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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TBM excavates a tunnel, existing concrete lining segments are used as supporting structures 

for driving force. Axial stress on the lining segments are apt to be large in case of direct driving 

force. However, it drastically decline as it is farther and father from TBM and later, it tends to 

converge after a certain point. Such tendencies show similar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At the 

initial intervals, the values of finite element analysis are larger, while at the later intervals, the actual 

stress values are larger. It concludes that such tendencies are attributable to that the concrete lining 

segments have partially burst and cracked in the axial direction at the initial intervals. And differences 

of stresses at the later intervals are created by the changed plasticity of ground and the friction on 

the external sides of the lining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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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쉴드 TBM (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은 주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여 상 으로 불리한 지반조

건에서도 붕락  붕괴 사고에 안 하며, 기존의 개착공법 는 NATM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에 비하여 공사  소음이 고 작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한 공사  지하

수 유입이 차단되어 하  통과 구간에도 당하다. 따라서 쉴드 TBM 공법은 민원 발생이 심한 도시 공사

나 연약구간 지하공사  하 통과 구간에 용되고 있다. 세그먼트의 균열  손으로 인한 수는 쉴드 

터 의 품질을 해하는 주된 요인이다. 한강하  통과 구간의 이러한 수를 방지하기 하여 구경 쉴드 

TBM의 암반 굴진 시 암질에 따른 추력과 그 추력에 의해 세그먼트가 받는 응력을 측정하고, 세그먼트의 

손 부   수부를 조사하여 그 원인과 문제 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경 쉴드 TBM의 굴진 시 TBM 장비의 추력이 라이닝 세그먼트에 미치는 향에 해 

비교ㆍ분석하 다. 매립토, 풍화암, 연암, 경암층으로 상 지반을 국한하 으며 주 연구 상은 경사볼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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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방식으로 시공된 콘크리트 세그먼트 라이닝이다. 라이닝은  지반과 완  부착  일체 거동으로 가정

하 다. 지반은 장 지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Mohr-Coulomb 모델을 사용하 고, 라이닝 세그먼트  

rock bolt 등은 선형, 균질ㆍ등방성의 탄성 재료로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하 다. 장 세그먼트에서 측정한 

응력 값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TBM 의 추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순수 응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거

동 특성을 분석하 다.

2. 쉴드 TBM 공법을 한 세그먼트 시스템

해당 공사는 한강하 를 통과하는 총 2,270km 구간의 터 공사로 하 터 과 하 터  ㆍ후의 NATM 

터   피난 연락갱 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장 환경  작업 조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EPB (Earth 

Pressure Balance) 쉴드 TBM 공법이 선정되었다. 터 설계기  (1999. 건설교통부) 용어정의에 의하면 세그

먼트는 “터 , 특히 쉴드 터  공법에 사용되는 라이닝을 구성하는 단 조각” 이라 정의되어 있다. 쉴드 

TBM 공법을 이용하여 터 을 시공할 시에 1차 라인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세그먼트와 연결방법을 이용한다. 

세그먼트와 그 연결방법을 편의상 세그먼트 시스템 는 세그먼트 라이닝 시스템이라고 한다.

2.1. 세그먼트 라이닝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2링 빔-스 링 해석 모델을 선정 하 다. 세그먼트 이음을 회 스 링, 링 이음을 단스

링으로 가정하여 단면력  변형량을 산정하 다. 링간 이음은 반경방향과 선방향으로 이룬 단 스 링으

로 구속하 으며, 2링의 지그재그 조립을 고려하여 세그먼트 라이닝을 해석 하 다. 지반스 링 계수는 다음 

식 (1)에 의하여 산정된다.

   (1)

       (2)

         (3)

여기서, 는 단  선 길이 당 지반반력계수, 는 주변지반의 탄성계수이다. 은 등가 환산 반경이며 다

음 식 (4)와 같이 표 된다.

