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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착 시공을 위한 트렌치 쉴드장비의 적용성 평가를 위한 실내실험

Laboratory Experimental Test of the Applicability of a Trench Shield Machine for 

Open-cut Excav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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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1960년도에 39.2%에서 2013년도 91.6%로 증가하였다[1]. 인구의 도시 집중화 및 도

시의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다. 특히 철도 및 교통 인프라의 건설에 있어 투자의 타당성이 투자 결정에 중

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므로 건설하고자 하는 교통시스템의 건설비 및 운영비의 절감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주요한 요

소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용 절감 및 승객의 편의성 향상이 가능한 저심도 철도 시스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저심도 철도 시스템은 지면으로부터 5~6m 아래의 지하에 설치된다. 도로를 따라 건설되어 운행되는 시스템으로서 지상에 위치

한 도로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용이하며 일반 지하철보다 작은 경량 철도시스템으로써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건설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심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써 저심도 철도의 개념으로 시공된 국내의 사례는 없

다. 하지만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저심도 철도와 유사한 방식의 철도가 시공되어 운행 중이다.

또한 기존 지하철에 비해 소음이 적고 급곡선 및 급경사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2].

Abstract Traffic jams occur frequently due to the dense populations of cities. Accordingly, the discomfort of citizens

has increased. In order to minimize traffic inconveniences, various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have been suggested.

In this paper, for the economical construction of a near-surface railway system, the design of a trench shield is devel-

oped and a review of its applicability is done by creating and testing trench shield equipment on a small scale. The

trench shield consists of an excavation part, a shield part and an advancement part.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trench shield, a laboratory test i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e laboratory test confirm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construction time at open-cut construction sites through the excavation of the trench shield. Although the laboratory test

is an indoor and relatively small-scale experiment, it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to secure a construction speed of 3m/

day when the trench shield equipment is used.

Keywords : Trench Shield Machine, Excavation, Near-surface railway, open cut construction method

초 록 도시에 밀집된 인구에 의하여 교통 혼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도시민의 불편이 증대 되었

다. 이러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저심도 철도와 같은 다양한 교통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경제적인 저심도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발중인 트렌치쉴드의 설계와 더불어 소형 트렌치 쉴드 장비를 제작

하여 트렌치 쉴드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트렌치 쉴드는 굴착부와 쉴드부, 추진부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검토 및 설계된 트렌치쉴드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내실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트렌치 쉴드를 통한 개착시공현장의 급속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비록 실내실험이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실험

이지만 트렌치 쉴드를 이용할 경우 3m/일의 시공속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트렌치 쉴드, 굴착, 저심도 철도, 개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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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심도 터널 시공에 적용 가능한 기존 시공법으로는 가시설을 이용한 상부 개착공법 중에서 수평 버팀보를 제거하여 작

업 제약조건을 최소화한 공법이 있으며, 교통 흐름의 방해와 지장물 이설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여러 비개착공법이 있다. 하지

만 낮은 심도의 터널에 대해서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급속 시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저심도 조건에서의 개착구조물 시공을 위해서는 가시설을 이용한 개착 공법의 경우 토공, 흙막이 및 복공, 구조물 시공 등 3

가지 공종이 요구된다. 각 공종별 100m 당 공사비는 위 표와 같다. Table 1의 조건은 토피고 3m에 복공 100%로 한 조건이다.

결국 m당 공사비는 290만원 수준이며 또한 1일 시공가능 연장은 0.83m 수준이다. 따라서 저심도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시공

은 도심지 내에 그리고 도로 직하부에 시공되므로 기존공법 대비 시공속도가 빨라야 하며 공사비 또한 저렴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공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착터널의 기계화 시공이 가능한 트렌치 쉴드 장비를 개발중에 있다. 트렌치 쉴드

공법이란 주변 토압을 지지할 수 있는 쉴드 판이 가시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장비 전면에 굴착부를 설치하여 지반을 굴착하며

전진하는 방식으로 TBM공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쉴드 본체에 의하여 주변 토압을 지지하기 때문에 가시설 설치비와 시공시간

단축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저심도 개착공법에 사용되는 트렌치 쉴드의 적용성 검증을 위하여 소형 장비를

제작하여 실내에서의 굴착실험을 진행하였다.

