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대형 실험을 통한 쉴드터널의 강연선 체결방식에 대한 역학적 거동 분석 33

ISSN 1229-2427
http://dx.doi.org/10.7843/kgs.2013.29.6.33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29권 6호 2013년 6월 pp. 33 ～ 51

실대형 실험을 통한 쉴드터널의 강연선 

체결방식에 대한 역학적 거동 분석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nection Method for Segment in Tunnel 
Lining System Using Prestressed Steel Cable by Real-scale Test

마 상 준
1 Ma, Sang-Joon

길 후 정
2 Gil, Hu-Jeong

김 동 민
3 Kim, Dong-Min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improvement of connection method for segment in tunnel lining system using prestressed 
steel cable and presents the results of real-scale tests. It conducted a study about the applicability and mechanical 
behaviour analysis of the new method that connects segment tunnel lining using prestressed steel cable by real-scale 
test. Through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new method has stronger connection than conventional assembling 
methods. Also, the new method can be expected to have integrated behavior and stability increase of shield tunnel lining. 
It is considered that the new method is much more effective than conventional assembling methods.

 

요   지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쉴드터널의 강연선 체결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두 번에 걸친 실대형 세그먼트 체결시

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대형 세그먼트 체결시험을 통해 기존 볼트 체결 방식과 강선을 이용한 체결 방식을 비교하여 

체결재로써의 강연선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강연선 체결 방식 적용 시 세그먼트에 발생하는 체결력의 

역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기존 세그먼트 체결장치와 비교하여 높은 체결력을 얻을 수 있으며, 터널 

세그먼트 전체의 일체화 거동 및 구조적인 안정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볼트 체결 대비 강연선 

체결 방식이 세그먼트 체결에 더 효과 적일 수 있으며, 강연선이 세그먼트 체결 장치로서의 적용성도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 Shield, Prestressed steel cable, Real-scale test, Tensile force, Assemb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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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터널 공법 중의 

하나인 쉴드터널 공법은 대심도 지하공간을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 공간 구축기술로, 세계 각국에

서 공법 적용과 함께 관련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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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쉴드터널 공법은 종래의 재래식 터널 공법

(NATM 공법) 적용 시 야기되는 지반침하와 각종 소음 

및 진동 등의 건설공해를 최소화 하여 주변 민원을 줄이

고, 시공안정성 및 운영 중 완성구조물의 안정성, 유지

관리에 대한 관심확대, 환경적 요구 등 최근의 건설 패

러다임에 부합되는 각종 필요조건을 만족함으로써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전체 터널 중 80%

가 쉴드터널로 시공되고 있으며, 일본 60%, 미국 50%, 

중국 40%, 대만의 경우 30%가 쉴드터널로 시공되고 있

다(KICT, 2012). 

이러한 쉴드터널 공법을 활용한 지하공간의 효율적

인 굴착을 위해서는 장거리시공기술, 고속시공기술, 공

사비절감 등에 대한 개발이 필연적이다. 쉴드터널 공법

의 라이닝을 구성하는 세그먼트는 여러 개의 분할체로 

구성되고, 각 세그먼트는 일체화된 구조물이 아니기 때

문에 볼트체결을 통해 세그먼트와 세그먼트가 연결되

어 하나의 일체화된 링을 형성한다. 이 때 쉴드터널에 

있어서  볼트 체결 연결부는 세그먼트 전체비용의 30～
40% 정도를 차지하므로 연결부의 간략화 및 연결부재

의 개발은 쉴드터널의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Jeong et al., 2004). 또한, 세그먼트의 볼트체결작

업은 쉴드터널 시공 프로세스 중 적지 않은 시간을 차지

하므로 새로운 체결 기술 개발을 통해 세그먼트 체결 

방식과 조립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시공성의 증가

를 가져올 수 있다(Masanori et al., 2002). 

최근 한국에서는 쉴드터널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강선

의 인장력을 이용한 세그먼트의 새로운 체결시스템 개발

이 진행되고있다. 강연선 체결 방식은 강연선의 긴장력

을 이용하여 세그먼트 라이닝을 완전한 일체형으로 체결

시키는 방법이다. 강선을 이용한 세그먼트 체결 공법 

개발은 일본에서 이미 연구된 사례가 있다. Kazuyoshi 

(2003)는 강선을 이용하여 세그먼트를 체결하는 이른바 

P&PC 공법을 개발하였는데, 세그먼트 조립 시 강선의 

긴장력을 이용하여 세그먼트 한 링을 원주방향으로 체결

하는 방식으로 실제 공사에 적용되었다. 반면 본 공법은 

터널 연장방향으로 세그먼트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현재 

연구는 쉴드터널의 강연선 체결 방식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가 진행 된 이후, 개념 도입을 위한 공법 정착 단계로 

구조적 안정성 검토, 체결력 향상 방안, 적용가능한 세그

먼트 형태 고안, 설계법 연구, 시공방법 등 다양한 방면으

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연선의 긴

장력을 건설재료로 사용하는 사례를 통해 세그먼트 조립

부재로써의 강연선의 도입 배경을 정리하고, 현재 연구

에서 개발중인 쉴드터널의 강연선 체결 방식에 대해 소

개하였다. 또한, 두 번에 걸친 실대형 세그먼트 체결시험

을 통해 기존 볼트 체결 방식과 강연선을 이용한 체결 

방식을 비교하여 체결재로써의 강연선 적용 가능성에 대

한 검토를 수행하고, 강연선 체결 방식 적용 시 세그먼트

에 발생하는 체결력의 역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2. 쉴드터널의 강선 체결 시스템

2.1 기존 체결 방식 분석

현재 쉴드터널의 세그먼트 조립에는 일반적으로 볼

트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Table 1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

는 세그먼트의 볼트 이음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시공된 세그먼트 체결방식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볼트박스 방식은 조립이 간편하고 시공성이 좋

