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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structural analysis of underground electrical power cable structures which is excavated below the surface of the 

earth in the downtown area is carried out considering the effect of construction sequence. There are many various life-line facilities 

below the surface of the earth in the downtown area. MPDAP was used for finite element analysis of underground electrical power 

cable structures. Three typical sections are simulated by finite element models. Unbalanced equilibrium problems may be occurred 

when conventional finite element procedures were used for simulation of tunnel excavation. Therefore equilibrium perturbation 

concept was appli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ffects of time-dependent deformations in advancing tunnel excavation are 

considered in the stages of construction sequences as using the load distribution factor. It is shown that values of maximum 

displacement of both soil and rock surrounding underground electrical power cable structures obtained by our numerical studies are 

less than allowabl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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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본 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는 라이 라인(Lifeline)

은 력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운송/교통망 등의 

형태로 국에 걸쳐 범 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부분 지

에 건설되고 있다. 라이 라인 련 기술은 각 시설을 

리하고 있는 정부기 에서 범 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의 추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술(public 

technology)로서 요성이 크고 핵심기술로서의 수요도 다

양한 상황이다(Kim, 2003).

도심지의 증하는 력수요를 안정 으로 공 하고 자연

재해는 물론이고 인 인 재해에 의한 재난발생에 비하기 

하여 력망의 지 화작업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단된

다. 그러나 도심지 지하에 치한 력구 주변에는 상하수도

, 가스  등과 같은 에 지 라이 라인 시설은 물론이고 

지하철, 도로터 과 같은 운송/교통 라이 라인 시설이 산재

해 있어 력구 구조물의 안 성에 큰 향을  수 있다. 

력구 시설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부인자 : 상시하 (토압, 수압, 교통하  등)

자연재해(지진, 바람, 홍수 등)

인 재해(화재, 인 진동 등)

- 력구 구조물은 규모 수직구, 개착 력구(콘크리트 

박스형), 터 력구(쉴드터 ) 등으로 구성됨.

- 도심 지하에는 여러 종류의 라이 라인이 복잡하게 설치

되어 있음.

Fig. 1은 시흥-독산 력구 시설에서 수직구와 개착 력

구  터 력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도이다. 수직구

단면의 직경은 15m 규모이고, 개착 력구의 단면은 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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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derground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Siheung and Doksan (SK E&C, 2000)

2.1m, 그리고 터 력구의 직경은 3.5m 규모이다. 터

력구의 경우 주로 쉴드터 머신을 이용하여 굴착하여 시공한

다(SK E&C, 2000).

본 논문에서는 2상매체 개념에 의해 개발된 지반체의 유한

요소해석 로그램 MPDAP(Multi-Phase Dynamic Analysis 

Program)(Kim et al., 2001a; 2001b)를 활용하여 국내에

서 기 수행된 바 있는 력구 구조물의 시공단계별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 다. 

2. 지반체의 유한요소해석 로그램(MPDAP)

2.1 MPDAP의 개요

2상매체 개념에 근거하여 지반체의 유한요소해석기법으로

서 사용한 구성모델의 기본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즉 본 해

석방법의 근간이 되는 2상매체 개념의 유한요소 수식화를 

해서 Field식으로 유효응력원리, 토사입자의 응력-변형률 

계, 공극수의 흐름 방정식, 공극수와 토사의 혼합체(Bulk 

mixture) 운동방정식, 응력의 평형방정식 등이 사용되었다

(Kim et al., 2001b).

토사입자의 응력-변형률 계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유효응력벡터이고, 은 변형도 벡터이며, 

 은 탄소성 구성행렬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사  다공

질 석회암의 실험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발된 암반모델의 구

성 계식을 사용하 다.

공극수와 토사를 구성하는 Skeleton의 체 변화는 독립

이 아니며, 공극율(), 공극수의 압축성(), 입자의 압축

성(), Skeleton의 압축성(), 공극수압()의 함수로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ε        (2)

여기서, ε는 토사의 체 변형을 말한다.

리내에서의 공극수의 흐름은 공극수압의 Gradient()

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계식을 갖는다.

 



 

 (3)

여기서, 는 공극수의 Skeleton에 한 상 속도, 와 는 

흐름계수, 는 공극수의 도, 는 공극수의 가속도, 

그리고 는 력가속도성분이다.

