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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착공법으로 건설된 지하구조물 주변 지반 응력이완영역 규명

Stress Release Zone Around Sub-structure Constructed by Non-open Cut Methods 

서호성·조국환*

Ho-Sung Seo·Kook-Hwan Cho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와 산업기반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이를 연결하는 철도노선의 건설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Fig. 1과 같이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총 연장 5,497km의 철도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철도의 건설은 지역의 동·서 단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있다. 지하차도를 건

설하는 방법은 크게 개착공법과 비개착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착공법은 굴착을 위한 벽체를 시공한 후 굴착진행과 동시에

지보재를 설치하면서 굴착하는 공법으로 일반적인 굴착공사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하지만 개착공법을 도심지 공사에 적용할

경우 교통체증의 유발, 지장물 이설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도심지 공사에서는 교통 불편으

Abstract For the development of areas around railway lines, subsurface construction using the non-open cut method

under the railway has recently been increased. However, when a structure under a railway is constructed, the stress

release of the ground is not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sign. In this study, laboratory tes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a zone of stress relaxation. Field tests using an inclinometer were performed to measure the horizontal dis-

placement of the ground during non-open cut construction. The stress release zone and the subgrade stiffness were

investigated by nume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laboratory tests indicated that the failure zone in the ground was

similar to a Rankine's active earth pressure zone. The measured data from the inclinometer in the field tests showed that

displacements started when a steel pipe was pushed into the ground.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show that lateral

earth pressure was also close to Rankine’s active earth pressure. The roadbed support stiffness of the soil around the

structure decreased to 40% of the original value. The ground around the subsurface structure constructed using non-

open cut methods should be reinforced to maintain the running stability of train.

Keywords : Non-open cut method, Stress relaxation, Rankine’s failure zone, Subgrade stiffness

초 록 최근 철도주변의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개착공법을 이용하여 철도노반하부를 횡단하는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선 하부를 횡단하는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지반응력이완에 대하여 설계 시 검토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개착공법 시공 시 구조물 주변지반의 응력

이완에 대하여 실내토조실험을 통하여 지반의 응력이완 범위를 규명하였고, 지중경사계를 이용한 현장계측을 통하여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하여 응력이완영역 및 선로지지강성을 분석하였다. 실내토조실험 결과

Rankine의 수평토압 영역과 유사한 파괴면이 생성되었으며, 지중경사계를 이용한 현장계측 결과, 강관의 압입 시기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수치해석 결과 해석된 수평토압이 Rankine의 수평토압에 가깝게 나타

났으며, 비개착 구조물 주변 지반의 수직응력이 약 40% 감소함에 따라 노반지지강성이 크게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열차의 주행안정성 영향을 미쳐 탈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향후 기존선 하부를 통과하는 지하구조물 시공 시 구

조물 주변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비개착공법, 응력이완, 랭킨의 수평토압, 노반지지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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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민원 해결과 지장물 이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개착공법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철도의 기존 구조물 하부에 지하 연결통로를 건설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개착공법은 함체견인공법, 강관추진공법,

엘레먼트(Element) 견인·추진공법, 패널(Panel)추진공법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횡단구간에 대해 강성이 큰 원형 강관이

나 사각형 강관을 관입하여 루프(Roof)를 형성함으로써 강관 상부의 구조물 자중과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개념을 이용한다. 비

개착공법을 이용한 철도지하횡단을 시공 할 경우 강관압입 및 구조물 추진 시 주변지반의 이완으로 인한 지반 변위발생으로 선

로안정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비개착공법은 그 활용이 늘어가는 추세에 비해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비개착공법으

로 지하구조물 시공 시 지반의 이완 및 변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Eum 등[1]은 현장계측을 통해 프론트잭킹 공법과 파이프루트 공법을 적용한 철도지하횡단공사에 따른 지반거동을 분석한 결

과, 강관 관입과 굴착공정에서 80% 이상의 침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Roh[2]는 RPS(Roof Panel Shield) 공법에 의한 지하횡단구조물의 시공을 3차원 수치해석에 의해 모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발

