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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하굴착공사에서 굴착단계별 변위형상도를 미리 예측하는 기법에 관하여 역해석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현장시공사례에 적용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T 분야의 정보 처리 지식이 필요하고  

전공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 분야에 알고리즘의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법에서 예측변위형상

도는 굴착시공 시 연속벽체에 작용하는 토압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앵커 제거 후 시공하는 연속벽체의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굴착단계별 변위형상도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3곳의 지하연속벽을 사용한 현장에 반복적 역해석 알고리즘 기법을 세 단계로 적용하여  최종굴착 시 계측변위와 비

교하였다. 그 결과  계측치와의 변위형상도가 잘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의 해석기법에 대한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pplieorithmd the inverse analysis alg to the prediction of displacement shape in the  example 
construction and verified the feasibility of suggested algorithm. For this purpose, as information processing knowledge 
in the field of IT is required and the need for convergence with the major is emerged, it is intended to try to apply the 
algorithm to the construction sector. Prediction of displacement shape is very important since it is related to the earth 
pressure of slurry wall and effecting on the safety of slurry wall after anchor removal. 3 levels of inverse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slurry walls in 3 sites and compared the measured displacement shape with predicted displacement shape 
of  the last excavation construction. As the predicted displacement shape was matched well with the measured one, the 
applied analysis algorithm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excavation construction.

키워드 :  역해석 알고리즘,  정보처리지식, 변위형상도,  굴착시공,   변위예측

Key word : Inverse analysis algorithm, Information processing knowledge, Shape of displacement, Excavation construction, 

Displacement predic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역해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변위예측 기법에 관한 연구

921

Ⅰ. 서  론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고층 건물의 저심도 지하굴착 

시공 시 흙막이 공법으로 지하연속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하연속벽은 다른 흙막이 공법에 비하여 강성이 

우수하고 배면에 침하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

점 때문에 공사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적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연속벽의 시공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사항은 굴착단계별 배면의 변위형상도가 최초 설계 

시와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것인데, 이를 위

해 굴착 시공단계별로 심도별 변위계를 설치하여 굴착

단계별 변위를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한다. 이러한 변위

형상도는 굴착시공 시 연속벽체에 작용하는 토압과 연

관이 있으며 이는 앵커 제거 후 시공하는 연속벽체의 안

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굴착단계별 변위형상도

를 미리 예측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시공단계별 굴착을 실시하기 전에 전 

단계 굴착에서 계측한 변위형상도를 이용하여 계속적

인 시행착오법에 의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토질정수값

을 산정한다. 그리고 다음단계의 변위형상도를 예측하

고 다음 굴착이후 시공하게 될 벽체의 안정성 검토 및 

앵커력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굴착단계별  동일방법으

로 반복수행을 할수록 토질정수의 값은 거의 정확한 값

에 수렴하게 된다[1]. 이러한 방법을 굴착단계별 역해석 

기법이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해석 기법

에 대한 반복 수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현장사례에 적

용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

처리분야의 IT 처리 지식이 필요하고  전공융합의 필요

성이 대두되어 건설분야에 알고리즘의 적용을 시도하

고자 한다. 그리고 IT분야와 건설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첨단화 된 정보화시공 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설

계 및 시공의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역해석 수행 알고리즘 및 기법

2.1. 역해석 수행 알고리즘

지하굴착 시 굴착단계별 역해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굴착이전 설계치와  실제 굴착 도중 계측을 통하여 산

정해 내는 수정치와의 차이를 통하여 최적설계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 수행 시 사용

하는 범용 프로그램은 SUNEX(13th Edition for Ver. 
w6.10)이며, 이는 단계별 지하굴착에 대한 탄소성해석 

프로그램이다.  역해석 수행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다 

[2,3].