아 세그먼트의 조립과 해체작업이 용이하여 조립오차

가 적으며 연결부인 볼트 박스가 수팽창 지수재 2열 내

측에 설치되어 누수를 최대한 억제 할 수 있다. 반면, 

볼트 박스 매입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부가 될 수 있고 

부식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2차라이닝을 생각할 경우 세

그먼트의 조립 완료 후 내면의 볼트박스 홈이 많아 도수

로의 경우 별도의 채움 작업이 필요하며 제작비용이 경

사볼트보다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많이 

적용된 방식은 경사 볼트 방식이다. 경사 볼트 방식은 

볼트 박스 방식에 비해 조립시간이 짧고 철물 노출이 

적어 부식 우려가 적으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볼트 체결력이 작아 세그먼트 조립 후 쉴드 추진력

을 제거했을 때 세그먼트가 밀착되지 않거나 틈새 발생

으로 진원형성이 어려워 세그먼트 모서리 부분에 균열

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외부로 노출된 볼트의 부식 

가능성과, 지수재를 외측 1열에만 설치하므로 볼트 주

변을 통한 누수 발생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그먼트 조립

시 발생하는 작은 오차에도 볼트 매입이 어려워지는 단

점이 있다. 세그먼트 체결방식 중 핀 방식은 볼트 홈이 

적어 조립 후 세그먼트내면이 미려하고 제작비용이 가

장 저렴하며 자동 조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링

간 조립시 핀 체결 위치 선정이 어려워 조립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체결력이 약하여(매입부가 우레탄재질로 유

동성이 많음) 세그먼트 조립정도가 불량하고 쉴드 잭 후

진 시 조립부가 벌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수재를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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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ng bolt fastened method

Part Bolt shape Note

Rectilineal

bolt 

• Advantageou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urve

• Simple process

• Easily removal and demolition work after assembly

Rounded

bolt

• Advantageou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urve

• Simple process

• Greater structure stability and good resistance for thrust force of shield 

mashin

Bolt box

• Advantageou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urve

• Greater structure stability and good resistance for thrust force of shield 

mashin

• Required a lot of time and manpower to assembly

• To fill the empty space (bolt box) with mortal 

• Structure weakness of segment because of anserted bolt box

Pin type

• Simple process

• Good appearance after completion

• Corrosion resistant

• Disadvantageou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urve

• Difficulty of removal or demolition work after assembly

1열만 설치하게 되어 누수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

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곡볼트 방식은 볼트 체

결에 필요한 이격을 줄이고 세그먼트에 볼트 정착부분

을 만들어 체결하는 방식으로, 체결부가 볼트로 강결되

어 구조적 안정성이 높고 쉴드 추진에 따른 잭 추진력에 

대한 대응성이 좋다. 또한 세그먼트 체결 및 링체결을 

삽입너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조립하므로 공정이 비교

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사볼트에 비해서 작업

이 복잡하고 변형에 대한 허용 여유가 크며, 지수재를 

외측 1열만 설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볼트 주변을 통한 

누수 발생우려가 높은 단점이 있다.

 

2.2 건설 재료로써의 강연선

건설 분야에서는 대구간을 필요로 하는 구조물이 많

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 성능 향상을 위

해 건설재료에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해 왔다. 프리스트

레스 공법은 인장저항에 취약한 구조물의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구조재에 긴장력을 도입하여 구조물에 작

용하는 인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역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시의 안전성, 구조물의 내구성, 고품

질, 공기 단축 등의 장점으로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

다(Ha et al., 2004; Chung et al., 2000).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의 긴장재로 기존에는 이형 철근을 많이 사용해 

왔으나 재료의 한계로 근래 들어서는 강연선을 주로 사

용하고 있다. 강연선을 사용하면 접합부의 배근을 간략

화 할 수 있고, 연결재의 배근공정이 생략되며, 시공순

서에 제약을 받지 않는 우수한 시공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강연선을 체결부재로 사용할 경우 일반 철근에 비

해 연성이 크므로 구조물의 연성 거동을 기대할 수 있다

(KICT, 2012). 이에 토목 및 건축분야에서는 긴장력이 

도입된 강연선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량

분야에서는 사장교, 현수교, 닐슨아치교 등 PCS 구조

물의 케이블 구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3 세그먼트의 강선 체결 방식 개발

현재 연구 중인 세그먼트의 강선 체결 방식은 강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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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A1, A2, A3, A4) segments (b) B segment

(c) C segment (d) K segment

Fig. 1. Shape of segment used in cable assembling system

유압잭, 정착장치를 이용해 강연선에 긴장력을 주입함

으로써 세그먼트 터널 라이닝을 완전한 일체형으로 체

결시키는 방법으로 강연선의 우수한 인장력과 유압잭

의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기존 세그먼트 체결 장치와 

비교하여 높은 체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강연선

은 지름 2.9～9mm의 원형강선을 꽈배기 형상으로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것으로 가닥수에 따라 2, 3, 7, 19연

선 등이 있으며 연구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7연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강선 체결용 세그

먼트는 2개의 센터 관통로와 2개의 단부 관통로가 형성

되어 있다. 연구에서 고안된 세그먼트의 형태는 크게 

A(A1, A2, A3, A4) 세그먼트, B 세그먼트, C 세그먼트, 

K 세그먼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세그먼트의 형상은 

Fig. 1과 같다. 세그먼트 조립 시 A1 세그먼트와 A4 세

그먼트를 하단부에 위치시키고, A2와 A3 세그먼트를 

접면 시킨 다음, A2 세그먼트에는 B세그먼트, A3 세그

먼트에는 C세그먼트를 배열 한 후, 마지막으로 B 세그

먼트와 C 세그먼트 사이에 K 세그먼트를 삽입한다. 특

히, K 세그먼트는 키 세그먼트로써 쐐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키 세그먼트의 목적은 세그먼트 링을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조립함에 있어서 조립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에 있다. 즉,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원의 형

태로 시공하는 것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그먼트

로 쐐기형의 특수한 형상과 함께 작업의 용이함을 위해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초기연구 단계에서는 강선 체결 배열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세그먼트와 동일하게 제작이 되

어 있으며, 실제적인 키 세그먼트의 크기에 맞는 상세 

배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강선의 긴장을 구조물에 적용 하는 경우에는 강선의 

길이에 따라 긴장력 도입량 및 손실량이 결정되기 때문

에 세그먼트의 강선 체결 방식에서는 세그먼트의 연결 

개수와 강선 긴장의 효율성이 중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

에서는 강선 활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4개열의 종방향 

세그먼트를 하나의 체결단위로 하여 세그먼트를 조립

하게 된다. 즉, 강선을 삽입한 후 4개의 세그먼트를 동시

에 긴장 시킨 후 정착하게 되며, 각 세그먼트에는 하나

의 강선만 정착되고, 나머지 3개의 강선은 관통로를 거

쳐 다른 열에 위치한 세그먼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

된다. 

