety zone induced adjacent excavation in existing and new tunnel

하고 있다. 도심지 터널공사에서의 근접시공은 가장 리

스크가 큰 공사로서, 근접시공구간에서의 시공 순서는 

서로 상이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터널 안정성 뿐만 

아니라 인접 구조물 안정성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상호거동을 충분히 검토하여 리스크 요인

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여 안전한 지하터널공사가 수

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접시공 가능 범위인 안전영역은 국내에서 지하철 

건설 이 먼저 시행된 서울지하철과 부산지하철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터널굴착으로 인해 영향을 받

는 영역은 Fig. 1(a)과 같이 전통적으로 터널의 주동파

괴 영역인 45
o

+ϕ/2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왔다. 또한 서

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터널

안전보호권은 Fig. 1(b)와 같으며, “A”는 안전보호권, 

“B”는 중간영역권, “C”는 자유지대로 정의된다. 

2.2 근접도 평가 방법

터널과 터널 간의 근접 시공은 기존 터널 시공에 따

른 이완영역이 발생하게 되고 이 영역내에 근접하여 새

로운 터널을 시공할 경우 기존 터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신설 터널 시공시에는 필요할 경우 터널 

주변을 보강하여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주의 깊게 시공하여 기존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해

야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근접시공은 터널의 병

설, 터널의 교차, 터널상부의 개착 및 개착박스 구조물

의 근접시공 경우로 각 조건별 안전영역의 정량적인 평

가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근접시공 범위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제

한범위, 요주의 범위, 무조건 범위로 구분되며, 제한범

위는 신설 구조물의 시공 시 적극적 인 대책수립이 필요

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특히 제한범위와 기설 구조물 사

이 공간은 보호층으로 규정하여 신설 구조물의 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설 구조물의 계획

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호층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경험적인 안전영역으로 평가

하기보다는 지반조건 및 구조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2.3 구조물 안전성 및 손상도 평가 방법

터널굴착 단계별 손상평가를 위해서는 지표침하 거

동을 이용하여 손상평가 인자인 각변위, 처짐비, 부등침

하, 구조물의 최대침하량, 수평변형률 및 구조물에 발생 

가능한 균열양상 등의 수치를 토대로 평가를 수행한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구간에 위치하는 지하철 6호선 터

널 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손

상도 평가인자에 대한 허용기준을 산정하였으며, Fig. 3

와 같이 Boscardin and Cording(1989) 및 Burland(1997)

이 제안한 간편 도표에 의한 손상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방법은 구조물 또는 건물에 발생하는 각변형과 수평

변형율로 부터 손상도를 5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건물 손상도(building damage assessment) 평가가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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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scardin method (b) Burland method

Fig. 3. Damag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simple chart

동북선 

본선터널

(a) Plan view

(b) Longitudinal and geological view

Fig. 4. Studied area for underpass of new tunnel 

3. 근접시공 특성 및 근접도 평가

3.1 터널 설계 현황 및 특성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검토구간은 지하철 6호선 터널 하부통과구간으로 

Sta.3km 346∼3km 454 구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6호선 하부구간에 동북선 도시철도 터널이 

계획되었다. 본 구간에서의 동북선 도시철도 터널은 복

선터널로 저비저항대 및 선구조 등의 지반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지보패턴 및 보강공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구간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립층, 퇴적층, 풍화

토, 풍화암, 연암 및 보통암의 지층분포를 보이며, 터널 

구간은 보통암 이상의 암반을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본 구간은 터널 통과구간 구변에 기존 지하철 터널이 

인접하여 있고, 지상에 주요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여 신설 터

널굴착에 의한 기존 지하철 터널의 안전영향평가를 구

체적으로 평가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

의 수치해석을 통하여 기존 터널과 주변 구조물 및 건물

에 대한 손상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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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modelling (b) Building and tunnel modelling

