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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equate control of TBM face pressure is of vital importance to maintain face
stability by preventing face collapse and surface settlement. An EPB shield TBM
excavates the ground by applying face pressure with the excavated soil in the pressure
chamber. One of the challenges during the EPB shield TBM operation is the control
of face pressure due to difficulty in managing the excavated soil. In this study, the face
pressure of an EPB shield TBM was predicted using the geological and operational
data acquired from a domestic TBM tunnel site. Fou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KNN (K-Nearest Neighbors), SVM (Support Vector Machine), RF (Random Forest),
and XGB (eXtreme Gradient Boosting) were applied to predict the face pressure. The
model comparison results showed that the RF model yielded the lowest RMSE (Root
Mean Square Error) value of 7.35 kPa. Therefore, the RF model was selected as the
optimal machine learning algorithm. In addition, the feature importance of the RF
model was analyzed to evaluate appropriately the influence of each feature on the face
pressure. The water pressure indicated the highest influence, and the importance of the
geological conditions was higher in general than that of the operation features in the
considered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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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쉴드TBM (Tunnel Boring Machine) 터널 시공에 있어 막장압 관리는 막장면 붕괴,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여 막장 안정
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챔버 내부의 굴착토로 막장압을 조절하는 토압식 쉴드TBM의 경우, 이
수식 쉴드TBM에 비해 막장압의 관리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토압식 쉴드TBM 터널 시공 현장의 지반조건 및 굴
진특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토압식 쉴드TBM 터널의 세그먼트 링별 막장압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예측모델의 입력특
성으로 7가지를 선정하였으며, 912개의 학습 데이터 세트(Training data set)와 228개의 시험 데이터 세트(Test data set)
를 확보하였다. 최적의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 선정을 위하여 KNN (K-Nearest Neighbors), SVM (Support
Vector Machine), RF (Random Forest), XGB (eXtreme Gradient Boosting)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
를 최적화하여 예측성능을 비교한 결과, RF 모델이 7.35 kPa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RF 모델의 특성 중요도(Feature importance)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입력특성
중 수압의 영향도가 0.38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지반조건이 굴진특성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었다.
주요어: 쉴드TBM,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 머신러닝, 랜덤 포레스트

1. 서 론
도심지 지상 공간이 포화되고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하 인프라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여 지하공간 및
터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harafat et al., 2021). 쉴드TBM 공법은 쉴드로 지반을 지지하며, 챔버 내
부를 굴착토 또는 이수로 채워 추력으로 가압한 후 막장에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에 대응하면서 굴진하는 터널시
공공법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친환경, 안정성, 시공성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쉴드TBM 공법의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yun et al., 2015; Zhang et al., 2022).
도심지와 같이 연약지반을 굴진하는 쉴드TBM의 경우에는 막장의 안정성 확보와 막장 변형의 제어를 위해 막
장면에 적절한 지지 압력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roere, 2001; Mollon et al., 2013). 하지만, 현장 및 지반
조건, TBM 운영조건 등에 따라 소요 지지 압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TBM 굴진 중 가해야 할 지지 압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 TBM 적용 현장에서는 막장 지지 압력 관리 범위를 설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이때, 최소 막장 지지 압력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최소 막장 지지 압력 산정을 위한 이론적
(Davis et al., 1980; Leca and Dormieux, 1990; Anagnostou and Kovari, 1996), 경험적(Broms and Bennermark,
1967), 수치해석적(Kirsch, 2010)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관리범위는 실제 지반 및 굴진 조건, 침하
계측치와 연계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급속히 발전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토목공학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고, 특히 머신러닝 기법 적
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Gao et al., 2021). 머신러닝 기법은 터널 시공 현장에서 계측된 데이터의 고차원, 비선
형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여, 터널 전방 지반조건 예측(Jung et al., 2019; Kim et al., 2021), TBM 성능 예
측(Grima et al., 2000; Benardos and Kaliampakos, 2004), 지표침하량 예측(Santos and Celestino, 2008;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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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2) 등의 연구에 적용되었다. Gao et al. (2019)은 RNN에 기반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위치별 챔버압
(좌측 상부, 좌측 하부, 우측 하부)을 각각 예측하였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터널 시공 현장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입력특성이 다양하여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국내 토압식 쉴드TBM 터널 시공 현장의 대표적인 지반조건 및 굴진특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때, 토압식 쉴드TBM에서 막장에 실제
로 가해지는 압력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챔버압을 막장압으로 가정하였다. 수집된 지반조건 및 굴
진특성 데이터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고, KNN (K-Nearest Neighbors), SVM (Support Vector Machine), RF
(Random Forest), XGB (eXtreme Gradient Boosting)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여 머신러닝 기법
별 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각 예측모델의 학습과정에서 격자 탐색(Grid search)을 수행하였고, 교차검증을 통해
해당 학습성능을 확인하였다. 시험 데이터 세트에 대한 각 예측모델의 시험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을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머신러닝 기법 개요
2.1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s, KNN)
K-최근접 이웃 기법은 새로운 데이터와 유사성이 가장 높은 K개의 기존 데이터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
터의 값을 도출하는 기법이다(Fig. 1(a)).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간 거리를 산정한 후, 새로운 데이터와 가
장 근접한 기존 데이터 K개의 평균으로 새로운 데이터의 값을 산출한다. K-최근접 이웃 기법은 간단한 기법으로
서 구현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차원 데이터 분석 시 상당한 연산 시간
이 소모되고 변수 간 거리가 증가하여 성능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2.2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은 데이터가 사상(Mapping)된 공간에 서포트 벡터(Support vector)를 생성하여 최적의
의사결정 영역(Decision boundary)과 초평면(Hyperplane)을 도출하는 기법이다(Fig. 1(b)). 데이터를 공간에 사
상하여 초평면을 생성한 뒤, 해당 초평면의 상하로 ε만큼의 범위를 가진 의사결정 영역을 생성한다. 이때, 의사
결정 영역 내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하는 초평면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은
해당 초평면을 통하여 새로운 데이터의 값을 산출하는 기법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은 저차원 및 고차원 데이
터 분석에 모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연산 시간과 메모리 양이 소비되고 데이터 전처리와 예측 결과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219