토사에 작용하는 응력증분()은 토사의 Skeleton 

을 통하여 달되는 유효응력증분(′)과 공극수에 

달되는 공극수압증분()로 나 어진다.

 ′ (4)

토사에 작용하는 응력의 평형식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포화된 토사의 도, 는 Skeleton의 가

속도, 는 공극수의 Skeleton에 한 상 가속도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5개의 기본 방정식을 연립하면, 구하고자 

하는 포화된 지반체의 구성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반체의 구성 계식으로는 일반화된 Hoek-Brown Model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 사용하 다. 이를 해 일반화된 Hoek- 

Brown Model의 응력-변형도 계, Failure Surface, Flow 

Consistency방정식, 탄소성 구성법칙 등이 고려되었다. 

MPDAP 로그램의 기본 개념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Kim et al., 2001b)에서 볼 수 있다.

2.2. 수치검증

본 논문에서 사용한 MPDAP의 검증문제로서 비교해가 존재

하는 축 칭하 을 받는 무지보 원형터 의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Korea Tunneling and Under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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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 = 19310.34KPa

1.52m
12.7m

TUNNEL
ROCK

∙Material model : Drucker-Prager model

∙Material properties : 

Young's modulus E=7.93 × 10
6
(KPa)

Poisson's ratio =0.33,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1.24 × 10
4
(KPa)

Friction angle =18
o

Fig. 2 Circular tunnel under axi-symmetric Loading

Fig. 3 Finite element mesh in x-y plane

Fig. 4 Deformed shape of a circular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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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ss along 4.5 degrees from x-axis

Fig. 6 General finite element procedure for 

construction sequence

Space Association, 2005).

Fig. 2는 해석 상 문제의 개요와 재료특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터 주변 지반체는 괴면 이하에서는 선형탄성이고 

괴면에 도달하면 Drucker-Prager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가

정하 다.

구조물의 좌우상하 칭성을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터

의 1/4 만을 모형화하 다. Fig. 4는 원형터 의 변형 형상

을 나타낸 것이고, Fig. 5는 수평축에서 4.5o 기울어진 지

에서 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이론해와 일치함을 보여주었

다. MPDAP 로그램의 다양한 검증문제는 참고문헌(Kim 

et al., 2001b)에서 볼 수 있다. 

3. 굴착단계별 유한요소해석법

3.1 일반 인 유한요소해석법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굴착단계별 해석을 수행하는 차는 

다음과 같다. 즉 Fig. 6(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  주어진 

해석 역의 자 과 하 에 의한 기변 , 변형도, 응력 등을 

계산하고, 굴착하는 역인 A부분으로부터 B부분으로 달되

는 등가하 (Equivalent Nodal Force) 를 산정한 후(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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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 참조), A부분의 강성도를 제거하고 굴착경계면에 등가하

인 굴착상당력(Equivalent Excavation Force) 를 반

방향으로 작용시킨다(Fig. 6(c) 참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변 성분, 변형도 성분, 응력성

분의 증분을 앞에서 구한 기값에 더해 다(Bathe, 1982; 

Zienkiewicz et al., 1989).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등가하 의 산정이 어렵고 구조체 체의 평

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구조체의 기하학  변화를 

고려한 평형섭동개념을 반 하여 등가하 을 산정하여야 한다

(Coyette et al., 1986; Ghaboussi et al., 1984; Gioda 

et al., 1999).

3.2 평형섭동개념에 의한 터  굴착의 수식화 개선

굴착단계별 터 의 구조해석을 한 일반 인 수식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Coyette et al., 1986; Ghaboussi et 

al., 1984).

터 을 굴착하기  기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지반체의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는  힘벡터, 는 강성행렬, 는 변 벡터

를 의미한다.

요소 의 변형도 , 응력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는 변형도-변 행렬, 는 응력-변형도 행렬을 

각각 의미한다.

만약 지반체의 평형조건이 만족한다면 다음식이 성립해야 

한다.

  (8)

여기서, 는 요소응력으로부터 계산되는 내부의 항 힘벡

터로서 다음 식과 같으며, 은 잔류 힘벡터(Residual Force 

Vector)를 의미한다.