2. 트랜치 쉴드 굴착공법의 개요

2.1 트렌치 쉴드 굴착장비 소개

저심도 철도시스템은 도로를 따라 건설되며, 도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지하 철도와의 환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지표면 근처에 철도구조물을 시공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하구조물의 심도는 지표면아래 지하매설물의 설치심도에 의

존적이지만 대략 3~5m 심도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개착공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저심도 철도에 대한 세부 설명은 이소오 등 (2016)에서 참고할 수 있다[3].

개착시공은 주변 토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지말뚝 토류판 수평버팀보 등을 사용하여 시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엄

지말뚝과 스트러트 토류판 등은 흙의 주동토압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개착시공법을 이용할 경우

공사비와 공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특히 시공비 절감을 위하여 개착시공시 사용하는 엄지말뚝과 토류판은 재활용한다.

따라서 시공속도가 낮으며 도심지내에서의 개착공법을 사용할 경우 낮은 시공속도로 인하여 도로이용자들의 민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불어서, 토류판과 엄지말뚝은 임시구조물로서 이를 위해서 시공비의 30%이상의 소요된다는 것은 상

당한 낭비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심도 철도의 핵심요소중의 하나는 경제적이며 급속시공이 가능한 저심도 철도 구조물의 시공

방법이다.

현재 개발중인 트렌치 쉴드 장비는 기존 개착공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공속도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 가시설 설치 작업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 시공이 가능하다. 트렌치 쉴드를 이용한 저심도 개착공법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며 오픈 쉴드 장비를 이용한 개착공법의 장점을 갖는 공법으로서 연약지반, 지하수 조건 등 다양한 지반

에 적용 가능한 공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심도 철도의 굴착심도는 지하 매설물에 따라 달라진다. 광주광역시에 계획중인 지하철 2호선을 기준으로 지하매설물의 심

도는 2.5m 수준이며 저심도 철도 시공을 위한 바닥면의 굴착심도는 대략 8m수준이다[4]. 8m 깊이의 굴착심도는 백호로 굴착

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트렌치 쉴드 장비가 요구된다. 

트렌치 쉴드 굴착장비는 크게 지반을 굴착할 수 있는 굴착부와 주변 지반의 붕괴를 막기 위한 쉴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트렌치 쉴드에 대한 전경은 Fig. 2와 같으며, 굴착부에서 굴착드럼에 부착된 비트에 의해 흙이 굴착이 된다. 굴착된 흙은 트렌

Table 1. Construction cost on work classification.

Construction work types Unit cost (1,000won/m)

Earth work  339

Sheathing work 1,105

Road lining work  659

Construction work  798

Total construction work cost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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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쉴드 내부로 이송되어 배토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일정한 양만큼 전방으로 굴착이 이루어졌다면 쉴드내 설치되어 있는

액츄에이터의 추진으로 트렌치 쉴드가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이때 추력에 대한 반력은 반력대로부터 받으면 반력대는 기 설치

되어 있는 세그먼트로부터 지지되는 형태이다. 설계된 액츄에이터는 각 100톤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네면에 설치되어 전체 4

개의 액츄에이터가 설치된다. 또한 곡선부에서도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절 액츄에이터도 별도로 구성되어있다. 쉴드부는

심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트렌치 쉴드의 전면부에 위치한 굴착부는 굴착바닥면과 60o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약 30o의 내부마찰각을 갖는 토사지반에

서 굴착전면부의 붕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사진 형태로 굴착부를 배치하였다. 굴착부 전면의 폭과 높이는 5.75×5.38 m

로서 단선의 저심도 철도 차량이 운행될 수 있는 크기이다.

