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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were many ground excavation projects from past to present to make effective use of the limited lan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the ground behavior depending on construction stage for ground excavation. Excavation of the ground 

involves changes in the stress and displacement of the ground around the excavated surface. Thus it affects the stability of the adjacent 

structure as well as the excavated surfac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the ground behavior and stability of adjacent 

structure. And nowadays, numerical analysis methods are most often used to predict the effects of ground excavation. Recent, 

improvements of numerical analysis programs, along with improved computer performance, have helped solve complicated ground 

problems. However, except some specialized numerical analysis, most numerical analysis often predicts larger excavation floor 

displacement than field data due to adopt the Mohr-Coulomb analysis model. As a result, it raise the problem that increasing the 

amount of support on ground and structure. In this study, ground behavior analysis depending on analysis model (Mohr-Coulomb, 

Duncan-Chang, Modified Mohr-Coulomb and Hardening Soil model)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numerical analysis. When 

nume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adopting a suitable analysis model in various 

ground excavation project.

Keywords : Ground excavation, Numerical analysis, Mohr-Coulomb, Modified Mohr-Coulomb, Duncan-Chang, Hardening Soil

요 지 :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과거로부터 지하공간 개발에 따라 수많은 지반굴착 공사가 이루어져 왔다. 지반굴착

은 굴착면 주변지반의 응력변화와 변위를 수반함에 따라 굴착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반거동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영향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수치해석방법이 주로 이용되며, 최근 컴퓨터 성능 향상과 더불어 

수치해석 프로그램의 발달로 매우 복잡한 문제도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부 특수해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석모델을 산정 

및 적용이 간편한 Mohr-Coulomb 해석모델을 적용함에 따라 굴착면 바닥부에서 실제보다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필

요 이상의 보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굴착 과정을 모사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모델로 

Mohr-Coulomb, Modified Mohr-Coulomb, Duncan-Chang, Hardening Soil 해석모델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

는 수치해석을 통한 지반굴착 문제해결 시 다양한 지반굴착 조건별로 적합한 해석모델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어 : 지반굴착, 수치해석, 모어-쿨롬, 수정 모어-쿨롬, 던칸-창, 응력경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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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심지의 얕은심도에서 기존 지하시설물과 저촉되는 경

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에는 깊은 심도의 지반굴

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지반 및 구조물에 대한 영향

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영향 예측을 

위해 주로 수치해석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수치해석 방법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다양한 해석모델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반굴착 문제의 경우 지형, 지질조건, 지반굴착 규모 및 

시공방법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르며 수치해석의 모델, 방법 및 해석모델 등에 따라서도 예

측 결과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Mohr-Coulomb 

해석모델을 적용한 수치해석 결과, 개착 구조물 시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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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hr-Coulomb soil model (Brinkgreve et al., 2015)

Fig. 2. Calculation of Duncan-Chang’s parameter (Duncan & 

Chang, 1970)

Fig. 3. Duncan-Chang soil model (Duncan & Chang, 1970)

한 지반굴착 시 굴착면 바닥부에서 실제 현장에서 측정되는 

것보다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필요 이상의 

지반 또는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에 따라 해석모델에 따른 지반거동에 대해 Kim(2006)

은 Mohr-Coulomb와 Duncan-Chang 모델의 비교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Ardakani et al.(2014)과 Mitesh et al.(2016)은 

Mohr-Coulomb, Hardening Soil, Hardening Soil with Small- 

Strain stiffness 모델을 적용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상호 비교분석한 연구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량한 지반조건에서 기존 지하구

조물 주변에 대규모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00선 0공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적 지반굴착에 따른 굴착심도 

및 해석모델(Mohr-Coulomb, Duncan-Chang, Modified Mohr- 

Coulomb, Hardening Soil)에 따른 지반거동(굴착면 바닥부 

변위)을 확인하여 수치해석 결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Mohr-Coulomb

Mohr-Coulomb 해석모델은 탄성-완전소성 거동으로 정

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반을 모사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응력-변형률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로 일차 재하 시 파

