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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목구조물에 따른 도심지 지가변동 영향

천층터널 쉴드TBM에서 역해석을 이용한

Gap Parameter 및 지표침하 영향범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Gap Parameter and Influence Area of Ground Settlement
Using Back Analysis Constructed by Shield TBM with Shallow Depth

          고성일†        권성주*           황창희**         김상인***       추석연****

Sung-Yil Koh    Sung-Ju Kwon    Chang-Hee Hwang    Sang-In Kim    Seok-Yeon Choo

ABSTRACT

 Shield TBM tunneling method has been getting the spotlight for urban tunneling. It can be minimized the 
civil complaint during construction and possible safe tunneling. But the settlement has occurred inevitably due 
to characteristics of shield TBM equipment. For this reason, the civil complaint can occur in urban areas 
when tunnel with shallow depth passes through neighboring building or residential area.
 In this study, the occurrence factors of settlement according to shield TBM tunneling and the tendency of 
ground settlement by strata condition had analyzed. It is suggested that the practical settlement estimation 
method and minimizing method of ground settlement under simultaneous backfill grouting condition through 
measurement results and back analysis data using gap parameter.

1. 서 론

도심지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공간의 이용

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터널의 규모도 상․하수도, 전

력, 통신구 등의 소규모터널에서 근래에는 도로, 철도 

및 지하철, 지하생활공간 등 대규모터널로 증가하고 

있다. 도심지 시민의 교통 및 생활 편의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추가적인 터널건설은 다른 토목구조물

에 비하여 도심지 토지의 이용효율을 증가시키고 지상

환경을 개선하여 지가(地價) 상승을 유발하므로 지하

공간의 이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지 터널의 굴착방법으로 쉴드TBM 공법

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시공시 민원발생의 최소화

가 가능하고, 안전한 터널굴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쉴드TBM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에서도 장비 

특성으로 인하여 미소한 지반변위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밀집된 각종 민가, 상가건물 등을 근접통과하는 도심지 천층터널 조건에서는 현장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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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터널심도에 따른 지표침하 개념도

구조물에 유해한 변위유발 및 주변 거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쉴드TBM 터널 시공에 따른 지표변위 발생요인들을 분석하고 터널상부 지층조

건에 따른 변위발생양상 및 영향범위를 검토하였다. 또한 Gap Parameter를 이용한 수치해석결과와 실

제 현장 시공 중 계측한 결과를 토대로 역해석을 수행하여 동시주입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지표침하 발

생량 평가방안을 검토하고 지반조건 및 시공조건에 따른 지표침하 및 주변건물 영향 최소화 방안에 대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도심지 쉴드TBM 터널 시공시 지표침하 발생요인

도심지 터널의 대부분은 터널상부의 토피고가 얕고 지반

조건이 불량한 구간에 시공되므로 높은 토피고 조건과 양호

한 암반에서 굴착되는 산악터널과는 역학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도심지 터널과 산악터널의 가장 큰 차이점

은 터널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터널주변의 변위가 지표면

이나 인접구조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으로써 변위

가 계속 진행되면 터널상부지반의 진행성 파괴를 유발하여 

대규모 지반붕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심지 천층터널에서는 지표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터널

굴착공법보다 변위발생량이 작은 쉴드TBM 공법의 적용성

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쉴드TBM 공법 적용시에도 현실적으로 지반거동의 발생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고 도심지 천층터널 조건에서 쉴드TBM 공법으로 굴착시 과다한 터널 주변 지반의 거동으로 

인해 지표침하 및 주변 구조물에 피해를 유발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표 1참고). 그러므로 천층터널 

굴착시에는 굴착에 따른 지표 침하발생 경향을 파악하고 지표면 변위량 및 인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을 정확히 예측하여 필요시 적절한 보강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까야마현 고난 

공동구 

쉴드공사(1999)

이수식 쉴드TBM 터널에서 이수압에 의한 지반할렬 및 지표까지의 발달

치바현 선교시 

동엽 고속철도 

건설현장(1994)

쉴드TBM 굴진 완료 후, 장비 해체중 상부토사 및 지하수의 급격한 터널내 유입

표 1. 도심지 쉴드TBM 터널 굴착에 따른 붕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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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기 지표침하 발생 Mechanism