Fig. 5. Numerical modelling for stability analysis

Table 1. Condition of 3D numerical analysis 

Classification Contents

Status
Existing tunnel New construction tunnel

⦁Metro 6 Line Tunnel ⦁Dongbuk urban railway tunnel

Geological condition ⦁Fractured zone : width 2.0m

Station ⦁STA. 3km346~3km454 (Length 108m)

Applied Load ⦁EL-18 Standard Train load

Program ⦁MIDAS GTS

Analysis method ⦁Mohr-Coulomb Elastic-Plastic model

3.2 근접 특성 및 근접도 평가

지하철 6호선 터널 하부통과구간 인접구조물에 대한 

근접도 평가결과, 구조물 기준 전반적으로 “A급”영역

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설계 시 기존 구조물 안

정성 확보를 위해 대책공법 적용 및 적용된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공 중 

상부 구조물 변위 및 변형 발생에 대한 계측을 주 1회 

이상 실시 및 월 2회 이상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근접

도 평가는 지하철 구조물 주변 공사에 따른 영향을 개략

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신설 구조물의 형상, 하중, 

시공조건 및 지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세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근접시공에 의한 기존 터널구조물 안전영향 평가

4.1 기존 지하철 터널 하부통과구간 본선터널의 안정성 
평가

동북선 도시철도 하부통과 구간은 신설 본선 터널과 

기존 6호선 터널의 이격거리, 거산프라자와 현대오일뱅

크 등 주요 구조물, 터널 굴착단면의 크기와 이상대(단

층파쇄대)가 존재하는 지반조건을 고려해 터널 본선 굴

착 및 시공으로 인한 본선 및 주요 인접 구조물의 안정

성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STA. 3km 346∼3km 

454(연장 108m) 위치를 검토구간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구간에 대해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해석단면의 개요와 해석 모델링은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실내시험, 현장시험, 참고문헌 및 설계사례 조사를 통

해 산정된 검토 대상구간의 설계지반정수는 Table 2와 

같다. 또한 Table 3에는 해석구간에 적용된 터널 지보패

턴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4.2 본선터널에 대한 안정성 검토

동북선 도시철도 하부통과 구간의 본선터널과 6호선 

터널의 측점위치는 본선과 6호선 터널의 평면상 교차하

는 구간과 이상대(파쇄대)의 위치를 고려해 결정하였고, 

Fig. 6과 같다. 

동북선 도시철도 하부통과구간의 본선터널은 단순한 

구조물 형태가 아니라 복잡한 형태와 기존 구조물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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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otechnical parameter for numerical analysis 

Classification
Unit weight
(kN/m3)

Cohesion
(kPa)

Friction angle
(°)

Elastic modulus
E (MPa)

Poisson’s ratio
(ν)

Permeability
(cm/sec)

Deposit 17.0 20 0.0 4 0.38 3.20×10-5

Weathered soil 19.0 22 29.0 100 0.32 2.50×10-5

Weathered rock 21.0 30 32.0 300 0.30 7.50×10-5

Fractured zone 23.0 180 34.0 500 0.29 1.60×10-5

Soft rock 24.0 260 35.0 2,300 0.27 1.40×10-5

Medium rock 25.0 1,300 38.0 8,000 0.25 4.50×10-6

Hard rock 26.0 2,500 42.0 16,000 0.23 2.50×10-6

Shotcrete
Soft

23.5
- - 5,000 0.20 -

Hard - - 15,000 0.20 -

Rockbolt 78.5 - - 210,000 0.20 -

Table 3. Applied support pattern of tunnel

Classification PD-3A PD-3B

Excavation method Upper and lower face Full face

Advanced length 1.2m 1.2m

Shotcrete 150mm 120mm

Rockbolt

length 4.0m 4.0m

Longi. space 1.2m 1.2m

Trans. space 1.5m 1.5m

Reinforcement method
Steel pile reinforcement 
(L=12m, 120°, C.T,C 6.0m)

