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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port the behavioral mechanism of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which is being actively used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excavation surface 

during tunnel excavation, based on measurements taken at the actual site. After using 

a 12 m steel pipe attached with a shape displacement meter and a strain gauge to 

reinforce the actual tunnel surface, behavioral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measured deformation and stress of the steel pipe.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teel pipes were overlapped every 6 m, the measured data up to 7 m of 

excavation were used. In additi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steel pipe 

reinforcem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strength were also examined by applying 

steel pipes with different allowable stresses (SGT275 and SGT550).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ehavior of steel pipes for 7 hours after the first excavation for 1 m and 

before proceeding with the next excavation, the stress redistribution due to the arching 

effect caused by the excavation relaxation load was observed. As excavation proceeded 

by 1 m, the excavated section exhibited the greatest deformation during excavation of 

4 to 6 m due to the stress distribution of the three-dimensional relaxation load, and 

deformation and stress were generated in the steel pipe installed in the ground ahead 

of the tunnel fac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behavior of SGT275 steel pipe (yield 

strength 275 MPa) and SGT550 steel pipe (yield strength 550 MPa), the differ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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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ount of deformation was up to 18 times and the stress was up to 12 times; the stronger the steel pipe, the better 

it was at responding to the relaxation load. In this study, the behavior mechanism of steel pipe reinforcement grouting 

in response to the arching effect due to the relaxation load was identified based on the measured data during the actual 

tunnel excavation, and the results were reported.

Keywords: Tunnel, Arching effect, Steel pipe, The reinforcement grouting of steel pipe, The mechanism of rein-
forcement grouting of steel pipe

초 록

본 논문은 터널 굴착 시 굴착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거동 메커니즘을 

실제 현장의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계측방법은 12 m의 강관에 형상변위계와 변형률계를 부

착하여 실제 터널면에 보강을 시행한 다음 강관의 변형과 응력의 계측값을 분석하여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6 m마

다 강관이 중첩되는 것을 고려하여 7 m 굴착 시까지의 계측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허용응력이 다른 강관(SGT275와 

SGT550)을 적용하여 강도차이에 따른 강관 보강재의 거동 특성도 확인하였다. 굴착면에 강관을 설치하고 최초 1 m 굴

착 후 다음 굴착이 진행되기 전까지 7시간 동안의 강관 거동을 분석한 결과 굴착 이완하중에 따른 아칭효과로 응력이 재

분배되는 거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m씩 굴착됨에 따라 3차원적인 이완하중의 응력분배로 인해 굴착된 구간은 

4~6 m 굴착 시 가장 큰 변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계측을 통해 굴착 전방지반의 설치된 강관에도 변형과 응력이 발생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GT275강관(항복강도 275 MPa)과 SGT550강관(항복강도 550 MPa)의 거동을 비교

한 결과 변형량의 차이는 최대 18배, 응력은 최대 12배 정도 차이가 발생되어 강도가 큰 강관일수록 이완하중에 대응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터널 굴착에 따른 강관의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이완하중의 아칭효과에 대

응하는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거동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본 논문에 수록하였다.

주요어:터널, 아칭효과, 강관 보강재, 강관보강 그라우팅, 터널 강관보강 메커니즘

1. 서 론

터널 형성의 이론에서 지반의 아칭효과는 매우 잘 알려진 이론이다. 터널을 굴착함에 따라 굴착부에 이완하중

이 발생된다. 발생된 이완하중은 지반의 아칭효과로 인해 응력분배가 발생되어 굴착된 터널의 안정화가 가능한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가 Terzaghi (1936) 이후 많은 연구결과가 나타나 있다. 또한, 터널의 안정성을 증대시키

기 위해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는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 터널의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도 2000년 초반부터 매우 활

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의 터널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정작 강관 보강재에 대한 거동 메

커니즘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성적인 보강설계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아직 강관보강 그라우팅

의 적절한 설계법도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강관 보강 그라우팅에 대한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강관의 거동 특성을 고려한 설

계법이 없어 강관과 주면으로 침투된 그라우트체와 원지반을 단순한 복합지반으로 보고 수치해석을 통한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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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지반 물성치가 다소 정성적이고, 실제로는 불균질한 지

반이 때문에 해석결과와 실제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원지반으로 침투되는 그라우트가 맥상주입이나 할열주

입과 같은 현상으로 주변지반으로 고르게 주입되어 강관으로 보강된 주변지반이 전체적으로 전단강도가 증가된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로 인해 매우 많은 현장에서 강관보강 그라우팅을 적용하지만, 보강을 하였음에도 