Fig. 2는 세그먼트의 배열에 따른 강선 체결 시스템의 

체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4열의 A1세그먼트에는 총 

4개의 강선이 관통하고 있으며 각 강선은 지그재그 형

식으로 하나의 세그먼트에 한번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4열의 

A1 세그먼트에는 총 4개의 강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체

결 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번 강선은 1열의 

A1 세그먼트 단부에서 시작하여 4열의 A1 세그먼트 센

터에 정착되고, ②번 강선은 2열의 A1 세그먼트 단부에

서 5열의 A2 세그먼트 센터에 정착되며, ③번 강선은 

3열의 A2 세그먼트 단부에서 삽입되어 6열의 A1 세그

먼트 센터에 정착되며 마지막으로 ④번 강선은 4열의 

A1 세그먼트 단부로부터 시작되어 7열의 A1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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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rangement of segment considered assembling with steel cable

(a) Segment inserted shear key (b) Stress redistribution by sheer key

Fig. 3. Shear key and influence of shear key

센터에 정착된다. 따라서 4열의 A1 세그먼트는 직·간접

적으로 총 4번의 긴장력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세그먼

트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체결이 된다. 또한, 체결이 

매듭지어지는 정착단은 각 세그먼트의 센터에 정착되

므로 힘의 작용으로 인한 편심 발생이 최소화 된다. 

본 연구에서 고안된 강선 체결 방식 적용을 위한 세그

먼트에는 Fig.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횡방향으로 사다리

꼴 형상의 전단 키가 형성되어 있다. 세그먼트 조립 후 

링의 양 측면 4개의 전단키(좌, 우 각각 2개)는 수직방향

의 하중에 대해 전단저항을 일으켜 세그먼트로의 응력 

분배 기능을 하며, 링의 윗 면과 아랫 면에 있는 전단키

는 수평방향 응력에 대한 세그먼트의 전단저항을 발휘

한다. 또한 세그먼트 배열(지그재그 배열) 특성상 전단

키는 링 방향의 모든 각도의 힘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조

립 완료 후 세그먼트 터널의 응력 재분배 및 강성 증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전단키를 통해 조립의 정밀도 

향상과 세그먼트 링 간의 상대적 변위 제어 역할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쉴드 터널에서는 

터널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전단력을 연결 볼트가 저

항하였으나, 시공 완료 후 진원이 형성되면 링방향 연결 

볼트 부재를 분해하고 볼트의 전단 저항력을 전단키가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전단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하중에 대한 직접적인 전단

이나 휨 저항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필

요하며 현재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역학적인 거

동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Fig. 4는 강선 체결 방

식의 시공 순서를 통해 한 세그먼트에 4개의 강선이 삽

입되고 체결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

히, Fig. 4(f)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한 개의 세그먼트에 관

통된 4개의 강선은 표시된 세그먼트를 포함하여 그 세그

먼트를 기준으로 한 앞뒤 세 개의 링까지 총 7개 링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체결이 터널 전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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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embly the first segment  (b) Assembly the first ring  

(c) Assembly additional segment (d) Assembly second ring

(e) Assembly third ring (f) Assembly fourth ring

Fig. 4. Assembly sequence considered steel cable assembling system

용되었을 때 터널 세그먼트 전체의 일체화 거동 및 일체

화를 통한 구조적인 안정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세그먼트 체결 방식은 체결볼트의 설치공간

이 과다하여 지수재 및 유로홈 설치를 위한 공간을 위해 

단면의 증대가 불가피하지만, 강선 체결 방식의 경우 체

결에 필요한 부분은 강연선을 통과 시킬 수 있는 최소의 

지름만 확보하면 되므로, 세그먼트 기술 발전의 숙제 중 

하나인 세그먼트 라이닝 단면의 축소가 가능하다. 또한, 

강선식 체결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연결방식들에 

비해 연결부 자체의 단면적이 대폭 감소하므로 연결부

재를 통한 누수량이 적어 누수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강선 체결 방식이 완성될 경

우 기존 볼트 체결방식보다 높은 체결력의 확보로 세그

먼트 터널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체결부 재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앞으로 예상되는 세그먼트 터널 수요에 맞추어 세그먼

트 터널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실대형 실험을 통한 강연선 체결 방식의 적용

성 검토(1차 실험)

3.1 실험 개요

강연선 체결 방식의 세그먼트 적용 가능성 평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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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modeled mould (b) Drawing of specimen

Fig. 5. Mould and drawing for specimen

Table 2. Mixing proportion for specimen          (Unit : kg/m3)

Type Water Cement  Fine aggregate Coarse aggregate Admixture

Field proportion 132 480 691 1094 3.36

해, 기존의 체결방법인 볼트 체결 방식과 새로 개발중인 

강선 체결 방식의 시공성 및 체결력 비교를 목적으로 

국내의 분당선 지하철 쉴드터널 현장에 적용된 세그먼

트의 제작 몰드를 이용해, 세그먼트 시험체를 제작하고 

볼트 체결 시험 및 강선 체결 시험을 수행하였다. 세그

먼트 체결은 링을 형성하기 위한 원주방향이음, 링과 링

사이를 연결하는 터널 연장방향 이음을 실시하며, 시험

에서 모사한 연결은 연장방향 이음이다. 본 연구에서 개

발 중인 세그먼트 체결 방식은 4개의 세그먼트를 하나

의 강선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므로, 총 4개의 세그먼

트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쉴드터널의 축조에서는 일반

적으로 세그먼트 이음이 교차 배치가 되도록 조립을 하

는 것이 원칙이나 본 시험에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는 

체결 방식에 따른 비교이므로, 현장 여건을 그대로 모사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일렬로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다. 체결력 측정을 위해 철근에 응력 게이지를 설치하였

으며 각 체결 과정에 따라 철근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수집하였다. 