Fore polling

Schematic view

(a) Measuring points at main tunnel (b) Measuring points at Seoul Metro 6 line

Fig. 6. Measuring points at cross tunnel section

접해 있어 터널 안정성에 대해 이론적인 방법 등을 통해

서 평가할 수 없으며 복잡한 구조물 형태를 가능한 반영

하고 지반조건을 고려한 3차원 터널 안정성 해석을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3차원 해석을 수행하였

다. 본 안정성 해석은 설계 단계에서의 지보재 설계를 

위한 검토가 아닌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에 대한 검토로

서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는 구조물의 

안정성 판단에 활용하였고, 해석결과를 통해 예측된 터

널의 천단과 측벽부 변위, 막장의 수평변위, 숏크리트의 

휨압축응력과 록볼트의 축력은 Fig.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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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wn displacement (b) Sidewall displacement

(c) Bending stress of shotcrete (d) Displacement contour

Fig. 7. Trends of displacement and stress according to construction stage 

Table 4. Numerical results for stability at measuring point

Classification
Crown displacement

(mm)
Sidewall displacement

(mm)
Shotcrete bending stress

(MPa)
Rockbolt axial force

(kN)
Face displacement

(mm)

Measuring point-1 0.61 0.037 0.26 1.48 0.0201

Measuring point-2 0.56 0.033 0.19 3.20 0.0428

Measuring point-3 0.93 0.116 0.09 23.0 0.0865

Measuring point-4 0.21 0.038 0.10 1.37 0.0195

Measuring point-5 0.18 0.221 0.01 0.19 0.0308

Allowable value ≤15 ≤15 ≤8.40 ≤91.20

Evaluation O.K O.K O.K O.K -

측점위치별 본선터널의 변위와 라이닝의 부재력은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선터널의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한 후 변위와 부재력이 수렴하였고, 시공단계에

서의 측점위치별 본선터널에 발생한 최대 변위와 라이

닝의 최대 부재력은 Table 4와 같다. 동북선 도시철도 하

부통과 구간의 본선터널에 대한 수치해석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터널의 최대 천단변위(허용 천단변위 

15mm 이하)는 0.93mm, 최대 측벽변위(허용 내공변위, 

15mm 이하)는 0.221mm, 최대 막장수평변위는 0.0865mm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발생한 변위 모두 허용 기

준치를 만족하였다. 또한 터널 라이닝에 대한 숏크리트

의 최대 휨압축응력은 0.26MPa(허용값 8.40MPa), 록볼

트의 최대 축력은 23.0kN(허용값 91.20kN)으로 라이닝 

부재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4.3 기존 지하철 터널과 지상 건물에 대한 안정성 평가

지하철 6호선 터널 하부통과구간의 도심지 하부굴착

에 의해 연도변 주요 구조물 기초의 침하와 구조물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

로, 지반반조건과 시공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

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도심지 하부굴착에 의한 인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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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ditions of numerical results for stability of adjacent building

Classification Contents

Status

 Existing tunnel  Key buildings

⦁Metro 6 Line Tunnel 
  - distance 5.19m

⦁Gusan plaza 
   - distance : 36.6m
⦁Hyundai oil bank
   - distance : 41.3m

Geological condition ⦁Fractured zone : width 2.0m

Station ⦁STA. 3km346~3km454 (Length 108m)

Applied load ⦁EL-18 Standard Train load

Program ⦁MIDAS GTS

Analysis method ⦁Mohr-Coulomb Elastic-Plastic model

(a) Overall modelling (b) Structure modelling

Fig. 8. Numerical modelling for building damage assessment

조물의 손상도를 평가하였으며, 해석조건은 Table 5와 

같으며, 해석 모델링은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4.3.1 기전 지하철 터널에 대한 안정성 검토 

Fig. 9는 수치해석결과로부터 예측된 시공단계별 지

하철 6호선의 연직변위, 지표침하의 발생경향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Boscardin&Cording 

도표를 통해 구조물의 손상도를 평가한 것이다. 지하철 

6호선의 측점위치는 Fig. 9(a)와 Fig. 9(b)와 같으며, 6호

선 터널의 연직변위 발생경향은 터널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연직변위가 증가하였고, 종방향의 최대 연직변위

는 0.3805mm이고, 횡방향의 최대 연직변위는 0.4313mm

이었다. 지표침하는 터널 중심부에서 크게 발생하였고, 

최대 지표침하는 0.118mm이었다. 