굴착 시 붕락이 발생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거동 특성을 연구하

기 위해 실제 강관 보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강관에 형상변위계와 변형률계를 설치하여 굴착에 따른 강관 보

강재의 거동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2. 연구동향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대한 연구는 오랜 동안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주로 보강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강관 보강 그라우팅에 따른 터널의 거동 특성이나 강관과 그라우트재가 주입된 복합 영

역에 대한 등가 물성의 산정법 등에 대한 연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먼저 보강 효과에 대한 연구사례는 수치해석을 통한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와 현장 계측을 통해 터널과 주변지

반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보강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Barisone 

et al. (1982), Pelizza and Peila (1993), Choi et al. (1997)의 연구에서는 강관보강 그라우팅 적용 시 터널 굴착면

의 안정효과와 터널 주변지반의 개량효과를 분석하였다. 터널 굴착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지반침하 억제, 지

하수 유입 차단 등에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Yoo et al. (1995)은 보강영역의 강성, 횡방향 보강범위, 경사

도에 대한 매개변수 변환 연구를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UAM (Umbrella Arch Method) 

공법은 지표침하보다는 천단침하 억제에 더욱 효과적이며, 강관의 경사도가 작을수록 하중경감 효과가 증대하

고, 종방향 및 횡방향 아칭효과로 터널 주변의 접선응력과 토압이 현저히 감소하여 터널 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으

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Choi et al. (1997)은 보강효과 확인을 위해 보강 전후에 대한 수압시험과 지시

약 반응시험, 빔 아치 형성에 의한 상부 토압 경감효과, 굴착 시 암괴 낙반현상에 따른 육안관찰에 의한 효과를 확

인하여 터널의 안정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Kim (1995)은 지하철 터널을 모델로 2, 3차원 수치

해석을 통해 주변 지반의 거동 억제효과, 지표침하 및 심도별 지층 변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수직방향은 터널 천

단부로부터 2D (D: 터널 직경)까지, 수평방향을 터널 중심에서 2D 영역까지 변위 억제 효과의 범위가 있는 것으

로 평가하였다. Kim and Moon (2002)은 탄성계수와 지층두께에 대한 수치해석에 의한 매개변수 변환 연구를 수

행하여 UAM의 보강효과를 천단변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굴착면의 천단침하량(S0)과 수렴 후의 최대침

하량(Smax)으로 표현되는 지수함수 형태의 천단침하량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한편, Bae et al. (1997)은 서울 지하철 5-A 공구에 대표 계측구간을 설정하여 여러 지반조사 방법에 의한 본 공

법의 시공효과 확인을 수행하여 시공 후 개량지반의 탄성계수가 약 4배 정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Song and Cho (2006)는 보강영역의 물성치 결정에 있어 거시적 접근법의 개념을 기반으로 미시적 접근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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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가 물성치를 결정하는 기법(5가지)을 제시하였다.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제시한 기법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강관과 구근의 직렬강성 시스템이 실제와 거의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치해석 

시 소요시간 과다 및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므로 강관과 구근의 병렬연결 강성이 원지반과 직렬로 연결되는 보강

지반의 직병렬 시스템으로부터 구한 등가 물성치를 이용한 해석법을 추천하였다. 최근 실무에서는 위 연구에서 

제시한 등가 물성치 결정에 의한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강관 보강의 거동 메커니즘의 연구사례 중 아칭효과를 고려한 거동 특성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Muraki (1997)

는 굴착면 전방으로부터 특정한 위치, 즉 굴착면에 도달하게 되면, Fig. 1과 같이 전체 지반 침하의 30~40%의 침

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터널 굴착이 이루어진 영역에서 적용된 어떤 대책도, 굴착면 앞의 지반에서 발생하는 

침하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터널 굴착에 있어서 굴착면 보다 전방에 대한 보강이 그 

면 앞의 지반 침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Fig. 1. The behavior of subsidence due to tunnel excavation (Muraki, 1997)

특히,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Fig. 2(a)에서 보여주듯이 굴착면 직전에 응력집중이 생기고 굴착면(point A)에서 

수직 응력이 ‘0’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터널 지보가 굴착면 일정 거리 뒤에서 설치되어진다고 가정하면, 터널의 

