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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구성방정식에 따른 터널 거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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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Tunnel Behavior using Different Constitutive Models
Young-Min Kim, Seong-Gwi Kang

Abstract The paper presents the application of FE simulations of NATM tunnel using different constitutive models. 
The results from a series of two dimensional plane strain finite element analyses of medium-liner interaction for 
NATM are presented. Four types of constitutive models are considered, namely, linear elastic, elasto-plastic 
Mohr-Coulomb, Hardening-Soil, Soft-Soil model. The design for tunnels requires a proper estimate of surface 
settlement and lining forces. It is shown that the advanced constitutive model gives better predictions for both ground 
movement and structur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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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의 구성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NATM 터널의 유한요소 해석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일련의 2차원 평면변형률 조건하 NATM 터널의 지반-구조물에 대한 해석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4가지 구성방정식 모델로는 선형탄성, Mohr-Coulomb 탄소성, 변형경화, 연화지반모델이다. 터널설계에서는 지

표면의 침하, 지보재 축력에 대한 적절한 예측이 필요하다. 수치해석결과 진보된 구성방정식 모델이 지반변형과 

지보재의 축력에 대해 보다 적절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핵심어 유한요소법, 터널설계, NATM, 구성방정식 모델

1. 서 론

국내 터널굴착 방법 중 NATM 공법은 암반자체의 지

지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터널굴착방법으로 암반 및 지

보의 변형거동을 계측관리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분석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래의 터널에 대한 설

계 및 시공관리는 과거의 실적 및 기술자의 경험에 의

한 경험적 요인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많았다. 최근

에는 터널 주변지반의 지보재 및 변형거동을 유한요소

법(FEM)을 이용한 수치해석의 발달로 지반의 비선형 

및 시간의존성을 고려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
한요소법에서는 지반을 연속체로 간주하여 유한개의 

절점을 갖는 요소로 나누어 수치해석적으로 해를 얻는

다. 그러한 수치해의 정확성과 정밀성은 얼마나 지반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

가에 의존한다. 따라서 지반공학문제에서는 지반에 적

용하는 구성방정식 모델과 물성치를 얼마나 정밀하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성공이 좌우된다(신종호, 
2001). 지반의 구성재료는 흙, 암석, 공기, 물 등으로 매

우 복잡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구성재료를 

탄소성체 등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터널 구조물과 같

이 지반을 굴착하고 지보재를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과

정을 살펴보면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터널 지보재에 작용하는 힘 또는 터널굴착에 기인한 변

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초기응력과 굴착과 지보

재 설치에 따른 시공과정을 해석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컴퓨터 및 수치해석법의 급속한 발달로 지반

의 파괴거동을 강도감소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분석

할 수 있다. 수치해석에 의한 터널파괴거동의 해석은 

실험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재해석과 현장에서 발

생되는 터널파괴에 대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지중에 설



다양한 구성방정식에 따른 터널 거동해석74

치되는 터널과 같은 지중구조물은 지반과 구조물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치해석상에

서는 지반 구조물사이에 경계요소(interface element)를 

고려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분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여러 가지 구성방정식 모델이 

터널구조물 해석에 대하여 지반과 지보재의 상호작용

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

하여 검토하였다.

2. 구성방정식이론

지반(흙과 암석)은 매우 복잡한 비선형거동을 한다. 
이러한 지반의 재료거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다 단순한 가정에 의

하여 구성방정식을 적용한다. 비선형 유한요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분 응력-변형률 관계에서 재료의 접선강

성행렬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1)

전 응력은 증분 응력 값을 단계별로 더하여 계산한다. 
지반재료의 접선 강성행렬는 지반의 거동을 모사하는 

구성방정식의 재료정수에 의존한다. 본 논문에서는 검

토한 지반재료에 대한 모델로 선형탄성 모델(Linear Elastic 
model)과 탄성완전소성 모델(Mohr-Coulomb model), 
변형경화모델(Hardening Soil model), 연화지반모델(Soft 
Soil model)이 검토되었다.

