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21(2)227-242(2019)

https://doi.org/10.9711/KTAJ.2019.21.2.227

eISSN: 2287-4747

pISSN: 2233-8292

Received December 19, 2018

Revised January 16, 2019

Accepted January 24,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19,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227

토사터널의 쉴드 TBM 데이터 시계열 분석을 

통한 막장 전방 예측 연구

정지희1ㆍ김병규2ㆍ정희영1ㆍ김해만3ㆍ이인모4*

1비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박사수료
2비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박사후연구원
3정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박사수료
4정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정교수

A ground condition prediction ahead of 

tunnel face utilizing time series analysis of 

shield TBM data in soil tunnel

Jee-Hee Jung1ㆍByung-Kyu Kim2ㆍHeeyoung Chung1ㆍHae-Mahn Kim3ㆍIn-Mo Lee4*

1Ph.D. Candidate,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Post-Doctoral Researcher,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3Ph.D. Candidate,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4Professor,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In-Mo Lee, inmolee@korea.ac.kr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predict ground types ahead of a tunnel face utilizing 

operational data of the earth pressure-balanced (EPB) shield tunnel boring machine 

(TBM) when running through soil ground. The time series analysis model which was 

applicable to predict the mixed ground composed of soils and rocks was modified to 

be applicable to soil tunnels. Using the modified model, the feasibility on the choice 

of the soil conditioning materials dependent upon soil types was studied. To do this, 

a self-organizing map (SOM) clustering was performed. Fir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ground types should be classified based on the percentage of 35% passing through 

the #200 sieve. Then, the possibility of predicting the ground types by employing the 

modified model, in which the TBM operational data were analyzed, was studied. The 

efficacy of the modified model is demonstrated by its 98% accuracy in predicting 

ground types ten rings ahead of the tunnel face. Especially, the average prediction 

accuracy was approximately 93% in areas where ground type variations occur.

Keywords: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model, Time delay neural network (TDNN), Ground 
condition prediction, Earth pressure-balanced (EPB) shield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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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토압식(Earth Pressure-Balanced, EPB) 쉴드 TBM 기계데이터 분석을 통해 토사터널의 특징이 반영된 막장 전방 예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암반과 토사가 혼합된 복합 지반의 예측에 적용하였던 시계열 분석 모델을 토사터널에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수정된 모델을 사용하여, 토사 종류에 따라 쏘일 컨디셔닝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Self-Organizing Map (SOM) 군집화(cluster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지반 

타입이 #200체 통과량 35%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TBM 기계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정된 

모델이 지반 타입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정된 기준에 따라 지반 타입을 분류하고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면, 10막장 전방 지반에 대해서 98%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수정된 방법의 우수성이 입증되

었다. 특히 지반 타입 변화 구간에 대한 예측 정확도도 약 93%로, 10막장 전방에서 지반 타입 변화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어:인공신경망, ARIMA 모델, 시간지연신경망, 막장 전방 예측, 토압식 쉴드 TBM

1. 서 론

최근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쉴드 TBM (Tunnel Boring Machine)은 막장 전방에 대한 정보가 불확

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쉴드 TBM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리스크 원인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Chung et al., 2019).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Jung et al. (2018)은 지질 리스크 요인의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막장 전방 예측 방

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과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을 활용하여 10막장 전방의 지반을 예측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막장 전방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쉴드 TBM 기계데이터만 사용하므로 TBM 굴착 외에 추가적인 시험이나 측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Jung et al. (2018)의 방법은 암반과 토사가 혼합된 복합 지반에 적합하게 제시된 방법이므로, 토사터널에 대한 적

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ung et al. (2018)의 방법을 수정하여, 토사터널에서도 

10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토사터널은 일반적으로 토압식(Earth Pressure-Balanced, EPB) 쉴드 TBM이 사용되는데, 이 공법은 커터헤드 

후면의 챔버(chamber)를 굴착한 토사 또는 버력으로 가득 채우고 챔버 내에서 압력을 가하여 막장의 안정성을 도

모하는 공법이다(Lee, 2016). 최근에는 토사지반에 대한 토압식 쉴드 TBM 공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기거나, 

효과적인 배합비 도출을 위해서 다양한 지반과 첨가제를 배합하는 쏘일 컨디셔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18). 