굴착부는 동력전달부분을 포함하여 굴착드럼 및 지지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굴착부에는 10개의 굴착열이 배치되어 있다.

Fig. 3과 같이 2개의 굴착열이 1쌍으로 작동되며 하나의 모터로 구동된다. 또한 각각의 열에는 5개의 굴착드럼이 종방향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전체 굴착드럼이 굴착면 전 단면을 굴착할 수 있도록 드럼이 배치되어 있다.

Fig. 4는 굴착을 위한 드럼 및 모터 설계 배치도이다. 굴착 드럼과 드럼 사이의 중심 간격은 58.5cm로 토사 및 작은 암석의

제거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동력전달부분에 사용된 모터는 유압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장비가 편심하중을 받지

Fig. 1. Structural model of the trench shield open cut method. Fig. 2. Overview of the trench shield machine.

Fig. 3. Movement of the pair of excavation shaft.

Fig. 4. Excavation power part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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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굴착할 때 적절한 힘의 분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터의 기어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굴착 드럼의 축간 간격에 의한 기어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지장물 등 트렌치 쉴드를 이용한 저심도

개착시공 공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기 위하여 각 드럼은 개별 분해가 가능하여 시공상의 문제

점이 발생할 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비트는 토사를 굴착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축에 연결되어 하부

드럼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역할도 같이 한다.

굴착에 있어 비트의 구조 및 배열은 굴착효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데, 이소오(2016)는 비트 형태에 따라 모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굴착에 유리한 배열을 선정하였다. 절삭날의 배열 형태는 크게 All 비트형태, 스파이럴형태, 오버랩형태, 격자형태, 수

직형태로 나눌 수 있다. All비트는 드럼에 부착가능한 모든 구멍에 비트를 부착한 형태이며, 스파이럴은 비트를 사선방향으로

배열한 것이다. 오버랩은 비트와 다른 롤러의 비트를 엇갈리게 하여 오버랩 되게 커터비트를 부착 한 것이다. 격자형태는 비트

와 비트를 격자형이 될 수 있도록 엇갈리게 배치한 형태이며, 수직형태는 비트를 수직으로 길게 배치한 형태이다. 모형실험 결

과 All비트와 오버랩형태의 배열은 비트와 비트 사이에 버력이 많이 끼는 현상이 발생하여 굴착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며 굴착

면이 깔끔하게 굴착되는 비트날 배열 형상은 스파이럴 형태와 격자형태가 가장 유리한 배열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비트에 걸

리는 최대 힘은 스파이럴 형태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3]. 

본 장비의 비트 배열은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여 설계하였으며, 굴착부와 관련해서 굴착드럼의 비트 배치 및 형상은

Fig. 6과 같다. 하나의 디스크에 두 개의 비트가 장착 되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드럼당 6개의 디스크가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비

트의 배치는 Fig. 6(a)와 같이 윗면에서 바라본 단면에서 30o간격으로 되어있으며, 배치는 스파이럴 형태로서 토사의 배출이 용

이하며 모터에 걸리는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3].

굴착드럼의 굴착성능에 대한 제원은 Table 2와 같으며 전체 굴착부의 배치 및 형상은 Fig. 7과 같다. 

Fig. 5. Bit arrangement.

Fig. 6. Design of the excavation drum and bits.

Table 2. Rotation speed and designed torque for different rotating speeds of the excavation drums.

Excavation drums torque

(300bar)

Rotation speed Low speed High speed

R.P.M 6.7 10.4

Output torque 3800Nm 2470Nm

Bit force (1Bit) 7300N 475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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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으로 구동되는 2개의 굴착열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방의 흙을 굴착하는 구조로서 굴착된 흙은 한 쌍의 굴

착열 사이로 배토되도록 설계되었다. 굴착된 흙은 장비 내부의 굴착부 후면에 쌓이게 되며 이렇게 쌓인 토사는 컨베이어 벨트

를 통해 후방으로 이송된다. 이송된 흙은 버켓에 담겨져서 상부로 배출된다. 