≤  (4)

회 스 링 계수는 다음 식 (5)에 의하여 산정된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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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회 강도, 는 회 각, 은 휨 모멘트이며, 는 압축외연에서 립축까지의 거리, 는 세그

먼트 폭, 는 세그먼트의 두께, 는 볼트의 단면 , 그리고 는 유효깊이를 나타낸다. 단스 링 계수는 

세그먼트에 단하 을 재하했을 때 발생하는 이음부의 변 를 통하여 실험 으로 구한다.

3. TBM 용 장 황  균열 양상

3.1. 쉴드 TBM 공법 용 장

○○선 복선 철 공사구간  쉴드 TBM이 통과하는 구간은 한강하 구간으로 설계단계에서 최신조사기

법을 용하여 지반조건을 악 하 다. 터  굴진방향으로 경사  수평방향시추가 가능한 방향 제어 시추 

(Directional Core Drilling)를 270 m 용하 으며, 강북구간에서 60 m 정도 폭을 가지는 단층 쇄 의 

치와 규모를 악하 다. 3차원 하상 기 비 항 탐사를 수행하여 하상 구간의 단층   연약 를 악

함으로써 제한된 하상시추를 보완하 다. 지반 조사결과 하상구간은 경암반 (평균 일축압축강도 1,700 kgf/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북구간에 60 m 폭의 단층 쇄  1개소와 강남구간에 2개소의 연약 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과 같이 하 구간은 경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지반강도의 한 하가 상되

는 단층 와 연약 가 포함되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하 터  지반지질 황도

3.2. 세그먼트 라이닝 균열

TBM 굴진 시 발생하는 추진력에 의하여 콘크리트 라이닝 세그먼트 모서리 부분의 탈락이 발생하며, 라이

닝 표면이 히는 손상과 축방향의 균열이 발견된다. 콘크리트 라이닝 세그먼트가 TBM에 의하여 축방향 압

축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그먼트의 원주방향 인장응력 때문에 축방향을 따라 균열이 발생한다. 콘크리트 세

그먼트가 압축력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밖에 상으로는 압축 쇄 (crushing)가 표면 부분에 집 되

어 표면 박리 (spalling)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콘크리트 표면의 들림 상이 있다. 

4. 라이닝 세그먼트 계측 응력  분석

4.1. 세그먼트 라이닝 계측 응력

본 공사는 상ㆍ하행선 단선 병렬 터 로서, 공사 구간  상행선 터  2k787~3k633 구간  2k866의 53링

을 선정하여 쉴드 TBM 장비의 터  굴진장비의 추력, 세그먼트 라이닝 응력  내공변 , 그리고 추력에 

의한 세그먼트 라이닝의 변형 유무를 측정하 다. 세그먼트 라이닝의 응력 측정을 한 계측기는 터  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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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우측 3개소에 설치하 다. 세그먼트 라이닝 조립 후 기 계측값을 0으로 잡고 터  굴진 시 발생하는 

추력(그림 2)과 세그먼트 라이닝 응력을 측정하 다. 측정은 1개월 동안 1일 1회를 기 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2 쉴드 TBM 장비 추력 측정값 (2k+866, 53ring)

세그먼트 라이닝의 측정 응력을 검토하면 세그먼트 라이닝의 기 응력은 크게 발생하 으나,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추력이 세그먼트에 미치는 향이 미미해 진다. 이는 응력 측정용 세그먼트로 부터 TBM 굴진 장

비가 멀어지기 때문이라 단된다. 따라서 일정 시간 경과 후 잔존하는 응력은 추력에 의한 값이 아니라 자

체 응력이나 배면토압에 의한 응력 값이라 단된다.

