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하부 비개착공법의 벽면배면토사의 미소변형에 따른 수평토압 및 

응력이완영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teral Earth Pressure and Stress Relaxation

Region According to the Infinitesimal Deformation of the

Wall and Backside Earth Built by Non-excavation Method

Under Railroad

박윤식† 이준석* 조국환** 

Yoon-Sik Park Jun-Seok Lee Kook-Hwan Cho 

ABSTRACT

  In the case where the bottom of railroad is penetrated by non-excavation construction method, the design is 

perform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displacement and no change of stress However, measurement 

data showed that reduction of earth pressure and relaxation of stress take place by the displacem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arth pressure on the structure under the railroad constructed by a 

non-excavation method and the stress relaxation region. The design based on earth pressure is non-economical 

because it is an over design. Relaxation of stress may lead to road base settlement and rail irregularly due to 

the reduced railroad supporting stiffness, to ballast crack in the case of concrete roadbed.

The result showed that it is reasonable to set the stress on the structures as active earth pressure not as 

earth pressure at rest. Additionally, the study on the stress relaxation region identified the regions that should 

be supported in future construction by a non-excavation method.

1. 서 론

  

  최근 정시적이고 안정적인 수송체제로서 철도의 관심이 고조되고 고속철도 및 신선철도 등 철도의 건

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선과 교차하는 철도하부 구조물의 건설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비개착공법에 의해 선로하부를 통과하는 경우 모든 설계가 주변지반의 변위 및 응력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철도의 비개착공법에 사용되는 연성벽체

는 흙막이구조물을 버팀 구조로 지지하며 굴착하는 방법이므로 다음단계 굴착에 따른 토압변화 및 변위

는 기존의 학자들이 제안한 경험토압분포와 달라지며 수평토압의 감소에 따른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개착공법에 의해 굴착된 선로하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의 규명 및 응력이완 영역

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개착공법으로 시공한 현장 계측자료를 검토하여 수치해석한 후 벽면 

배면토사의 변형에 따른 수평토압을 규명하고, 기존의 정지토압계수로 계산한 토압과 재해석한 토압을 

비교하고 응력이완에 따른 향후 비개착공법으로 인한 굴착시 보강영역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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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연구결과

 2.1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토압

  지금까지 강성 벽체구조물에는 Coulomb(1776)과 Rankine(1857)의 토압이론을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

나 토압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변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구조물이 어느 방향 및 정도의 변위냐에 따

라 그 크기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2.2 굴착으로 인한 벽체의 거동에 거동에 관한 연구

  지반 굴착에 따른 지반의 변위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경험적 또는 반경험적 해

석, 이론적 해석 및 현장계측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여러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지반변위와 이들 영향인자와의 정량적인 상관성의 규정이 용이치 않은 실정이다. 

지반을 굴착함에 따라 흙막이벽의 횡방향 변위는 버팀굴착 주의의 지반침하를 유발한다. 흙막이벽의 

변위에 따른 주변지반의 침하는 흙막이벽 변위의 실측 또는 계산에 의하여 구하고 그 변위로부터 주변

지반의 침하를 추정하는 방법과 버팀구조와 주변지반을 일치로 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

이든 흙막이벽의 횡방향 변위를 해석하는 방법에 지배되는데 현재까지 제안된 예측방법은 다음과 같다. 

Caspe (1966)의 방법-이론적 방법, Peck (1969)의 곡선-계측결과의 이용, Mana & Clough (1983)-계측결

과 이용, Fryn 등 (1983)의 방법-FEM 해석결과 이용, Clough & O'Rourke (1990)의 방법, Bauer (1984)

의 반경험식 등이 있다. 