기본적으로 쏘일 컨디셔닝은 주어진 지반 조건에 따라 첨가제를 선택하여 적용하는데, 지반 조건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다면 적절한 첨가제를 미리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어, 토사터널 현장 관리 및 원활한 굴착에 매우 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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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사터널의 기계데이터 분석 시 첨가제 주입 특성을 함께 고려해 Jung et al. (2018)의 방

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방법으로 예측된 지반 타입에 따라 적절한 첨가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 배경이론

2.1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최근 딥러닝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머신러닝은 크

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뉘는데, 지도학습은 학습에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고, 비지도학습

은 학습에 출력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내 주어진 데이터

를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 비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요

약하고 설명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모델링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절한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Kim, 201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도학습의 한 방법인 ANN과 비지도학습의 한 방법인 군집화(Clustering)를 

사용하여 쉴드 TBM의 기계데이터를 분석하였다. 

ANN은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층으로 구성되는데, 입력과 출력층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학습’이 이

뤄지며, 학습에 사용된 학습데이터들의 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규칙’이 ‘모델’이 된다. 이때 학습의 종류 및 계

층 구조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모델링이 될 수 있다. 계층 구조는 Fig. 1과 같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포함

된 다층 신경망이 주로 사용된다(Kim, 2016). 

Fig. 1. Example of deep neural networks

다층 신경망의 지도 학습은 일반적으로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이란 입력

에 대한 출력과 목표 출력 사이의 오차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가중치 값의 갱신을 

출력층에서 시작하여 거꾸로 은닉층으로 내려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오차 역전파라고 불리며, 이 방법은 속도

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선호된다. 여기서 가중치 갱신은 오차를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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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데, 이때 오차 최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경사하강법, 뉴턴법, Levenberg-Marquardt법 등이 있다. 

Levenberg-Marquardt법은 경사하강법과 뉴턴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방법으로, 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경사하강법, 해 근처에서는 뉴턴법을 적용하여, 두 방법에 비해 안정적이고 빠르게 수렴할 수 있다

(Buduma and Locascio, 2017; Patterson, 1995; Taylor, 2017). 본 연구에서 적용한 Jung et al. (2018)의 ANN 

engine은 Levenberg-Marquardt법이 적용된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한 다층 신경망이다. 

군집화는 비지도학습을 통해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해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군집으로 분류해주는 방법

이다. 군집화의 방법 중 Self-Organizing Map (SOM)은 신경망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으로, 학습 단계에서 

다차원 공간의 특징 벡터로 표현되는 객체들이 경쟁층에서 스스로 유사한 패턴끼리 2차원의 특징 지도를 조직화

하여 영역 지도를 형성한다. SOM은 경쟁, 협동, 적응의 세 단계로 학습이 이뤄지며, 학습이 상당히 빨라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Han, 2009; Ripley, 1996). 본 연구에서는 토사터널의 지반 타입 분류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기계데이터 특징을 분석할 때 SOM 군집화 방법이 사용되었다.

2.2 시계열 분석

시계열 자료 분석이란, 어떤 자료가 과거 시점에서 얻어진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래

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분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시계열 자료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모델의 수립(model 

building)과 모델 수립을 통하여 수행되는 시계열의 미래 값 예측(prediction)이다. 

시계열 분석 방법에는 지수평활법,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델, 선형 회귀분

석, 비선형 회귀분석, 신경망 분석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Jung et al. (2018)의 방법은 단기예측에 적합

한 ARIIMA (Box-Jenkins 방법) 모델과(Box and Jenkins, 1970) 시간지연신경망(Time Delay Neural Network, 

TDNN) 모델이 사용되었다.