3.2 시험체 제작

3.2.1 설계

세그먼트 체결시험에 사용된 시험체는 분당선 왕십

리～선릉간 복선전철 제 3공구 노반신설공사를 위해 제

작된 세그먼트 몰드를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A 타입 

세그먼트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하여 시험

체를 설계하였다. 분당선의 터널외경은 7,800mm로 계

획되었으며, 세그먼트 단면 두께는 400mm, 세그먼트 

폭은 1,500mm로 K 타입을 포함하여 A, B, C의 7개 단

면으로 설계되었다. 세그먼트와 세그먼트의 연결은 경

사볼트가 적용되었으며 K 타입의 경우 링방향 1개, 원

주방향 2개로 설계되었고 K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세그

먼트는 링방향 3개, 원주뱡항 2개의 볼트 연결이 계획되

었다. 세그먼트의 콘크리트설계기준 강도는 450kgf/cm2,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0kgf/cm2로 설계되었으며 Table 

2는 세그먼트 제작 시 콘크리트의 배합비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에서 개발한 강선 체결 시스템을 이용한 세그먼

트 체결을 위해 강선이 통과하는 유입 홈 제작을 계획하

였으며, 강선 유입홈은 실험에 사용할 강선의 제원을 고

려하여 직경 2cm의 스틸파이프로 설계하였다. 강선이 

통과되는 위치는 세그먼트 중심으로부터 300mm 떨어

진 위치에 두 개, 세그먼트 양 끝단에서 300mm 떨어진 

위치에 두 개로 총 네가닥의 강선이 통과 할 수 있도록 

하고, 볼트 체결부가 만나는 구간인 단면의 가운데에 파

이프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세그먼트의 철근 

배근은 기존에 분당선 현장에서 사용된 현장 세그먼트

의 강도를 여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철근 배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강선 통과 홈이 배근된 철근과 겹

치지 않도록 하였다. Fig. 5(a)는 세그먼트 제작에 사용

된 몰드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5(b)는 시험을 위해 수

정된 세그먼트 시험체의 설계 도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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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nding rebar gauge (b) Wiring gauge lines

Fig. 6. Bonding rebar gauge and wiring gauge lines

(a) Setting the mould (b) Inserting pipe that cable path (c) Concrete pouring

(d) Vibrofloatation (f) Surface finish (g) Completed specimen

Fig. 7. Process of producing specimen 

3.2.2 철근망 가공 및 철근 게이지 부착

세그먼트 시험체 제작을 위해 철근망 4개를 제작하

고, 볼트 체결 및 강선 체결시 세그먼트 체결부에 발생

하는 응력 계측을 위해 계획된 철근 게이지의 부착 작업

을 실시하였다. 철근 게이지는 4개의 세그먼트에 응력 

분석 목적 및 체결부를 고려하여 총 90개를 계획하였다. 

Fig. 6은 철근 게이지를 철근망에 부착하는 모습을 나타

낸 것이다.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게이지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철근 부착 후 방수 실링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철근 게이지와 데이터 로거 

사이의 연결 케이블을 최대한 짧게 배선하여 선에서 발

생하는 저항을 최소화하였다.

3.2.3 세그먼트 제작

세그먼트 몰드에 강선 유입용 파이프 설치를 위해 몰

드 개조 작업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세그먼트 제작 시 

동일한 위치에 파이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파이프가 

삽입 되는 위치에 구멍을 파낸 후 파이프 내경과 동일한 

약 2cm의 강재를 조립해 넣고 산소 용접 하여, 파이프 

위치의 기준이 되는 점들을 측면에 각 각 4개씩 형성하

였다. 또한 폐몰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

문에 표면에 있는 녹 제거 작업을 병행하였다. 세그먼트 

제작은 몰드 셋팅, 철근망 몰드 내 삽입, 강선 유입 파이

프 설치, 콘크리트 타설, 세그먼트 표면 미장, 증기양생, 

탈형 후 공기중 양생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Fig. 7은 

일련의 세그먼트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몰드 셋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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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ophilic waterstop (b) Bonding the hydrophilic waterstop 

Fig. 8. Hydrophilic waterstop that bonded on segment

시에는 탈형이 용이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구리스 도포 

작업과 함께 세그먼트 중앙에 뒷채움용 호스를 설치하기 

위한 주입공과 볼트 연결에 필요한 볼트 소켓 등의 부속

품 설치를 진행하였다. 몰드내에 철근망을 삽입하는 과

정에서는 몰드와 철근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한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를 잡는 작업

을 진행하였다. 또한 강선 유입 파이프는 세그먼트 간 연

결 시 체결 정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고정된 강재에 

파이프가 정확히 설치 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는 설계기준강도 구현을 위하여, 몰드에 

콘크리트 투입 후 콘크리트가 몰드 내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진동대를 이용하여 진동에 의한 다짐과 함께 진

동봉을 이용하여 철근 사이 공간으로 콘크리트가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충분히 진동 다짐을 한 후에는 세그먼트 표면 

미장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철근게이지와 연결된 케

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파이프를 매입하였다. 

3.2.4 수팽창 지수재 부착 및 시험체 세팅

세그먼트 조립 시 기본적인 수팽창 지수재의 탄성반

발력으로 인해 탈락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탄

성반발력으로 인해 조립 정밀도나 시공성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따라서 본 체결 시험에서는 세그먼트와 세그

먼트 사이의 수팽창 지수재에 탄성에 의한 영향도 같이 

고려해 주기 위해 수팽창 지수재를 부착하였다. Fig. 8

은 시험에 사용된 수팽창 지수재와, 시험체 부착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수팽창 지수재는 세그먼트 단면 위와 아

래에 2열로 부착되었다. 