Kibeom KwonㆍHangseok ChoiㆍJu-Young OhㆍDongku Kim

2.3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RF)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 다수의 결정 트리 모델로 구성된 앙상블(Ensemble) 기법 중 배깅(Bagging) 유형 기법이
다(Fig. 1(c)). 배깅은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세트에서 무작위 복원 추출을 통해 임의의
개수로 구성된 부트스트랩 샘플(Bootstrap sample)을 생성하고 샘플별로 각 결정 트리 모델을 학습하여 결과를
집계하는 기법이다. 랜덤 포레스트 기법의 최종 결과값은 모든 결정 트리 모델의 출력 값을 평균 집계하여 산출된
다.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효과적이고 과적합을 방지하며 특성 중요도 분석이 가능하고 예
측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메모리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2.4 XGB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 기법은 예측력이 약한 학습기(Weak learner)의 결합으로 예측력이 강한 학습기를 생성하는 앙상블 기법
중 부스팅(Boosting) 유형 기법이다(Fig. 1(d)). 부스팅은 학습기를 병렬적으로 생성한 뒤, 이전 학습기에서 발생
한 오차를 감소시키도록 가중치를 수정한 데이터를 다음 학습기에 적용하여 오차를 재산정하는 기법이다. 이를

(a) K-Nearest Neighbors (KNN)

(b) Support Vector Machine (SVM)

(c) Random Forest (RF)

(d)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

Fig. 1. Graphical description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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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습기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오차가 감소되도록 데이터의 가중치를 수정한다. 이때, XGB 기법
은 학습기로 랜덤 포레스트 기법과 동일하게 결정 트리 구조를 사용하고, 학습기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페널티
를 주어 과적합을 방지하는 기법이다. XGB 기법은 예측 성능이 우수하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지만, 많은 연산 시간이 소모되며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3.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적용
3.1 현장개요 및 쉴드TBM 장비 제원
본 연구의 적용대상 현장은 국내 유틸리티 터널 시공 현장이며, 총 터널 연장 중 쉴드TBM 구간은 2,205 m이다.
사용된 토압식 쉴드TBM의 굴착직경과 길이는 각각 7.74 m, 9.77 m이며, 최대 가용 추력과 토크는 각각 54,978
kN, 10,366 kN ‧ m이다. 세그먼트 라이닝은 외경 7.41 m, 내경 6.81 m, 길이 1.5 m의 제원을 갖는다. 현장에서 사
용된 토압식 쉴드TBM 장비의 형상 및 장비 제원은 각각 Fig. 2 및 Table 1에 나타냈다.