ARIMA 모델은 시계열 자료 자신에 대한 회귀형태를 취하는 Autoregressive (AR) 모델과, 현재와 과거의 연속

적인 오차항이 영향을 미치는 Moving Average (MA) 모델의 종합모델이다. 이때 AR 모델의 차수를 p, MA 모델

의 차수를 q로 나타낸다. 차수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시점을 말한다. 또한 ARIMA 모델은 비정상 시계

열 자료를 정상적 시계열 자료로 변환하는 차분 과정을 거치는데, 차분의 차수를 d로 나타낸다. 따라서 ARIMA 

모델을 나타낼 때, ‘ARIMA (p, d, q)’로 차수까지 함께 표현한다. AR과 MA의 차수는 대부분 1이나 2를 사용하

고, 차분의 차수는 3 이하로 가정된다(Lee, 2011). 

TDNN는 시계열 분석을 위해 ANN에 memory structure를 더한 모델로, Waibel et al. (1989)에 의해서 음성인

식 분야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다른 인공신경망 모델에 비해 탁월한 성과를 보임이 증명되었다. 특히, TDNN는 출

력층의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이 memory structure를 가질 수 있어, 시간패턴 인식능력이 뛰어나다(Dorffner, 

1996; Shin and Jeong, 2011). 이 모델은 Fig. 2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현재와 과거의 입출력을 동시에 사용해 

비선형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는 동적 신경망임을 알 수 있다(Hassou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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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et al. (2018)의 방법에서 ARIMA 모델은 과거에 획득한 실제 기계데이터로부터 10막장 전방의 기계데이

터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TDNN는 10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Fig. 2. A time-delay neural network for one-dimensional input/output signals (Hassoun, 1995)

2.3 토압식 쉴드 TBM의 첨가제

토압식 쉴드 TBM에서는 굴착토를 사용한 막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가제를 주입해주어야 한다. 첨가제

는 굴착된 토사 및 버력의 유동성 확보, 굴착토의 마찰계수 감소, 지수성 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첨가제의 종

류는 폼(foam), 폴리머(polymer), 벤토나이트(bentonite), 고흡수성 수지계 등이 있으며, 지반의 종류, 지하수위, 

TBM의 기계적 구조 등에 따라 첨가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Kim et al., 2018; Lee, 2016).

폼은 가장 경제적인 첨가제로서 굴착토의 유동성과 지수성을 향상시킨다. 다만 계속적인 굴착 중에는 효과가 

좋으나, 굴착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 기포가 지반에 침투되어 막장압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폴리머는 물에 용해

되는 고점성의 고분자 물질로 굴착토의 유동성 및 지수성, 펌프에 의한 압송성을 향상시키고, 점토질 지반에서의 

막힘(clogging)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굴착이 정지된 경우에도 효용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벤토나이트는 투수성이 큰 지반에 적용성이 뛰어나고, 고흡수성 수지는 함수대에서 막장면으로의 용수분

출을 막을 수 있다(Lee, 2016; Zumsteg and Langmaac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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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및 모델 적용

3.1 현장 개요

본 연구에서 분석한 현장은 터널 통과 구간의 지반이 토사로만 이뤄진 현장으로, 쉴드 TBM 중 토사터널에 적합

한 토압식 쉴드 TBM이 사용되었다. 또한 토사층의 경우는 퇴적층으로 점토, 실트, 모래 등이 혼재하여, 터널 막

장면을 이루는 토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장의 개략적인 조건을 Table 1에 나타냈다. 

Table 1. Conditions at a job site

Route length (km) External diameter (m) Type of TBM
Soil conditioning 

materials
Ground conditions

1.15 7.8 EPB Foam, Polymer
Clay, Silt, Sand, 

Weathered soil

3.2 지반 타입의 분류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지반 분류법은 선행 연구인 Jung et al. (2018)의 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Jung et al. 

(2018)은 주로 암반과 토사가 혼합된 현장에서 지반 타입을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때 타입 구분의 기준을 상

대적인 단단함의 크기로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현장은 지반이 토사로만 이뤄진 현장으로, Jung et al. 

(2018)의 분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토사로만 이뤄진 현장의 기계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화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Matlab R2016a 버전(Beale et al., 

2016)이다.