2.1 선형탄성모델

지반재료의 변형거동을 선형 탄성체로 가정한 가장 

단순한 모델이다. 지반 재료의 선형탄성거동은 낮은 응

력조건이나 응력수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에 타당하다. 이러한 선형탄성모델은 설계를 위한 초기

해석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어 초기 단계설계에 이용

되어진다. 지반이 균질하고 선형탄성체로 가정하면 응

력-변형률관계를 다음과 같이 탄성계수 와 포아송비 
2개의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여기서 선형탄성 평면변형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2.2 탄성 완전소성모델 (Elastic Perfect Plastic Model)
탄소성모델은 지반재료의 항복을 표시하는 항복함수

와 유동법칙으로 특징 지워진다. 항복함수는 다음과 같

은 조건으로 결정된다.

=0 (4)

여기서 는 경화 매개변수이다.
유동법칙은 비관련 유동법칙(non-associated flow theory)

과 관련 유동법칙(associated flow theory)으로 나누어

지는데 관련 유동법칙에서는 항복함수와 소성함수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항복함수의 수직방향으로 소성흐름

이 발생하게 한다.

 

  (5)

여기서 는 소성비례상수이다.
Mohr-Coulomb항복함수는 지반재료의 탄소성 성질

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기용되는 조건이며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Owen and Hinton, 1990).




  

    (6)

여기서 는 점착력, 는 마찰각, 는 1차응력 불변량

이고, 는 2차응력 편차불변량이다.

2.3 변형경화모델

변형경화모델(Hardening Soil model)은 완전탄소성

모델과 달리 소성변형에 따라서 응력공간상의 항복곡

면이 증감한다. 여기서 고려하는 HS모델은 Schanz 외(1999)
가 제안한 모델로, 잘 알려진 Duncan-Chang(1970)의 

쌍곡선 모델(비선형탄성모델)을 탄소성이론으로 확장

한 모델이다. HS모델의 특징은 첫째로 탄소성이론을 

이용하고 두 번째로 응력경로를 고려하며 세 번째로 항

복 Cap을 적용한 점이다.
HS모델의 기본이론은 다음과 같이 축변형률 과 축

차응력 의 쌍곡선 관계를 이용한다.

 







  (7)

여기서 는 수렴 축차응력값이다.
위의 관계를 응력-변형률 관계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 하중증가(loading)에 따른 은 구속응

력에 의존하는 탄성계수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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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형경화모델에 대한 응력-변형률 관계

그림 2. 주응력공간에서의 전체항복곡면(HS model)
 




′  


 (8)

여기서 
는 하중증가시 기준구속압 에 대응하

는 기준 탄성계수이다. m은 구속압에 대한 멱승계수이

다(일반적으로 m=0.5).
또한 재하중(reloading) 또는 제하중(unloading)시 발

생되는 탄성계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9)

여기서 
는 재하중 또는 제하중시 기준구속압 

에 대응하는 기준 탄성계수이다.
일반적으로 

≈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극한 축차응력값 과 수렴 축차응력값 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10)

여기서 값은 일반적으로 0.9로 가정한다.
또한, Cap의 항복곡면은 그림 2와 같은 형태이며 다

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11)

여기서 는 선행압밀하중이다.
체적 Cap변형률에 따른 경화법칙은 아래와 같은 식

으로 나타낸다.


 

 
 

 

 (12)

여기서 
는 체적Cap 변형률,  는 Cap 파라미터

이며,  , 에 의하여 결정된다.

2.4 연화지반모델

연화지반모델(Soft Soil model)은 Roscoe와 Burland
(1968)가 제안한 Modified Cam Clay model을 기본으

로 하고, 그림 4에 표시한 p-q좌표에서 한계상태선(critical 
state line)을 나타내는 M선 대신에 Mohr-Coulomb 항
복기준을 도입한 구성방정식이다. 연화지반모델에서는 

초기압축 하중과정 경우, 체적변형률과 평균유효응력

관계 ′를 다음과 같이 로그관계식으로 나타낸다.

 
 

  (13)

재하중 및 이완하중 경우에서는 체적변형률과 유효응

력관계식은 그림 3과 같이 기울기 로 표현되는 관계

식으로 표현한다.


 

 
  (14)

삼축압축하중에 대한 연화지반모델의 항복조건식을 

′공간에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이 표현되며, 다음

과 같은 식으로 기술한다.

