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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tunnel 

steel rib. In tunnel excavation, the top and bottom half excavation methods result in 

subsidence of steel rib reinforcement due to insufficient support of steel rib 

reinforcement when the ground is poor after excavation. The foundation of the steel rib 

installed in the upper half excavates the bottom part of the base, causing the subsidence 

to occur due to various effects such as internal load and lateral pressure. As a result, the 

tunnel is difficult to maintain and its safety is problematic. To solve these problems, 

steel rib support structur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verification, the 

behavior of the supporting structure is verified by model experiments reduced to 

shotcrete and steel rib material similarity, the numerical analysis of ΔP and ΔP 

generated by bottom excavation by Terzaghi theoretical equ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 structure of 20.100~198.423 kN is required for the 10~40 m 

section of the depth for each soil of weathered soil~soft rock.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reduced model experiment, a fixed level of 50% steel rib deposit of steel rib 

support structure was installed. The study shows that the installation of steel rib 

support structures will compensate for uncertainties and various problems during 

construction. It is also thought that the installation of steel rib support structure will 

have many effects such as stability, economy, and air reduction.

Keywords: Steel rib, Tunnel auxiliary construction method, Steel rib suppor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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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터널 강지보 지지구조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터널 굴착에 있어 상 ‧ 하 반단면 굴착 공법은 상반굴착 후 

지반이 불량한 경우, 강지보재의 지지력 부족으로 강지보재의 침하가 발생한다. 상반 굴착부에 설치된 강지보재 기초부

가 하반을 굴착함에 따라 자체 하중, 측압 등 여러 영향으로 강지보재의 침하가 발생된다. 이로 인하여 터널 내공유지 곤

란 및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지보재 지지구조체를 개발하였다. 이를 검증하

기 위해 Terzaghi 이론식을 이용한 하중 및 하반 굴착으로 발생하는 ΔP를 구해 수치해석을 통한 구조검토 및 검증, 숏크

리트 및 강지보재의 재료상사를 통한 축소모형 실험으로 지지구조체 유 ‧ 무에 따른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풍

화토~연암 각 지반의 경우 토피고 10~40 m 구간에 대해 20.100~198.423 kN의 지지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축소모형 실험 결과 강지보재 지지구조체 설치 시 강지보재의 침하는 미설치시의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강지보재 지지구조체의 설치로 시공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 및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 강지보재 지지구조체 설치로 안정성, 경제성 및 공기 단축등과 같은 여러 효과로 적용성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강지보재, 터널 보조공법, 강지보 지지구조체

1. 서 론

인류가 사회생활을 통하여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생성되었고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

여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도시화의 속도가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며, 도시의 규모 또한 더욱

더 크고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도심지에 터널을 건설하여 도시철도 및 도로 등을 운영하게 되었다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in Korea, 2007). 그중 NATM 터널은 록볼트와 숏크리트를 중요한 지보 부재로 

하여 지반의 강도 약화를 최대한 억제하며, 지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내하능력 즉 지지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서 현장계측 및 관리를 바탕으로 터널을 굴진하는 공법이다(Yang et al., 2010).

NATM터널에 있어 지보재의 설계개념은 굴착 후 지반 자체의 지보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숏크리트, 록볼

트, 강지보재 등의 주지보재를 이용해 터널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Park et al., 2008). 하지만 현재 일체화

된 강지보재의 지보능력에 대한 검증 및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미비하다. 이로 인하여 지반이 

불량한 조건에서 강지보재를 지보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터널 시공현장에서는 강지보재가 최대의 지보효

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굴착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지보의 설계가 이루어

진다.