2.1 쉴드TBM 터널 굴착에 따른 지표침하 발생 원인

쉴드TBM 터널 굴착에 따른 지표침하 발생원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주

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단기 또는 즉시침하

지반굴착으로 인한 응력해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하로서 굴진면안정성, 굴진속도, 세그먼트 라이닝 

설치과정, 테일보이드 그라우팅 시점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굴진면이 도달하기 전부터 발생하여 뒤채움

주입재가 주입되어 단면변형에 저항하는 능력이 확

보될 때 까지 발생한다. 쉴드TBM 터널 굴착에 따

라 발생하는 침하의 대부분은 단기침하의 형태이

다.(그림 3참고)

② 라이닝 변형

대단면 터널이나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터널에서는 외력에 의한 세그먼트 변형량이 크게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심지 천층터널에서는 세그먼트 라이닝이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계획 

및 시공이 되므로 발생가능성이 낮으며 발생량도 매우 미소하다.

③ 장기침하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압밀침하(점성토 지반) 또는 체적감소(사질토 지반)로써 정량적인 측면에서

는 시공중 발생하는 침하의 수배에서 수십배가 될 수 있으나 통상 쉴드TBM 터널은 비배수 터널의 

형태이므로 시공불량에 의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발생가능성은 낮다.

위에서 언급한 쉴드TBM 터널의 지반침하 발생원인 중 TBM 굴진으로 인한 단기침하가 발생가능성

이 가장 높으며 라이닝 변형 및 장기침하는 쉴드TBM 터널의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BM굴진에 따른 단기침하 발생에 대해서 발생원인 분석 및 적절한 침하량 예측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2.2 지표침하를 유발하는 막장면 주변 변형

쉴드TBM 터널 굴진 중 발생하는 지표침하의 대부분은 막장면의 체적손실과 반경손실로부터 야기된

다(VL = Face Loss + Radial Loss). 이러한 체적 및 반경 손실 원인은 크게 ➀ 막장면의 터널 내부

로의 변형(그림 4(a)), ➁ TBM굴진을 위한 과굴착(그림 4(b)), ➂ 테일보이드 변형(그림 4(c))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항목 ①은 막장면의 체적변형을 유발하고 ②,③ 항목은 반경방향의 변형을 유발한다. 

체적변형 및 반경방향 변형의 세부적인 발생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a) 막장면 변형 (b) 과굴착으로 인한 변형 (c) Tail Void 변형

그림 4. 막장면 주변지반의 손실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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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BM장비 기하구조에 의한 후방침하개념도

2.2.1 막장면을 통한 체적변형 발생 Mechanism

막장면에서의 체적변형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은 막장압 제어 불량에 따른 막장면의 불안정화로써 이

는 지층조건을 고려한 적정 장비형식 선정 및 시공 중 굴진제어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최소화가 가능하다. 표 2는 쉴드TBM 터널 굴진시의 막장압제어가 양호한 경우와 불량한 경우에 대

한 모니터링 사례로써 현장 지반조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막장압 제어가 불량한 경우 굴진

속도 및 배토량의 순간적인 증감으로 인해 막장면의 불안정과 체적변형량의 증가를 야기함을 알 수 있

다.

막장압 제어가 양호한 경우 막장압 제어가 불량한 경우

표 2. 막장압 제어 모니터링 사례

2.2.2 반경방향 손실발생 Mechanism

쉴드TBM 터널 반경방향의 손실은 대부분 테일

보이드에서의 변형에 의한 것이며 이는 쉴드TBM 

장비의 기하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설계

단계에서 정량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

장의 지반조건 및 시공조건에 따른 적절한 그라우

팅 주입방법 및 주입재의 선정에 따라 발생량을 최

소화 할 수 있다.

3. 지반조건에 따른 지표침하 발생 특성

불량한 토사지반을 굴착하는 도심지 천층터널은 토사층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지반거동 양상이 달라

진다. 따라서 쉴드TBM 터널 상부 지반조건에 따른 막장면 주변의 체적손실과 지반손실과의 관계, 지표

침하 발생양상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 지반조건에 따른 지표침하 발생양상 및 영향범위는 다음과 같

다.