현장 시험은 콘크리트 제품 제작사인 I사의 공장 야

적장에서 수행 계획 되었으며 세그먼트 체결 받침대를 

야적장에 제작하였다. 세그먼트 받침대는 가로 8m, 폭 

2m의 강재로 제작되었으며, 받침대에 세그먼트 안착을 

위한 레일을 설치하였다. 실제 터널 시공 현장에서는 세

그먼트 조립시 세그먼트와 세그먼트를 유압잭을 이용

하여 압착시킨 후 볼트 조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세그

먼트 안착 시 최대한 세그먼트 사이의 거리가 이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체결 전에 최대한 동일한 선상에 세그

먼트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시험 수행 및 결과

3.3.1 시험 수행

본 시험의 볼트체결은 분당선 구간에 적용된 체결조

건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세그먼트 연결 시 경사볼트형

식을 사용하는 방식은 체결 토오크치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립공의 경험에 의해 체결됨에 따

라 과다조임에 의한 조립부 세그먼트 균열, 과소 조임에 

의한 누수 제어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분당

선 구간에서는 현장 시험을 통해 경사볼트의 토오크치 

기준을 산정하였다. 볼트 체결 시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사이에 3개씩 총 9개의 경사 볼트를 2차에 걸쳐 조립하

였다. 1차 조립 시에는 설계 체결력의 60%까지 볼트 체

결을 수행하였으며, 2차 조립 시 토크측정이 가능한 다

이얼이 부착된 토크렌치(JIS 규격, JIS B4650 수동식 토

크렌치)를 이용하여, 설계 토크치인 40kg･m까지 체결

을 수행하였다. Fig. 9는 볼트 체결과 토크렌치를 통해

서 체결 토크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은 강선 체결 시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강선 

체결에는 7연선 12.7mm규격을 사용하였다. KS D 7002 

- 1995의 PC 강선 및 PC 강연선의 기계적 특성치에 나

와있는 7연선 12.7mm의 항복강도는 1600Mpa, 극한강

도는 1900Mpa 이며 이를 통해 계산한 강선의 허용응력

은 긴장시 142kN, 사용시 127kN이다. 강선 체결 시 긴

장력은 50bar, 200bar, 300bar, 430bar, 500bar, 610ba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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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embling bolt (b) Check the torque

Fig. 9. Bolt assembling test

(a) Anchoring cable (b) Tensioning cable

Fig. 10. Steel cable tensioning Test

(a) Segments setted rebar gauge (b) Data gathering

Fig. 11. Data gathering by data logger

총 6단계에 거쳐 하중을 재하 하였으며, 강선을 좌측부

터 1, 2, 3, 4번으로 구분하여 2번강선(중앙부), 4번강선

(단부), 3번강선(중앙부), 1번강선(단부) 순으로 각각 1～
4단계 까지 진행(50bar∼430bar)한 후 다시 2번강선부터 

순차적으로 5∼6단계(500bar∼610bar)를 진행하였다.

세그먼트 접합부에서의 직접적인 체결압 측정이 어

려우므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응력게이지를 부착

하여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게이지의 변형률을 통해 산

정해 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철근 게이지는 세그먼트 

양 끝단에 총 90개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데이터 수집은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일련의 

데이터 확보를 계획하였다. Fig. 11은 철근 게이지를 통

해 계측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3.2 시험 결과

Table 3은 볼트 체결에 따른 세그먼트 상면과 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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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per of segment (b) Bottom of segment

Fig. 12. Strain distributions of Segment when assembling

Table 3. Strain of rebar as Bolting

Segment 1 2 3 4 5 6 7 8

Segment1

Upper
A 0.0 0.0 0.0 0.0 0.0 0.0 0.0 손상

B -4.8 -6.0 -5.6 -5.2 -4.8 -5.2 -5.6 -4.5 

Bottom
A 0.0 0.0 0.0 0.0 0.0 0.0 0.0 0.0 

B -7.2  -9.0 -8.3 -7.5 -8.0 -8.3 -8.5 -6.8 

Segment2

Upper
C -6.7 -8.4 -7.8 -7.3 -6.7 -7.3 -7.8 -6.3 

D -4.8 - -6.8 -7.5 -4.5 -5.5 - -5.2 

Bottom
C -6.1  -7.7 -7.0 -6.4 -6.8 -7.0 -7.2 -5.8 

D - - - - - - - -

Segment3

Upper
E -6.7 - -9.5 -10.5 -6.3 -7.7 - -7.3 

F -4.0 - -4.8 - - -7.3 - -6.4 

Bottom
E - - - - - - - -

F - - - - - - - -

Segment4

Upper
G -5.6 - -6.7 -6.3 -9.1 -10.2 - -9.0 

H 0.0 - 0.0 0.0 0.0 0.0 - 0.0 

Bottom
G -4.1  - -5.5 -6.0 -8.1 -8.3 - -6.8 

H 0.0  - 0.0 0.0 0.0 0.0 - 0.0 

설치된 철근게이지의 변형률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부의 경우 첫 번째 세그먼트에 설치된 게이지 중 1개

가 세그먼트 제작과정에 손상되었다.

Fig. 12는 볼트 체결 시 발생한 게이지의 변형률을 보여

주고 있다. 계측 결과 볼트 체결에 의한 체결력은 볼트 위

치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사

볼트를 적용하여 세그먼트 상면은 볼트 머리부의 값이 크

고, 하면은 볼트 단부의 값이 더 커서, 상부와 하부의 변형

률 분포차이가 큰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는 강선 체결에 따른 세그먼트 상부와 하부에 

설치된 철근게이지의 변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Fig. 

13은 강선 체결 시 발생한 게이지의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계측 결과 강선 긴장에 의한 체결력은 볼트의 

체결에 비해 안정적인 값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세그먼트 전체적으로 상부와 하

부의 변형률 차이도 작고, 접합부 양측의 변형률 차이도 

크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Fig. 14는 볼트 체결 및 강선 체결 시 연결부의 세그

먼트 위치에 따른 상부 변형률을 각각 보여준다. 실험 

결과 볼트 체결의 경우 결합 위치별로 변형율의 분포가 

큰 경향을 보였으며, 강선 체결의 경우 체결부 전체적으

로 변형율의 분포가 고른 경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강선 체결 방식이 볼트 체결 방식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체결 성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 시공 

시 설계값과 동일하게 시공관리가 가능하여 터널의 성

능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볼트 체결의 경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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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ain of rebar gauge as tensioning steel cable