그림 1. 역해석 수행 알고리즘

Fig. 1 Algorithm of Inverse analysis Method  
 

2.2.  역해석 기법의 적용과정 

그림 1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현장사례

에 적용하게 될 역해석 기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4].
① 범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굴착 전 사전설계 (현장 보

링 성과치 및 실내 모형실험, 그리고 지층별 자료의 

경험치를 통하여 토질정수를 결정)
② 단계별 굴착 중 역해석 기법 적용단계 도달

③ 적용단계에서 계측치를 통한 변위형상도 출력

④ 계측 변위형상도에 맞추어 현장조건 및 계측치와의 

변화를  이용한  토질정수의 수정 적용

⑤ 토질정수의 수정 반복적용으로 계측치와의 변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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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에 근접 

⑥ 현 굴착 단계에서 토질정수치 결정

⑦ 다음 굴착단계에서 변위계측치와 전 단계 역해석에 

의한 변위해석치를 비교하여  2단계 역해석 수행

⑧  ⑤~⑦의 과정을 반복

⑨ 수정된 토질정수를 이용한 안정성 검토 

Ⅲ. 현장사례 적용

앞 절에서 제시한 역해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굴착단

계별 역해석 기법 적용을 계측과 굴착시공이 완료된 3
개의 현장사례에 적용하고 반복적인 역해석 기법의 기

본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역해석 알고리즘 적용이 주목적이므로  역

해석 수행방법은 논문의 지면관계상 한 굴착지점에서 

역해석을 수행하고 최종굴착단계의 계측치와 비교하는 

것을 3단계 반복수정 과정을  통하여 나타내고 고찰과 

결론 부분에서 역해석 기법의 반복 수정 알고리즘 적용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한다. 모든 현장에서 역해석 

적용 시 지하수위의 변경은 현장조건대로 적용하였으

며 사용한 범용프로그램은 앞 절에서 소개한 흙막이용 

탄소성 해석 프로그램인 SUNEX(Ver. w5.81)를 이용하

였다. 수행방법은 세 현장 모두 동일하게 앞 절에서 소

개한 역해석 기법의 수행과정을 기본으로 적용하였다

[5,6].

3.1. A 현장

본 현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28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설현장이다. 
본 지역의 지층 구성은 매립층(약 4m)에 이어 실트질 

모래(약 9m), 실트질 점토층(약 17～20m), 모래자갈층 

및 연암층이 나타나며, 지하수위는 G.L(-)4.0～(-)7.0m
의 범위로 실트질 모래층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본 현장의 흙막이공은 지하연속벽(D/W, L=35.5
m～37.5m)으로 계획 되었으며, 지하굴착은 Top-Down 
방식으로 일부 구간에는 Strut 및 Anchor공이 계획되어 

있었다. 최종 굴착심도는 당시 지반고(E.L+4.35m) 기
준으로 G.L(-)20.25m～(-)23.22m이다. 본 현장에서 역

해석을 수행 적용한 굴착지점은 G.L(-)19.5m이다. 그림 

2는 사례현장의 역해석 실시 해당지역 단면도이고,  역

해석 수행을 19.5m 지점 굴착단계에서 하여 최종굴착 

시 계측치와 3회 반복 비교수행 하였고 최후 조정된 토

질정수 값을 구하였다. 당초 설계보고서에 의하면 지하

수위는 G.L(-)6.0m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검토 당시 측정결과에 따라 지하수위는 G.L(-)5.2m에 

위치하는 것으로 수정 적용하였다[7].

그림 2. A현장 역해석 검토 단면

Fig. 2 Inverse analysis section of field A

그림 3 ~ 그림 5는 19.5m 굴착지점에서 실시한 역해

석에 의해 수정되어 가고 있는 역해석 변위도와 굴착 

종료 후 계측 변위형상과의 비교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1단계 역해석과 최종굴착 계측변위 비교도

Fig. 3 Disp. of 1st Inverse analysis & measur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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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단계 역해석과 최종굴착 계측변위 비교도

Fig. 4 Disp. of 2nd Inverse analysis & measuring value  

그림 5. 3단계 역해석과 최종굴착 계측변위 비교도

Fig. 5 Disp. of 3rd Inverse analysis & measuring value

표 1은 3단계 역해석 반복수행에 의해서 구해진 토질

정수의 값을 나타내었다.