Fig. 3. A result of the SOM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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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시점부 보강 지반을 제외한 터널 전 구간의 기계데이터를 SOM 군집화 분석을 통해 총 4가지로 분류

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를 세그먼트 번호 순서에 맞게 터널 노선에 표시하면 Fig. 4와 같고, 이를 첨가제 주입

량 그래프와 함께 표시하면 Fig. 5와 같다.

Fig. 4. The profile of machine data groups

Fig. 5. Comparison between the soil conditioning materials and the machine data

Fig. 5를 보면 군집화 분석에 의해 구분된 기계데이터 그룹과 첨가제 주입량 증감 구간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룹 4의 경우는 첨가제 주입량이 상대적으로 제일 큰 구간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사터널의 기계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첨가제 주입량의 상대적 크기가 뚜렷하게 변화하

는 구간을 중심으로 지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당 현장은 첨가제로 폼과 폴리머를 모두 사용한 현장으로, 구간에 따라서 폼만 주입한 경우와 폼과 폴리머를 

함께 쓴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첨가제의 종류 및 주입량은 토사의 조 ‧ 세립질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

다. 따라서 첨가제 종류 및 주입량 변화와 토사의 조 ‧ 세립질 여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토사의 조 ‧ 세립질 구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200체 통과량을 구해 첨가제 주입량 그래프와 비교하였다. 

지반의 #200체 통과량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지층별 설계정수는 Table 2와 같다. 이를 이용해 터널이 통과하는 

지반의 #200체 통과량을 구하여 구간별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이때 #200체 통과량은 지질주상도 상 터널 막

장면을 구성하고 있는 지층의 비율을 고려하여, Table 2의 물성을 해당 구간의 대푯값으로 선정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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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의 결과를 첨가제 주입량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200체 통과량이 35% 이상인 구간에서 대부분 첨가제의 

주입량이 평균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0체 통과량이 35% 미만 인 경우에 지반 타입을 3으로, 

35% 이상 인 경우를 지반 타입 2로 분류하여 첨가제 주입량 그래프와 비교하였으며, 이는 Fig. 7과 같다. 이때 지

반 타입 1은 Jung et al. (2018)의 분류에서 암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토사터널의 경우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2. Properties of soils

Clay Silt Sand
Weathered 

soil 1

Weathered 

soil 2

Weathered 

soil 3

Unit weight (kN/m3) 19.9 19.4 19.0 20.0 20.0 20.0

Cohesion (kPa) 100 45 0 15 15 15

Internal friction angle (°) 0 0 27 29 29 29

Pass #200 (%) 90 50 4 28 33 12

Fig. 6. The distribution of the percentage passing through the #200 sieve along the entire route

Fig. 7. Comparison between the soil conditioning materials and the groun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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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을 보면 #200체 통과량 35%를 기준으로 지반 타입을 분류한 경우에, 첨가제 주입량이 평균 이상인 구간

과 평균인 구간에 맞게 지반 타입이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분류가 토사터널의 기계데이터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군집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기계데이터는 이전의 분

석과는 다르게 정규화가 수행된 기계데이터이며, 정규화 방식은 Jung et al. (2018)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규화 기계데이터를 군집화 분석한 결과를 세그먼트 순서에 맞게 표시하면 Fig. 8과 같은데, 이 결과가 Fig. 7에서 

분류한 지반 타입의 구분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사터널의 기계데이터 특징을 반영한 지반 타입 분

류 방법에 #200체 통과량 35% 기준을 적용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토사

터널의 지반 타입 분류 방법을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Jung et al. (2018)의 기존 분류 방법과 함께 표시하였다.