또한 구조물의 손상도를 평가한 결과는 Fig. 10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무시등급” 수준이었다. 도심지 굴착완

료 후 지하철 6호선에 대한 해석결과를 보인 것이며, 이

를 기준으로 구조물과 지표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

한 것이다. 평가결과, 구조물의 연직침하와 지표침하 모

두 허용치를 만족하였다.

4.3.2 기존 지하철 본선 선로 안정성 검토

Fig. 11은 수치해석결과로부터 예측된 시공단계별 6호

선 본선 선로의 궤간틀림, 수평틀림, 뒤틀림(면뒤틀림), 

고저틀림, 방향틀림에 대한 발생경향을 비교한 것이

다. 해석결과, 6호선 본선의 궤간틀림은 안암 방향의 경

우 최대 0.0114mm, 월곡 방향의 경우 최대 0.0031mm이

었다. 6호선 본선의 수평틀림은 안암 방향의 경우 최대 

0.0025mm, 월곡 방향의 경우 최대 0.0038mm이었다. 6호

선 본선의 뒤틀림(면틀림)은 안암 방향의 경우 0.0002mm, 

월곡 방향의 경우 최대 0.0077mm이었다. 본선 선로의 

고저틀림은 안암 방향의 레일 R의 경우 최대 0.0053mm

이고, 레일 R의 경우 최대 0.0086mm이었으며, 월곡 방

향의 레일 R의 경우 최대 0.0039mm이고, 레일 L의 경

우 0.0079mm이었다. 본선 선로의 방향틀림은 안암 방향 

레일 R의 경우 최대 0.0052mm이고, 레일 L의 경우 최

대 0.0097mm이었으며, 월곡 방향 레일 R의 경우 최대 

0.0054mm이고, 레일 L의 경우 0.0022mm이었다. Table 

7은 수치해석결과로부터 예측된 6호선 본선 궤도틀림

(궤간, 수평, 뒤틀림, 고저틀림, 방향틀림)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선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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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ing points at Metro 6 line (longitudinal) (b) Measuring points at Metro 6 line (transverse)

(c) Vertical displacement (longitudinal) (d) Vertical displacement (transverse)

Fig. 9. Settlement of existing tunnel according to construction of new tunnel

(a) Ground settlement (b) Damage assessment

Fig. 10. Ground settlement and damage assessment by construction of new tunnel

Table 6. Numerical results for damage stability of Metro 6 line

Classification
Max. 

settlement
(mm)

Differential 
settlement
(mm)

Angular 
displacement

Horizontal 
strain

Damage 
assessment
criteria

Damage
class

Metro 6 line
(Longitudinal)

0.3805 0.0726 1/299,282 1/2,022,345 
Settlement ＜25mm
Angular Disp.＜1/500

Ignore

Metro 6 line
(Transverse)

0.4313 0.3163 1/30,548 1/710,863 
Settlement ＜25mm
Angular Disp.＜1/500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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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ing points of track (b) Track irregularity

Fig. 11. Stability analysis of track irregularity of Metro 6 line

Table 7. Numerical results for track irregularity of Metro 6 line

Classification
Anam direction Wolgok direction Allowable

value
Evaluation

Rail R Rail L Rail  R Rail  L

Track gauge irregularity 0.0114 0.0031 +11mm, -3mm O.K

Lateral irregularity 0.0025 0.0038 4mm O.K

Distortion irregularity 0.0002 0.0077 4.5mm/3m O.K

Level irregularity 0.0053 0.0086 0.0039 0.0079 4mm/10m O.K

Direction irregularity 0.0052 0.0097 0.0054 0.0022 4mm/10m O.K

(a) Vertical displacement of Gusan Plaza building (b) Vertical displacement of Hyundai Oil bank building