괴응력(pf) 도달 전까지 탄성변위()가 발생하여 제하 시 변

형된 변위만큼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지반거동

은 비선형 응력-변형률 관계로 파괴응력에 도달하지 않더라

도 재하 시 지반은 소성변위()가 나타남에 따라 회복이 되

지 않는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즉, Mohr-Coulomb 해석모델은 일차 재하 시 탄성계수

(Ei)와 재재하 시 변형계수(Eur)의 값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

차 재하 후 파괴응력(pf) 보다 작은 응력에서 재하 시 동일한 

탄성계수에 따라 변위가 완전회복하게 되며, 파괴응력(pf) 

보다 큰 응력에서 재하 시 소성변위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

서 응력해방에 따른 변위회복이 실제보다 크게 일어나는 경

우가 발생한다.

Fig. 1은 Mohr-Coulomb 해석모델의 응력-변형률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2.2 Duncan-Chang

지반의 응력-변형률 거동은 파괴조건에 근접할수록 비선

형으로 되며, 비선형탄성 모델은 지반계수를 변화함으로써 

이러한 지반 거동을 묘사하는 모델이 Duncan-Chang 해석모

델이다. 지반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Duncan & Chang(1970)

에서 제안된 수식을 사용하며, 이 식에서 응력-변형률 곡선

은 쌍곡선이고 지반계수는 구속응력(confining stress)과 전

단응력의 함수로 나타난다. 응력과 변형계수의 관계에서 확

인할 수 있는 K(초기재하계수) 및 n(초기강성지수)를 통해 

해석모델에 대한 매개변수를 산정한다. Fig. 3은 응력과 변

형계수의 관계에서 K와 n을 나타내고 있다.

Duncan & Chang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곡선은 쌍곡선 

형태를 나타내며, 응력상태와 응력경로에 따라 초기계수(Ei), 

접선계수(Et), 제하-재재하계수(Eur)의 3가지 지반계수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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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yperbolic stress-strain relation in primary loading for a 

standard drained triaxial test (Schanz et al., 1999)

(a) Plan view

(b) Profile

Fig. 6. Plan temporary earth retaining structure for ground excavation (Chung et al., 2017)

Fig. 4. Modified Mohr-Coulomb in deviatoric plane (Abdel-Fattah 

et al., 2005)

현된다. Fig. 3은 Duncan-Chang 해석모델에 대한 비선형 응

력-변형률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2.3 Modified Mohr-Coulomb

Modified Mohr-Coulomb 해석모델은 탄성-완전소성 거

동을 보이는 Mohr-Coulomb 해석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비

선형 탄성 모델과 탄소성 모델을 조합하여 실트나 모래질 지

반의 거동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모델이며, 전단항복과 

압축항복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중 경화(decoupled 

double hardening) 모델이다. 초기 편차응력에 의해 재료의 

강성이 감소하고 축방향 변형이 발생하는 거동은 Hyperbolic 

(비선형탄성) 모델과 유사하나, 탄성이론보다는 소성이론에 

가깝고 지반의 팽창각을 고려하며, 항복캡(yield cap)을 적

용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2.4 Hardening Soil

Hardening Soil 해석모델은 고전성 소성 이론의 틀에서 

공식화된 새로운 구성 모델이며, 지반의 강성 매개변수를 

얻기 위해 등방성 경화변형률(isotropic strain hardening)과 

탄성에 대한 이중강성모델(double-stiffness model)을 제시

한다. 탄성-완전소성 모델과 대조적으로 항복면(yield surface)

은 주응력 공간에서 소성변형으로 인해 팽창에 가능하며, 전

단경화(shear hardening)와 압축경화(compression hardening) 

사이에서 구별되는데 전단경화는 일차편차하중으로 인한 

소성변형에 사용되며, 압축경화는 압축으로 인한 소성변형

에 사용된다(Schanz et al., 1999).

일차하중에 대한 응력-변형률 거동은 매우 비선형적이다. 