3.1 지반조건에 따른 체적손실과 지반손실 관계

쉴드TBM 터널 굴착에 따른 체적손실 발생량은 지반의 변형특성 및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토사지반에서 적용하는 폐쇄형 쉴드장비(이수식 또는 이토압식 쉴드)는 모래지반에서 전체 체

적의 약 0.5%정도 그리고 점토지반에서 1.0~2.0%정도(장기침하거동 제외)를 보인다.(V.Guglie lmetti 

등, 2007) 이때 터널주변에 발생하게 되는 체적손실(ground loss)은 지표면 지반손실(net volume of 

the surface settlement trough)을 야기시키게 되지만 지반 조건에 따라서 체적손실=지반손실의 관계

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밀한 모래지반에서는 (+)dilatancy로 인해 전단변형 시 체적이 증가하

므로 0.7×체적손실=지반손실의 관계를 보이고 반대로 느슨한 모래지반에서는 체적손실보다 지반손실

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Cording et al. 1975)

따라서 점토지반에서 굴진 시 체적손실이 사질토보다 크게 발생하고 체적손실은 곧 지반손실로 이어

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상대밀도가 낮은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체적손실량보다 많은 지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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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반별 계수

그림 6. 침하영향범위 개념도

3.2 지반조건에 따른 지표침하 분포형상

터널 굴착에 따른 지표침하 분포형상은 Peck & Schmidt가 1969년 실제현장의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관계식을 발표한 이후 Glossop & Farmer(1977), Attewell(1978), Attewell & Woodman(1982), 

O'Reilly & New(1982) 등에 의해 정립되었다.

Peck & Schmidt(1969)는 지표면의 침하발생 형상은 Gauss 분포곡선을 따르며 터널변위에 따른 지

표면 변위발생량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m ax     

    m ax
여기서,

 

Smax 

S 

Vs



: 터널 중심부의 지표침하

: 터널 중심에서 거리가 x인 지점의 지표침하량

: 지표면 침하의 총 부피

: 침하곡선의 변곡점

침하곡선의 변곡점 값은 침하영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값이 작으면 침하영향범위가 감소하고 값이 크면 침

하영향범위는 확대된다. O'Reilly와 New(1982)는 지반조건에 따

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제시하였으며 Schmidt는 현장계측결

과 및 수치해석을 통해 개략적인 지반별 침하곡선의 변곡점 값

을 제시하였다.(그림 7참고)

동일지반,       (점토)  ,        (모래)

다층지반,     (상부모래, 하부점토)

              (하부점토, 상부모래)

또한 Magata(1986)등은 일본 간선철도 현장에서 계측한 결과를 토대로 ø값이 0인 점성토 지반에서

는 영향범위가 45°각도이며, 사질토 지반에서는 내부마찰각 증가로 인하여 점성토 지반보다 영향범위

가 축소된다고 발표하였다.(그림 8참고)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표면 침하범위는 점성토 지반이 사질토 지반보다 영향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점성토 지반의 굴착으로 인한 침하발생 민감도가 사질토 지반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a) 점성토 지반 (b) 사질토 지반

그림 8. 일본 간선철도 현장의 지반조건별 지표침하 계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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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ap Parameter의 정의

그림 10. DCM 모델 기본가정

4. 쉴드TBM 터널 굴착에 따른 지표침하 예측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쉴드TBM 터널 굴착에 따른 지표면의 침하는 지반조건 및 시공조건에 따라 

상이한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지표침하 발생량의 예측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중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예측방법은 간편법을 이용한 지표침하 예측방법과 Gap Parameter를 

이용한 수치해석적 방법이 있다.

간편법을 이용한 지표침하 예측방법은 Peck and Schmidt(1969, 1974), Attewell(1978)등이 제시

한 방법으로써 현장 계측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경험적인 식을 통해 개략적인 지표침하의 발생범위와 경

향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수치해석적 방법은 Lee & Rowe(1991)이 제안한 Gap Parameter모델을 이

용하여 지표침하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써 수치해석을 통해 굴착에 따른 초기응력의 변화 및 시공중 발

생할 수 있는 체적손실의 원인을 모두 고려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표변위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가장 현

실적인 예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1 Gap Parameter를 이용한 지표침하 예측방법

Gap Parameter는 쉴드TBM 터널 시공 중에 발생하는 체적손실

(굴진면 손실, 굴진시의 과굴착, 테일보이드를 통한 변형)에 의한 

변위를 정량화시켜 수치해석 모델 상에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한 것

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G     U U  U D w
여기서, U*

3d ៈ 굴진면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3차원 움직임

w ៈ 쉴드장비 과다굴착으로 인한 변위

⊿ ៈ 쉴드장비 스킨플레이트와 라이닝 사이의 공간

δ ៈ 라이닝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간

이와 같이 산정된 Gap Parameter는 2차원 수치해석을 

위한 해석모델인 변위제어모델(Displacement Control 

Model)을 이용하여 지표침하량을 추정한다.  