Segment 1 2 3 4 5 6 7 8

Segment1

Upper
A -8.1 -8.6 -8.6 -9.4 -9.4 -8.6 -9.5 -

B -8.0  -8.6 -8.9 -9.4 -8.7 -8.7 -8.7 -9.7 

Bottom
A -8.1 -9.4 -8.7 -8.7 -9.4 -8.6 -8.6 -8.1 

B -8.3  -9.0 -8.8 -9.6 -9.6 -8.7 -8.8 -8.2 

Segment2

Upper
C -8.4  -8.9 -9.2 -8.7 -10.0 -9.4 -8.7 -10.6 

D -8.0  - -8.6 -9.4 -8.7 -8.7 - -9.8 

Bottom
C -9.4  -9.0 -9.4 -9.4 -9.8 -9.4 -9.0 -9.4 

D - - - - - - - -

Segment3

Upper
E -8.3  - -9.5 -10.5 -10.1 -9.3 - -9.0 

F -7.9  - -8.6 - - -8.7 - -9.4 

Bottom
E - - - - - - - -

F - - - - - - - -

Segment4

Upper
G -7.9  - -8.6 -8.6 -9.1 -10.2 - -10.0 

H -7.9  - -8.7 -8.7 -9.6 -8.8 - -10.1 

Bottom
G -9.1  - -9.7 -10.6 -9.4 -9.5 - -9.1 

H -9.3  - -9.9 -10.8 -10.8 -10.1 - -9.2 

(a) Upper of segment (b) Bottom of segment

Fig. 13. Strain distributions of Segment when tensioning steel cable

(a) Bolting (b) Tentioning steel cable

Fig. 14. Difference of strain as assemb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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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assembly (b) Bolting (c) Tensioning steel cable

Fig. 15. Distance between segments as assembling

가 체결력 도입이 어려운데 반해, 강선은 유압잭의 압력 

증가 만으로 추가 긴장이 가능하므로 탄력적인 긴장력 

주입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또한 시험 결과 강선 접

합시 우려되는 문제점인 긴장순서에 의한 위치별 변형

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동일한 세그

먼트 위치에서 경사 볼트 경우, 볼트머리가 위치하는 세

그먼트 1과 볼트 꼬리가 위치하는 세그먼트 2의 변형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볼트 체결과 강선 체결의 정성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볼트를 설계토크로 체결한 후 볼트 체결 상태에 

추가로 강선을 체결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5는 

체결전, 볼트체결, 강선체결 순서에 따른 세그먼트 사이

의 이격을 나타내고 있다. 볼트 체결 이후 강선으로 체

결을 수행함에 따라, 강선 체결후의 세그먼트 사이의 이

격이 볼트 체결 후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강선에 긴장이 주입됨에 따라 체

결 되었던 볼트가 세그먼트의 이격이 줄어든 만큼 콘크

리트에서 이격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볼트 체

결 보다, 강선의 인장력으로 체결한 경우 세그먼트의 체

결이 더 효과 적일 수 있으며 세그먼트 체결 장치로의 

적용성도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실대형 실험을 통한 강연선 체결 방식의 역학

적 거동 평가(2차 실험)

4.1 실험 개요

앞서 수행한 시험에서는 국내 대구경 쉴드 터널에 사

용된 세그먼트에 강연선 체결 방식을 적용하여 체결해 

봄으로써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볼트 체결보다 강연선 

체결 방식이 세그먼트 전체에 고른 체결력 분포를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인장력을 이용한 강연선 체결 방

식의 쉴드 터널 시공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쉴드 터널의 시공 프로세스의 경우, 세그먼

트 조립시 정밀한 시공을 위해 이렉터에 거치된 세그먼

트를 정확한 조립위치에 놓기 위한 정교한 작업을 수행

하며, 조립될 세그먼트가 조립 위치에 놓인 뒤에는 쉴드 

머신의 유압잭으로부터 조립을 위한 조립 가압을 받는 

상태에서 볼트 체결이 수행된다. 또한, 한 링 조립 후 

굴진 시 쉴드 머신은 완성된 세그먼트 라이닝을 반력벽

으로 하여 추력을 받게된다. 따라서 체결 방식에 따른 

세그먼트 내부의 역학적인 거동 분석을 위한 다음 시험

에서는 조립될 세그먼트부재에 쉴드 머신으로부터 조

립가압을 받는 조건과 쉴드 머신 추력을 모사하여 실제

와 가까운 실험을 하였다. 현장에서는 기 조립되어 원으

로 형성되어진 세그먼트라이닝이 반력벽의 역할을 하

며, 조립될 세그먼트는 쉴드 머신을 통해 유압을 받음으

로써,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사이의 연결부가 밀실하게 

접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다발강선의 긴

장을 이용해 볼트 조립 및 강선 긴장 전에 세그먼트에 

작용해야할 조립가압과 세그먼트 조립이 끝난 후 세그

먼트에 작용하는 쉴드 머신의 추력을 모사하였다. 

조립가압 및 추력을 모사하여 실시한 본 실험에서는 

세그먼트 시험체 두 개를 제작하여 세그먼트 체결 시 

접합면 주변의 응력 분포를 살펴보고, 볼트 체결 및 강

선 체결에 따라 세그먼트 내부에 작용 하는 힘의 역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추력이 발생된 이후의 세그먼

트 내부 응력거동 분석을 통해 쉴드 추력이 각각의 체결

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4.2 실험체 제작

4.1.1 설계

실험에 사용된 세그먼트 시험체는 부산 동래지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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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modeled mould (b) Drawing of specimen

Fig. 16. Mould and drawing for specimen

 Concrete gate

 Rebar gate

Fig. 17. Design drawing that planed to install gauges

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미남～동래)에 사용된 A 타입 

세그먼트 몰드를 개조하여 제작하였다. 동래 전력구의 

터널 외경은 3,350mm로 계획되었으며, 세그먼트 단면

두께는 250mm, 세그먼트 폭은 1,000mm로 K타입을 포

함하여 A, B, C의 5개 분할로 설계되었다. 세그먼트의 

연결은 볼트박스형식이 적용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A

타입의 경우 링방향 3개, 원주방향 2개로 설계되었다. 

세그먼트의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및 철근의 항복강

도는 분당선과 동일하게 설계되어 시험체 제작에는 1차 

시험과 동일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사용하였다. Fig. 16

은 시험체 제작에 사용된 몰드와 시험체 제작 도면을 

나타내고 있다. 강선 유입홈은 실험에 사용할 강선의 제

원을 고려하여 직경 2cm의 스틸파이프로 설계하였다. 강

선이 통과되는 위치는 볼트 박스 위치를 고려하여 세그

먼트 중심으로부터 120mm 떨어진 위치에 두 개, 835mm 

떨어진 위치에 두 개로 총 네 가닥의 강선이 통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체결을 위한 강선 유입구 4개 

이외에 쉴드머신 조립가압 및 추력 모사를 위한 다발강

선 통과 홈으로 세그먼트 중심에서 530mm 떨어진 위치

에 직경 5cm의 쉬즈관을 설치하였다. 