 






 (9)

앞의 계식들을 이용하여 비선형해석을 한 증분형태로 

평형방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10)

여기서, 는 선강성행렬, △는 변 벡터의 증분, △

은 힘벡터의 증분(= ), 그리고 는 잔류 힘벡터

(= )을 각각 의미한다.

번째 증분계산과정에서 평형을 이루는 조건과 이때 발생

하는 총변 , 총변형도, 총응력은 다음과 같다.

평형조건 : ∥∥=0

변     :    △

변 형 도 :    △ (11)

응    력 :    △

의 계식을 식 (10)의 우측항에 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2)

해석모델에 공동 굴착 등으로 인하여 요소에 기하학  변

화가 생길 경우에는 체모델의 평형조건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하게 수정된 하 벡터를 사용해야 한다. 수정 

잔류하 벡터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여기서, 
  

∈



  

∈







( : 굴착 후 작용하는 요소)

굴착 후 구조체의 기하학  형상과 요소의 숫자는 변화하

므로 ≠, 
≠0이다. 따라서 굴착으로 인한 기하학

 비선형을 고려한 번째 단계에서의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4)

윗 식에서 
은 해석모델에 작용하는 외력, 

 은 해석

모델에서 발생하는 요소의 내부응력에 의한 힘벡터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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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4. 시공단계별 력구 구조체의 안정성 검토

4.1 문제 개요

터  력구 시공에 따른 인 구조물 등의 구조  안정성

을 검토하기 해 ‘거여-가락 력구’ 공사의 사례(Korea 

Electric Power Company, 2004)에 하여 유한요소해석

에 의한 안정성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터  해석의 목 은 터 에 작용하는 하 에 따라 터 을 

지지하는 지보공을 구축하기 한 것과 터  굴착에 따른 터

 주변 지반의 응력 재분배에 의해 자체 안정을 하여 지

보공 는 복공을 검토하기 한 것이다. 장조사  련

기 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하철 구조물과 수직구  본선

구간의 이격거리  구조물 황을 고려하여 한 표단

면을 선정하고 주요 황  시공단계를 고려하여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4.2 표단면 설정  모델링

4.2.1 표단면 설정  지반체의 재료특성값

터 구간 정심도를 기 으로 이격거리가 가장 작은 단면

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설  기존 지하철, 기존 

문정～가락 력구, 역상수도, 가락공동구 등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단면 선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한 지반체의 재료특성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Korea 

Electric Power Company, 2004).

Section # Position Typical Structures

Section 

Ⅰ

No. 3+ 

10.000

① Garak Marketplace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8, 

② Existing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Mujung 

and Garak, 

③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Section 

Ⅱ

No. 7+ 

12.000

① Tunnel in Subway Line 3, 

② Underground Opening in Garak

③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④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Section 

Ⅲ

No. 37+ 

1.000

①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3,

②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Table 1 Typical sections

Types

Unit 

weight

(kN/

m
3
)

Elasti-

city

(MPa)

Cohe-

sion

(kPa)

Fric-

tion 

Angle

(˚)

Pois-

son's 

ratio

Coeffi-

cient of 

lateral 

pressure 

Soil 18.6 24.5 9.8 27 0.33 0.5

Weathered 

rock
21.6 490.0 49.0 30 0.30 0.5

Soft rock 24.5 4,792.2 245.0 33 0.26 1.5

Hard rock 26.0 13,906.2 343.0 37 0.23 1.5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geomaterials

4.2.2 해석방법  구조물 시공순서 

무한 역을 갖는 지반 체를 유한요소로 모델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석범 의 선정은 력구  지하철 터 , 지

하철 정거장의 굴착으로 인한 향범 를 고려하여 충분히 크

Section Ⅰ First stage Second stage Third stage

Typical 

Structures

Garak 

Marketplace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8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Mujung and 

Garak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Section Ⅱ First stage
Second 

stage
Third stage

Fourth 

stage

Typical 

Structures

Undergrou

nd Opening 

in Garak

Multiregion

al Water 

Supply 

System

Undergrou

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Tunnel in 

Subway 

Line 3

Section Ⅲ First stage Second stage

Typical 

Structures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3

Table 3 Construction sequences

Fig. 7 Finite element modeling of section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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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거여～가락 력구

가락공동구 역상수도

Fig. 8 Finite element modeling of section Ⅱ

지하철 3호선

거여～가락 력구

Fig. 9 Finite element modeling of section Ⅲ

게 하 으며, 터   지하철을 심으로 모델링하 다. 해석 

방법과 구조물의 시공순서는 3개의 해석단면(해석단면 Ⅰ, 

Ⅱ, Ⅲ)에 해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행하 다.