생한 지표 변위량의 1/3이 강관루프의 형성 시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Choi 등[3]은 비개착 공법을 이용하여 입체교차 구조물을 시공할 경우 상부지반의 침하와 강관 주변의 변위를 3차원 수치해

석으로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사각형 강관 관입에 의한 주변지반의 거동은 수평방향보다 연직방향의 변위에 크게 좌우되

며, 토피고가 낮을수록 침하량이 보다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hoi 등[4]은 비개착 공법에서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는데 유용한 사각형 강관의 관입이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모형오거에 의한 굴착과 동시에 사각형 강관이 관입되는 실내토조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토피고가 낮을 경우에는

사각형 강관 주변의 모든 방향으로 대체로 균등하게 영향범위가 나타난 반면, 토피고가 높아질수록 사각형 강관 관입에 의한

영향범위는 주로 강관 상부에서 넓게 나타나고, 특히 상부 영역의 수평 변형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m 등[5]은 실내토조실험을 통해, 비개착공법에서 관의 형태에 따른 지반의 침하량과 융기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일

한 토피고에서 사각형 강관이 원형 강관보다 융기와 침하가 크게 발생하지만 관의 형태에 의한 변위량보다는 토피고에 따른 변

위량의 차이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내토조실험에 적용하여 실제 구조물 시공 시 이완영역과 보강범위에 대해 규명하였다. 비개착공법을

이용하여 지하구조물 시공 시 지반의 이완 및 변위를 현장에서 계측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통하여 응력이완 영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선로 하부에 지하구조물을 비개착공법으로 시공 시 보강의 필요성 및 보강영역을 규명하였다.

2. 터널굴착 시 이완하중 및 이완영역

2.1 Terzaghi의 이완하중

Terzaghi[6]는 얕은 터널에서 Fig. 2와 같이 터널 하중이 연직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여 터널 천단상부의 미세요소에

Fig. 1. Construction plan of railwa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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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방향 힘의 평형을 적용하여 터널 측면 연직선 상 전단력 분포와 주변지반의 연직 및 수평토압의 분포를 구하였다. 이때 폭

B(B = Bt + 2Httan(45o − φ/2))는 양 측벽하단에서 시작한 활동선의 천단높이 폭이고, 천단 상부에서는 폭이 B로 일정하다. 경암

에서 터널의 폭으로 해도 된다.

등분포하중 q가 작용하는 지표로부터 깊이 z에 있는 폭이 Bt이고 두께가 dz인 무게 dG의 흙요소의 상부에 수직응력 σh와 전

단응력 τ가 작용하며, 그 크기는 다음 식(1), (2), (3)과 같다.

dG = Bγdz (1)

σh = Kσv (2)

τ = c + σhtanφ (3)

z만큼 깊이의 수직응력 σv는 Fig. 2의 연직방향 힘의 평형식을 적용하면 다음 식(4)와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G + Bσv = B(σv + dσv) + 2τdz (4)

(5)

여기서, γ: 흙의 단위중량, q: 단위면적 당 상재하중, K: 수직압에 대한 수평압의 비

지표에서의 경계조건은 z = 0, σv = q이다. 위의 미분방정식을 계산하면 다음 식(6)과 같다.

(6)

터널을 굴착하면 작용하는 하중이 주변으로 전이되어 연직응력이 터널양측에서는 토피압 γH 보다 더 크고, 천단의 위쪽에서

는 토피압 γH 보다 작다. Fig. 3에서는 얕은 터널에서의 이완영역과 주변응력을 나타내었다.