2.2 트렌치 쉴드 굴착 과정

트렌치 쉴드 장비를 이용한 개착공법의 시공순서는 Fig. 9와 같다[3]. 광주 2호선을 기준으로 하는 굴착 심도는 대략 8m이기

때문에 토사의 자립이 가능한 1~2m 깊이까지 굴착을 미리 진행하고 장비의 크기를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공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장비를 설치할 때 후면에 가해지는 추진력을 지지할 수 있는 반력대를 트렌치 쉴드와 함

께 설치하고 이후 트렌치 쉴드의 굴착드럼을 회전시켜 전면의 토사를 굴착하여 앞으로 전진시킨다. 계획된 노선 길이까지 굴착

이 완료되면 트렌치 쉴드의 후방지지대를 회수한 다음에 발생하는 빈 공간에 세그먼트를 삽입하여 라이닝을 조립한다. 새롭게

설치된 라이닝이 다음 추진의 반력대 역할을 한다. 추진하면서 굴착된 토사는 수시로 제거하여 시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

며 세그먼트가 설치되면 바로 되메우기를 진행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과정을 반복 시공

하여 저심도 철도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친다.

Fig. 7. Overall view of the excavation part of the trench shield.

Fig. 8. Movement of excavated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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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렌치 쉴드 성능 검증

3.1 트렌치 쉴드의 적용성 평가를 위한 실내 실험

3.1.1 소형 트렌치 쉴드 굴착 장비 설계

설계된 트렌치 쉴드 장비에 대한 토사의 실질적인 거동 메커니즘 및 절삭부분에 걸리는 토크, 시공절차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형 트렌치 쉴드를 제작하였다. 실내 시험에 사용된 소형 트렌치 쉴드 장비는 트렌치 쉴드 장비와 같은 구조를 갖고

Fig. 9. Trench shield construction procedure (Lee, 2016).

Fig. 10. Trench shield machine for the laborato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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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면의 토사 굴착을 위한 굴착부와 가시설을 대신한 쉴드 및 쉴드 프레임, 추진을 위한 엑츄에이터, 장비 추진시 무게중

심을 잡기위한 무게추, 후방지지대로 구성되었으며 구성도는 Fig. 10(a)와 같다. 굴착 동력부는 Fig. 10(b)와 같이 구성되어 있

으며 2개의 축을 한 개의 유압모터가 담당하며 유압모터는 한 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옆의 축과는 기어를 사용하여 회

전하도록 구성 되어있다. 현장 시공을 위하여 설계된 트렌치 쉴드의 모터를 사용하여 실대형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토크를 확보 하였으며 저속(10rpm)에서 유압 계측기에 의해 계측되는 유압과 모터의 사양은 350bar에 41,548N·m의 토크를 갖

는다.

본 실험에서는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여 설계한 트렌치 쉴드 굴착부의 드럼 2개를 이용하여 실내 실험을 진행하였

다. 굴착 드럼의 절삭날 배치는 실제 장비와 같은 형태인 Spiral형태로 배치하였고, 절삭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트날의 절

삭각을 10o로 하였으며. 드럼 사이의 간격은 14.95cm이며 비트 날끝 사이의 간격은 6.35cm이다.

3.1.2 노반 조성 및 트렌치 쉴드 추진

트렌치 쉴드 장비의 굴착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짐도 90%의 노반을 조성하였으며 사용된 토사의 물성치는 Table 3에 표

시하였다. 실내 실험은 장비의 추진과 동시에 굴착 드럼을 회전시켜 굴착을 진행하였다. 조성된 노반에 트렌치 쉴드 굴착장비

의 추진을 위하여 반력대를 설치하였으며, 반력대에 장비에 설치된 후방지지대가 지지되는 구조이다. 장비의 추진은 Fig. 12와

Fig. 11. Soil cutting bit.

 Table 3. Soil property.