Fig. 12. Vertical displacement of building by construction of new tunnel

Table 8. Results of damage assessment of adjacent buildings

Classification
Max. settlement

(mm)
Differential settlement

(mm)
Angular 

displacement
Horizontal 
strain

Damage assessment
criteria

Damage
class

Gusan Plaza 0.0194 0.0007 1/846,154 1/1,068,183 
Settlement ＜25mm
Angular Disp.＜1/500

Ignore

Hyundai 
oil bank

0.0697 0.0395 1/308,497 1/207,695 
Settlement ＜25mm
Angular Disp.＜1/500

Ignore

도에 관한 허용기준에 모두 만족하였고, 이 결과를 통해 

6호선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을 확인하였다. 

4.3.3 지상의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정성 및 손상도 평가

Fig. 12는 수치해석결과로부터 예측된 주변건물인 

거산프라자와 현대오일뱅크의 연직변위, 지표침하의 

발생경향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Boscardin&Cording 도표를 통해 구조물의 손상도를 평

가한 것이다. 수치해석결과, 거산프라자의 최대 연직변

위는 0.0194mm이고, 현대오일뱅크의 최대 연직변위는 

0.0697mm이었다. 지표침하는 터널 중심부에서 크게 발

생하였고, 최대 지표침하는 0.112mm이었다. 또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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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settlement (b) Damage assessment

Fig. 13. Ground settlement and damage assessment by construction of new tunnel

(a) Equation for vibration level (b) Peak particle velocity

Fig. 14. Calculation of equation for vibration level

물의 손상도를 평가한 바,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시등급” 수준이었다. Table 9는 도심지 굴착완료 후 

거산프라자와 현대오일뱅크의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

며, 이를 기준으로 구조물과 지표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결과, 구조물의 연직침하와 지표침

하 모두 허용치를 만족하였다. 

5. 근접시공에 의한 기존 지하철 터널 발파영향 평가

5.1 시험발파에 의한 발파진동식 산정
  

국내 진동에 대한 법적 규제기준은 생활진동 규제기

준만 설정되어 있으며, 생활진동 규제기준은 진동레벨

로 설정되어 있어 진동속도와의 상관성을 토대로 하여 

상호간의 변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적용되

는 진동속도와 진동레벨과의 상관식을 일반적으로 적

용하고 있으나, 이 변환식을 설계에 적용시 현장 조건을 

고려하지 못해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연구결과와 현장의 시추공 시험발파시 발파진동과 함

께 측정되는 진동레벨 결과값을 토대로 진동속도와 진

동레벨과의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구간의 변환식은 현장 지반 및 지질조건을 반영하여 신

뢰성이 높으나 시공시 시험발파를 통해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향상된 인접현장 계측

결과를 보정한 진동추정식 및 소음식을 적용하였다. 시공

전 반드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최적

의 공법을 선정함과 동시에 진동추정식을 분석하여야 하

며 추정식에 의한 진동, 소음 검토결과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시공시 방음문 및 방음커텐 등을 계획하고, 폭약종

류 및 지발당 장약량 조절 등 발파 공해대책을 검토하여 

진동 및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Table 9는 발파진동 추정식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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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ibration influence due to tunnel blasting

Table 10. Calculation results (kg/delay) according to advanced length

Classification L=2.0m L=1.5m L=1.2m L=1.0m

kg/delay

Multi blasting B 1.2 0.75 0.5 0.375

L/D CB1 1.2 0.75 0.5 0.375

Reduce advance CB2 0.375 0.375 0.375 -

Combined CB3-1 0.375 0.375 0.375 0.375

Electric combined CB3-2 0.240 0.240 0.240 0.240

Micro vibration CB3-3 0.160 0.160 0.160 0.160

Table 9. Calculation of equation for vibration level

Equation for vibration level Applied equation for vibration level

Root square 95% Cube root 95% Vibration level Noise level

Tunnel V  
W

D
  V  

 W

D
  VL=22.01log(V)+80.57   

 


 

5.2 허용진동기준과 발파진동영향범위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향상된 인접현장 계

측결과를 보정한 진동추정식 및 소음식을 적용하였다. 