Fig. 8. Comparison between the soil conditioning materials and the normalized machine data

Table 3. Classification of ground types

Ground conditions Type 1 Type 2 Type 3

Mixed ground

(Jung et al. (2018))

Rock

(Relatively hard)

Rock + Soil

(Mixed)

Soil

(Relatively soft)

Soils

(New proposal)
-

Fine-grained soil 

(≥35% pass #200)

(Relatively sticky)

Coarse-grained soil 

(<35% pass #200)

(Relatively loose)

3.3 시계열 분석의 적용

토사터널의 기계데이터를 분석하여 막장 전방을 예측하기 위해, Jung et al. (2018)이 제안한 시계열 분석 방법

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순서는 Fig. 9와 같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터널 전 구간 중 분석을 수행할 케이스

를 선정하여야 한다. 분석 구간은 지반 타입이 변화하는 구간과 유지되는 구간의 대표 케이스를 선정하여 그 결과

를 비교하였다. 특히 지반 타입 유지 구간의 경우, 같은 지반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데이터의 변화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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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분석 케이스를 Fig. 10과 Table 4에 나타냈다. 이때 하

나의 케이스는 해당 위치까지 굴착이 완료된 세그먼트 링의 기계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며, 세그먼트 링 번호 순서

를 시간의 흐름으로 적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 구간에서 케이스의 증가는 세그먼트 링 5개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그먼트 링을 5개씩 증가시켜 굴착의 진행을 모사하였다.

Fig. 9. Flow chart to run the developed time delay neural network (TDNN) engine (Jung at al., 2018)

Fig. 10. The location of sections at job site

Table 4. Analysis cases

Section number 1 2 3 4

Case numbers 1~5 6~10 11~15 16~20

Segment ring numbers 30~50 145~165 390~410 710~730

Number of cases 5 5 5 5

Table 4에 표시된 총 20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Fig. 9와 같은 순서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

된 프로그램은 Matlab R2016a 버전(Beale et al., 2016; Taylor, 2017)과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4 버전(IBM Corp., 2016)이다. 분석 순서는 정규화된 기계데이터를 ANN과 ARIMA model에 적용

한 후, 이 결과를 TDNN model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0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때 사용된 모든 model의 조건은 Jung et al. (2018)이 제안한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 중 최종적인 결과

인 막장 전방 지반 타입이 예측되는 TDNN model의 세부 조건이 Table 5에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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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DNN learning method and final model selection criteria (Jung at al., 2018)

Details

Type of ANN TDNN (time delay neural network)

Input delays 1

Hidden layer and node 2 (27 nodes for layer 1; 9 nodes for layer 2)

Train function Levenberg-Marquardt backpropagation

Convergence tolerance 0.05

Maximum number of 

learning inputs
900 (limited to 300 when divergence occurs)

Final model 

selection criteria

TDNN Maximum R (coefficient of correlation) or minimum error (on condition that R ≥ 0.7)

ARIMA
(1, 1, 1) When percentage of one ground type in the past 50 segment rings <75%

(1, 2, 1) When percentage of one ground type in the past 50 segment rings ≥75%

4.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해석 케이스로 선정된 20개의 케이스에 대하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는 ANN Engine에 적용한 결과와 TDNN model에 적용한 결과를 분리하여 단계별로 나타냈다.

4.1 ANN engine 적용 결과

Jung et al. (2018)이 제안한 ANN engine은 현장의 기계데이터가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정규화 과정이 진행되

고, 1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이 예측되게 된다. 따라서 해당 현장의 기계데이터를 입력하여 전 구간의 1막장 전방 

지반 타입을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표시하였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99%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이 결과는 TDNN 단계에서 학습의 output으로 사용된다. 

Table 6. The results of ANN engine

Type 2 Type 3 All

Number of ground types 195 566 761

Prediction accuracy (%) 98.97 99.12 99.08

4.2 TDNN model 적용 결과

4.1절에서 ANN Engine을 통해 획득한 1막장 전방 지반 타입과 해당 현장의 기계데이터를 TDNN model의 학

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10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하였다. 이때 10막장 전방의 기계데이터는 Table 5에 표시

된 ARIMA model을 적용하여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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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 표시된 총 20개의 케이스에 대한 10막장 전방 지반 타입의 예측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알 수 있듯이 TDNN model의 최종 결과는 지반 타입이 아닌 수치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수치를 알맞은 지반 타

입으로 변환해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Table 8과 같이 Jung et al. (2018)이 제안한 방법을 토사터

널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Table 7. The results of analysis cases

The front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1st 1.9798 2.0708 1.6474 2.1151 1.9300 2.2538 2.0782 2.1920 2.0349 2.6723 