3. 실내시험을 통한 지하구조물 주변 응력이완 영역 파악

3.1 실내모형실험 개요

기존선 하부에 지하구조물 시공 시 주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비개착 공법 중 구조물을 외부에서 제작하여 굴

착된 지반에 견인하여 설치하는 공법을 모사하여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형토조는 2.8m(B)×1.3m(H)×1.0m(W)로 하여 제작하였고 성토체를 구성하는 지반은 Fig. 4와 같이 표준사를 이용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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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ess state of the tunnel (Terzaghi, 1943[6]). Fig. 3. Stress relaxation area in shallow tunnel (Terzaghi, 194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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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지하구조물은 3mm의 강철판을 이용하여 0.8m(B)×0.6m(H)×1.0m(W)로 제작하였으며, 구조물 중앙에서 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버팀목을 사용하였다. Table 1은 모형토조 및 모형지하구조물의 제원을 나타낸다. Table 2는 표준사의 물성을

나타내었다. 비개착공법 적용 시 나타나는 지하구조물 주변의 변형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염색한 흙을 2cm간

격으로 조성하였다. 2개의 강철판을 외부와 내부로 약 3mm 간격을 갖도록 겹친 상태로 모사한 후 지반을 조성하였으며, 지반

조성 후 외부강철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지반의 일정변형이 발생하게 하였다. 지반에 발생한 변형을 통하여 구조물 주변의 지

반거동을 파악하였다.

3.2 실내모형실험 결과 분석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강관 및 각관 삽입시 구조물 상부에서는 약 10cm의 변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본 실험에서는 상사

율을 적용하여 구조물 주변에 5mm의 변위가 발생하도록 시험이 수행되었다. 지하구조물 높이(H)에 비하여 1H~1.4H 정도의 범

위 내에서 지반변형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조물과 토공의 접속부 부분에서 가장 큰 변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Fig. 4. Grading curve of standard sand. Fig. 5. Setting for laboratory test.

Table 1. Data for laboratory model.

Laboratory model 

of soil box

Laboratory model 

of structure

Breadth 2.8m Breadth 0.8m

Height 1.3m Height 0.6m

width 1.0m width 1.0m

Table 2. Data on properties of standard sand.

Gs D10 D30 D60 Cu Cg USCS

2.62 0.27 0.35 0.5 1.82 0.88 SP

Fig. 6. Earthwork pressure relaxation for nearb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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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과 같이 파괴면 각도는 약 59~61o를 이루어 Rankine의 주동토압이론에 따른 파괴면과 유사한 영역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현장계측을 통한 응력이완 분석

Eum 등[1]에 의하면, 현재 개발되어 적용중인 모든 비개착 공법은 강관 또는 각관을 삽입하면서 공사가 진행된다. 원지반에

지반의 변위정도는 지반조건, 삽입되는 강관 또는 각관의 직경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공법과 상관없이 모든 지반에서 변

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3곳의 현장에서 실시되는 계측 데이터를 분석하였으

며, A 지하차도는 Front Jacking 공법, B 지하차도는 TRcM 공법, C 지하차도는 JES 공법을 적용하여 비개착 구조물이 각각

시공되었다.

4.1 지중경사계를 통한 현장계측 개요

현장계측은 굴착사면의 인장균열의 발생이나 활동, 구조물의 변형 등에 대하나 육안관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수직 및 수

평변위, 지하수위의 변동 및 경사의 변화와 앵커 등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 또는 그 외 지반 내에서의 변화는 육안관찰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계측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Fig. 7과 같이 사용한 지중경사계(Inclinometer)는 ACCULOG RT-20M을 사용하였

고, 정밀도와 측정범위는 ±0.05mm/500mm이다. 지중경사계는 노반 상부로부터 지하구조물이 시공되는 바닥부까지 설치된 파

이프를 통하여 지반의 변형을 연속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장치이다. 지중경사계를 이용할 경우 노반의 깊이에 따른 변형을 시

공 순서에 따라 계측 할 수 있게 된다.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현장에서의 응력 이완범위에 대해 파악하였다. 변위에 대

한 측정은 건설되는 구조물 좌·우측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Fig. 7. Inclinometer.