Fig. 2. Schematics of EPB shield TBM

Table 1. Summary of EPB TBM specification

Type

Description

TBM excavation diameter

7.74 m

TBM length

9.77 m

Maximum thrust force

54,978 kN

Maximum torque

10,366 kN ‧ m

Segment diameter

7.41 m (OD), 6.81 m (ID)

Segment width

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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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세트
본 연구에서는 259~1,400번 세그먼트 링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였다. 그 중 기록이 누락된
세그먼트 링(838번, 1,086번)의 데이터를 제외한 총 1,140개 세그먼트 링 설치 위치에서의 지반조건 및 굴진특성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였다. 지반조건으로는 비배수 전단강도, 토피고, 지하수위 깊이(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
의 거리), 수압을 수집하였고, 굴진특성으로는 추력, 토크, 순 굴진율, 막장압을 수집하였다.
총 터널 연장 중 본 연구 범위(259~1,400번 세그먼트 링)에 해당하는 종단면도를 Fig. 3에 도시하였다. 쉴드
TBM 터널은 0.5%의 상방향 구배로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을 통과하며, 터널 굴착 중 조우한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 지반의 비율은 각각 10%, 37%, 39%, 14%이다. 비배수 전단강도는 지반 종류별로 현장에서 채취한
비교란시료에 대한 일축압축강도시험을 통해 산정되었다.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의 평균 비배수 전단강도는
각각 28.9 kPa, 55.3 kPa, 282.1 kPa, 2,050.3 kPa로 산정되었다.

Fig. 3. Longitudinal profile of the site

터널 상부 토피고는 5.84~23.50 m의 범위에 존재하고, 이 구간 중 토피고가 2.0D 이하인 약 160 m의 저토피 구
간 이후에는 토피고가 약 19 m로 유지되었다. 지하수위 깊이는 1.29~10.47 m의 범위를 보이며, 지하수위는 Fig.
3에 보인 바와 같이 전 구간에서 쉴드TBM 굴착 구간 상부에 존재하고 변동폭이 적었다. 지반에서 쉴드TBM으로
가해지는 수압은 토피고와 지하수위 깊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굴착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
향을 보였다. 굴진 초반부인 312번 세그먼트 링 인근에서는 수압이 35.57 kPa로 비교적 작게 산정되었으나, 후반
부인 1,371번 세그먼트 링에서는 계측된 수압이 185.60 kPa로 5배 이상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굴진특성 데이터는 지반조건 데이터와 동일하게 총 1,140개의 세그먼트 링 설치 위치에 해당하는 토압식 쉴드
TBM 기계데이터(추력(Thrust force), 토크(Torque), 순 굴진율(Penetration rate), 막장압(Face pressure))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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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TBM 터널 굴착에 따른 굴진특성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력, 토크, 순 굴진율, 막장압의 4가
지 굴진특성의 데이터를 Fig. 4에 도시하였다.

(a) Thrust force

(b) Torque

(c) Penetration rate

(d) Face pressure

Fig. 4. TBM operational data corresponding to ring numbers

추력은 전반적으로 10~20 MN의 범위 내에 존재하였지만, 일부 세그먼트 링 구간(259~335번, 1,360~1,367번)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추력이 측정되었다. 이는 경암 지반에서 원활한 굴착을 위한 TBM 추력의 증가에 따른 것
으로 판단된다. 토크는 2~3.5 MN ‧ m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순 굴진율은
대체적으로 약 20 mm/min 전후 범위 내에 존재하나, 일부 세그먼트 링 구간(300~335번, 400~415번, 848~850
번, 882~884번, 1,230~1,245번, 1,360~1,380번)에서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 굴진율을 보였다. 이
는 저토피 구간 통과 시 막장 안정 및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지지 압력의 상승, 경암 지반에서의 낮은 절삭 효율로
인한 굴진 속도 저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막장압은 275~440번 세그먼트 링 구간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약 20 kPa 전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이는 저토피 구간 통과 시 막장 안정 및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지
지 압력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수집된 지반조건 및 굴진특성 데이터의 통계치(최소값, 평
균, 최대값,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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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al descriptions of field data