 Clough와 O'Rouke (1990)는 현장의 실계측자료를 토대로 그림 2.1와  같이 견고한 점토, 잔류토 및 

사질토 지반에서의 벽체 최대 수평변위(δh,m)는 벽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대부분 δh,m/H = 0.5% 내에

서 거동하며 평균 δh,m/H = 0.2% 정도로 거동한다고 제안하였다. Bauer (1984)는 사질토 지반에서 굴

착에 의한 침하 영향범위내의 거리별 지표침하량을 산정하는 반경험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그림 2.2 , 그림 2.3과 같이 지반조건(상대밀도, 내부마찰각) 및 굴착조건(굴착깊이)에 대한 영향을 고

려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2.1 Max LAT. wall movement 

in dense clay, residual soil and sand 

(Clough & O'Rouke 1990)

그림 2.2 Decision of the rate of settlement 

with relative density

(Bau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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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Decision of settlement by Bauer's method

(Bauer 1984)

3. 연구대상 구조물

 3.1 구조물 개요

  본 연구에 적용된 현장은 ○○지역 가도교 공사현장은 만성적인 정체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

흐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통로 Box를 설치하여 보행자

의 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 지층특성

경의선 철도하부구조물 확장공사 부지 내의 지반특성을 파악하고자 총 3개소에서 시추조사를 하였으

며 각 지역별 지층구성 상태 및 물리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직 천공한 BH-1은 운행 중인 

철도노반에 근접시추가 불가하여 비탈면에서 천공하였으며 2.6m이하가 원 지반으로 성토재료로는 실트

가 섞인 모래와 자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탈면에서 수평 천공한 BB-1.2의 토질상태는 자갈 및 

실트가 섞인 모래를 성토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 시추조사 결과

공 번

지 층 두 께(m)

계(m) 비 고매립토
풍화토 풍화암

모래 자갈

BH-1 2.6 - 1.6 8.0 12.2 수직

BB-1 21.0 - - - 21.0 경사

BB-2 9.5 11.5 - - 21.0 경사

계 33.1 11.5 1.6 8.0 54.2

 3.3 계측계획 

  굴착 및 굴진에 따른 지반과 토류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표 3.2과 같은 계측기를 매설하여 측정하였다. 

토류벽 수평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토류벽 좌우측 1m 지점에 지중경사계 4개를 설치하였으며 굴진에 따른 지반의 침하

를 알아보기 위해 수평경사계를 설치하였다. 굴착 굴진에 따른 철로 지반의 침하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침하를 각각 

9개소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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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목 적 수 량

지중경사계 토류벽 수평변위 측정 4

수평경사계 굴진에 따른 지반침하 3

지표 침하 핀
굴착 및 굴진에 따른 

철도노반 침하
9

표 3.2 계측기 종류 및 수량

 3.4 굴착으로 인한 토류벽 수평변위

  굴착에 따른 토류벽의 수평변위를 알아보기 위해 발진구 2개소(BI-1, BI-2)와 도달구 2개소(BI-3, 

BI-4)에 지중경사계를 설치하여 굴착과 어스앵커, 그리고 타이로드 시공에 따른 변위를 측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굴착초기에는 토류벽에 캔티레버 형태의 변위가 발생하나 굴착이 진행되면서 최대수평변위의 

발생위치가 하부 쪽으로 이동한다(양구승,1996). 그림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수평변위는 경사계 

1번이 10.11mm, 경사계 2번 10.35mm, 경사계 3번 17.9mm, 경사계 4번이 6.34mm를 나타내었으며 상부의 

(-)변위는 어스앵커의 인장에 의한 배면방향의 변위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 시공에 따른 침하변위

  엘리먼트의 상부 굴진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굴진단계 별 상부, 좌측, 우측으로 구분하여 수평경

사계의 변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굴진으로 인한 지반의 침하를 알아보기 위해 굴진에 따른 지

반의 침하 해석 시 측점인 A, B, C와 유사한 위치에 수평경사계(굴진방향 23M)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수평경사계의 번호는 해석단면 A점의 상부에는 BA-1, B점의 상부에는 BA-2, C점의  상부에는 BA-3의 명

칭을 붙였으며 측정결과는 그림3.3과 같다. 시공에 따른 최종침하변위는 BA-1이  13.37mm, BA-2 

9.56mm, BA-3 15.66mm 나타났으며 평균 12.86mm 나타났다.