3개 해석단면 Ⅰ, Ⅱ, Ⅲ의 유한요소모델은 Fig. 7~9에 

제시하 다. 지반체 모델링에는 4  평면변형도 유한요소

를 사용하 으며, Fig. 7의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사와 

Fig. 9의 지하철 3호선 내부에 표기된 수평  수직격자는 

Strut부재를 나타낸 것이다.

4.3 굴착단계별 해석

터  굴착  상태에서의 지반변 는 0으로 하고 굴착에 따

라 발생하는 지반의 변 를 측하는 것이 실제 장과 유사한 

조건이므로 변 를 기화시킨 다음 굴착하도록 하 으며, 각 

조건별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지반변형을 해석한다. 지반하

은 굴착시 발생되는 등가하 과 유사지반에서의 굴착 단계별 

변   계측결과 등을 참고로 하 으며, 종방향 굴착으로 인

한 시존의존 변형의 향은 하 분담율을 기 으로 시공 단계

별로 재하하 다(Seo et al., 2006; Sterling, 1992).

Table 4 Analysis procedure and load distribution ratio(LDR)

(a) Section Ⅰ

Section 

#
STEP Analysis Procedure LDR

Section

Ⅰ

0 Modeling for geomaterials -

1
Installation of H-Pile in Garak Market- 

place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8
-

2

Excavation and Installation of Strut in 

Garak Marketplace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8

100%

3
Construction of Garak Marketplace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8

4
Backfilling of Garak Marketplace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8
-

5

Excavation of Existing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Mujung and Garak

50%

6

Installation of Soft Shotcrete+Rock 

Bolt in Existing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Mujung and Garak

25%

7

Installation of Hard Shotcrete  in 

Existing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Mujung 

and Garak

25%

8

Excavation of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100%

9

Installation of Pipe in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

(b) Section Ⅱ

Section 

#
STEP Analysis Procedure LDR

Section

Ⅱ

0 Modeling for geomaterials -

1
Construction of Underground Opening 

in Garak
100%

2
Construction of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100%

3

Excavation of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100%

4

Installation of Pipe in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

5
Excavation of Upper Tunnel in Subway 

Line 3 
50%

6
Installation of Soft Shotcrete+Rock 

Bolt in Upper Tunnel in Subway Line 3 
25%

7
Installation of Hard Shotcrete in Upper 

Tunnel in Subway Line 3
25%

8
Excavation of Lower Tunnel in Subway 

Line 3  
50%

9
Installation of Soft Shotcrete+Rock 

Bolt in Lower Tunnel in Subway Line 3 
25%

10
Installation of Hard Shotcrete in Lower 

Tunnel in Subway Line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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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lacement measurement point

(b) Vertical displacement

(c) Horizontal displacement

Fig. 10 Section Ⅰ

(c) Section Ⅲ

Section 

#
STEP Analysis Procedure LDR

Section

Ⅲ

0 Modeling for geomaterials -

1

Excavation of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100

%

2

Installation of Pipe in Underground 

Electric Power Cable Structures 

Connecting Geoyeo and Garak

-

3
Excavation and Installation of Support 

in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3

100

%

4
Construction of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3
-

5
Backfilling of Station Building in 

Subway Line 3
-

각 해석단면별 해석순서  하 분담율은 Table 4에 나타

낸 바와 같다.

4.4 해석결과  분석

각 해석단면별 변 량 측정 치와 시공 단계별에서 얻어진 

거여~가락 터  력구 주변에서 수직변 와 수평변 의 변화

를 Fig. 10~12에 나타내었다. 한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의 

종류별 허용침하량과 허용각변 를 참조(Korea Electric 

Power Company, 2004)하여 리기 으로 용해 보았다.