Type

Geological
condition

Operational
feature

Feature

Min

Average

Max

Standard
deviation

Unit

Undrained shear strength

28.9

421.1

2,050.3

667.0

kPa

Cover depth

5.84

18.68

23.50

3.23

m

Depth of ground water level

1.29

5.66

10.47

2.17

m

Water pressure

35.57

127.69

185.60

35.53

kPa

Thrust force

6.38

13.95

34.77

4.60

MN

Torque

1.12

2.71

3.69

0.51

MN ‧ m

Penetration rate

4.10

20.10

35.60

6.22

mm/min

Face pressure

1.14

22.93

168.29

24.15

kPa

3.3 모델 구현
현장에서 수집된 지반조건 및 굴진특성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을 Fig. 5와
같은 흐름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데이터 세트 수집, 입력 및 출력특성 구분, 표준화(Standardization), 머신러닝 기
법 적용, 최적 모델 선정 등으로 구성된다.

Fig. 5. Flow chart of model implementation

먼저, 수집된 데이터 세트 내에서 입력 및 출력특성을 구분하였다. 비배수 전단강도, 토피고, 지하수위 깊이, 수
압, 추력, 토크, 순 굴진율은 입력특성으로, 막장압은 출력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지반조건 및 굴진특성을 입력과
출력특성으로 구분한 이후에 입력특성에 대하여 데이터 스케일링(Scaling)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스케일링이란
서로 다른 특성의 데이터 범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은 데이터를 데이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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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링 없이 머신러닝에 적용할 경우, 모델 학습과정에서 0으로 수렴하거나 무한으로 발산하여 머신러닝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스케일링 기법 중 각 입력특성 데이터의 평균을 0, 분산을 1로 조정하여 입
력특성별로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하는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데이터 세트를 학습 데이터 세트(Training data set)와 시험 데이터 세트(Test data set)로 구분하고, 머신러닝
기법(KNN, SVM, RF, XGB)을 데이터 세트에 적용하여 머신러닝 기법별로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
을 구축하였다. 데이터 세트 중 80%는 학습 데이터 세트로, 나머지 20%는 시험 데이터 세트로 활용하여, 912개
의 학습 데이터 세트와 228개의 시험 데이터 세트로 구분하였다. 학습과정에서 격자 탐색(Grid search)과 교차검
증을 수행하여 머신러닝 기법별로 막장압 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격자 탐색이란 모든 하이퍼파라미터의 조합을
시행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는 조합을 탐색하는 최적화기법을 지칭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차검증
으로 5겹 교차검증을 적용하였다. 이는 Fig. 6과 같이 학습 데이터 세트를 5개의 소 데이터 세트로 분할한 후, 각각
의 소 데이터 세트를 1회씩 돌아가면서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성능지표의 5회 평균값으로 모
델의 학습성능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Fig. 6. 5-fold cross-validation process

본 연구에서는 성능지표로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적용하였다. 평균 제곱근 오
차는 식 (1)과 같이 표현되며, 낮은 값이 산출될수록 모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식 (1)에서  은 예측 데이
터의 수를 의미하며,   와    는 각각 실제 막장압과 예측 막장압을 의미한다. RMSE를 막장압 예측모
델의 시험성능지표로 선정하여 4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성능을 비교한 후, 최적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
측모델을 선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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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해석
4.1 예측모델 비교 평가
학습 데이터 세트와 격자 탐색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각 머신러닝 모델(KNN, SVM, RF, XGB)의 학습성능을 5
겹 교차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예측모델의 학습성능을 비교한 결과, KNN, SVM, RF, XGB 모델의 평균 제곱
근 오차가 각각 11.01 kPa, 10.56 kPa, 9.69 kPa, 9.44 kPa로 산출되었다. 머신러닝 기법별 예측모델의 학습성능
과 최적 하이퍼파라미터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Face pressure prediction performance and optimal hyperparameter of the models

Algorithm
KNN

SVM

RF

XGB

RMSE (kPa)

