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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철 궤도 변형 해석을 위한
매개변수 연구

Parameter Study of Track Deformation Analysis 
by Adjacent Excavation Work on Urban Transit

최정열*, 조수일**, 정지승*

Jung-Youl Choi*, Soo-Il Cho**, Jee-Seung Chu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접굴착공사 시 지하철 궤도에 발생되는 변형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3D 해석 모델로 분석

하였으며, 해석의 주요 매개변수로서 터널모델의 경계조건과 지하수위 적용 수준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차원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한 궤도틀림 영향 검토 결과, 3차원 모델의 시종점부 경계조건의 구속조건을 변경하고, 설계지

하수위가 아닌 현장지하수위를 고려한 해석모델의 경우 보다 합리적인 궤도변형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석모델의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에 따른 궤도틀림의 영향은 방향틀림, 고저틀림 및 궤간틀림과 같이 레일의 종

방향 상대변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자에서 보다 명확한 차이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열차진행방향에 대한

선로의 변형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인접굴착공사에 따른 궤도안정성 평가 시에는 레일의 변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3차원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궤도의 변형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치모델의 시종점부 경계

조건 및 하중조건 설정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인접굴착, 궤도틀림, 수치해석, 매개변수, 궤도변형

Abstract In this study, 3D analysis was compared in evaluating the track deformation of subway structures 
during adjacent excavation. For the 3D analysis model, the boundary conditions of the tunnel model and the 
application level of the ground water were analyzed as variables. As the result of the effects of track 
irregularity using the 3D model, the analysis model considering the site ground water level instead of the design 
values and changing the constraint of the boundary condition is more reasonable.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rack irregularity due to the boundary condition and load condition of the analytical model is more obvious in 
the factors directly affected by the longitudinal relative displacement of the rail, such as alignment, cross level 
and gauge irregularity. Therefore, the evaluation on track stability according to adjacent excavation work was 
appropriate to analysed the longitudinal deformation of the track by using 3D model that could be investigate 
the deformation of rail. In addition, the boundary condition and load condition(ground water level) of the 
numerical model was important for accurate analysis results.

Key words :  Adjacent excavation, Track irregularity, Finite element analysis, Parameter, Track deformation



Parameter Study of Track Deformation Analysis by Adjacent Excavation Work on Urban Transit

- 670 -

Ⅰ. 서 론

도시의발전에따라사회간접자본인철도, 도로및지

하철, 통신, 전력시설등과같은사회기반시설의건설이

증가하면서 토지의효율적인이용과 환경훼손의최소화,

도시경관의조화등을고려한각종시설물계획및사회

민원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1,8].

지하철시설물과인접한도시개발사업부지측부에지

하철 환기구 및 터널구조물이 위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기존 지하철 구조물과 인접한 신축 구조물 시공에 따른

지하철구조물및궤도시설물의안전성이요구되고있다

[1-3,8]. 설계단계에서 검토되는 수치해석결과는 공사도

중안전성을평가하기위한계측기설치위치결정및공

용중안정성을파악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러

나수치해석시적용하는 2차원해석또는 3차원해석방

법에 따라 해석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3차원 해

석수행 시 수치모델의 경계조건 및 해석영역 설정이 명

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접굴착 공사가

시행되는 영역 또는 모델링의 규모와 모델의 시종점부

경계조건의설정방식에따라해석결과는각기상이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거동과는 다소 상

이하며과대수치예측으로인해불필요한보강공사가이

루어지는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인접굴착공사에따른

운행선지하철궤도변형해석시적합한수치모델링방

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1,4,5,8]. 인접굴착공사 시 지하

철 궤도에 발생되는 변형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3D

해석모델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3D 해석모

델의 경계조건과 지하수위 적용 수준을 변수로 현실성

있는모델링과지하철궤도의변형수준을해석하고안전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5,8].

본 연구에서는 3D모델링의 경우 현실적인 모델링을

하고자경계조건및초기응력조건을달리하여Model A

와 Model B로나누어수치해석을검토하였다. 또한구조

물 변형해석 조건에 맞게 지하철 궤도 변형해석을 분석

하여 도심 지하철 인접굴착에 따른 궤도구조물의 국내

궤도틀림 기준과 비교하여 궤도변형측면에서의 안전성

을 평가하였다[1,2,4-8].