DCM모델은 쉴드TBM 공법에 관련된 실험 및 시공사

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가정을 적

용한다.

① 터널 내공변위는 비균질(non-uniform)하다.

② 굴착 후 터널의 변형은 당초 굴착단면의 형태를 따른다.

③ 굴착된 단면의 중심과 인버트 사이 중심축에서 굴착면

에 해당하는 모든 절점 변위 벡터가 통과하는 수렴점

이 위치한다.

Gap Parameter 및 DCM모델을 이용한 2차원 수치해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a) 굴착상당외력 결정 (b) Gap만큼 응력해방 (c) 세그먼트라이닝 설치 (d)잔존하는 응력 해방

그림 11. Gap Parameter를 고려한 2차원 수치해석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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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시주입조건에서 Gap Parameter 적용방법

도심지 천층터널의 불량한 지반조건에서 쉴드TBM 터널을 굴착할 때는 변위 최소화를 위해 세그먼트 

설치와 동시에 뒤채움이 실시되므로 Gap Parameter에서 고려된 값 전체가 지반침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침하량을 검토할 경우 지표침하량이 크게 산정되어 

과다설계가 될 우려가 있다. Gap Parameter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Lee & Rowe(1991)은 동시주입

에 의한 Gap Parameter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G′p G p
여기서, G′p ៈ 그라우팅 주입을 고려한 Tail Void

  ៈ 그라우팅에 따른 Tail Void 감소계수

G p ៈ 일반적인 Tail Void( )

여기서 값은 지반조건에 따른 Tail Void 감소계수로써 견고한 점토지반에서는 터널 침하속도가 굴

착속도보다 느리므로 Tail Void 전체가 그라우트로 주입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 으로 볼 수 있으며,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즉시침하 형태로 발생하므로 ≒이라고 하였다. 또한 Chi(2001)는 대만 실

제 시공사례 검토를 통해 동시주입조건에서 Gap Parameter가 점토지반에서는 60~80% 축소되었으며 사

질토지반에서는 70~85% 축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김성준(2005)이 실제 시공사례 분석을 통해 Martos(1961)의 시공조건에 따른 Tail 

Void량 산정 계수를 사질토 지반에서 0.2~0.3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시공중 

발생하는 체적손실량을 Tail Void량의 20~30%정도만 고려하는 것으로 Chi의 이론과 비슷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외 4개 현장(사질토 조건 2개소, 점성토 조건 2개소)

의 계측데이터와 수치해석을 통한 역해석 기법을 이용해 동시주입조건에서 지반조건에 따른 적절한 

Gap Parameter 축소량에 대해 검토하였다.

5. 현장계측결과를 이용한 Gap Parameter 적정성 검토

5.1 Taipei Mass Rapid Transit 현장(사질토 지반)

Taipei Mass Rapid Transit 현장은 터널 직경은 Ø5.9m이며 토피고 약 15m 조건의 연약한 사질토 

지반을 이토압식 쉴드TBM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한 현장이다. 현장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Gap 

Parameter를 결정하고 설계시 조사된 현장지층조건 및 지반 물성치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시공중 측정된 지표 변위값과 비교․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지표면 최대 침하량은 20mm이며 이때 

Gap Parameter의 축소량을 검토한 결과는 약 75%로 나타났다.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표면 침하영향범

위는 역해석결과와 계측결과에서는 4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12. 터널단면 및 지층조건 그림 13. 수치해석 및 현장계측을 통한 지표변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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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산 전력구 터널 현장(사질토 지반)

당 현장은 낙동강 동측 제방에 인접하여 만들어지는 전력구 터널로 터널 직경은 Ø4.9m이며 약 9m

의 토피고 조건하에서 연약한 사질토 지반을 이토압식 쉴드TBM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한 현장이다. 조

사된 현장지층조건 및 지반 물성치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결과와 실제 계측데

이터와 비교․검토하였다. 계측결과에 의하면 최대 지표 침하량은 약 25mm로 나타났으며 수치해석을 이

용한 역해석 결과 뒤채움 동시주입 조건에서 Gap Parameter의 축소량이 약 75%로 검토되었다.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표면 침하영향범위는 역해석결과 터널상부 47°, 계측결과에서는 62°로 나타났다.

