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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속철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계측이 시행되고 있으나 센서의 내구성 부족, 운영

과 분리된 계획과 하자보증 책임문제 등으로 정상가동율이 낮아 구조물 안정성을 파악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본 논문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 터널의 유지관리계측 현황을 분석하고 

기준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여 당초 대비 446개가 감소한 352개 센서를 유지하도록 제안하였다. 

  정상가동율 향상은 원설치자와 센서, 시스템 공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유지관리

계측은 설계단계에서 제안하고 시공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주체와 함께 전체

적인 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구조물 점검, 진단시스템과 연계하여 

준공 후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시기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어 : 유지관리계측, 경부고속철도 2단계, 호남고속철도, 정상가동율, 하자보증, 정밀안전진단

1. 서 론 

2,016년 12월 SR의 개통으로 643km의 고속

철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터널이 133개소, 

275km에 이른다. 고속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터널 내에는 2,400여개의 계측 센서가 설치되 

어 관리되고 있으나 2,004년 경부고속철도 1

단계 개통 이후 계측기 내구성 저하,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의 

터널을 대상으로 유지관리계측 현황을 조사하

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유지관리계측 기준에 

따라 계측대상을 변경하고 향후 합리적인 운

영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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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계측 현황

2.1 경부고속철도 2단계

37개 터널 중 복안, 원효, 금정 3개 터널에 

만 유지관리계측이 적용되었다. 이중 복안터널

은 양산단층대에 속하여 공사 중 상부 경부고

속국도의 침하가 발생하여 시공단계에서 신규 

반영하였으며 원효, 금정터널은 경쟁설계로 설

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시공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총 269개의 센서가 계획되어 313개가 

설치되었다. 현재 33%만이 정상적인 자료수신

이 가능하며 불안정하거나 망실 또는 자료신뢰

도가 낮은 경우가 67%로 조사되었다. 

Table 1 Maintenance monitoring status 
(Kyung-Bu High Speed Rail-Stage 2, 

Standard for 2016.12)

2.2 호남고속철도 

32개 중 설계단계에서 11개, 시공 중 18개  

2017 년도 한국철도학회 추계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7A166

Tunnel Design 
Plan

Installation
Total Normal Unstable Loss

Bok-An 0 75 18 51 6
Won-Hyo 196 114 32 67 15
Kum-Jong 73 124 54 55 15

Total 269 313
100%

104
33%

173
55%

36
12%



터널에서 유지관리계측이 적용되었다. 설계기

준으로 전체 219개 센서 중 109개가 경쟁설계

인 5개 터널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

제 설치는 485개로 공사 중 266개가 증가하였

다. 특히 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달성터널

은 48개가 설치되었다. 현재 데이터가 수신되

지 않는 경우가 94%, 망실 또는 자료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6%로 조사되었다. 2016년 12월까

지 수신된 측정값은 1차 관리기준을 크게 밑도

는 안정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보고서상에 유

지관리계측 위치선정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으

며 대부분 저비저항대나 갱구부 저토피 구간에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aintenance monitoring status
(Ho-Nam High Speed Rail, 

Standard for 2016.12)

2.3 유지관리계측 평가

계측항목, 위치의 선정이나 적용 개수 각 

공구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특히 적용 

개수는 경쟁설계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관성 있는 자료의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 중 불안정한 

자료를 송출하거나 망실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설치 주체가 공구별로 분리되어있어 

원활한 보수와 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악조건에서의 장기계측에 대비한 센서 내구성이 

고려되지 않아 자료습득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대부분 지중이나 콘크리트에 매설되어 교체, 재생이 

불가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외 유지관리계측 기준 고찰

3.1 국내 기준 

국내 설계기준에서는 시공 완료 후 주변 지 

반조건의 변화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유지관리계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공 중 계측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3.1.1 국가건설기준 KDS 27 50 10 터널설계

      계측분야 (국토 교통부, 2016)

터널의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적합한 계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계측이 요구되는 구체 

적인 위치선정 기준이나 항목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3.1.2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 계측표준

      시방서(안) (건설교통부, 2008)

1, 2종 시설물 중 지반변형이 예상되는 터널, 

터널주변의 특정 건물로 인해 위해가 예상되는 

터널, 하저, 해저터널, 장대터널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한 시공 중 

계측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계측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관리주체가 주변지반의 변화가 터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적에 부합한 

계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 2종외 시설물이라도 터널에 인접한 

건설공사와 같이 터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변지반의 변화가 발생되거나, 

대상터널의 붕괴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설치 가능하며 공사 중 

계측기기가 유지관리 계측으로 이관된 경우 

터널 구조체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까지 계측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해외 기준 

미국이나 유럽에는 특별한 터널 유지관리 

Tunnel Design 
Plan

Installation
Total Normal Unstable Loss

Hack-Chon 28 28 0 28 0
Gal-San 31 31 0 9 22
Bu-Yong1 5 5 0 2 3
Young-Guk 20 16 0 16 0
Kye-Ryong 15 60 0 58 2
Hoe-Ryong 21 21 0 21 0
Woo-San 14 14 0 14 0
No-Lyeong 24 86 0 86 0
Dal-Sung 0 48 0 48 0
Sung-Duk1 0 16 0 16 0
Sung-Duk2 0 16 0 16 0
Mo-Am 20 32 0 32 0
Song-Hyen1 20 32 0 32 0
Song-Hyen2 20 16 0 16 0
Wa-Lyong1 0 16 0 16 0
Wa-Lyong2 0 16 0 16 0
Ma-Lyeong 0 16 0 16 0
Go-Lyong 0 16 0 16 0

Total 218 485
100% 0 458

94%
27
6%



계측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발주단계 

에서 주요 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계측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기준을 반영한 유지관리계측 적용 변경

4.1 변경 시 고려사항

터널 유지관리계측 적용의 핵심은 운영 중 

지반조건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로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완공 후 근접한 절성토, 저토피에서의 

구조물 신설, 시공 중 대규모 붕괴사고나 활성 

단층, 대규모 단층대에 포함 되어 지진 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 등이다. 