Category
Maximum dry unit weight 

(kN/m3) 

Internal friction angle 

(o)
Cohesion (MPa) Water content (%)

Soil 20.24 32.95 0.0357 18

Fig. 12. Excavation process and advancement of the trench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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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액추에이터의 스트로크가 진전함에 따라 트렌치 쉴드 장비의 굴착부가 전면으로 진전하는 형태이다. 

실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강재 반력대를 설치하였으며 실험 절차는 Fig. 9과 유사하다. 다만 실내 규모로 굴착이 이루어

지므로 배토는 인력으로 처리 하였다. 장비 후면에 설치하는 세그먼트는 H빔으로 대체하여 설치하였다. 강재 반력대를 이용하

여 1차 추진을 한 후 2차 추진은 H빔을 설치하여 추가 추진의 반력대로 이용하였다. Fig. 13은 실내 실험을 진행한 과정이다.

Fig. 9(a)의 과정을 나타낸 사진은 Fig. 13(a)이며 Fig. 9(b-c)의 과정은 Fig. 13(b)이다. Fig. 9(d-e)의 과정은 Fig. 13(c-d)의 과

정이고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여 엑츄에이터에 의한 트렌치 쉴드 추진, 후방지지대 회수, H빔 세그먼트 설치가 반복되었다.

3.2 추진 결과

3.2.1 실험 종류 및 모터 부하

실험은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 실험에서는 배토가 원활한 상태에서 RPM에 따른 굴착부하를 측정하였고 2차 실험

에서는 일정한 RPM에서 배토가 원활한 상태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굴착부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1차 실험 진행

시 당일 낯 최고기온은 -2oC였으며, 2차 실험 진행시 5oC 상태로서 겨울철 영하의 조건에서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비트에 걸리는 굴삭력과 실제 장비에 적용 가능한 모터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터에 걸리는 유압을 측정하였다. 각

케이스에 대한 유압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1차 및 2차 실험에서 드럼 회전에 사용된 유압은 무부하(굴착이 시작되기

이전)를 제외하고 평균 60Bar이다. 2차 실험에서 비배토 조건일 때가 배토 조건보다 20Bar 이상 유압이 상승하였고 그 후 드

럼의 회전이 멈추어 더 이상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절한 배토의 가능 여부가 트렌치 쉴드 장비의 굴착성능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두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분당 회전수에 따른 굴착저항의 차이는 다소 발생하나 큰 수준은 아

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굴착이 개시되지 않은 조건에서 대략 30~50bar 수준의 유압이 작용하는데 이 부분은 굴착부 드럼

의 정렬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소모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장비 제작시 6개의 드럼의 정렬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장비 조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 13. Excavation and advancement of the trench shield machine during the laboratory tests.

Table 4. Oil pressure measurement results.

Category

Oil pressure(Bar)

1st experiment 2nd experiment

3.8 RPM 10 RPM Soil removed No soil removed

No load 40 50 30 30

Load range 90-130 100-140 70-120

Above 20bar increaseAverage load 100 110 90

Maximum load 150 17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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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비트에 작용하는 압력

소형 트렌치 쉴드의 굴착부분은 2축으로 구성되었으며, 한축에 총 6개의 디스크가 설치되어있다. 비트는 하나의 디스크에

180°간격으로 총 2개가 달려있으며 Fig. 5(a)와 같이 윗면에서 바라볼 때 360°에서 총 12개의 비트날이 배열되어있는 모습이다.

굴착 토사면에서 원호 사이의 길이는 12.5cm, 원의 접선에서부터 거리는 21cm로 굴착이 이루어졌으나, 굴착시 토사 덩어리나

자갈의 크기가 원호 사이의 거리인 12.5cm 보다 큰 것도 배토가 되는데 이는 굴착시 비트가 자갈 및 토사 덩어리의 움직임을

유발하여 크기가 큰 버럭의 배토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굴착시 비트의 굴착면에 대한 접촉 및 굴착의 진행은 Fig. 14

과 같으며 실제 굴착면에 닿는 비트날의 개수는 4개에서 5개사이로 확인됐다.