E50은 미소변형률 영역에서 Ei 대신 적용되며, 일차하중 구

속응력에 대한 강성계수이다. 다음 Fig. 5는 3축압축시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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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alytical modeling

Table 1. Ground properties

Classification
Mohr-

Coulomb

Duncan-

Chang

Modified 

Mohr-

Coulomb

Hardening

Soil

Young’s module (E, MPa) 27.0 27.0 - -

Secant module (E50, MPa) - 27.0 27.0

Unloading/reloading 

stiffness (Eur, MPa)
- 40.5 40.5

K modulus - 373 - -

Stiffness index (n) - 0.44 - -

Power for stress-level 

dependency of stiffness (m)
- - 0.5 0.5

Unit weight (kN/m3) 19 19 19 19

Cohesion (kPa) 20 20 20 20

Friction angle (°) 30 30 30 30

Dilatancy angle (°) 0 0 0 0

K0-value 0.5 0.5 0.5 0.5

Poisson’s ratio ( ) 0.29 0.29 0.29 0.29

Failure ratio (Rf) - 0.9 0.9 0.9

수조건)에 대한 일차하중의 쌍곡선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3. 연구 대상구간 현황

00선 0공구의 경우 기존 지하철 0호선 연장을 위해 신･구 

구조물 연결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구조물 일부를 철거 및 

신규 구조물의 연결시공을 위해 개착공법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개착공사에 따른 벽면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벽체

형식은 H-Pile + 토류판이고 지보재 형식은 강관 버팀보인 

가시설 공법이 계획되었다(Chung et al., 2017).

그러나 기존 구조물 주변의 지반굴착 공사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며 특히, 기존 구조물에는 

지하철이 지속적으로 운행됨에 따라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

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밀한 지반거동 예측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구간의 지반조건은 지표로부터 매립층, 퇴적층, 

충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및 경암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굴착심도에는 대부분 풍화토가 분포하여 지반조건이 매

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수치해석 방법

4.1 해석조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석모델을 모사할 수 있는 유한요

소 해석을 이용하여 지반거동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반굴착

에 따른 지반거동 분석을 위한 해석 모델링은 경계조건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굴착면 좌우로 100m(5.0B) 이상, 하

부로는 55m(4.0H) 이상 모델링 하였다. 수치해석 모델링의 

모식도는 Fig. 7과 같다.

굴착깊이는 단계적으로 3.30m, 2.90m, 2.90m, 2.96m, 1.32m

이며, 총 굴착심도는 지표면으로부터 13.38m이다. 시공단계

는 측면말뚝 설치 후 단계적으로 지반굴착 및 지보재를 시

공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으며, Fig. 8과 같다.

(a) Side pile installation (b) 5th stage stage excavation

Fig. 8. Construction stage of ground excavation

4.2 수치해석 모델

본 논문에서 해석모델별로 적용된 풍화토에 대한 지반정

수는 Table 1과 같으며,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각 해석모델

에 대한 지반정수를 산정하였다(Kim, 2006; Mitesh et al., 

2016; Likitlersuang et al., 2013).

5. 수치해석 결과 분석

5.1 분석 개요

지반굴착 시 굴착 바닥부에서 발생하는 연직변위 발생 경

향을 분석한 결과 Fig. 9와 같이 각 해석모델별로 좌･우측은 

벽면의 구속효과로 연직변위가 작게 발생하고 중앙부는 최

대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

대 연직변위가 발생한 바닥 중앙부(좌측 벽체로부터 약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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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stage : excavated depth 3.30 m from ground surface

(b) 2nd stage : excavated depth 6.20 m from ground surface

(c) 3rd stage : excavated depth 9.10 m from ground surface

(d) 4th stage : excavated depth 12.06 m from ground surface

(e) 5th stage : excavated depth 13.08 m from ground surface

Fig. 9. Tendency of floor displacement depening on analysis model

Table 2. Maximum floor displacement depending on failure criteria

Construction 

stage

Excavated 

depth from 

ground 

surface

Vertical displacement of floor

Mohr-

Coulomb

Duncan-

Chang

Modified 

Mohr-

Coulomb

Hardening 

Soil

1st stage 3.30 m 45.9 mm
33.3 mm

(72.4%)