터널 굴착 시 상 ‧ 하 반단면 굴착 시 상반굴착 후 강지보재 설치 시 지반이 불량한 경우, 강지보재 지지력의 부족

으로 인하여 강지보재가 침하되며 이에 내공단면의 유지가 곤란하고 강지보재의 변형 등을 초래하여 터널의 안

정성에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하반굴착 시 강지보재의 기초부가 하반굴착에 따라 강지보재의 하중 및 측압 

등의 영향으로 강지보재의 침하가 발생하므로 터널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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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시 내공을 유지하기 곤란하여 안정성, 공기 지연 및 추가 공사비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대 등 여러한 문제점

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지보 지지구조체를 개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Terzaghi 하중식을 사용하여 이론 및 수치해석적 검증을 하였으며, 모형 실내시험을 통하여 강지보 지지구조체 

설치 유무에 따른 강지보재의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터널 상 ‧ 하 반단면 굴착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역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① 상반 굴착 후 강지보재 설치 시 Fig. 1과 같이 지반이 불량한 경우, 강지보재의 지지력 부족으로 강지보재가 침

하되며, 내공단면의 유지가 곤란하고 강지보재의 변형 등을 초래해 터널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

② 하반 굴착 시 상반 굴착부에 설치된 강지보재 기초부가 하반 굴착에 따라 강지보재의 하중 및 측압 등의 영향으

로 강지보재의 침하로 터널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

(a) Upper excavation (b) Bottom excavation

Fig. 1. Steel rib subsidence after upper and bottom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터널 굴착 시 안정성, 공기 지연 및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대 등 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터널 강지보재 지지구조체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2.1 터널 강지보재 지지 구조체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터널 강지보재 지지구조는 터널 시공 방법 및 터널 지지 구조에 관한 것으로, 분할 굴착으

로 형성되는 터널의 지지 구조는, 터널의 굴착형태에 대응해 만곡되게 형성된다. 터널 지지구조체는 굴착면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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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지보재 및 지보재의 하부 공간을 후속 굴착하기 전에 지보재를 지반에 고정시키는 앵커를 말한다.

개발한 터널 강지보재 지지 구조는 터널의 굴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터널 굴착 시공의 안정성을 높이

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터널 시공 방법 및 터널지지 구조에 관한 것이다.

Fig. 2는 터널 강지보재 지지구조 모식도 이며, 상반굴착 후 굴착면에 지보재를 고정하는 앵커를 설치한다. 설

치를 통해 터널의 굴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하반굴착 후 지보재의 최하단을 지지하

지 않더라도 앵커로 강지보재와 지반을 고정하여 안정적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unnel steel rib support structure

3. 터널 지보보강의 이론적 Mechanism

3.1 터널지보하중 개념

터널 굴착 후 변형이 발생되면 지반은 초기응력보다 감소하게 된다. 지반의 강도와 변형 특성에 따라 크기와 감

소속도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초기과정에서는 일정구간 직선적인 변형거동을 보이게 된다. 즉 

탄성거동을 하다가 변형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소성거동을 하며, 결국 최종적으로 굴착부는 붕괴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터널 굴착 시 가능하면 탄성영역 내에서 지반 변형을 허용하고 터널 굴착 전 지반의 초기 응력보다 작은 

지반압력으로 터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보재의 설치시기가 중요하다. 이에 굴착 후 변형과 시간에 따른 지

반압력변화 거동의 예측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터널 굴착에 따른 굴착면에 발생하게 되는 변위에 따른 지보하중의 개념도는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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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oretical behavior of support load (Kim, 2020)

3.2 지보보강의 거동이론

Fig. 4는 터널 상 ‧ 하반 굴착에 따른 이론적 지반-지보 상호거동에 대한 반응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Fig. 4. Ground-support interaction theory (Ki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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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서 Curve 1은 상반굴착 시 변형과 지반압 거동에 대한 지반반응 곡선을 나타내며, Curve 2는 상반굴착

의 영향으로 약화된 지반과 하반 굴착에 따른 굴착크기의 증가에 의해 나타나는 지반의 반응 곡선을 나타 낸 것 이

다. Line 1과 Line 2는 탄성적으로 거동하는 터널지보에 대한 반응선을 나타내고, Fig. 4로부터 상 ‧ 하반 분할굴착

에 따른 지보압의 변화는 상반굴착 후 지보를 설치하면 지보의 반응선 Line 1과 지반 반응곡선 Curve 1과 교점인 

1지점에 해당하는 P1의 지보하중을 받게 된다.