1차 실험에서 비트날에 의하여 절삭되는 토사의 깊이는 긁히는 정도이며 2차 실험에서 깊이는 1~3mm 정도로 확인 되었다.

굴착 RPM과 전진속도 그리고 지반의 조건에 따라 토사의 굴착 깊이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열의 아랫부분으로 갈

수록 윗부분에서 깎인 토사가 쌓이면서 토사가 비트날에 닿는 면적이 증가하였다.

비트날이 받는 압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굴착시 사용되는 비트의 수는 4개, 압력은 비트 전체 면적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식(1)은 측정된 토크를 이용하여 비트날에 작용하는 하중을 구하는 식이며, 식(2)는 비트날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비트날

이 받는 응력을 구하는 식이다. 여기서 P는 비트날에 걸리는 하중을 나타내며 σ은 비트날에 작용하는 응력, A는 비트날의 면

적, M은 토크, r은 디스크 중심축으로부터 비트날까지의 거리를 나타다.

M = P × r (1)

P = σ × A (2)

각 실험 조건에 대하여 굴착이 이루어질 때 평균 60bar의 유압이 발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터는 유압 1bar에 119N·m의

토크를 갖기 때문에 평균 7,123N·m, 최대 13,058N·m의 토크가 발생하였다. 하나의 롤러에 4개의 비트가 굴착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토크는 총 8개의 비트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비트 하나에 작용하는 토크는 평균 890N·m, 최

대 1,632N·m이다. 디스크 중심축으로부터 비트날끝까지의 거리는 0.26m이다. 따라서 식(1)에 의하여 비트날에 걸리는 하중은

평균 3,424N, 최대 6,278N이다. 비트날의 면적은 4,500mm2이다. 비트날의 면적 전체에 하중이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식(2)에 의

하여 평균 760.95kPa, 최대 1,395.08kPa의 응력이 비트날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터가 회전하면서 발생된 무부하를 제

외한 유압과 식(1-2)를 사용하여 비트에 작용하는 하중 및 응력을 계산하여 Table 5에 정리하였다.

비트날의 손상과 마모에 유리하며 경제적인 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앞서 계산한 응력을 참고하였다. 또한 소형 트렌치 쉴드

장비가 굴착 할 때 하나의 모터에 2개의 드럼이 회전하며 평균 60bar의 압력이 발생하였다. 실제 크기의 트렌치 쉴드에서는 모

터 하나에 10개의 드럼이 회전하기 때문에 평균 300bar의 유압이 모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모

터를 트렌치 쉴드 장비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g. 14. Number of bits used for the excavation.

Table 5. Load and stress applied to the bits

Category Oil pressure(Bar) Load(kN) Stress(kPa)

Average load 60 3.42 760.95

Maximum load 110 6.28 1,3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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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추진 속도

실대형 실험에 사용된 소형 트렌치 쉴드의 무게는 약 5톤이며, 엑츄에이터의 추진력 또한 5톤 수준이다. 토사와 강재의 마찰

계수는 0.3이다[5]. 따라서 추력에 사용된 힘은 3.5ton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쉴드 전면에서 작용하는 압력, 온도 상승으

로 인한 지반의 강도저하, 반력대 및 지반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되는 마찰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순수 장비의 추진에 사용되

는 추진력은 예상보다 낮아 쉴드 장비의 전진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5톤의 정압추진 조건으로 2차에 걸쳐 실

험을 수행한 결과, 1차 실험에서 장비는 평균 4.4mm/min의 속도로 전진하였으며, 2차 실험에서 장비는 평균 11mm/min의 속

도로 전진하였다. 1차 실험보다 2차 실험에서 전진 속도가 2.5배 빨라졌으며 그 원인으로는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토사 내 수분

이 녹으면서 흙의 강도가 상당히 저하 된 탓이다.

