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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열식 연속벽체를 이용한 
저토피 토사구간 터널공법

■ 기술개발자 : 쌍용건설㈜

                  ㈜건화

                  ㈜성우지오택

                  ㈜정토지오텍

■ 보호기간 :  2014.10.08 ∼ 2019.10.07 (5년)

본 기술은 저토피(토피고 1D 이하, D : 터널폭) 토사구간에서 대구경 

강관보강그라우팅과 강지보재를 설치하여 터널 루프(Roof)를 형성

하고 선시공된 주열식 연속벽체와 강지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상

부하중을 연속벽체에 전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저토

피 토사터널공법으로서, 주열식 연속벽체와 강지보재는 연속벽체

의 절취 및 케미칼앵커 또는 브라켓 시스템 등으로 접합한다. 

2-1. 신기술 개발 배경

도심지에서 도시철도 건설 시 개착공법을 적용할 경우 교통정체, 환

경공해, 인접구조물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저토피 토사

구간에서 터널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안정성이 불리하여 대규모 

보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장기

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M-CAM(Modified Cellular Arch Method)

은 이러한 기존 기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2-2. M-CAM 구성 및 하중전달 메카니즘

M-CAM은 터널 천단에 강관보강그라우팅과 강지보재를 설치하여 

Roof를 형성하고, 터널 측벽부에 선시공된 주열식 연속벽체(CPW, 

Continuous Pile Wall)와 일체화함으로써, 터널 상부하중을 강관보

강그라우팅 및 강지보재를 거쳐 CPW에 전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

는 신개념 저토피 토사터널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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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CAM 시공 순서

본 기술의 시공순서는 ① 지상으로부터 CPW 선시공, ② 터널내 대

구경 강관보강그라우팅, ③ 상반굴착, ④ CPW 부분절삭, ⑤ 강지보

재 설치, ⑥ CPW-강지보재 접합, ⑦ 상반 숏크리트 타설 및 코어 굴

착, ⑧ 하반 굴착 및 숏크리트 타설 순으로 진행한다([그림 2] 참조).

 

3-1. 현장 시공 사례

본 기술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5공구 건설공사에 적

용되어 연장 406m의 M-CAM터널 시공을 완료하였다. 당 현장은 

본선구간에 상수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이 다수 분포하며, 토피고

는 1.0D(D : 터널폭) 이내인 저토피 토사구간이다. 또한, 인근에 다

대어판장, 주거밀집지역이 분포하며, 공사 중 우회도로 확보가 곤

란하여 교통, 민원, 지장물 및 인접구조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M-CAM공법을 개발, 적용하였다.

표 1  공사 개요

공사명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5공구 건설공사

공사규모
• 총연장 : 1,268m (M-CAM 터널 연장 : 406m)
• 정거장 1개소, 환기구 3개소

3-2. 수치해석 및 현장계측을 통한 안정성 검증

M-CAM의 안정성은 응력-침투류 연계해석에 의한 유한요소해석

을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변위 및 응력 모두 허용기준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M-CAM이 적용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5공구 현장

계측 결과, 지표침하는 9mm로서 1차 관리기준(10mm)을 만족하였

으며, 숏크리트 압축응력은 0.72MPa로서 허용기준을 모두 만족하

여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치해석결과 대비 지표침하는 

45%, 숏크리트 압축응력은 37% 수준으로 매우 작게 발생하였다(<

표 2> 참조).

표 2  수치해석 및 현장계측 결과 비교

구분
현장계측

(①)
수치해석

(②)
비율

(①/②)

지표침하량(mm) 7.0~9.0 20.20 45%

천단침하량(mm) 3.3~5.9 22.78 26%

숏크리트응력(MPa) 0.3~0.72 1.96 37%

3-3. 공사비

본 기술은 보강물량이 감소되고 공종이 단순하며 공종간 작업간섭

이 감소하여 기존 갱내보강 NATM공법 대비 26%, 개착공법 대비 

9%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다(<표 3> 참조).

표 3  공사비 비교

구분
단위공사비(백만원/m) 비율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계 ①/② ①/③

 ① M-CAM 14.8 18.0 4.1 36.9 74% 91%

 ② 갱내보강 NATM 17.5 26.4 6.4 50.3 - -

 ③ 개착공법 22.6 15.5 2.5 40.6 - -

3-4. 공사기간

M-CAM은 기존 갱내보강 NATM공법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엘리펀트 풋, 레그파일 및 측벽파일 보강이 불필요하다. 또한, 

하반굴착 시 강지보재 설치 및 측벽보강이 불필요하며, 작업이 굴

착과 숏크리트공으로 단순화되어 공사기간이 23% 단축되는 효과

가 있다(<표 4> 참조). 

표 4  Cycle Time 비교

구분 ① M-CAM ② 갱내보강 NATM
비율

(①/②)보강공 CPW
Leg Pile, Elephant foot, 

Side pile

Cycle Time 13.0hr/막장 17.0hr/막장 77%

3. 신기술의 주요 특징

[그림 1] M-CAM 개요도

[그림 2] M-CAM 시공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