4.2. 수치해석을 통한 세그먼트 라이닝 응력 추이 분석

본 연구를 해 터 용 범용해석 로그램인 MIDAS/GTS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하 으며 지반은 

solid 요소, 콘크리트 라이닝 세그먼트는 0.4 m의 두께를 갖는 plate 요소로 모델링하 다. 라이닝 세그먼트는 

원래 규격인 폭 1.5 m로 구성하 으며 완성된 원형의 콘크리트 라이닝을 한 본당 24개로 분할하여 TBM의 

24개 추진력을 입력하 다. 시공단계 해석을 하여 1.5m의 라이닝 세그먼트 요소는 4개를 단 로 6 m의 

set을 구성하 고, 2k+800에서 2k+860까지 굴착  라이닝 설치작업을 완료한 상태를 기조건으로 선정하

다. TBM 6 m 막장 굴착 구간과 6 m의 라이닝 세그먼트 설치구간을 한 단계로 설정하 고 2k+960구간까지 

총 21단계의 시공단계를 구성하여 굴착 상황을 모형화 하 다. 지반 경계조건은 각 면의 수직변 를 제한하

기 해 roller로 설정하 다. 하천 수 는 연  최고 수 인 116.88 m를 용하 으며 용이한 연구 수행을 

하여 투수계수를 0.5로 선정하여 하천의 수리  지리 조건을 모사하 다. 수두는 유한요소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형을 사용함으로서 부력에 의한 향까지 고려하 다. 하 조건은 력을 용하 고, 각 시공단

계 별 라이닝 요소에 TBM의 추진력을 가하 다.

그림 3은 53링의 최종 시공단계 시에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으로 자 에 의

한 압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경암부에서 TBM에 의한 추진력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콘크리트 라이

닝은 락볼트 등 지보재를 통하여 라이닝에 발생하는 압축력을 주변 지반으로 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림 

3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인장부를 발달시키는 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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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콘크리트 라이닝 축방향 응력 분포 (Last step for 2k+866, 53ring)

그림 4는 2k+866에 치한 53ring의 굴착에 따른 라이닝 세그먼트의 축방향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하여 실측 값과 유한요소해석 값을 동시에 도시하 다. 그림 5에서는 실측 값과 유한요소해

석 값의 비를 계산하 다. 그림 4와 5의 Right, Top, Left는 각각 콘크리트 라이닝 세그먼트의 우측부 (right 

springing), 상부 (crown), 좌측부 (left springing)의 축방향 응력을 의미하며, FEA (Finite Element 

Analysis)는 유한요소해석 결과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라이닝 세그먼트 하부 (bottom)의 축방향 응력이

다.

그림 4 굴착에 따른 라이닝 세그먼트 축방향 

응력 분포 (2k+866, 53ring)  

그림 5 축방향 응력비 (2k+866, 53ring)

기 구간의 응력 추이를 검토하면 실측값과 유한요소해석 값의 비는 크게는 약 60% 에서 작게는 약 5% 

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해석결과는 이상화 되어져있는 반면, 장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TBM의 추력에 의하여 손되는 콘크리트 라이닝에 의한 에 지 손실로도 설명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의 해석 구간은 ○○선 한강하 터  장 한강 우안으로 부터 2k+800 ∼ 3K+040 구간이다. 

2k+866의 53ring의 축방향 응력을 실측값과 유한요소해석 값을 비교ㆍ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k+866의 53ring의 변형율을 바탕으로 좌ㆍ우측부  상부의 축방향 응력을 산출하 으며, TBM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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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서 멀어질수록 응력 감소가 격히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상부에서 약 64 의 

최  응력이 발생하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콘크리트 라이닝 세그먼트  지보재가 매우 양호하게 설치되어진 구간은 우측부와 좌측부의 응력분포가 

칭으로 유사한 거동을 하는 구간이다. 한 지반의 불균일성  탄ㆍ소성 침하에 의하여 라이닝 세그먼

트에 발생하는 원주방향 응력에 의하여 축방향 응력이 발생한다.

3.  기 탄성구간에서는 콘크리트 라이닝 세그먼트의 모서리부 탈락과 축방향 균열에 의한 에 지 손실 때

문에 유한요소해석 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수렴구간에서의 차이는 실제 지반의 소성 침하에 의

한 추가 발생 응력  지반과 세그먼트 주변에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한 잔류응력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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