상반 굴착과 지보설치 후 평형상태인 1점에서 하반 굴착을 실시하면 Line 1이 Curve 2와 교점인 2지점으로 평

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보와 지반은 상호 거동을 한다. 즉, 하반굴착을 하면 지보는 변위(Δu)를 동반하고 지

보에 가해지는 하중(ΔP12)도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동 메커니즘 때문에 하반 굴착 시 상반에 설치되는 지보

의 보강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토사터널의 경우 터널 붕괴의 원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보강방법으로는 

Fig.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상반에 설치되는 지보의 변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3지점으로 거동하게 하여야 한

다. 결국 변위를 억제하기 위해 하반 굴착에 따라 부가되는 추가하중 ΔP13을 지보가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하반 굴착에 따른 지보하중

하반 굴착에 따른 증가되는 지보압 검토는 Terzaghi 하중식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터널제원 및 지반조건에 따

른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반압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an∅

   
  tan∅







 (1)

  






tan

∅   (2)

여기서,  : 연직이완하중(kN/m2)

 : 지반 단위중량(kN/m3)

  : 지반 이완범위(m)

  : 측압계수

∅  : 지반의 내부마찰각(°)

  : 토피(m)

 : 터널 폭(m)

 : 터널의 높이(m)

그러나 천층 터널 및 암질이 양호할 경우에 Terzaghi의 이론식(Terzaghi, 1946)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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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크게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0). 따라서 제시된 식 (1)에서 점착

력(c)을 삭제하여 적용하였다.

상기 Terzaghi 이론식을 적용하여 풍화토, 풍화암, 연암에 대한 이완하중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지반에 대한 

터널의 폭과 높이는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사용된 지반정수는 다음 Table 1과 같으며, 각 지반정수를 이용해 산

출한 이완하중은 Table 2와 같다. 또한 하반 굴착 전과 하반 굴착단계의 이완하중 차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5

와 같다.

Table 1. Design constant

Classification
Unit weight

(kN/m3)

Internal friction 

angle (°)
Poisson’s ratio

Lateral pressure 

coefficient

Ground 

relaxation range
Depth (m)

Weathered soil 19 28 0.32 0.50 17.738

10, 20, 30, 40Weathered rock 21 31 0.31 0.75 17.349

Soft rock 23 34 0.26 1.00 16.971

Table 2. Relaxation load at each construction stage according to soil depth

Classification 10 m (kN) 20 m (kN) 30 m (kN) 40 m (kN)

Weathered soil
Pre-bottom excavation 164.167 285.813 375.952 442.744

Bottom excavation 167.661 297.505 398.062 475.939

Weathered rock
Pre-bottom excavation 163.788 261.210 319.158 353.626

Bottom excavation 169.465 278.016 347.548 392.086

Soft rock
Pre-bottom excavation 158.670 230.332 262.696 277.313

Bottom excavation 166.483 250.374 292.647 313.948

Fig. 5. Ground reaction force according to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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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erzaghi 이완하중 산정식을 이용한 구조검토

본 연구에서 구조검토는 2차원 및 3차원 Frame 요소, Plate 요소, Solid 요소, Asolid 요소, Axisymmetric 요소 

등을 이용한 정적해석 및 동적해석이 가능한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을 이용하여 검토를 수행

하였다.

구조검토는 설계법적 접근을 통하여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지하중 ΔP를 주요 초점으로 맞춰 진행하였다.

3.4.1 적용하중

1) 자중

자중은 지보재에 대한 하중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계산이 이루어진다.