22.2 mm

(48.4%)

21.0 mm

(45.7%)

2rd stage 6.20 m 83.5 mm
55.8 mm

(66.9%)

38.1 mm

(45.6%)

36.8 mm

(44.1%)

3rd stage 9.10 m 116.5 mm
73.3 mm

(63.0%)

50.6 mm

(43.4%)

49.5 mm

(42.5%)

4th stage 12.06 m 145.2 mm
87.2 mm

(60.1%)

60.4 mm

(41.6%)

60.0 mm

(41.3%)

5th stage 13.38 m 157.7 mm
92.5 mm

(58.7%)

64.3 mm

(40.8%)

64.3 mm

(40.8%)

※ The percentages in () are the rate of displacement compared to 

Mohr-Coulomb model.

지점)를 기준으로 해석모델별, 굴착심도별 연직변위 발생경

향을 분석하였다.

5.2 결과 분석

지반굴착으로 인한 바닥 중앙부 변위를 해석모델에 따라 

분석한 결과, Mohr-Coulomb 해석모델을 적용 시 가장 큰 

연직변위가 발생하며, 이는 응력해방에 의한 탄성회복변위

가 비선형 모델보다 크게 발생하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선형 모델은 지반굴착에 따른 바닥 중앙부 연직변

위가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였으며, Mohr-Coulomb 해석모

델 대비 Duncan-Chang, Modified Mohr-Coulomb, Hardening 

Soil 해석모델 순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굴착심도가 깊어

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굴착 

완료단계에서 바닥부 연직변위는 Mohr-Coulomb 해석모델 

적용 시 157.7mm로 크게 발생한 데 반해 Duncan-Chang은 

92.5mm, Modified Mohr-Coulomb와 Hardening Soil 모델은 

64.3mm로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였으며 그 차이가 각각 

65.2mm, 93.4mm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해석모델 및 시공단계별 바닥 중앙부 연직변위는 Table 

2와 Fig. 10과 같다.

위의 해석모델 및 심도별 수치해석 결과를 비선형 해석모

델과 선형 해석모델의 연직변위 차이를 비로 표현하면 다음 

Fig. 11과 같이 최소 1.4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굴착심도 9.1m 이후부터 Mohr- 

Coulomb 해석모델 결과가 Duncan-Chang의 1.5배 이상, 

Modified Mohr-Coulomb, Hardening Soil과 2.0배 이상 차

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반거동을 분석한 결과, 굴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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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analytical model result

Fig. 11. Ratio of Mohr-Coulomb to each failure criterion

도가 깊을수록 각 해석모델의 변위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

선형 모델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반굴착 시 바닥부 변위거동 특성 분석을 

위해 해석모델별(Mohr-Coulomb, Modified Mohr-Coulomb, 

Duncan-Chang, Hardening Soil)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각 해석모델별 바닥부 변위는 좌･우측은 벽면의 구속효

과로 연직변위가 작고 중앙부로 갈수록 연직변위가 커

지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였다.

(2) 선형모델인 Mohr-Coulomb 해석모델은 굴착심도별로 

Duncan-Chang 해석모델 대비 1.4∼1.7배, Modified Mohr- 

Coulomb 해석모델 대비 2.1∼2.5배, Hardening Soil 해

석모델 대비 2.2∼2.5배로 비선형 모델에 비해 연직변위

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응력해방에 의한 탄성회복

변위가 비선형 모델보다 선형 모델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즉, 굴착심도가 깊어질수록 선형모델과 비선형모델의 

바닥 중앙부 연직변위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

며 약 10m 이상 굴착 시 1.5∼2.0배 이상으로 차이가 

커짐에 따라 굴착심도가 깊은 경우 지반거동 분석을 위

한 수치해석 시 해석모델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깊은 굴착 시 각 해석모델별로 지반거동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풍화토 지반

조건에서의 검토 결과로 향후 다양한 지반조건, 굴착 규모 

및 심도에 따른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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