무보강 구간 단면을 따라 응력은 ‘0’이 된다. Fig. 2(b)와 같이 강관 보강 그라우팅 방법을 적용하면 터널의 무지보 

단면이 강관으로 보강되어 결과적으로 구조물이 상재하중을 부담한다. 이로 인해 굴착면 직전 및 직후의 응력 집

중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eo-Fronte Research Association (1994)에서는 강관 보강의 메커니즘은 Fig. 3과 같이 터널 주면 아치형태의 

보강영역에 의해 터널의 종단 및 횡단 방향에서 굴착면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Fig. 3(a)에서 보여

주는 횡단 방향에서 안정화와 관련하여 아치 같은 보강 영역이 지반 하중을 부담한다. 종단 방향에서의 안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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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Fig. 3(b)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금 굴착된 위치의 지반 하중을, 한쪽은 터널 지보에, 다른 한쪽은 

지반에 의해 지지되는 빔에 의해 지지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a) Case in which the umbrella method in not employed

(b) Case in which the umbrella method in employed

Fig. 2. Stress redistribution according to steel pipe reinforcement application (Muraki, 1997)

(a) Transvers view (b) Longitudinal view

Fig. 3.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steel pipe reinforcement mechanism (Geo-Fronte Research Associati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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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실험에 사용된 강관과 계측기

강관 보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사례에 근거하여 터널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터널 전면에 보강된 강관

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보강이 계획된 터널 단면 중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는 어깨부 위치에 SGT275

강관과 SGT550강관에 형상변위계와 응력계를 부착하여 시공하였다.

3.1 현장 실험에 적용된 강관

본 실험에서는 SGT275강관과 SGT550강관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SGT550 강관은 고강도 강관으

로 항복강도가 550 MPa 이상으로 기존의 일반 강관(SGT275)보다 항복강도가 2배가량 크고, 인장강도도 690 

MPa로 일반 강관의 410 MPa보다 훨씬 큰 강관이다. 고강도 강관(SGT550)과 일반 강관(SGT275)의 기계적, 화

학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steel pipes

Kinds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Chemical composition

C Si Mn P S

SGT275 275 or over 410 or over 0.25 or less - - 0.04 or less

SGT550 550 or over 690 or over 0.30 or less 0.4 or less 2.0 or less 0.04 or less

강관 보강 그라우팅에 적용되는 고강도 강관(SGT550)의 제원은 가급적 기존 강관보강 그라우팅에 적용되는 

일반 강관(SGT275)의 파일 부재력과 유사하도록 선정하였으며, 고강도 강관의 경우 직경과 두께를 모두 줄여 강

관의 부재력은 기존 강관과 유사하되 동일한 천공경 내에서 충분한 그라우트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관 

보강 그라우팅에 적용되는 강관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steel pipe

Kinds Diameter (mm) Thickness (mm) Area (mm2) Unit weight (N/m) Member forces (kN)

SGT275 60.5 4.0 710.0 55.7 195.2

SGT550 54.0 2.9 465.6 34.4 256.1

3.2 현장 계측개요

강관의 보강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심층 풍화대 구간의 강관보강 그라우팅이 적용되는 구간에 일반 소구

경 강관(SGT275 (D60.5 × 4t))과 고강도 대구경 강관(SGT550 (D54.0 × 2.9t))에 형상변위계와 변형율계를 부착

하여 터널 좌, 우측에 대해 각 1공씩 설치하고 계측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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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측구간에 대한 시공 및 계측의 개략적인 개요는 Fig. 4와 같다.

Fig. 4(a)의 지반조건을 보면 터널 상반 굴착부는 파쇄가 심한 풍화대가 존재하고, 하반 굴착부는 연암에 위치

하여 굴착 시 터널 천단 및 어깨부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설계 시 소구경 강관보강 그라우팅

이 적용되어 있다. Fig. 4(b)는 해당 구간의 지보패턴을 나타낸다. 소구경 강관은 어깨부 끝단의 좌측부에는 

SGT550을 우측부에는 SGT275 강관을 설치하였고, 이를 Fig. 4(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Fig. 4(d)와 같이 

해당 강관에 형상변위계와 변형율계를 부착하였고, 터널 천단과 어깨부에는 터널 변위측정을 위해 변위 타켓을 

부착하였다.

(a) Ground conditions for tunnel excavation (b) Excavation pattern of tunnel 

(c) Installation of test steel pipe (d) Installation of measuring instrument

Fig. 4. Summary of field test construction

특히, 굴착 시 터널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천단 및 내공변위계를 설치하였고, 강관에는 형상변위계(1 m 간격)

와 변형율계(2 m 간격)를 설치하였다.