4.1.2 계측기 부착 및 세그먼트 제작

세그먼트 시험체 제작을 위해 철근망 4개를 제작하

고, 계획된 계측장비를 부착하였다. Fig. 17은 실험에 계

획된 계측 장비 설치 도면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기 위한 90cm 길이의 철근 응력

계를 세그먼트마다 1개씩 설치하고, 세그먼트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위치별로 계측하기 위해 콘크리트 응

력계와 30cm 길이의 철근응력계를 설치하였다. Fig. 18

은 각 응력계의 형상 및 부착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계획한 강선의 긴장력과 실제 실험에서 발생하는 힘

을 비교하기 위해 Fig. 18(d)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강선 

긴장단에 하중계를 설치하였다. 

Fig. 19는 완성된 세그먼트 시험체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된 시험체는 수팽창 지수재와 가스켓이 이열 배열

로 설계되었다.

4.3 실험 수행

시험은 조립 가압 적용, 볼트 체결, 체결용 강선 긴장, 

풀추력 모사, 풀추력 해제, 체결용 강선 긴장 해제 순으

로 진행되었다. Fig. 20은 실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조립 가압은 현장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

로 20ton 정도의 힘을 재하 한다. 따라서 추력모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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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0 cm rebar gauge (b) 30 cm rebar gauge

(c) Concrete gauge    (d) Load cell

Fig. 18. Picture of installed gauges

(a) Bonding the hydrophilic waterstop and gasket (b) Specimen at the ready

Fig. 19. Completed specimen

(a) Assembling pressurization (b) Bolting (c) Tensioning steel cable    

(d) Simulating propulsion force (e) Damage by propulsion force (f) Data gathering

Fig. 20. Tes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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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ime-Strain curve

Fig. 22. Data of 90 cm rebar gauge

한 다발강선 긴장을 통해 20ton의 힘을 재하 하였다. 볼

트 박스에 대한 별도의 설계 토크치가 없으므로, 볼트 

조립은 수동식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가능한 

최대치까지 체결하였다. 강선 체결에는 앞서 수행한 시

험과 동일하게 7연선 12.7mm 규격을 사용하였으며, 총 

네 가닥의 강선을 10ton씩 긴장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터널 굴진 시 세그먼트에 작용하는 쉴드 머신의 추력은 

풀추력의 50%이며, 본 시험에서 모사한 풀추력은 양쪽

의 네가닥 강선에 각 각 50ton씩을 재하하여 총 100ton

의 힘을 작용시켰다. Fig. 20(e)는 풀추력 모사시에 발생

한 세그먼트의 손상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4 실험 결과

시험 전과정에 걸쳐 데이터 로고를 통해 각 계측기의 

계측데이터를 수집하였다. Fig. 21은 시간에 따른 계측

기의 스트레인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 상의 L1, C1, R1은 90cm 철근응력계, 콘크리

트응력계, 30cm 철근응력계를 의미한다. 그래프를 통

해, 계측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험 과정에 따라 전체적

으로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험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풀추력 모사와 

해제를 반복함으로써, 실제 터널 굴착시 일어나는 반복

하중에 대한 체결 강연선의 긴장력 유지 여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그래프의 풀추력 반복구간을 살펴보면 풀

추력이 해제된 시점들에서 유사한 스트레인 수치를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각 계측기의 스트레인 값을 응

력으로 환산하여 Table 5에 정리하였다. 데이터 정리 시 

실험 진행 시점의 값을 추출하여 실험 단계에 따른 응력

으로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세그먼트 응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

해 계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90cm 철근응력계의 값을 

Fig. 22에 나타내었다. L1은 첫 번째 세그먼트에 부착한 

철근응력계이고, L2는 두 번째 세그먼트에 부착한 철근

응력계를 의미한다. 그래프의 값을 살펴보면, 조립 가압 

이후 모든 응력 값에 있어 L1의 절대치가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강연선을 긴장한 쪽이 첫 번째 

세그먼트 단부이기 때문이며, 세그먼트에 가해진 힘이 

콘크리트 내부 저항을 통해 조금씩 작아지는 것으로 판

단된다. 조립 가압 적용 후 볼트 체결 시 증가한 수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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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ata according as full process          (Unit : kg/cm
2
)

Part
Assembling

Pressirozation
Bolting

Tensioning

strand

Simulating

Propulsion force

Releasing

Propulsion force

Releasing

tension

L1 -26.478 -32.535 -87.322 -118.361 -81.093 -6.435

L2 -22.658 -29.637 -71.219 -87.375 -57.388 -5.045

R1 -68.208 -60.103 -87.794 -159.79 -42.463 22.19

R2 -15.073 -19.196 -65.62 -84.043 -62.154 -7.379

R3 -11.948 -17.184 -53.105 -151.432 -31.401 -11.229

R4 -46.02 -63.704 -138.492 -285.314 -96.614 21.667

R5 -106.838 -100.031 -131.211 -236.24 -92.743 -9.854

R6 -17.775 -17.674 -20.173 -127.587 8.555 21.681

R7 -11.158 -20.958 -90.852 -173.306 -77.762 -2.943

R8 -49.766 -51.2 -86.509 -181.084 -51.088 -19.406

C1 6.16 6.51 23.28 38.3 38.5 1.08

C2 2.32 2.14 12.03 15.19 15.16 1.81

C3 7.4 0.4 12.84 14.06 14.09 1.08

C4 2.74 4.34 17.71 30.03 32.11 1.05

C5 6.16 9.48 18.14 45.05 37.5 1.94

C6 0.28 0.08 19.08 20.29 20.42 0.56

C7 0.39 0.21 9.12 10.89 10.61 0.79

C8 7.32 8.28 15.17 38.52 37.03 2.39

(a) Edge of segment (b) Center of segment

Fig. 23. Data of 30 cm rebar gauge

볼트 체결 이후 강연선 긴장 시 증가한 수치를 살펴보

면, 세그먼트에 작용하는 체결력은 강연선 긴장력이 훨

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쉴드 풀추력을 모사한 

이후 해제 하였을 때의 값은 강선을 긴장하였을 때의 

응력값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으나 유사한 값을 유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반복되는 쉴드 머신의 