표 1. 3단계 반복 역해석기법으로 구해진 토질정수값 

Table. 1 Soil parameter using inverse analysis

구분
c

(t/m2)
ϕ

( ° )
kh

(t/m3)
1 2 3 1 2 3 1 2 3

매립층 0 0 0 35 20 25 2332 2332 1200
실트질모래 0 0 0 40 20 25 2075 2075 1400
실트질 토 3.0 2.0 3.3 20 10 7 1213 1213 1213
모래,자갈층 0 0 0 35 25 35 3383 3383 5000
연암층 5.0 5.0 5.0 40 40 40 3500 3500 12000

표 1에서 c는 점착력을, ϕ는 흙의 내부마찰각, 그리

고 kh는 지반 반력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명암부분으

로 처리한 값이 역해석 수행 시 수정한 값들이며 나머

지는 최초설계 시 적용한 토질정수 값들이다. 1,2,3은 

반복 역해석 수행 단계를 나타낸다.

3.2. B현장

본 현장은 부산광역시에 신축된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층구조는 상부로부터 5.5m～7.25m의 매립

층이 전 구간에 걸쳐 분포하고 그 아래 13.3m～14.45m
의 풍화토층, 그리고 40.13m～42.5m의 풍화암층이 나

타나며 지하수위는 G.L(-)2.0m～2.6m에 걸쳐 분포한

다. 현장조건은 도심지 굴착이며 도로 및 기존 구조물

이 인접해 있으므로 지하연속벽 공법을 적용하였다. 역
해석 적용방법은 A 현장과 동일하고 역해석 수행굴착 

지점은 G.L(-)10.0m이다. 본 현장의 지하수위 변화는 

없었다. 그림 6은 역해석 지역 검토단면을 나타내고 있

다[7].

지하연속벽(D/W)(t=1,000)
H=23.0m

WALE
H-300x300x10x15 H-300x300x10x15

STRUT

유압 JACK
20TON 이상

CON'C BLOCK

그림 6. B현장 역해석 검토단면 

Fig. 6 Inverse analysis section of field B

그림 7 ~ 그림 9는 B현장의 G.L(-)10.0m 굴착지점에

서 역해석을 수행하여 최종굴착 시 계측치와 비교에 의

해 반복 수정되어 가고 있는 변위형상 비교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반복수행 후 얻어진 토질정수 값은 표 2
에 나타내었다. 표 2의 기호 설명은 앞 절의 표 1과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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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단계 역해석과 최종굴착 계측변위 비교도

Fig. 7 Disp. of 1st Inverse analysis & measuring value 

그림 8. 2단계 역해석과 최종굴착 계측변위 비교도

Fig. 8 Disp. of 2nd Inverse analysis & measuring value 

그림 9. 3단계 역해석과 최종굴착 계측변위 비교도

Fig. 9 Disp. of 3rd Inverse analysis & measuring value 

표 2. 3단계 반복 역해석기법으로 구해진 토질정수값 

Table. 2 Soil parameter using inverse analysis

구분
c

(t/m2)
ϕ

( ° )
kh

(t/m3)
1 2 3 1 2 3 1 2 3

매립층 1.0 0 0 35 20 25 1500 1500 1800
풍화토 3.0 1.0 1.5 35 25 27 2500 2500 3000
풍화암 4.0 4.0 5.0 35 35 35 4000 4000 8000

3.3. C현장

본 현장은 부산광역시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24층
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으로, 
지층구조는 상부로부터 2.4m～4.3m의 매립층이 전 구

간에 걸쳐 분포하고, 그 아래 5.6m～20.5m까지 모래층

과 호박돌 층이 매우 치밀하게 번갈아 분포하고 있으며 

20.5m～29.5m에서 단단한 풍화대와 연암층이 분포하

고 있다. 설계 시 지하수위는 GL(-) 8.1m～9.4m로 적용

되었으나, 실제 계측 수행 시 지하수위를 확인한 결과, 
GL(-) 16.0m～19.4m로 상당히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해석 수행 시 변경 적용하였다. 
역해석 적용방법은 앞의 A, B 현장과 동일하고 역해석 

수행굴착 지점은 G.L(-)12.55m이다. 그림 10은 역해석 

지역의 검토단면을 나타내고 있다[7].