2nd 2.0273 2.0819 1.5925 2.1140 1.9201 2.2596 2.0800 2.2017 2.0843 2.6808 

3rd 1.9182 2.0181 1.6000 2.1386 1.9013 2.2595 2.0798 2.2118 2.1317 2.6951 

4th 1.8979 2.0261 1.6053 2.1094 1.9336 2.2624 2.0781 2.2241 2.1900 2.7048 

5th 1.9191 2.0512 1.6013 2.1600 2.0146 2.2634 2.0749 2.2383 2.2556 2.7124 

6th 1.9475 2.0580 1.5993 2.1989 2.0033 2.2643 2.0699 2.2548 2.3299 2.7174 

7th 1.9600 2.0578 1.6032 2.1930 1.9806 2.2640 2.0627 2.2743 2.4128 2.7207 

8th 1.9636 2.0597 1.6071 2.1394 1.9400 2.2630 2.0538 2.2969 2.5057 2.7235 

9th 1.9639 2.0687 1.6134 2.0406 1.9361 2.2606 2.0429 2.3227 2.6073 2.7266 

10th 1.9624 2.0893 1.6252 1.9947 1.9563 2.2561 2.0311 2.3516 2.7171 2.7315 

The front Case 11 Case 12 Case 13 Case 14 Case 15 Case 16 Case 17 Case 18 Case 19 Case 20

1st 2.9815 2.9858 3.0900 3.0398 3.0238 2.9488 2.9939 2.9503 2.3891 2.2052 

2nd 2.9708 2.9800 3.0895 3.0412 3.0230 2.9476 2.9966 2.9291 2.3363 2.1945 

3rd 2.9595 2.9766 3.0888 3.0429 3.0217 2.9483 2.9901 2.9189 2.3488 2.1852 

4th 2.9470 2.9717 3.0880 3.0431 3.0202 2.9483 2.9885 2.9013 2.3345 2.1771 

5th 2.9334 2.9667 3.0871 3.0422 3.0183 2.9485 2.9844 2.8855 2.3320 2.1694 

6th 2.9187 2.9611 3.0861 3.0398 3.0160 2.9485 2.9816 2.8672 2.3250 2.1630 

7th 2.9026 2.9549 3.0851 3.0353 3.0133 2.9486 2.9782 2.8487 2.3202 2.1570 

8th 2.8853 2.9483 3.0838 3.0286 3.0101 2.9486 2.9753 2.8288 2.3149 2.1518 

9th 2.8666 2.9410 3.0824 3.0193 3.0065 2.9485 2.9721 2.8078 2.3101 2.1472 

10th 2.8464 2.9332 3.0808 3.0071 3.0024 2.9483 2.9693 2.7858 2.3054 2.1432 

Table 8. Decision criteria for ground type classification in the TDNN model (modified from Jung et al. (2018))

Details

1st Step

(1st ring ahead of the 

tunnel face)

Type 2 1.5 ≦ 2 ≦ 2.5

Type 3 2.5 < 3 ≦ 4.0

2nd Step

(2nd to 10th rings ahead of 

the tunnel face)

Maintained 

ground type
Increase/decrease of less than 0.1 compared to the current numeric value

One step ground 

type change

Increase/decrease of 0.1 compared to the current numeric value or more

(0.1: 10%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n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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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에서와 같이 Jung et al. (2018)은 지반 타입의 분류를 두 단계로 나누어 판별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1막장 전방의 예측 결과가 일정한 범위 내의 값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지반 타입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두번째 단

계에서는 1막장 전방의 예측값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에 따라 지반 타입 변화 여부를 판별하

게 된다. 만일 일정한 증감 없이 불규칙한 경향을 보이거나, 일정한 증감을 하더라도 기준치인 0.1 이상을 넘기지 

않으면 지반 타입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일정한 증가나 감소 경향을 보이면서 0.1 이상 변화하면 지

반 타입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Jung et al. (2018)이 제안한 방법과 다른 점은 지반 타입 변화 여부의 기

준값을 0.25가 아닌 0.1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암반과 토사가 함께 존재하는 복합 지반의 경우 각 지반 타입