추력이나 여타 진동에도 세그먼트를 체결하고 있는 강

연선의 긴장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

면, 강연선 긴장을 해제한 경우 세그먼트는 여전히 볼트

로 체결되어 있음에도 세그먼트 내부에 작용하는 응력

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볼트

의 경우 풀추력이 모사된 이후 체결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련의 시공과정을 가

정하고 모사한 다음 시험의 결과를 통해 볼트의 체결보

다 강연선의 체결력이 더 크며, 풀추력이 세그먼트에 재

하된 이후 볼트의 체결력은 거의 소산되는데 비해 강선

의 긴장을 이용한 체결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체결 

성능면에 있어서도 강선 체결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된다.     

Fig. 23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한 30cm 철근 응력계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Fig. 17의 계측기 설치 도면으

로 각 게이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Fig. 23(a)의 

R1, R2, R3, R4는 세그먼트 가장자리에 설치한 계측기

의 계측값을 나타낸 것이고, Fig. 23(b)의 R5, R6,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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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dge of segment (b) Center of segment

Fig. 24. Data of concrete gauge

R8은 세그먼트 중심부에 설치한 계측기의 계측값이다. 

두 그래프 모두 90cm 철근응력계와 비슷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선을 통한 

긴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강선긴장과 풀추력 모사의 

경우 세그먼트 양 끝단에 있는 R1, R4, R5, R8의 응력이 

세그먼트 접촉면 가까이 설치된 계측기인 R2, R3, R6, 

R7의 응력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강선 긴장 시 힘이 세그먼트 양끝단의 세그먼트 단부로

부터 시작하여 점점 중심부로 전달되는 역학적 메커니

즘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4는 Fig. 23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그먼트의 가

장자리와 중심부에 같은 라인에 설치된 콘크리트응력

계의 값을 나타내었다. 콘크리트응력계의 경우 계측기

의 특성상 압축이 (+)값으로 나타내어 지며 철근응력계

와 콘크리트응력계의 계측 부호는 다르나 둘다 압축력

을 의미한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90cm 철근응력계의 경

향과 동일하게 강선의 긴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세그먼트 단부쪽에 위치한 C1, C4, C5, C8의 계측값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립 가압 

이후 볼트 체결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는 콘크리트응

력계에 미치는 응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콘크리트응력계의 계측데이터를 통해 콘크리

트 내부로 전달되는 체결력은 볼트 체결보다 강선 긴장

으로 인한 체결이 더 효과적이며, 세그먼트의 체결로 인

해 하나의 라이닝으로 형성되는 쉴드 세그먼트의 특성 

상 볼트보다 강연선의 체결성능이 더 뛰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풀추력 모사 후 풀추력을 해제한 시점

에서도 콘크리트응력계의 값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철근에 비해 콘크리트의 탄성계

수가 낮아 압축력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강선의 긴장력을 해제한 최종 단계에서 다시 응력이 ‘0’

에 가까워 지는 것으로 보아 풀추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응력이 계측기의 계측범위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정확한 사실 여부는 이번 실험

을 통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선의 인장력을 이용한 쉴드 터널의 

새로운 체결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두 번에 걸친 실대

형 세그먼트 체결시험을 통해 체결재로써의 강연선 적

용성 검토와 함께 기존의 볼트 체결 방식과 강선 체결 

방식 적용 시 세그먼트에 발생하는 체결력의 역학적 거

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쉴드 터널의 세그먼트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를 이용한 연결방식은 조립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연결부를 통한 누수 발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강선 체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연결부가 차지

하는 면적이 적어 연결부재를 통한 누수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연결 부재가 경제적이므로 

체결부 재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 강선 체결 시스템은 강연선, 유압잭, 정착장치를 이

용하여 유압잭의 압력으로 강연선에 긴장력을 주입

함으로써 기존 세그먼트 체결장치와 비교하여 높은 

체결력을 얻을 수 있으며, 터널 세그먼트 전체의 일

체화 거동 및 일체화를 통한 구조적인 안정성 증가

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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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서 고안된 세그먼트의 전단키를 통해 링 접

선방향으로의 하중에 대해 저항 할 수 있으며, 터널 

시공 완료 후 세그먼트 터널의 응력 재분배 및 강성 

증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4) 1차 실대형 실험을 수행 한 결과, 경사볼트를 체결 

시 세그먼트 상부와 하부의 변형률 분포차이가 큰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강선 긴장에 의

한 체결 수행시 볼트 체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형

률의 분포가 고르고 안정적인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하였다.

(5) 세그먼트 이음부 내의 위치에 따른 변형률 검토 결

과, 강선 긴장 순서에 의한 위치별 변형률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볼트 체

결을 수행한 결과 볼트 머리가 위치하는 세그먼트 

1과와 볼트 꼬리가 위치하는 세그먼트 2의 변형률

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6) 볼트 체결 후 강선으로 긴장력을 추가적으로 재하

함에 따라 세그먼트 사이의 이격이 볼트 체결 후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볼트 체결 보다, 강선의 인장력으로 체

결한 경우 세그먼트의 체결이 더 효과 적일 수 있으

며 세그먼트 체결 장치로의 적용성도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7) 2차 실대형 실험 결과 계측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

험 과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

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고, 철근응력계 계측데이

터 분석을 통해 볼트의 체결보다 강선의 체결력이 

더 크며, 풀추력이 세그먼트에 재하된 이후 볼트의 

체결력은 거의 소산되는데 비해 강선의 긴장을 이용

한 체결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체결 성능면에 

있어서도 강선 체결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콘크리트응력계의 계측데이터를 통해 콘크리트 내

부로 전달되는 체결력은 볼트 체결보다 강선 긴장

으로 인한 체결이 더 효과적이며, 세그먼트의 체결

로 인해 하나의 라이닝으로 형성되는 쉴드 세그먼

트의 특성 상 볼트보다 강연선의 체결성능이 더 뛰

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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