형상변위계는 강관에 1 m 간격으로 12개씩 총 24개를 설치하였고, 변형율계는 2 m 간격으로 총 12개소를 설

치하였고 Table 3과 같고 계측기 설치 전경은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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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of measuring instruments installed and initial date

Kinds SGT275 SGT550 Interval Installed date Initial date

Shape displacement meter 12 EA 1 m
2018. 11. 21

Same as 

installation dateStrain guage   6 EA 2 m

Fig. 5. Installation view of the instrument

형상변위계는 MEMS Type으로 측정범위 ±30°, 정확도는 ±1.5 mm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였고, 변형

률계는 진동현식으로 측정범위는 3,600 microstrain, 정확도는 0.1% FSR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였고 

Fig. 6에 나타내었다.

(a) Strain guage (b) Shape dispalcement

Fig. 6. Type of th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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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계측결과 분석

계측은 초기치가 설정된 2018년 11월 21일부터 7 m의 굴착이 진행된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행하였다. 강관

의 거동에 초점을 형상변위계와 변형율계를 이용하였고, 설치 초기의 강관의 거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 m 굴

착 후 시간별 계측결과도 수록하였다.

4.1 굴착초기 형상변위계 계측결과

강관 설치 초기(11/21, 01:00)부터 상반 굴착 직후(11/21, 07:00)까지 계측 결과 중, 형상변위 계측결과를 분석

한 결과 SGT275 강관이 설치된 우측 터널 어깨부의 변위는 최대 0.515~1.125 mm로 발생된 반면, SGT550 강관

이 설치된 좌측 터널 어깨부의 경우 0.255~0.490 mm의 범위로 변위가 발생하였다. 즉 이 결과에서 보면 SGT550 

강관이 SGT275 강관 대비 43~50%수준의 터널 내공변위 저감을 보였다. Table 4와 Table 5는 강관의 형상변위

계 계측결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계측결과를 보면 SGT550 강관의 변위가 SGT275 강관보다 작

게 발생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Table 4. SGT275 steel pipe shape displacement meter measurement result (1 m after excavation)

Kinds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m 10 m 11 m 12 m

1.0 hr 0.148 0.162 0.123 0.079 0.044 -0.122 0.2 0.232 0.47 0.63 0.533 0.198

3.0 hr 0.061 -0.024 -0.059 -0.019 0.031 -0.078 0.019 -0.008 0.367 0.565 0.582 0.148

4.0 hr -0.214 -0.274 -0.464 -0.466 -0.324 -0.502 -0.515 -0.42 -0.064 0.413 0.512 0.054

5.0 hr -0.018 -0.027 0.039 0.091 0.211 0.19 0.539 0.371 0.763 1.125 1.019 0.471

6.0 hr -0.071 -0.078 -0.278 -0.172 -0.022 -0.187 -0.009 -0.217 0.458 0.874 0.644 0.153

7.0 hr -0.029 -0.049 -0.256 -0.11 -0.046 -0.065 -0.026 -0.12 0.317 0.845 0.72 0.168

Table 5. SGT550 steel pipe shape displacement meter measurement result (1 m after excavation)

Kinds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m 10 m 11 m 12 m

1.0 hr -0.325 -0.178 0.0 0.064 0.081 -0.033 -0.117 0.088 0.085 0.062 0.008 0.064

3.0 hr -0.255 -0.119 -0.093 0.045 -0.014 0.075 0.007 0.061 0.011 -0.048 0.002 0.031

4.0 hr -0.28 -0.119 0.079 0.154 0.116 0.096 0.084 0.079 0.013 0.072 -0.098 -0.13

5.0 hr -0.283 -0.101 -0.063 -0.002 0.003 0.009 -0.002 0.329 0.131 0.107 -0.01 -0.06

6.0 hr -0.138 0.011 0.158 0.207 0.206 0.296 0.173 0.444 0.248 0.172 0.05 -0.043

7.0 hr -0.354 -0.174 -0.166 -0.069 -0.134 -0.216 -0.356 -0.16 -0.368 -0.371 -0.458 -0.49

Fig. 7에서 보면 SGT275 강관보다 SGT550 강관이 더욱 강관의 변형량이 작으며, 거동이 SGT275보다 상대

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 m 굴착 후 SGT275강관은 굴착 전방에 처짐이 발생하지만 SGT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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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8에서는 터널에 대한 초기 굴착 후 추가 굴착이 

발생되기 전까지를 시간대 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Fig. 7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강

관의 형상변위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변형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굴착 초기에 발생되는 굴착 이