2) 이완하중

위 식 (1)을 이용하여 산정된 이완하중을 Fig. 5의 시공 단계에 따른 이완하중 차이를 이용하여 구조검토를 수

행하였다. 이완하중은 Fig. 6과 같이 연직방향으로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6. Relaxation load application

3.4.2 지반 스프링계수

터널 주변 지반 스프링계수는 미공병단 이론식으로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  (3)

여기서,   : 주변지반의 탄성계수(MPa)

  : 모델링 요소 길이

 : 





, Lining의 등가반경(5.1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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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공면적(79.03 m2)

  : 포아송비

Table 3. Ground spring coefficient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Soft rock

9,663 kN/m3 56,473 kN/m3 263,201 kN/m3

3.4.3 지지구조체 반력검토

1) 재료조건

본 연구에서 검토된 재료조건은 다음 Table 4와 같이 적용하였다.

Table 4. Steel rib term

Classification Unit weight (kN/m3) Modulus of elasticity (MPa) Explanatory

Steel rib 78.5 210,000

H-150 (weathered soil)

H-125 (weathered rock)

H-100 (soft rock)

2) 해석 모델링

모델링은 다음 Fig. 7과 같이 하였고, 지반 이완하중은 강지보가 전부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조건별 이완

하중이 지보재에 연직으로 작용하며, 최하단은 힌지조건으로 검토하였다.

Fig. 7. Relaxation load application

3) 연직방향 반력검토

토피고별 하반 굴착으로 추가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반력은 다음 Fig. 8과 같으며, 각 지반별로 토피고가 

증가하면 할수록 반력은 증가한다. 강지보재 지지구조체는 이 반력을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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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fference in reaction force due to excavation in the bottom half

4. 모형실험을 통한 지지구조체 거동특성 검토

4.1 모형실험 개요

본 실험에서는 강지보재 지지구조체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반 및 하반굴착을 재현한 실험장비를 제작

하였다. 또한 강지보재 지지구조체의 유무에 따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교실험을 통한 강지보재 지지구조

체의 거동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4.2 실험장비

실내 모형실험을 위해 앞서 진행한 구조검토의 단면인 터널 직경(D) 11 m의 터널을 D = 40.0 cm로 축소하여 

Fig. 9와 같이 제작하였으며, 실험전경도는 Fig. 10과 같다.

(a) Front (b) Side

Fig. 9. Equipment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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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odel experiment panoramic view

또한 강사 후 터널굴착 과정에서 모래의 유입을 막기 위해 Fig. 9(a)와 같이 정면에 스펀지를 부착하였다.

4.3 지반조성

4.3.1 개요

모형지반의 균일한 지반조성을 위해 강사법을 이용하여 지반을 조성하였으며, 그 지반의 변형계수를 측정하

여 상사법을 통한 강지보재를 제작하기 위해 본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을 위해 일축 압축 시험기를 사용하였

다. 일축 압축 시험은 축하중을 가하여 변형 또는 응력을 측정해 압축강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KS F 2314 (2018)

를 참고해 진행하였다.

시료의 경우 Fig. 11과 같이 몰드를 제작하였다. 균일한 강사를 위해 강사기를 이용하여 Table 5와 같이 Case

를 설정하여 강사 후 일축압축 강도를 측정 하였다.

Fig. 11. Uniaxial compression tes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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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ample case

Classification Displacement (mm)

Height (cm) 40 65 90

4.3.2 실험결과

일축 압축 실험을 통해 측정한 결과 값은 Table 6과 같으며 각 Case별 하중-변위 그래프는 Fig. 12와 같다.

Table 6. Uniaxial compression results

Classification Displacement (mm)

Weight (kN) Case 1 Case 2 Case 3

0.5 1.166 1.622 2.025

1.0 1.533 1.892 2.275

1.5 1.767 2.122 2.458

Fig. 12.    graph

Fig. 12의 하중-변위 그래프 및 결과 값을 확인해 보면 강사기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변위가 점점 커지는 것

을 알수 있다. 다음 식 (4) 및 (5)를 바탕으로 변형률과 압축응력을 계산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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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시험체의 압축 변형률

  : 압축량(m)

  : 압축하기 전의 시험체 높이(m)

 



 (5)

여기서,   : 압축 응력(kN/m2)

  : 압축 변형이 일 때 시험체에 가해진 압축력(kN)

  : 압축하기 전의 시험체의 단면적(m2)

계산된 변형률() 및 압축응력은()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 Displacement according to load

Classification 

  (kN/m2) Case 1 Case 2 Case 3

  30 0.0045 0.0064 0.0079

  70 0.0063 0.0077 0.0091

100 0.0071 0.0085 0.0098

   그래프를 통해 변형계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Strain coefficient

Classification Case 1

Strain coefficient (kN/m2) 13,957 31,498 31,712

결과를 토대로 모형 실내실험에서는 Case 2 강사높이 65 cm로 선정하여 지반을 조성하였다.