Ⅱ. 수치해석

수치해석에서의해석영역은굴착에의한영향의최소

치가 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5,8]. 터널 좌,

우 측방부 해석범위는 지반의 초기응력 상태(측압계수

K0)에 영향을받으면서측압계수(K0)가 클수록영향범위

는증가하며 또한, 해석범위는터널단면크기, 터널형상,

대상지반의 지질특성 등 주요 인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터널 굴착에 따른 지반 응력의 영향권

영역을 해석 영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5,8]. 본 검토 시

하부굴착폭및좌, 우하부에굴착폭의 4배이상의해석

영역을 적용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해석영역의 경우

터널 상부는 지표면까지 모델링 하였고 측방의 경우 측

벽에서 4D 이상 및 하부 또한바닥에서 4D 이상 적용하

였다[1,4,6,8]. 경계조건의 경우 좌․우측 및 하부 경계면

에는 Roller 조건(수직변위는 허용, 수평변위는 구속)이

고 하부 양단모서리는 Hinge 조건(수직 및 수평변위 구

속)을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1,4,6,8]. 본 연구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IDAS GTS NX

Program을 사용하여 지반굴착에 따른 인접지하철 궤도

의 변형특성을 검토하였다[1,4,6,8]. 또한 해석에 적용된

부재별 물성치는 표 1과 같다[8].

표 1. 터널구조물의 해석제원
Table 1. Properties of tunnel structure

A(m2) I(m4) E(kN/m2)

Lining(T=350mm) 0.35 0.0036 2.1×107

Bottom slab(T=500mm) 0.50 0.0104 2.1×107

지하철 하부 통과구간 안정성 검토를 위한 수치해석

모델링과 하중적용 조건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9].

그림 1. 수치해석 모델(Geometry and Mesh)
Figure 1. Finite element model (Geometry and Mesh)

(a) Traffic and sidewalk (b) Subway
그림 2. 하중적용
Figure 2.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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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변수 설정

본연구에서 수행한 3차원수치해석은지하터널구조

물과터널구조물주변의지반요소에대한초기응력수준

을 변수로 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모

델별 경계조건 및 초기응력 조건은 그림 3과 같다[9].

(a) Boundary condition
(Model A)

(b) Stress condition
(Model A)

(c) Boundary condition
(Model B)

(d) Stress condition
(Model B)

그림 3. 수치해석조건
Figure 3. Finite element analysis condition

본연구에서는각각다른해석조건을설정한 3차원수

치해석 모델을 Model A의 경우 터널모델의 경계면에서

지반요소와 결합된 위치의 요소경계조건을 회전방향은

구속하고 터널 측면변위를 구속하는 조건을 설정하였으

며, 지반요소에 작용하는 초기응력의 조건을 등방조건으

로 설정하고 설계 시 고려한 최고 지하수위를 설정하여

초기응력을 정의하였다. 반면 Model B의 경우 터널경계

면의 측면변위만을 구속조건으로 설정하여 터널모델의

시종점부경계부에서발생되는회전모멘트를허용함으로

써국부적인응력집중현상을방지할수있도록구성하였

다. 또한터널시공시에는지하수위가낮은조건이었으나

설계시 고려하는 지하수위는 이상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현장지하수위조사결과를적용하여현실성있는

낮은 지하수위조건으로 초기응력을 정의하였다[2,9].

Ⅲ. 궤도변형 안정성 검토

본연구에서는궤도변형안정성검토를위해 3차원수

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궤도변형 안정성 검토 항목으로

는 고저틀림, 방향틀림, 뒤틀림, 수평틀림, 궤간틀림 5가

지의 항목을 각각의 기준치와 비교하고자 한다[1]. 그림

4는 궤도틀림 해석결과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9]. 또한

그림 5∼그림 9는각각모델별및좌·우측궤도로분류하

여 궤도틀림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9].

(a) Vertical profile (Model A)

(b) Vertical profile (Model B)

(g) Alignment (Model A)

(h) Alignment (Model B)

(i) Gauge (Model A)

(j) Gauge (Model B)
그림 4. 궤도틀림 해석결과(예)
Figure 4. Analysed results of track irreg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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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track (Model A)

(b) Right track (Model A)

(c) Left track (Model B)

(d) Right track (Model B)
그림 5. 고저틀림 분석결과
Figure 5. Analysed results of vertical profile

고저틀림(좌·우 레일의 10 m간격 최대 연직변위차)