그림 14. 터널단면 및 지층조건 그림 15. 수치해석 및 현장계측을 통한 지표변위량

5.3 Heathrow Express 00 Tunnel 현장(점성토 지반)

당 현장은 영국 런던에서 Heathrow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현장 중의 하나로 터널 직경은 

Ø8.5m이며, 토피고는 약 15m이고 cu값 50 ~ 250kPa 인 Stiff london clay가 두껍게 존재한다. 수치

해석결과와 실제 계측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최대 지표 침하량은 약 39mm로 나타났으며, 이때 Gap 

Parameter의 축소량이 약 83%로 검토되었다. 또한,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표면 침하영향범위는 역해석

결과 터널상부 37°, 계측결과에서는 4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16. 터널단면 및 지층조건 17. 수치해석 및 현장계측을 통한 지표변위량

5.4 부산지하철 00공구 현장(점성토 지반)

당 현장은 부산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터널 직경은 Ø7.1m이며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토피고 약 13m 

조건하에서 슬러리 쉴드TBM 장비를 이용하여 굴진한 현장이다. 선행굴착한 하행선에 대한 계측 데이

터를 이용하여 Gap Parameter 축소량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결과 최대 지표침하 45mm 발

생하였으며 이때 수치해석을 통한 Gap Parameter의 축소량은 약 75%로 검토되었고, 터널굴착으로 인

한 침하영향범위는 역해석결과 터널상부 40°, 계측결과에서는 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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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터널단면 및 침하영향범위 분포 그림 19. 수치해석 및 현장계측을 통한 지표변위량

5.5 지반조건에 따른 Gap Parameter 적정성 검토결과

동시주입 조건으로 시공된 국내외 4개 현장에 대한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쉴드TBM 터널 시공중 지표

침하 발생량 및 발생범위에 대한 역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반조건에 따른 Gap Parameter 축소량의 변화는 점성토 지반에서는 약 75~83%, 사질토 지반에서

는 약 75%로 나타나 점성토 지반은 60~80%, 사질토 지반은 70~85%로 축소된다는 Chi의 이론의 범

위 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뒤채움 주입재의 종류 및 주입압의 차이, 시공 숙련도, 지반 및 

지하수 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점성토 지반과 사질토 지반에서의 축소량이 비슷하게 검토되었다.

침하영향범위에 대한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는데 현장계측값과 수치해석결과가 완벽하게 일치

하지는 않지만 점성토지반의 침하영향범위가 사질토지반보다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침하에 대한 

지표변위의 민감도는 기존 이론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점성토 지반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사질토Ⅰ 점성토Ⅰ 사질토Ⅱ 점성토Ⅱ

역해석 6.5D 7.0D 6.6D 6.6D

계측값 6.5D 6.3D 4.3D 9.8D

표 4. 침하영향범위 분포

6. 결론

도심지 천층터널에서 쉴드TBM 공법을 이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른 지표침하 발생의 민감도 및 동시주

입조건에서 Gap Parameter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침하영향범위는 점성토 지반이 사질토 지반에 비해 넓은 것으로 제시

하고 있으며 국내외 실제현장의 계측사례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그러나 침하영향범위는 기존 Gap Parameter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 및 기존 문헌사례와 실제

현장 계측사례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장 지층조건의 불균질성, 지하수의 영향, 인접 구

조물 및 상부하중 등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지반별 침하 민감도 검토결과, 사질토 지반에 비해 점성토 지반이 굴착으로 인한 막장면 주변의 

손실량이 많고, 침하영향폭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도심지 천층터널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반의 폭이 사질토에 비해 점성토가 크므로 쉴드TBM 굴진 시 더욱 유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동시주입조건하에서 Gap Parameter는 점성토 지반에서 75~83%로 축소되었고 사질토 지반은 

75%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Chi(2001) 및 김성준(2005)의 연구결과 제시한 

축소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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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쉴드TBM 공법을 이용하여 도심지 천층터널을 굴착할 때 지반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주

입조건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굴착에 따른 침하량 검토시에는 Gap Parameter를 100%로 

보고 설계하고 있으므로 실제 굴착시 발생하는 침하량은 설계시 예측한 값보다 작은 값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도심지 천층터널 조건의 쉴드 TBM 굴착현장에서 다수의 붕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터널 굴착시는 현장조건에 따른 적절한 막장압 관리 및 막장 전방 지표 침하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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