이러한 외부 영향을 고려하는 계측기준은 

굴착으로 인한 지반응력 불균형이 해소되어 

계측 값이 수렴한 이후 라이닝 콘크리트 

시공하도록 하고 있는 NATM의 기본 원리와도 

부합한다. 또한 2-Arch, 3-Arch와 같은 특수형 

태의 터널에서도 하중지지부의 계측이 필요하다. 

4.2 경부고속철도 2단계

복안터널은 대표적인 활성단층인 양산단층

의 영향으로 공사 중 경부고속국도와 35번국

도의 침하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상그라우팅

과 패턴변경을 시행하였으나 장기 관찰이 필

요하므로 계측을 유지하였다. 원효와 금정터

널은 확인된 단층과 공사 중 사고발생지점을 

중심으로 계측을 유지하였다. 특히 넓은 범

위에서 3차에 걸친 붕락, 지표변위, 내공변위 

축소 정도가 심각하고 부산광역시 도심으로 

진입하는 구간인 금정터널에서는 해당구간의 

유지관리계측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였다. 

Table 3 Resetting of maintenance monitoring plan 
(Kyung-Bu High Speed Rail-Stage 2)

4.3 호남고속철도

갱구 또는 저토피 지점이나 정밀(B)계측 

지점에 일률적으로 반영한 계측은  유지관리 

계측에서 제외하였다. 갈산터널의 경우 경부선 

하부통과, 백천 하부통과, 지표 침하 구간을 

고려하였으며 노령터널은 낙반사고 및 지하수 

과다 유출구간과 천안논산 고속국도 하부 

통과구간을, 송현2터널은 고창장성 고속국도 

하부통과구간을 각각 반영하였다. 

Table 4 Resetting of maintenance monitoring plan 
(Ho-Nam High Speed Rail)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설치된 798개 센서 

중 352개는 유지관리계측의 목적에 부합하여 

계속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유지관리계측 개선방안

5.1 정상가동율 향상방안

전체적인 정상가동율이 13%에 불과한 현재 

상태에서 측정된 자료만으로 구조물의 안정

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

서 현재 가동율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가 필

요하다. 대부분의 자료가 정상적으로 관리 

서버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에 대해서는 원설치자의 협조를 받아 계측기 

Tunnel
Present Resetting

Section No of 
Sensor Section No. of 

Sensor Decrease

Bok-An 4 75 4 75 -
Won-Hyo 19 114 5 25 -89ea
Kum-Jong 16 124 7 66 -58ea

Total 39 313 16 166 -147ea

Tunnel
Present Resetting

Section No of 
Sensor Section No. of 

Sensor Decrease

Hack-Chon 2 28 - - -28ea
Gal-San 3 31 3 31 -
Bu-Yong1 1 5 - - -5ea
Young-Guk 1 16 1 16 -
Kye-Ryong 4 60 1 5 -55ea
Hoe-Ryong 3 21 - - -21ea
Woo-San 2 14 - - -14ea
No-Lyeong 6 86 3 38 -48ea
Dal-Sung 3 48 1 16 -32ea
Sung-Duk1 1 16 - - -16ea
Sung-Duk2 1 16 1 16 -
Mo-Am 2 32 2 32 -
Song-Hyen1 2 32 - - -32ea
Song-Hyen2 1 16 1 16 -
Wa-Lyong1 1 16 - - -16ea
Wa-Lyong2 1 16 1 16 -
Ma-Lyeong 1 16 - - -16ea
Go-Lyong 1 16 - - -16ea

Total 36 485 14 186 -299ea



오작동 여부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매설된 계측기가 망실되거나 

비정상적인 측정값이 발생한 경우, 표면부착형 

응력계와 경사계를 설치하여 변위와 응력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준공 전 유지관리계측 계획 수립방법 개선

현재 유지관리계측은 발주 공구별로 분리되

어 각 담당회사별로 따로 계획하고 있다. 이

로 인하여 동일 선로에서 계측기 종류, 위치, 

구성, 내구연한의 담보내용 등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전 선로를 통합 관리

하는 운영사로서는 문제 발생 시 원인분석과 

협의, 조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계측 계획

을 제안하고 시공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위원

회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통합, 수립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5.3 유지관리계측의 종료 

구조물의 준공을 기점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016.7.20)에 따

라 정기적인 점검과 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유지관리계측과 정기적인 

구조물 관리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게 되며, 

따라서 점검, 진단에서 구조물의 이상이 발생

될 경우 유지관리계측을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측기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5년 내외로 볼 때 1차 정밀안전진

단이 시행되는 6년차(A등급 기준)의 결과와 

유지관리계측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계측기의 신뢰도 분석과 유지관

리계측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운영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 

계와 호남고속철도의 터널 유지관리계측 현황 

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유지관리계측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487개의 센서를 계획하고 798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정상가동율은 13%로 

파악되었다.

2. 설계, 시공자료를 분석하여 운영 중 지반 

조건이나 외부환경 변화로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개수를 최적화한 결과 당초 

대비 446개 감소한 352개로 나타났다. 

3. 정상가동율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료전송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망실 계측기를 대체 

하는 표면부착형 계측기의 검토가 요구된다. 

4. 유지관리계측은 설계, 시공 주체뿐만 

아니라 운영주체도 함께 계획수립에 

참여하여야하며 문제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계측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점검과 진단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준공 후 최초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시기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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