1m 굴착시 걸리는 시간은 굴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1차 실험의 전진속도로 약 3.8시간이 걸리며, 2차 실험의 전진

속도로 약 1.5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세그먼트 설치 및 작업 준비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시공시간은 늘어난다. 본 장비의 전

진속도를 높이고자 Actuator의 추진력을 높였으나 굴착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모터에 작용하는 부하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드럼의 회전은 멈췄다. 따라서 추진속도에 따라 적절한 RPM으로 회전하여야 효율적인 굴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3.2.4 굴착 과정에서 관측된 현상

다짐도가 일정하게 조성된 노반에서는 수평방향으로 전진 굴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 반력대를 벗어나 노반으로 장비가

전진할 때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두 재료간의 강성차이로 인하여 장비가 앞으로 기울어지며 추진되었다. 따라서 트렌치 쉴드

장비의 추진시 설계 구배조건대로 굴착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장비는 지반조건의 강성차이와 시공

구배 등에 대하여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크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구배를 조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내 실험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현상중 하나로 2차 실험시 비배토 상황에서 완벽한 토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형

트렌치 쉴드 장비 내측에 토사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지속적으로 굴착을 하면서 배출되는 토사가 배출되지 못한 토사와

함께 쌓이면서 추가적으로 다져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것으로 인한 추력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어 장비의 전진 속도

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배토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굴착 드럼 아랫부분에 토사가 쌓이면서 모터에 추가적인 부하가

걸리게 되었고 추진속도 저하 및 굴착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굴착하는데 작용하는 힘이 아래 디스크에 많이 걸

리게 되고 하부 비트날의 마모가 상부 비트날의 마모보다 더 빨리 닳아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1, 2차 실험에서 굴착시 비트날에 토사가 끼어 배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디스크가 회전할 때 주변 흙

Fig. 15. Excavation gradient change from the difference stiffness between reaction bed and ground.

Fig. 16. Densified soil attached to the 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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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트날에 더해지면서 단단하게 다져졌다. 그로인하여 원활한 굴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굴착효율을 떨어뜨리게 되었으며 모

터의 부하를 높였다. Fig. 16은 하부에 토사가 쌓이는 모습과 비트날에 토사가 붙게 되면서 고결화 현상이 발생한 모습이다.

3. 결 론

가시설 설치비를 절감하고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트렌치 쉴드 굴착장비는 저심도 철도시스템과 같은 개착식 시공에 효

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급속시공이 가능하므로 도심지 시공에 있어 유리한 공법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

은 개착시공을 위한 소규모 형태의 트렌치 쉴드를 제작하여 실내실험을 통하여 장비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실내실험을 통하

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트렌치 쉴드의 시공에 있어 굴착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장비의 추진력, 굴착 회전속도, 지반조건이며, 지반

조건에 따라 굴진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반조건에 따라 추진력과 함께 적절한 비트의 회전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트렌치 쉴

드 장비 또한 TBM 장비와 유사하게 현장조건을 고려한 장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 트렌치 쉴드 장비의 굴진속도는 1차 실험에서 4.4mm/min, 2차 실험에서는 11mm/min으로서, 세그먼트 설치시간을 고려하

여도 최소 3m/일 이상 시공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개착공법의 시공속도 0.83m/day의 3배 이상의 시공속도를 확보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3. 굴착부에서 굴착된 토사는 굴착부 하부로 낙하하기 때문에 하부 드럼에 많은 저항이 발생한다. 토사에 의한 저항은 굴착

효율을 떨어뜨리고 장비의 부하를 증가시키므로 굴착된 토사는 빠르게 처리하여야한다. 또한 굴착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

력과 RPM을 증가시킨다면 그에 따라 토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활한 배토를 할 수 있는 방안과 한정된 토사 처리량을 고려

하여 적절한 굴착 속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착터널의 시공을 트렌치 쉴드장비를 이용한 시공법 개발을 위하여 트렌치 쉴드 장비의 적용성에 대한 검증

이 이루어졌다. 기계시공의 일환이므로 기존의 시공법에 비하여 급속시공 및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

로서는 설계된 장비의 제작 및 현장실험을 통하여 트렌치 쉴드 장비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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