그림 10. C현장 역해석 검토단면 

Fig. 10 Inverse analysis section of fiel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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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그림 13은 C현장의 G.L(-)12.55m 굴착 지

점에서 역해석을 수행하여 반복 수정되어 가고 있는 역

해석 변위도와 최종굴착 시 계측 변위형상 비교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리고 반복수행 후 얻어진 토질정수 값

은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의 기호 설명은 앞 절의 표 1
과 동일하다.

표 3. 3단계 반복 역해석기법으로 구해진 토질정수값 

Table. 3 Soil parameter using inverse analysis

구분
c

(t/m2)
ϕ

( ° )
kh

(t/m3)
1 2 3 1 2 3 1 2 3

매립층 1 0 0 35 20 24 1600 1600 1600
모래층 1 0 0 35 20 27 1900 1900 1900

호박돌층 0 0 1.5 45 40 40 3300 3300 3300
풍화토층 1.0 4 2.0 30 40 35 3300 3300 3300
풍화암층 3.0 5 5.0 35 40 40 5000 5000 5000
연암층 5.0 10 15 37 40 40 6500 6500 6500

그림 11. 1단계 역해석과 최종굴착 계측변위 비교도

Fig. 11 Disp. of 1st Inverse analysis & measuring value 

그림 12. 2단계 역해석과 최종굴착 계측변위 비교도

Fig. 12 Disp. of 2nd Inverse analysis & measuring value 

그림 13. 3단계 역해석과 최종굴착 계측변위 비교도

Fig. 13 Disp. of 3rd Inverse analysis & measuring value 

Ⅳ. 역해석 알고리즘 적용 및 고찰 

Ⅲ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역해석

의 알고리즘 파악이 주 목적이므로 실제 굴착단계별 반

복과정이 너무 많아 지면 관계상 기준 단계의 역해석 결

과치와  최종굴착 단계의 계측치를 비교하여 반복수정

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현

장사례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역해석을 수행 적용하

는 과정을 표현하였으며, 사례별 결과에 따른 역해석의 

기본 알고리즘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세 현장의 경우 모두 역해석 굴착단계 (A현장 : 

G.L(-)19.5m, B현장 : G.L(-)10.0m, C현장 : G.L(-)12. 
55m)의 계측결과와 최초 설계의 변위 양상을 비교한 결

과, 탄소성 해석 결과와 계측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므

로 지반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각 지층별 토질정수 범위

(c,ϕ,kh)를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역해석을 수행하였다. 
A현장의 역해석 수행 결과는 단계가 반복 될수록 변위

형상은 유사해지고 있으나  변위값이 계측치보다 10% 
～20%정도로 상부는 작고 하부는 조금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이현상에 의한 토압의 

재분배가 발생한 것으로 초기 역해석 단계에서 설계 시 

결정된 토질정수의 범위가 확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B, C현장에서는 역해석 최종수행 단계에서 거

의 변위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굴착 상부의 변위차

이는 초기 굴착 시 시공관리의 문제로 항두변위의 해석

적용에 기인한 오차로 판단된다. 각 현장의 3단계 역해

석 수행과정을 흐름도로 정리해 보면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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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단계별 역해석 수행 흐름도

Fig. 14 Flow chart of step by step Inverse analysis 

이상 그림 14와 같은 단계별 해석방법으로 현장 적용

한 결과 세 현장 모두 단계별 반복 수행이 진행됨에 따

라 계측치와의 변위형상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굴착 시공현장에서 지하연속벽

체의 굴착 단계별 변위를 역해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역해석 기본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세군데 현장에 단계별 역해석 기법

을 수행한 결과 역해석 최종 단계에서 계측치와 거의 

유사한 변위형상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수행

한 예측기법 수행의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
후 본 연구에서 시행한 예측기법을 현장조건이 유사한 

타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단계별 역해석을 수행할 때 

조정해야 할 토질정수 값들의 적용방법은 굴착 이전의 

지층별 보링 성과치 및 결정된 토질정수 자료들에 대해 

정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역해석 단계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

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IT 분야의 정보 

처리 지식과 건설 분야의 시공기술을 접목하여 건설시

공 알고리즘의 IT융합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IT
분야와 건설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첨단화 된 정보화시

공 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설계 및 시공의 최적화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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