완하중에 대해 지반의 평형상태를 이루기 위한 아칭효과로 시간대별로 계속적인 응력수렴이 발생되고 있음을 나

타내며 지반 내 응력의 재분배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한 응력이 강관부에 변형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간대별 강관의 형상변위에 대한 계측결과 그래프(Fig. 8)에서 보면 굴착 1시간 후부터 굴착 7시간까지 강

관의 형상변위가 SGT275 강관의 경우 굴착 영향구간에서 이완하중이 가해지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칭효

과에 의해 지중 속에 삽입된 강관의 위치에서도 (+), (-)의 변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GT550의 경우

에도 큰 변형은 발생되지 않으나 경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형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굴

착 이완하중에 따른 주변지반의 응력변화에 대응하는 아칭현상에 따라 응력 분배가 안정화 상태까지 계속 강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Graph of shape measurement results by position of steel pipe according to change over time

(a) After 1 hour (b) After 3 hour

Fig. 8. Graph of measurement results of shape displacement of steel pipe by ti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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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fter 4 hour (d) After 5 hour

(e) After 6 hour (f) After 7 hour

Fig. 8. Graph of measurement results of shape displacement of steel pipe by time period (continued)

4.2 터널 굴착에 따른 형상변위계 계측결과 분석

계측기가 설치된 후, 5일 동안에 6 m를 굴진하였다. 형상변위계의 경우 굴착 초기의 변위양상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지중 속에 삽입되어 있는 강관의 변형은 굴착이 진행된 구간보다 적게 발생되며,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변위 경향이 변화하게 된다. Fig. 9는 SGT275 강관과 SGT550 강관의 형상변위 계측결과값을 나타낸다.

우선 Fig. 9(a)의 SGT275 강관에 대한 형상변위 그래프에서 보면 굴착 연장이 2~3 m일 경우 강관의 형상 변형

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으나 4~6 m까지 굴착된 경우 점차 변형값이 크게 발생되었고, 굴착 거리에 따라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Fig. 9(b)의 고강도 강관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사

항은 6~7 m까지 굴착하였을 경우 6~7 m 지점으로 처짐 변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이완하중은 더욱 커져가므로 이에 따라 아칭현상이 발생되어 주변지반의 응력 재분배가 발생하

고,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저항능력로 인해 최대 이완하중이 발생되는 6~7 m 지점에서는 (-)의 변형값을 보이고, 

4~5 m 지점에서는 (+)의 변형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러한 거동은 터널 굴착에 따라 발생되는 굴착 이완하중에 

대응하기 위해 아칭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아칭현상으로 터널 굴착면을 따라 응력 분배가 발생되고, 아칭효과에 

의해 지반 내에 삽입된 강관도 이와 동일한 거동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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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GT275 steel pipe (b) SGT550 steel pipe

Fig. 9. Graph of shape displacement of steel pipe according to tunnel excavtion

특히, 본 그래프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굴착이 발생되지 않고 삽입되어 있는 8~12 m 구간의 형상변위계의 

경향을 보면 굴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형이 발생되고 있다. 즉, 굴착에 따른 이완하중이 발생됨에 따라 미굴착 

구간에 삽입된 강관도 이완하중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굴착 거리에 따른 강관의 형상변위 그래프는 Fig. 10

과 같다. 

(a) 2 m excavation (b) 3 m excavation

(c) 4 m excavation (d) 5 m excavation

Fig. 10. Graph of shape displacement of steel pipe according to excavatio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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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6 m excavation (f) 7 m excavation

Fig. 10. Graph of shape displacement of steel pipe according to excavation distance (continued)

4.3 터널 굴착에 따른 변형률계 계측결과 분석

변형률계를 통한 응력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형상 변위의 경향에서 유추되는 응력변화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굴착이완하중이 가장 크게 발생되는 굴착 초기 위치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응력 재분배

에 따라 강관의 위치별 응력 변화가 Fig. 11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강관의 처짐이 발생된 위치에

서는 양(+)의 응력값이 나타나고, 상향변위가 발생된 위치에서는 음(-)의 응력값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굴착되지 

않은 전방 지반에 설치되어 있는 강관 위치에서도 응력이 발생되고 있어 강관도 아칭현상에 의한 거동을 나타내

고 있고, 이로 인해 강관은 휨을 지지하는 구조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SGT550 강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SGT275 강관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 특

이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강관의 강도가 클수록 실제 발생응력에 대한 저항능력이 크므로 강관에 발생되는 응력

도 감소되어 강관의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난다.