   (15)

여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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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체적변형률과 평균유효응력관의 관계

그림 4. p'-q곡면에서 연화지반모델의 항복곡면

그림 5. 횡방향 침하의 전형적인 분포형태

3. 터널굴착에 따른 지반해석

3.1 굴착에 따른 하중분배율

터널을 굴착하면 굴착부 주위를 자유면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굴착부에 따라 이완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힘은 

굴착부에 존재했던 지반 초기응력에 의하여 계산된다. 
터널시공은 3차원 형태로 진행되어 터널 막장주위에서

는 횡방향 아치 뿐 만 아니라 종방향 아치도 형성된다. 
따라서 2차원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하중분배율법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 해석단계별로 굴착상당력을 적절

히 분배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 방법은 초기 굴착계산

단계에서는 터널주변의 초기응력상태 를 로 

감소시켜 터널의 이완력을 계산하고, 두 번째 계산에서 

지보재를 설치하고 나머지 를 이완력으로 작용시키

는 방법이다. 작은 값은 굴진장이 크고 지보재를 늦게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상대적으로 주변에 변위를 

많이 발생하게 된다. Muir Wood(1975)는 굴착초기 하

중분배율을 50% (  )로 제안을 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2 경험적 지표면 침하해석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터널주변에 변형이 발생되어 

지표면에 침하를 야기한다. 지표면의 침하분포는 경험

적 공식으로 굴착방법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가우스

곡선 함수로 평가한다.

  ․ 
  (16)

여기서 는 터널축 위의 최대변위, 는 터널축으

로 부터의 횡방향 거리, 는 그림 5에 표시한 바와 같이 

침하곡선에서 변곡점까지의 거리, 또한 변곡점까지의 

거리는 ∼  범위를 갖는다(는 터널중심축

까지의 깊이).
터널굴착에 기인한 지표면의 침하체적은 식(16)을 

전면적으로 적분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17)

일반적으로 지표면의 침하체적은 굴착에 기인한 지반

의 팽창으로 인하여 지표면의 침하체적은  (터널

의 굴착체적)인 관계가 성립되며, 그 차이는 작은 값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 관계로 간주한

다(Möller 외, 2008). 또한 침하체적 손실비(ground loss 
ratio)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

따라서 지표면 최대침하량( )은 다음과 같이 계

산 할 수 있다.

 


 (19)

Mair(1996)는 균질한 지반(모래,점토)의 경우에는 터

널굴착에 의한 침하체적 손실비(GLR)가 0.5~2%사이

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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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석 입력값

구분










°


°



















  

MC 21 100 35 0 60000 0.33 - - - - - -

LE 21 - - - 60000 0.33 - - - - - -

HS 21 100 35 0 - 0.33 60000 82650 180000 0.5 - -

SS 21 100 35 0 - - - - - - 0.005 0.001

Lining    ,    ․ ,   

그림 6. 해석 모델 그림 7. 각 지반모델에 의한 지표침하곡선

4. 터널구조물에 대한 수치해석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은 지반의 물성

변화 및 터널하중을 고려한 해석으로 터널 지보재 설계

를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탄성지반 이외의 

지보터널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해는 아직까지 존

재하지 않는다. 유한요소법과 같은 수치해석만이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그림 6의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지반구성방정식 모델

을 선형탄성모델(LS)과 완전탄소성모델(MC), 변형경

화모델(HS), 연화지반모델(SS)를 적용하여 지표면의 침

하, 지보재의 응력, 경계면요소의 영향, 터널주변의 파

괴거동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한요소프로그램은 네덜란드 델

프트공대에서 개발한 지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PLAXIS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구

성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Vermeer 외, 2002). 
지반의 초기응력 상태는 =0.5값으로 가정하였다. 

검토한 예제터널은 터널깊이가 20m이며, 일반적인 

터널형상인 타원형으로 높이 10m로 표현하였으며, 무
근 라이닝 두께 0.3m의 지보재를 고려하여 터널구조물

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지반조건은 균질한 점토질 

모래 지반을 가정하여 표 1과 같은 해석 입력값을 사용

하였다. 소성유동법칙은 지반파괴거동해석에 적절한 결

과를 주는 비관련 유동법칙을 적용하여 다일러턴시각

도는  로 가정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좌우측 경계

는 롤러조건, 바닥은 힌지조건으로 모사하였다. 본 해석

조건은 2차원 평면변형률 조건이므로 터널 3차원 효과

를 고려하기 위하여 하중분배율을 적용하여 해석하였

다. 본 해석단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상반+하반+인버

트) 굴착을 고려하여 수행하였으며 각 굴착단계에 대한 

하중분배율은 =0.5로 가정하였다.