4.2 A 지하차도 현황 및 계측결과

A 지하차도는 Front Jaking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이 공법은 열차운행선 밖에서 구조물을 제작한 후 유압 프론트 잭을 이용

하여 선로하부의 소정위치에 구조물을 견인, 설치하는 공법이다. 지반조사 결과 깊이에 따라서 매립층은 0.0~2.4m, 퇴적층은

2.4~4.4m, 풍화토은 4.4~6.3m, 연암은 6.3~8.3m로 나타났다. 지반의 구성 상태는 매립층과 퇴적층까지는 N치 19인 실트질 자

Fig. 8. Measurement results of substructu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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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로 나타났으며, 풍화토층의 경우는 N치 11인 실트질 모래로 나타났으며, 연암층의 경우 N치 30 이상인 세일로 구성되었다.

Fig. 8은 A 지하차도의 발진부와 도달부의 2개의 지중경사계 계측결과를 나타내었다. 경사계(a)의 경우 최대변위값은 8.2mm,

경사계(b)의 경우 최대변위값은 10.1mm로 분석되었다.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변위값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났다. 또한 강

관의 압입 작업(2013/01/28) 후 변위가 급하게 변화하였다.

4.3 B 지하차도 현황 및 계측결과

B 지하차도는 TRcM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이 공법은 작업구에서 선도관과 후속관 사이에 유압식 조정장치를 장착하여 선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강관을 이용하여 압입한다. 그 이후 강관 내부 굴착,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부 슬

래브를 완성시킨다. 콘크리트 판넬 및 지지잭을 이용하여 지중 수직벽을 설치한 후 터널내부를 굴착하여 구조물을 완성시킨다.

지반조사 결과 깊이에 따라서 매립층은 0.0~1.0m, 퇴적층은 1.0~6.8m, 풍화토은 6.8~7.4m, 연암은 7.4~17.6m로 나타났다. 매립

층의 경우 지반의 구성상태는 N치 7인 실트질 모래로 나타났으며, 퇴적층의 경우 N치 2 이하인 실트질 점토로 나타났으며, 풍

화토층의 경우는 N치 11인 실트질 모래로 나타났으며, 연암층의 경우 N치 30 이상인 편마암으로 구성되었다. Fig. 9는 B 지하

차도의 발진부 1개, 도달부 1개 총 2개의 지중경사계 계측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9와 같이 경사계(a)의 경우 최대변위값은

12.3mm, 경사계(b)의 경우 최대변위값은 9.8mm로 분석되었다.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변위값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났다.

또한 강관의 압입 작업(2013/03/15) 후 변위가 급하게 변화하였다.

4.4 C 지하차도 현황 및 계측결과

C 지하차도는 JES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이 공법은 축·직각방향으로 하중의 전달이 가능한 이음부를 갖는 강재 엘리먼트를

사용한다. 이 엘리먼트를 이음부가 결속되게 삽입하여 구조물 본체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지반조사 결과 깊이에 따라서 매립층

은 0.0~2.6m, 퇴적층은 2.6~5.4m, 풍화토는 5.4~7.0m, 풍화암은 7.0~8.0m로 나타났다. 지반의 구성상태는 매립층과 퇴적층까지

Fig. 9. Measurement results of substructure B.

Fig. 10. Measurement results of substructur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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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N치 11인 실트질 모래로 나타났으며, 풍화토층의 경우는 N치 15인 실트질 자갈로 나타났으며, 연암층의 경우 N치 30 이상

인 사암으로 구성되었다. 최종굴착 완료 시에 도달부 2개, 발진부 2개 총 4개의 지중경사계의 수평변위를 Fig. 10에 도식화하

였다. 본 현장의 경우 최대수평변위는 경사계 1번이 10.11mm, 경사계 2번이 10.35mm, 경사계 3번 17.9mm, 경사계 4번

6.34mm로 나타났다. 지표면에 인접하여 발생한 (−) 변위는 어스앵커 보강으로 인하여 배면방향의 변위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5 A, B, C 지하차도 계측을 통한 응력이완 시기 분석

시간에 따른 지중경사계를 이용한 현장계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Fig. 11(a), (b), (c)와 같이 A, B, C 지하차도 모두 강관의

압입 작업시기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주변지반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이는 강관의 압입작업으로 의한 지반의 이완현상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ig. 11. Over analysis of inclinometer.