검토결과, 그림 5와 같이 최대 변위차는 Model A와

Model B 모두 우측궤도의 우측레일에서 각각 0.844mm,

0.137mm로 나타났다. Model A와 Model B 모두 고저틀

림 허용 기준치 4mm를 만족하여 굴착공사에 따른 궤도

변형수준은안정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Model A

대비Model B의 최대연직변위차는약 83.8%작게나타

났으며 발생 지점이 다르게 나타나 해석 모델링의 매개

변수에 대한 설정이 해석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Left track (Model A)

(b) Right track (Model A)

(c) Left track (Model B)

(d) Right track (Model B)
그림 6. 방향틀림 분석결과
Figure 6. Analysed results of cross level

방향틀림(좌·우 레일의 10m 간격 최대 수평변위차)

검토결과, 그림 6과같이최대변위차는Model A의경우

좌측궤도 좌측레일에서, Model B의 경우 우측궤도우측

레일에서 발생하였으며 각각 0.441mm, 0.059mm로 나타

났다. Model A와 Model B의최대수평변위차발생지점

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모두 방향틀림 허용 기준치 4mm

를만족하여굴착공사에따른궤도변형수준은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Model A대비 Model B의 최대

수평변위차가는 약 86.6% 작게 나타났으며 해석 모델링

의 매개변수에 대한 설정이 해석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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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track (Model A)

(b) Right track (Model A)

(c) Left track (Model B)

(d) Right track (Model B)
그림 7. 뒤틀림 분석결과
Figure 7. Analysed results of twist

뒤틀림(좌·우레일의 3m간격최대연직변위차) 및수

평틀림(좌·우레일의최대연직변위차) 검토결과, 그림 7

∼그림 8과 같이최대 변위차는Model A와 Model B 모

두우측궤도에서발생하였다. 뒤틀림의경우, Model A와

Model B에서 각각 0.398mm, 0.089mm로 나타났으며 수

평틀림의 경우 각각 0.422mm, 0.095mm로 나타났다. 분

석결과, Model A와 Model B 모두 뒤틀림(기준치

4.5mm)과 수평틀림(기준치 4mm)의 관련기준을 만족하

여 굴착공사에 따른 궤도변형 수준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뒤틀림과수평틀림모두 Model A대비

Model B의 최대연직변위차는각각약 77.6%, 약 77.5%

작게 나타났으며 발생 지점이 다르게 나타나 해석 모델

링의매개변수에대한설정이해석치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Left track (Model A)

(b) Right track (Model A)

(c) Left track (Model B)

(d) Right track (Model B)
그림 7. 수평틀림 분석결과
Figure 7. Analysed results of Alignment

궤간틀림(좌·우 레일의 최대 수평변위차) 검토결과,

그림 8과 같이최대 변위차는Model A와 Model B 모두

굴착영역시종점부에서발생하였으며각각약 ±0.116, 약

±0.025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Model A와 Model B 모두

수평틀림 허용 기준치(–3mm≤F≤11mm)를 만족하여

굴착공사에따른궤도변형수준은안정적인것으로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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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track (Model A)

(b) Right track (Model A)

(c) Left track (Model B)

(d) Right track (Model B)
그림 8. 궤간틀림 분석결과
Figure 8. Analysed results of gauge

Model A대비 Model B의 최대 궤간틀림은 약 78.4%

작게 나타났고 수평방향 궤도변형은 굴착영역 중심부가

아닌시종점부에서나타나해석모델링의매개변수에대

한 설정이 해석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지하층 시공

을위한굴착공사로인해발생될수있는인접지하철의

궤도변형측면에서의 안전성을 분석하고자 3차원 수치해

석을 수행하여 궤도틀림 기준치와 비교, 분석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3차원수치해석모델의시종점부경

계조건의구속조건을변경하고, 설계지하수위가아닌현

장지하수위를 고려한 해석모델로 인접지하철 궤도의 변

형수준을 평가하였다.

2) 연구결과, 모든 궤도틀림 평가항목이 허용기준치

이내로나타나인접굴착에따른지하철궤도변형에따른

구조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치해석

모델의경계조건및하중조건이궤도틀림해석결과에미

치는영향검토결과, 방향틀림, 고저틀림및궤간틀림과

같이 레일의 종방향 상대변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자에서 보다 명확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3) 따라서열차진행방향에대한선로의변형유무를평

가하기위한인접굴착공사에따른궤도안정성평가시에

는종방향레일의변형수준을평가할수있는 3차원수치

모델을 사용하여 궤도의 변형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치모델의 시종점부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 설정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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