Optimal hyperparameter

Training

Test

11.01

9.96

10.56

9.69

9.44

Type
N_neighbors

8

Weights

distance

Kernel

rbf

Gamma

0.25

10.69

C

215

N_estimators

270

Max_depth

22

Min_samples_split

2

Learning_rate

0.15

7.35

7.63

Description

Max_depth

8

Min_child_weight

1

N_estimators

100

Subsample

0.75

최적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머신러닝 기법별 예측모델의 시험성능을 비교하
였다. 머신러닝 기법별 예측모델의 시험성능을 Table 3에 정리하였고, 실제 막장압과 머신러닝 기법별 예측모델
을 통하여 예측된 막장압의 비교 결과를 Fig. 7에 도시하였다.
Fig. 7을 통해 30 kPa 이하의 막장압에 대한 예측성능은 모든 모델에서 비교적 우수하나, 그 이상의 막장압에
대한 예측성능은 모델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RF, XGB 모델의 경우, 30 kPa 이상의 막장압에 대해서는 KNN,
SVM 모델에 비해 비교적 예측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정 트리 기반 모델(RF, XGB 모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현장의 막장압 예측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측모델의 시험성능지표를 비교한 결과,
KNN, SVM, RF, XGB 모델의 평균 제곱근 오차가 각각 9.96 kPa, 10.69 kPa, 7.35 kPa, 7.63 kPa로 산출되어 RF
모델을 최적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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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Nearest Neighbors (KNN)

(b) Support Vector Machine (SVM)

(c) Random Forest (RF)

(d)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

Fig. 7. Face pressure prediction performance of each machine learning model

4.2 특성 중요도
본 연구에서는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을 위하여 비배수 전단강도, 토피고, 지하수위 깊이, 수압, 추력,
토크, 순 굴진율의 총 7가지 특성이 사용되었다. 이때, 7가지 특성이 최종적으로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의 막장압
예측에 관여하는 비중은 상이하므로, 토압식 쉴드TBM 터널 시공 시 각 특성이 막장압에 미치는 영향도를 고려하
여 막장압을 관리하게 되면 쉴드TBM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 토압식 쉴드
TBM 막장압 예측모델인 RF 모델의 특성 중요도를 산출하였고, 이를 Fig. 8에 도시하였다.
특성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수압의 중요도가 0.38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해당 현장에서 수집된 지반
조건 및 굴진특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된 최적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을 분석한 결과, 해당 현장에
서는 수압이 막장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영향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TBM 터널 시공 중에 굴착면의
토압과 수압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막장압을 지반에 가하므로 막장압과 수압의 연관성이 깊다. 또한,
해당 현장의 굴진 방향에 따른 수압이 35.57~185.60 kPa로 전반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수압의 영향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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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7개의 특성 중 지반조건의 특성 중요도(수압: 0.38, 토피고: 0.26, 비배수 전단
강도: 0.17, 지표면과 지하수위 거리: 0.04)가 굴진특성의 특성 중요도(순 굴진율: 0.08, 추력: 0.03, 토크: 0.03)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적용대상 현장의 지반조건이 양호하여, 응력해방을 일부 허용함으로
써 지반의 지지능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8. Feature importance of RF model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틸리티 터널 시공 현장의 지반조건 및 굴진특성 데이터를 4가지 머신러닝 기법에 적용하
여 머신러닝 기법별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각 예측모델의 시험성능을 비교하여 최적 토
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비배수 전단강도, 토피고, 지하수위 깊이, 수압, 추력, 토크, 순 굴진율을 입력특성으로, 막장압을 출력특성으
로 선정하고, 4가지 머신러닝 기법(KNN, SVM, RF, XGB) 기반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RF 모델의 시험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F 모델을 최적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델로 선정하였다.
2. 7가지 입력특성이 각각 막장압에 관여하는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된 최적 모델인 RF 모델의 특성 중
요도를 산출하였다. 입력특성 중 수압이 가장 높은 특성 중요도가 도출되었고, 지반조건이 굴진특성에 비해
특성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적용대상 현장의 지반조건이 양호하여, 응력해방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지반의 지지능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점토층과 같은 연약지반 굴진 시에는 변위를
최대한 구속해야 하기 때문에 굴진특성의 영향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장 엔지니어는 지반조건 및 지반침하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기존 경험을 활용하여 쉴드TBM의 막장압을 관
리하므로, 현장 엔지니어의 작업부하강도가 크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최적 토압식 쉴드TBM 막장압 예측모
델은 머신러닝 기법으로 지반조건(비배수 전단강도, 토피고, 지하수위 깊이, 수압)에 따라 굴진특성(추력,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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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순 굴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적정 관리 범위 내의 막장압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쉴드TBM 운영의 안
정성 향상과 현장 엔지니어의 작업부하강도 저하에 기여할 수 있다. 추후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커터 교체 시
기 예측, 커터 폐색 여부 예측 등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쉴드TBM 내 인력 개입 비율 최소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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