4.4 터널지보(숏크리트, 강지보)모델링

모형 실내실험 전 강지보와 숏크리트를 모형 터널에 맞추어 지반과 상사법칙을 통해 모델링 하였다. 다음 Table 

9는 계산에 사용된 재료의 정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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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aterial constant (Kim, 2020)

Classification Strain coefficient (MPa) Poisson’s ratio

Acryl 3,160 0.385

Steel rib 210,000 0.300

Shotcrete 15,000 0.200

지반-구조의 상호거동이론을 근거로 하여 실제터널과 모형터널의 연성거동비(Flexibility Ratio, F)를 이용해 

모형터널에 대해 모델링 하였다. 또한 터널구조물의 이론적 연성거동비(F)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 식 (6)과 같다.

 



 (6)

여기서, 는 Flexural stiffness of ground로  
  


이며, 은 Flexural stiffness of liner로  




 

 

 
로 나타낸다.

위 식 (6)을 이용하여 실제터널의 연성거동비(Ft)와 모델터널의 연성거동비(Fm)가 동일하도록 하여 모형터널

의 지보를 모델링 하였다.

모형터널의 지보는 강지보와 숏크리트를 구분하여 다음 식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모형 숏크리트 모델링의 경

우, 단위길이 당 모델 숏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식 (7)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Kim, 2020).

      


  

  




 (7)

여기서,  : 모형지반의 변형계수

 : 모형 터널의 외경(Dout)과 내경(Din)을 4로 나눈 환산길이

 : 모형 숏크리트(Acryl)의 프아송비

  : 모형 숏크리트(Acryl)의 변형계수

 : 모형 지반의 프아송비

모형 강지보 모델링의 경우, 다음 식 (8)과 같이 산정 할 수 있다(Ki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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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기서,  : 모형지반의 변형계수

 : 모형 터널의 외경(Dout)과 내경(Din)을 4로 나눈 환산길이

 : 모형 강지보(Acryl)의 프아송비

  : 모형 강지보(Acryl)의 변형계수

 : 모형 지반의 프아송비

상기 식들을 이용하여 산정된 모델 숏크리트 두께와 모델 강지보의 제원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10 및 Fig. 13

과 같다.

Table 10. Material specification

Classification Specification Material

Model shotcrete t ≅ 14 m Acryl

Model steel rib
□(t × b), t = b = 14 mm

Interval, s = 50 mm

Fig. 13. Selec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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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토대로 Fig. 14와 같이 축소모형을 제작하였다. (a)는 일반적인 방법의 Case이며, (b)는 터널 지지구

조체를 설치한 축소모형이다.

(a) No support structure (b) Support structure installation

Fig. 14. Scale model

4.5 실험 방법

모형 실내실험은 강지보재 지지구조체의 설치 유무에 따른 거동특성을 비교 ‧ 분석하기 위해 강지보재 지지구

조체의 미설치 및 설치 2종류의 실험 Case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진행순서는 Fig. 15 및 다음과 

같다.

(a) Primary composition (b) Tunnel and support 

material installation

(c) Secondary composition

(d) Upper excavation (e) Bottom excavation

Fig. 15. Order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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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사기를 이용하여 하반터널 바닥부 까지 1차 강사를 실시한다.

② 하반터널, 상반터널, 강지보재 및 숏크리트를 설치한다.

③ 강사기를 이용하여 터널상부 1D 까지 2차 강사를 실시한다.

④ 스크류잭을 이용하여 상반터널을 굴착한다.