5. 수치해석을 통한 지하구조물 주변 응력이완 영역 분석

5.1 수치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비개착공법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에 따른 선로하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의 규명 및 응력이완 영역을 구하

기 위해 유한해석 프로그램인 MIDAS GTS를 이용하여 2D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A 현장 지하차도 암거-토공구간을 수치해

석하였으며, 모델은 Fig. 12에 나타내었다. 모델링 범위는 암거와 토공구간을 포함하여 총 길이는 80m, 궤도 하부의 노반을 포

함한 22.5m까지 고려하였으며 경계조건은 바닥면은 수직방향, 옆면은 수평방향을 구속하였다. 원지반 및 상·하부노반은 Mohr-

Coulomb 파괴기준을 적용한 탄소성 재료로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해석에 사용된 원지반 및 궤도, 하

부노반, 암거의 물성치값을 나타내었다.

수치해석의 변위는 기존에 계측된 수평변위와 같이 발생하도록 시공과정을 모사하여 해석이 수행되었다. 수치해석 결과와 계

측 결과와의 비교 결과는 다음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Fig. 12. Analysis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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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치해석 결과

토압의 경우는 해석 결과 Fig. 14(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암거 구조물과 접해있는 흙구간 경계면(깊이 4.5m~10.5m)까지 수평

토압이 설계에 적용된 정지토압보다 약 48%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ankine의 주동토압에 보다 가깝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대주응력이 작용되는 면사이의 각도는 60°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개착 구조물 시공 시 수평토압은 현

재 실시되고 있는 정지토압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동토압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4(a)에는

구조물 좌측의 깊이에 따른 토압과 정지 및 주동토압을 비교하였으며, Fig. 14(b)에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비개착공법 시공 시

응력이완 영역을 나타냈으며, 파괴면의 기준으로 감소된 수직응력은 약 40%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노반지지강성이 또

한 크게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Modeling specifications.

Weathered

rock

Weathered

soil

Fill

layer

Lower

roadbed

Upper

roadbed
Structure

γ (kN/m3) 21 19 18 18 18 24

E (Pa) 1.5×109 2.8×108 2.5×108 6.0×107 8.0×107 2.9×1010

C (kPa) 40 20 - - - -

φ (°) 33 30 28 30 32 -

Fig. 13. Comparison of measurement data and numerical analysis data.

Fig. 14. Earthwork pressure and stress relaxation around substructure as it occurred during non-open cu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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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개착공법 시 강관의 압입으로 인한 토사의 유실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물 주변의 응력이완에 실내토조실험

및 현장계측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통하여 응력이완 영역 및 노반지지강성을 검증하였다.

1. 실내모형 토조시험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파괴면 각도는 약 59~61°를 이루어 Rankine의 주동토압이론에 따른 파괴면과

유사한 영역으로 발생하였다.

2. 지중경사계를 이용한 현장계측 결과, 가시설 굴착 및 강관 및 각관의 압입 시기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변위가 발생하였고,

이는 강관의 압입에 의한 토사의 유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치해석을 통하여 수평토압을 분석한 결과 지하구조물 시공 시 작용하는 토압은 정지토압으로 계산한 토압보다 48% 감

소하였으며, 주동토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력이완 영역은 Rankine의 주동토압의 파괴면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었

다.

4. 기존선 하부를 통과하는 지하구조물 시공 시 구조물 주변에 상부의 수직응력이 약 40% 감소함에 따라 노반지지강성이 크

게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5. 감소된 노반지지강성은 열차의 주행안정성에 영향을 끼쳐 열차의 탈선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비개착 구

조물 시공 시 구조물 주변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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