4.1 변위분석

FEM해석을 수행하여 각 구성방정식 모델에 대한 지

표면의 침하량을 그림 7에 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

면, 침하형태는 전형적인 가우스 곡선형태의 침하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MC 모델의 경우 침하량은 40mm로 

가장 크게 측정되었고, HS 모델의 경우 26mm로 가장 

작은 침하량을 보였다. 그 이유로 MC 경우는 완전소성

재료이므로 항복이 발생 될 경우 과다한 변형이 발생되

며, HS, SS 경우는 제하중(unloading)를 고려하므로 상

대적으로 작은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다 합리적인 지표면 침하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

험적인 가우스곡선분포를 사용하여 그림 7에 표시하였

다(  가정).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HS모델의 경우가 전형적인 가우스곡선 분포에 가장 근

접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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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보재에 발생된 압축력

그림 9. 지보재에 발생된 모멘트

그림 10. 에 따른 지표침하곡선(HS-model)

그림 11. 에 따른 지보재에 발생된 압축력(HS-model)

그림 12. 에 따른 지보재에 발생된 모멘트(HS-model)

4.2 지보재 응력분석(축력, 모멘트)
각 구성방정식 모델에 따라 터널굴착에 기인한 지보

재에 발생되는 압축력, 모멘트를 지보재의 위치(A:바
닥,B:코너,C:측벽,D:측벽,E:천단)에 따라 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그림 8, 9 참조). 우선 압축력을 살펴보면 

바닥 부분에서 가장 작은 압축력값을 가지며 천단부에

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특히 구성방정식 모델에 따라 

천단부에서 발생되는 압축력은 크게 차이가 발생되며, 
LE, MC, HS 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

었으며, SS 모델의 경우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보재에 발생되는 모멘트값 분포를 살펴보면 최

대모멘트값은 터널코너부에서 발생되며, 상대적으로 

LE, MC 모델의 경우가 HS, SS 모델에 비해 과대한 결

과값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4.3 의 영향에 따른 터널구조물

터널굴착에 따른 구조물해석에 있어서 지표면 침하분

포에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는 HS모델을 기본 구

성방정식모델로 가정하고, 터널굴착해석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초기측압계수 의 영향에 대하여 수치해석

적으로 검토하였다. 초기측압계수를 0.5, 1, 1.5로 변화

시켜 예제 터널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초기

측압계수에 따른 지표면 침하분포를 조사하여 그림 10
에 표시하였다. 해석결과를 분석하면 측압계수값이 증

가함에 따라 최대침하량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침하분

포형상도 가우스곡선분포에서 균일한 침하형태로 바뀌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Möller(2006)에 

의한 논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상대적으로 큰 값이 

터널 측벽부 굴착상당력을 증가시켜 침하분포가 더 완

만한 포물선 형태를 띠는 결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터널 지보재에 발생되는 압축력과 모멘트값을 비교하

면, 압축력값에서는 초기측압계수의 증가에 따라서 최

대압축력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며, 모멘트값에

서는 초기측압계수 따른 변동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내었다(그림 11, 12 참조).



터널과 지하공간 79

그림 13. R값에 따른 지표침하곡선(HS-model)

그림 14. R값에 따른 지보재에 발생된 압축력(HS-model)

그림 15. R값에 따른 지보재에 발생된 모멘트(HS-model) 

4.4 경계면요소의 영향

지반과 지보재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터널굴착면과 지보재사이에 경계면요소(interface)
를 고려하여 해석하게 된다. 경계면 요소는 지반과 구

조물사이의 벽면 마찰각과 상대적 미끌림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경계면 요소는 다음과 같은 감소율 R
에 의하여 경계면의 재료정수를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

으로 지반과 구조물사이의 감소율 R값은 0.5~1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

     ․  (21)

여기서는 =0.5에 HS모델을 적용한 예제터널 해석

에서 R값을 0.5, 0.7, 1.0으로 변화 시키면서 해석할 때, 
지표면의 침하량과 지보재에 발생되는 응력의 변화양

상을 분석하였다.
우선 지표면의 침하량을 살펴보면 R값에 따라서 R=1(침

하량 26mm)보다 R=0.5(침하량 28mm)값을 가질 때 최대 
지표면침하량이 다소 증가됨을 알 수가 있다(그림 13 참조).