⑤ 스크류잭을 이용하여 하반터널을 굴착한다.

위 순서대로 모형 실내실험을 진행하고 상반굴착 및 상반지보재 설치 후 하반굴착에 따른 강지보의 거동 특성

을 검토하기 위해 변위를 측정하였다.

4.6 실험결과

4.6.1 지지구조체 미설치

Fig. 16은 지지구조체 미설치 시 시공단계를 모사한 것이며, (a)는 시공 전, (b)는 상반굴착, (c)는 하반굴착 이

다. 지지구조체 미설치 시 하반굴착에 따른 침하는 약 20 mm가 발생하였다.

(a) Initial state (b) Upper excavation (c) Bottom excavation

Fig. 16. Displacement shape when supporting structure is not installed

4.6.2 지지구조체 설치

Fig. 17은 지지구조체 설치 시 시공단계를 모사한 것이며, (a)는 시공 전, (b)는 상반굴착, (c)는 하반굴착 이다. 

지지구조체 미설치 시 하반굴착에 따른 침하는 약 10 mm가 발생하였다.

(a) Initial state (b) Upper excavation (c) Bottom excavation

Fig. 17. Displacement shape when installing suppor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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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지지구조체 설치 유무에 따른 지보침하 분석

축소모형 실험을 통한 강지보재 지지구조체 설치 유무에 따른 터널의 지보침하를 분석한 결과 Fig. 18과 같이 

나타났다. 강지보재 지지구조체 미설치 시에는 하반굴찰에 따른 침하는 약 20 mm정도 나타났으며, 강지보재 지

지구조체 설치 시에는 약 10 mm의 지보 침하가 발생하였다. 이는 강사법을 통해 지반을 조성한 실험에 대한 결과

로서, 지반의 강도가 매우 낮아 침하 발생의 경향이 크다. 본 실험을 통해 강지보재 지지구조체 설치 시 침하가 억

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8. Settlement of steel ribs with or without supporting structure

5. 결 론

본 연구는 상 ‧ 하반단면 굴착 공법에서 하반을 굴착함에 따라 상반에 설치된 강지보재의 과다 변위의 문제점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터널 강지보재 지지구조체를 개발하였다.

터널 강지보재 지지구조체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수치해석적 및 모형 실내실험을 진행하여 강지보재 지지

구조체의 유무에 따른 검증을 하였다.

1. 이론적으로 Terzaghi 이완하중식을 이용해 하반굴착에 따른 추가되는 연직이완하중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최

고 40 m의 토피고에서 연암, 풍화암, 풍화토에 추가되는 연직이완하중은 각각 36.635 kN, 38.460 kN, 33.195 

kN의 값이 나타났다.

2. 지지구조체 설치 유무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한 반력검토에서 Terzaghi 이완하중식을 토대로 하반굴착에 따른 

추가되는 연직이완하중을 계산하여 연직방향 하중으로 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토피고 40 m에서 연암, 

풍화암 및 풍화토에서 각각 194.825 kN, 198.423 kN, 163.701 kN의 값이 나왔다. 향후 설계 시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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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고에 따른 추가되는 하중 ΔP를 산정하여 이를 견디도록 설계 시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3. 실내 모형실험을 통한 거동특성을 분석한결과 강지보재 지지구조체 설치 시 하반굴착에 따른 침하는 미설치

한 조건대비 약 50%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강지보재 지지구조체의 설치로 인하여 침하를 억제하여 지보재 침

하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공법으로 판단된다.

상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강지보재 지지구조체 설치 시 상반 시공 완료 후 하반 굴착에 따른 불확실성 

및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지반조건이 양호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다양한 공법을 대체 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안정성, 경제성, 및 공기 단축등과 같은 여러 효과로 적용성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또한 설계를 위해 향후 설치 각도 및 설치 길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기여도

김기현은 연구 개념 및 설계를 하였고, 김연덕은 데이터 해석,  원고작성을 하였고, 황병현은 데이터 수집하였

고, 최용규는 데이터 분석을 하였고, 김상환은 원고 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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