해석단면 Ⅰ에서 최 수직변 는 거여～가락 터  력구

(측정 치:a,b,c,d)에서 0.289mm, 문정～가락 터  력구

(측정 치:e,f,g,h)에서 0.613mm, 지하철 8호선 하부(측정

치:i,j,k)에서 1.191mm로 나타났다. 최 수평변 는 거여～

가락 터  력구(측정 치:a,b,c,d)에서 0.523mm, 문정～

가락 터  력구(측정 치:e,f,g,h)에서 0.635mm,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 역사 하부(측정 치:i,j,k)에서 0.290mm로 

나타났다. 수직  수평변 의 해석결과는 허용치(최소값 

2.5cm)이내의 결과를 보여주며, 변 발생 양상도 굴착과 동

시에 증가했다가 일정한 범 에서 수렴하여 지반이 매우 안

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석단면 Ⅱ에서는 최 수직변 는 거여～가락 터  력

구(측정 치:a,b,c,d)에서 0.128mm, 지하철 3호선 터

(측정 치:e,f,g,h)에서 0.732mm, 가락공동구 주변(측정

치:i,j,k)에서 0.391mm로 나타났다. 최 수평변 는 거

여～가락 력구 터 (측정 치:a,b,c,d)에서 0.224mm, 지

하철 3호선 터 (측정 치:e,f,g,h)에서 0.424mm, 가락공

동구(측정 치: i,j,k)에서 0.254mm로 나타났다. 수직  

수평변 의 해석결과는 허용치(최소값 2.5cm)이내의 결과를 

보여주며, 변 발생 양상도 굴착과 동시에 증가했다가 일정

한 범 에서 수렴하여 지반이 매우 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

여주었다. 다만 지하철에서의 수평변 는 굴착과 동시에 변

량이 격히 증가한 반면, 지보재 설치후에는 다소 안정된 

결과를 보여 시간 경과후에도 변 량의 큰 증가는 없을 것으

로 단되었다.

해석단면 Ⅲ에서는 최 수직변 는 거여～가락 터  력

구(측정 치:a,b,c,d)에서 1.322mm, 지하철 정거장(측정

치:e,f,g)의 경우 2.834mm로 나타났다. 최 수평변 는 거

여～가락 터  력구(측정 치:a,b,c,d)에서 0.819mm, 3

호선 지하철 정거장 하부(측정 치:e,f,g)에서 0.457m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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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lacement measurement point

(b) Vertical displacement

(c) Horizontal displacement

Fig. 11 Section Ⅱ

(a) Displacement measurement point

(b) Vertical displacement

(c) Horizontal displacement

Fig. 12 Section Ⅲ

나타났다. 수직  수평변 의 해석결과, 터  력구 주변에

서 발생하는 변 들은 허용치(최소값 2.5cm)이내로 만족하

는 결과를 보여주며, 변 발생 양상도 굴착과 동시에 증가했

다가 일정한 범 에서 수렴하여 지반이 매우 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심지 지하에 터  력구를 건설하는 경

우 시공단계별 향을 고려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상의 도심지 지하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라이 라인 구

조체가 설치되어 있다. 터 력구의 구조해석에는 지반체의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MPDAP을 사용하 다. 라이 라

인 구조체와 터  력구 사이의 이격거리가 가장 작은 표

인 3개의 단면에 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터 의 

굴착단계별 유한요소해석에서 발생되는 평형불균형성 문제는 

평형섭동개념을 용하여 해결하 다. 한 터  굴착에 의

한 시간의존 변형의 향은 하 분담율을 사용하여 시공단계

별로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3개의 표단면에서는 

터  력구 주변 지반체에서 발생하는 최 변 값은 허용 

변 값이내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터  구조물의 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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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도심지 지하에 터  력구를 건설하는 경우 시공단계별 향을 고려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상

의 도심지 지하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라이 라인 구조체가 설치되어 있다. 터 력구의 구조해석에는 지반체의 유한요

소해석 로그램인 MPDAP을 사용하 다. 라이 라인 구조체와 터  력구 사이의 이격거리가 가장 작은 표 인 3개의 

단면에 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터 의 굴착단계별 유한요소해석에서 발생되는 평형불균형성 문제는 평형섭동개념

을 용하여 해결하 다. 한 터  굴착에 의한 시간의존 변형의 향은 하 분담율을 사용하여 시공단계별로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3개의 표단면에서는 터  력구 주변 지반체에서 발생하는 최 변 값은 허용변 값이내를 보여주

었다.

핵심용어 : 력구, 시공단계, 유한요소해석, 평형섭동, 터 굴착

큰 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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