지보재에 발생되는 모멘트는 R값에 거의 변화가 발

생되지 않았으며, 압축력의 경우 미끌림효과를 나타내

는 R값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발생되

었다. 압축력은 터널 바닥부분과 측벽부에서는 차이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지만 천단부분에서 R=1일때 577kN/m, 
R=0.5일때 압축력은 317kN/m가 발생되어 R값에 따라

서 1.8배의 차이가 발생 되었다.

4.5 파괴거동분석

터널보조공법 및 터널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터널

굴착에 따른 파괴형상은 일반적으로 모형실험이나 경

험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추정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수치해석적으로 구성방정식에 따른 터널의 파괴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도감소법(strength reduction method)
을 이용하여 예제터널을 해석하였다. 터널 굴착은 지반 

지지력의 상실과 지반손실을 가져와 토립자 간에 큰 전

단변형을 유발시키며 소성영역을 확장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이 점차 지표면까지 전달되면 큰 변형을 유

발시킨다. 수치해석법에서는 지반의 파괴거동을 모사하

는 방법으로 강도감소법을 이용한다. 강도감소법은 지

반의 강도정수인 점착력과 마찰각을 점진적으로 감소

시켜 계산이 발산되는 지점을 지반의 파괴로 간주한다

(Matsui 외, 1990). 또한 파괴거동을 보다 명확히 분석

하기 위해서는 파괴시 발생되는 터널 주변의 최대전단

변형률 분포를 파악하여 파괴형태를 유추한다. 각 구성

방정식 모델에 따른 예제터널에 대한 터널구조물의 파

괴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강도감소법을 적용하여 파

괴시 발생된 최대전단변율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수치

해석을 수행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MC모델(그림 16)
와 HS모델(그림 17)경우에는 동일하게 터널 하단부에

서 가장 큰 전단변형을 나타내며 터널 측면을 따라서 

지표면으로 파괴가 발달되는 전형적인 파괴형태를 나

타내었다. SS모델의 경우에는 위의 파괴형태와는 다소 

달리 터널바닥부에서는 전단활동이 발생되지 않고, 측
벽S.L(spring line)부근에서 전단활동이 발생되는 파괴

형태를 보였다(그림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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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최대전단변형률 분포도(SS model)그림 16. 최대전단변형률 분포도(MC model)

그림 17. 최대전단변형률 분포도(HS model)

5. 결 론

지반재료 응력-변형률을 모사하는 여러 구성방정식 

모델이 터널구조물설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지표면 침

하분포와 터널지보재의 축력, 모멘트, 터널 구조물 파괴

형상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

였다. 본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지표면 침하분포형상은 =0.5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E, MC 모델보다 응력경로를 고려하는 

HS모델이 경험적인 가우스분포와 유사한 예측을 나

타내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2) 터널 지보재에 발생되는 축력과 모멘트 값에 있어서

도 구성방정식 모델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발생되었

으며, LE, MC모델에 비하여 HS, SS모델의 경우가 

비교적 안정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보재와 

지반의 미끌림을 고려하는 R값 변화에 따른 지표면 

침하 및 지보재의 모메트 크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거의 발생되지 않고, 지보재에 발생되는 최대 축력

값은 R값 증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였다.
3) 지반의 구성방정식 모델에 따라서 터널주변지반의 

파괴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MC, HS모델의 

경우 터널 인버트 부분의 파괴가 발생되고, 측벽부

에서 발생되는 전단대가 지표면으로 발달되는 전형

적인 터널 파괴형태를 나타내어 보다 합리적인 결과

를 보였다. SS모델의 경우는 다소 다른 형태인 파괴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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