Fig. 11. Graph of stress change by position of steel pipe according to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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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강관의 발생응력의 분포가 하중의 발생과 유사하게 양과 음의 응력이 동시에 발

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중 내에 삽입된 구간의 강관에서도 강관의 길이의 연속적인 응력의 변화가 발생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SGT275 강관의 경우 -75 MPa~70 MPa까지의 응력이 길이별로 나타나며, SGT550 강관

의 경우 -25 MPa~27 MPa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2 m 간격으로 설치된 변형율계가 압축으로 휘어지는 경우 (+)

의 값이, 인장으로 늘어나거나 휘어지는 경우 (-)값이 나타나므로 강관의 길이방향으로 아칭효과로 인해 압축과 

인장의 응력이 강관에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a) 2 m excavation (b) 3 m excavation

(c) 4 m excavation (d) 5 m excavation

(e) 6 m excavation (f) 7 m excavation

Fig. 12. Graph of stress change of steel pipe according to excavatio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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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 12의 굴착 단계별 강관의 응력 변화를 보면 형상변위계의 굴착 거리별 변화경향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변위가 크게 발생되거나 변화되는 변곡점에서 응력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반 내에 삽입되어 있는 

구간에서도 강관에 발생하는 응력의 변화치가 변위발생량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굴착에 

따른 아칭효과에 의한 응력 재분배에 대응하는 강관의 강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GT275와 SGT550 강관의 응력 발생량 차이가 4 m 굴착 시 SGT강관의 경우 27 MPa, SGT550 강관의 

경우 70 MPa로 약 2.6배 이상 발생하여 고강도 강관일수록 주변 지반의 이완응력에 저항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3은 터널 굴착에 따른 터널 천단부와 내공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굴착 초기 1 mm가 발생되었으나 7 m까

지 굴착 완료시에는 2~3 mm 정도로 변위가 발생되고 있다. 굴착에 따라 터널의 안정성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계측결과 나타났다.

Fig. 13. Graph of tunnel displacement according to excavation

5. 결 론

그 동안 강관 보강 그라우팅과 관련된 연구는 강관 보강에 따른 터널의 보강 효과 혹은 안정성 연구 등을 활발

히 연구되었으나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거동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관 보

강 그라우팅의 거동이 지반의 아칭효과에 따라 거동한다는 기존 연구사례를 근거하여 실제 거동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실제 현장실험을 시행하였다. 강관에 형상변위계와 변형률계를 부착하여 초기 1 m 굴착 후 다음 굴착을 

시작하기 전까지와 1 m씩 총 7 m의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된 강관의 변형과 응력 경향을 통해 강관 보강 그

라우팅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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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 강관보강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계측결과를 통해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거동 메커니즘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관 보강 그라우팅을 설치한 다음 터널 1 m를 굴착한 후 강관에 부착된 형상변위계를 

통해 강관의 변형을 검토한 결과 굴착 후 발생한 이완 하중에 의해 지반의 응력재분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굴착된 1 m 구간은 강관의 처짐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 강관은 지중에 삽입된 구간까지 처짐과 상승의 곡선형

태로 변형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m까지 터널을 굴착한 결과 4 m 굴착 시부터 강관의 변형이 크

게 증가하였다. 2~3 m 굴착 시 1 mm 이하였던 변위가 4 m 굴착 시부터 6 mm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6 

m 굴착 시에는 최대 변형량은 6 mm로 동일하나 최대 변형량의 발생위치가 굴착방향으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강관의 응력계측 결과에서는 굴착 직후부터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굴착 길이방향으로 응력이 양(+)과 음(-)의 

응력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거동은 이완하중에 따라 주변 지반의 아칭효과로 인해 강관에 휨 응

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5 m 굴착 시 지중에 삽입되어 있는 구간에서도 70 MPa까지 발생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한편, SGT275 강관과 SGT550 강관의 거동 특성을 비교할 때 경향은 상호 거동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형량의 경우 최대 18배 정도, 응력은 최대 1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즉, 고강도 강관일수록 강관에 변형과 

응력에 저항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5. 현장 계측 결과를 비추어 볼 때 터널 굴착에 따른 이완하중은 아칭효과에 의해 응력 재분배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게 된다. 보강되어 있는 강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완하중에 대응한 거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원지반과 상대적인 강성이 큰 강관은 지반 내에서 터널 굴착에 따라 발생되는 이완하중의 아칭현상에 대응하

면서 거동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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