그림 3.2 계측기 설치단면도 그림 3.3 시공 상황에 따른 수평경사계 변위

4. 수치해석

 4.1 수치해석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비개착공법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에 따른 선로하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의 규명 및 

응력이완 영역을 구하기 위해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 5.0을 이용하여 2D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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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암거-토공구간을 수치해석하였으며 모델은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모델링 범위는 암거와 토공구간

을 포함하여 총 길이는 80m, 궤도 하부의 노반을 포함한 22.5m까지 고려하였으며 경계조건은 바닥면은 

수직방향, 옆면은 수평방향을 구속하였다. 원지반 및 상·하부노반, 강화노반은 Mohr-Coulomb 파괴기준

을 적용한 탄소성 재료로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4.1은 해석에 사용된 원지반 및 궤도

하부노반, 암거의 물성치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4.1 수치해석 모델링

표 4.1 수치해석에 사용된 설계지반정수

모델
두께  E υ c φ

(m) (t/m
3
) (Pa) (kPa) (° )

풍화암 Mohr-Coulomb 10 2.1 1.5×10
9

0.35 40 33

풍화토 Mohr-Coulomb 3 1.9 2.8×10
8

0.38 20 30

매립토 Mohr-Coulomb 2 1.8 2.55×10
8

0.39 0.004 28

강화노반 Mohr-Coulomb 0.5 1.5 1.20×10
8

0.2 - 35

상부노반 Mohr-Coulomb 2.5 1.8 8.0×10
7

0.2 3.0 32

하부노반 Mohr-Coulomb 4 1.8 6.0×10
7

0.2 5.0 30

도상 Elastic 0.5 2.5 2.9×10
10

0.2 - -

암거 Elastic 1 2.45 2.9×10
10

0.2 - -

 

 4.2 해석결과

  비개착공법에 따른 기존 계측수평변위와 해석변위를 매칭 후 토압 및 응력이완영역을 규명하였다. 매

칭 결과는 수평변위의 경우 그림 4.2에 나타난바와 같이 암거 구조물과 접해있는 흙구간 경계면(깊이 

4.5m에서 10.5m)까지 변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으며 최대 수평변위는 8m 깊이에서 11.5mm로 발생되었

고 기존 수평변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측자료의 상부 (-)변위는 어스앵커

의 인장에 의한 배면방향의 변위인데 수치해석에서는 어스앵커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4.3은 굴진후 

변위 벡터를 나타내었다.

그림4.2 계측자료와 수치해석 수평변위 비교 그림 4.3  변위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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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압의 경우는 해석결과 그림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암거 구조물과 접해있는 흙구간 경계면(깊이 

4.5m 에서 10.5m) 까지 재해석한 수평토압이 설계에 적용된 정지토압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동토압에 보다 가깝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표면에서 지반깊이 12.5m까지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을 계산한 결과 수치해석한 수평토압이 설계에 적용된 정지토압으로 계산한 토압보다 

48.81% 감소하였다. 

 응력이완의 경우 암거 구조물과 접해있는 흙 구간 경계면(깊이 4.5m 에서 10.5m) 과 암거 구조물과 접

해있는 흙구간 경계면(깊이 4.5m 에서 10.5m)으로부터 좌측 10m 영역에 대한 응력이완 영역을 그림 4.5

에 나타내었다. 응력이완영역이 Rankine의 주동토압의 파괴면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또한 파괴면과 

최대주응력이 작용되는 면사이의 각도는 60°로 나타났고 상부의 수직응력이 약 40% 감소함에 따라 선로

지지강성이 크게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4 수치해석 수평토압 그림 4.5 응력이완영역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개착공법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에 따른 선로하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의 규명 및 

응력이완 영역을 구하기 위해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 5.0을 이용하여 2D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기존 변위와 프로그램해석 변위를 매칭 후 이에 따른 수평토압 및 응력이완영역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 5.0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변위에 의한 토압의 감소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압을 계산한 결과 재해석한 수평토압이 정지토압으로 계산한 토압보다   

   48.81% 감소하였다. 정지토압을 사용하여 설계가 이루어 질 경우 과다설계로 비경제적이므로 구조물  

   에 작용하는 응력은 정지토압이 아닌 주동토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2)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 5.0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변위에 의한 응력이완영역   

   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력이완영역이 Rankine의 주동토압의 파괴면에 가까운 경향을 보  

   였다. 또한 상부의 수직응력이 40% 감소함으로써 선로지지강성의 저하로 노반침하 및 궤도틀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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