시공전 반드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

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함과 동시에 진동추정식을 분석

하여야 하며 추정식에 의한 진동, 소음 검토결과 허용치

를 초과할 경우 시공시 방음문 및 방음커텐 등을 계획하

고, 폭약종류 및 지발당 장약량 조절 등 발파 공해대책

을 검토하여 진동 및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Table 10에는 각각의 진동제어발파방법

에 대한 진동예측정도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5.3 보안물건에 대한 발파영향 평가

터널 주변에 존재하는 보안물건과 가장 가까운 지점

에서 발파작업시 보안물건에 미치는 발파진동의 영향

을 검토 하였다. 이때 해당지점에 적용되는 굴착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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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ult for evaluation of blasting vibration effect

Classification Station
Support 
Pattern

Distance
(m)

Allowable 
value
(cm/s)

Estimated vibration (cm/sec)

Review
B CB1 CB2

CB
3-1

CB
3-2

CB
3-3

Metro 6 line 3km294 PD-5 11.6 0.30 2.708  2.302  1.147  0.803  0.582  0.428  N

Metro 6 line 3km347 PD-3B 9.4 0.30 1.936  1.645  1.649  1.154  0.836  0.616  N

Metro 6 line 3km465 PD-3A 5.1 0.30 5.348  4.545  4.556  3.189  2.310  1.702  N

Metro 6 line 3km474 PD-4 6.6 0.30 4.501  3.826  2.957  2.070  1.499  1.104  N

Metro 6 line 3km488

PD-5

9.9 0.30 3.461  2.942  1.499  1.049  0.760  0.560  N

Metro 6 line 3km507 16.4 0.30 1.599  1.359  0.657  0.460  0.327  0.241 CB3-3

Metro 6 line 3km517 20.1 0.30 1.177  1.000  0.483  0.338  0.234 0.173 CB3-2

Metro 6 line 3km527 24.0 0.30 0.898  0.763  0.369  0.258 0.174 0.128 CB3-1

Metro 6 line 3km548 PD-4 32.7 0.30 0.389  0.331  0.229 0.160 0.106 0.076 CB2

지발당 최대장약량으로 발파진동의 크기를 예측 하였

다. Fig. 15는 터널 주변에 존재하는 보안물건에서 예상

되는 발파진동 크기와 영향권 범위 현황을 나타낸 것이

다. 또한 Table 11에는 각 위치에서의 예측된 발파진동

치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진동제어발파를 적용했

음에도 불구하고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무진동 암파쇄공법을 적용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접시공에 따른 터널 구조물의 안정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 근접시공 

관련기준 및 사례, 근접도 평가 및 정거장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터널 굴착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기존터널 

하부 터널굴착에 따른 안정성 해석 및 상세 구조검토를 

통하여 현재 운행 중인 터널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

였다.

(1) 지하철 6호선 터널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

전구역 설정을 위해 근접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 A급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터널 주변지

반이 보통암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조건으로 터널 

근접 시공에 따른 영향은 미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동북선 도시철도 신설 터널굴착에 따른 기존 6호선 

터널 구조물의 손상도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변형특성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굴착중 및 굴착이후의 기존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존 터널 운행안정성 확보를 위한 궤도틀림의 안정

성 검토결과 선로 변형은 매우 작게 발생하여 허용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존 

지하철 운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4) 동북선 도시철도 터널구간의 지상에 위치한 인접 건

물에 대한 손상도 평가결과, 모든 건물에대한 한 손

상도는 무시할 수준으로 나타나. 신설 터널굴착에 

의한 지상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기존 6호선 하부 터널 통과구간의 발파는 정밀진동

제어발파공법을 적용하였고, 발파진동허용치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무진동 암파쇄 공법을 적용하는 것

으로 계획하였으며, 이후 시공단계에서 공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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