별 기계데이터 차가 크지만, 토사만 존재하는 경우는 지반 타입별 기계데이터 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정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케이스의 지반 타입을 판별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Comparison of predicted and actual ground types

True value Prediction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Case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Case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Case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Case 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Case 5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Case 6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Case 7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Case 8 2 2 2 2 2 2 2 3 3 3 2 2 2 2 2 2 2 3 3 3

Case 9 2 2 3 3 3 3 3 3 3 3 2 2 2 3 3 3 3 3 3 3

Case 10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ase 1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Case 1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ase 1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ase 14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ase 15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ase 16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ase 17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ase 18 3 3 3 3 3 2 2 2 2 2 3 3 3 3 3 3 2 2 2 2

Case 19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Case 20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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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질주상도 상의 실제 지반 타입과 예측된 지반 타입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Case 9, 18의 경우에 지반 변화 구간 위치가 1막장 정도 차이 나는데, 이는 시계열 분석 시 사용되는 시

간지연이 1로 고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반 변화 구간의 경우, 변화 위치가 1막장 정도 차이 나더

라도 10막장 전방에서 지반 타입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현장에서 매

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케이스 선정 시 지반 유지 구간의 경우 다른 구간에 비해 기계데이터가 불안정

한 구간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Case 1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의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8에서 지반 타입 구분의 기준값으로 제시한 0.1은 지반 변화 구간과 유지 구간을 판별하는데 

적절한 값으로 판단된다. 이는 Table 10에 제시된 평균 예측 정확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반 변화 구간

과 유지 구간에 상관없이 모두 90%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98%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Comparison of average prediction accuracy

Cases of maintained ground type Cases of changed ground type All

Mean of prediction accuracy (%) 98.82 93.33 98.00

Standard deviation   4.71   4.71   5.10

3.2절에 언급하였듯이, 토사터널에서 지반 타입은 #200체 통과량 35%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기준이 토

사터널의 기계데이터 특징과 첨가제 주입 특징 모두를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계열 분석 결과 최종

적으로 98%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므로, 예측되는 지반 타입에 맞는 첨가제를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Table 11과 같이 예측 지반 타입별 첨가제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Table 11에 제시한 첨

가제는 총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폼만으로도 컨디셔닝이 가능한 경우와 폼과 폴리머

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나뉜다. 폴리머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200체 통과량이 35% 이상인 경우

로, 점착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터널 굴착 시 커터의 마모, 굴착토의 챔버내 부착, 배토 불능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막장 전방 예측 시 지반 타입 2로 판단될 경우, 폴리머를 함께 주입하여 원활한 굴착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able 11. Soil conditioning materials according to predicted ground types

Predicted ground types Type 2 Type 3

Ground conditions Fine-grained soil (≥35% pass #200) Coarse-grained soil (<35% pass #200)

Soil conditioning materials Foam + Polymer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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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된 Jung et al. (2018)의 시계열 분석 방법을 토대로, 토사터널에 적용할 수 있는 수정

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10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하였다. 또한 예측된 지반 타입에 따라 원활

한 굴착이 가능하도록 알맞은 첨가제를 제안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토사터널의 지반 타입 구분에 #200체 통과량 35% 기준을 적용하면, 지반 타입별 기계데이터 특징과 첨가제 

주입 특징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반 타입을 #200체 통과량 기준으로 2가지로 분류할 경우, 복합 지반 기반 ANN engine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예측 정확도는 99%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3. Jung et al. (2018)이 제안한 시계열 분석 방법 중 지반 타입 판별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하면, 토사터널의 10막

장 전방 지반 타입 예측이 가능하며, 모든 케이스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98%이다. 

4. 지반 타입 변화 구간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약 93%로, 지반 변화 구간의 시작 위치가 1막장 정도 차이 나지만, 

10막장 전방에서 지반 타입 변화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가 매우 용이해진다. 

5. 예측되는 지반 타입에 따라 폼과 폴리머 등의 첨가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므로, 토사터널의 원활한 굴착을 

위한 쏘일 컨디셔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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