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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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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논문에서는 숏크리트 지보재의 시간 의존적 경화특성을 고려한 터널 

지보재의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NATM터널에 대한 기존 숏크리트 

지보재 해석방식에 의한 결과화 제안된 시간 의존적 해석방법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시간의존적 특성이 숏크리트 지보재의 응력 및 내공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간 의존적 특성을 고려한 3차원 해석방법이 

숏크리트 지보재의 변형을 과소평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터널의 3차원 해석에서 숏크리트와 같은 지

보재료는 시간 의존적 특성에 따라 강도가 발

현되어 굴착 후 지반의 이완을 방지할 수 있는 

초기 주요 지보재이기 때문에 터널 구조물의 

거동 파악에 필수적이다. 터널의 급속 시공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급속안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조기 고강도 숏크리트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 고강도 숏

크리트의 경화 특성을 고려한 지보성능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경화 특성 차이로 인

한 지반과 숏크리트의 상호작용 변화를 해석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숏크리트 지보재의 시간 의존적 경

화 특성을 고려한 3차원 유한 요소해석을 수

행하고, 시간 의존적 특성이 숏크리트 지보재

의 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경화 특성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 

기존 터널해석에서 숏크리트 경화 특성은 연

화, 경화 상태의 탄성 계수를 달리 적용함으로

서 고려된다. 그러나 조기 고강도 숏크리트는 

심한 비선형 거동 특성을 보이므로, 기존 지보

재의 응력 평가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숏크리트의 시간 의존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탄성 계수가 시간에 의해 세밀하게 나누어진 

해석 모델링 기법을 터널 해석에 적용하였다. 

2.1 유한요소모델 

굴진 단계에 따른 숏크리트 지보재의 시간 

의존적 경화 특성을 고려한 터널 지보재의 길

이방향 응력 및 변위를 살펴보기 위해 시공 단

계를 고려한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였

다. 해석 대상은 기존 이론해(Oreste, 2003)와

의 비교를 위해 1.2Mpa의 초기 지중응력상태

의 단일 암반 내 설치된 원형 터널을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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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경: 4m, 두께: 0.1m). 이론해적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단일 지반이 적용되었으며, 지반

의 거동은 Mohr-Coulomb모델과 숏크리트의 

거동은 선형탄성모델로 가정하였다. 범용 지반 

해석 프로그램인 MIDAS GTS를 이용해 해석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모델에 사용된 기하 조

건은 Fig.1에 나타내었다. 

 

Figure 1. 3차원 유한요소모델 

숏크리트의 시간 의존적 경화 특성은 숏크리

트의 탄성 계수 및 강도의 변화를 통해 구현하

였다. 각각의 비선형 변형 특성 Table 1.과 

Table 2.는 28일 간의 탄성 계수를 각 변수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7일을 보다 세분화

하였으며, 이는 Pottler(1990)와 Weber(1979)의 

제안식에 의해 정의되었다. 

𝐸𝐸𝑠𝑠ℎ𝑜𝑜𝑜𝑜,𝑜𝑜 = 𝐸𝐸𝑠𝑠ℎ𝑜𝑜𝑜𝑜,0(1 − 𝑒𝑒−𝛼𝛼𝑜𝑜) (1) 

𝜎𝜎𝑐𝑐,𝑜𝑜 = 𝜎𝜎𝑐𝑐,0(1 − 𝑒𝑒−𝛽𝛽𝑜𝑜) (2) 

𝐸𝐸𝑠𝑠ℎ𝑜𝑜𝑜𝑜,𝑜𝑜 는 시간 t에서 숏크리트의 탄성계수, 

𝐸𝐸𝑠𝑠ℎ𝑜𝑜𝑜𝑜,0는 숏크리트의 최종 탄성계수, 𝜎𝜎𝑐𝑐,𝑜𝑜는 시

간 t에서 숏크리트의 압축강도, 𝜎𝜎𝑐𝑐,0는 숏크리

트의 최종 압축강도이다. 사용된 조기 고강도 

숏크리트의 최종 압축 강도는(𝜎𝜎𝑐𝑐,0 )는 실험값인 

42MPa을 사용하였다. 경화 상수 α와 β는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α = 0.013 , β = 0.013 Table 

1.은 식 (1)에 의한 추정값이고, Table 2.의 값은 

시험에 의한 측정값이다. 

Table 1. Estimated value of elastic modulus 

Table 2. Tested value of compressive 

strength 

2.2 해석결과 

제안된 기법에 의해 도출된 숏크리트 지보재

의 지보압-내공변위 변화는 기존의 2단계 적용 

방식과 Oreste(2003)의 시간 의존적 특성이 고

려된 비선형 이론해와 비교되었다(Fig. 2). 해석

결과는 숏크리트의 시간 의존적 특성을 세분화

한 방법이 이론해에 근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제안된 3차원 수치해석 방식의 최종 변

위 및 최종 지보압이 이론해에 비해 각각 13%, 

17% 오차를 보이지만, 초기 변위 및 지보압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Time 

(hour) 

Elastic modulus of shotcrete 

(Mpa) 

24 8309 

48 14390 

72 18842 

96 22101 

120 24486 

144 26232 

168 27510 

672 31000 

Time 

(hour) 

Compressive strength (Mpa) 

1 - 

3 1.5 

18 8.0 

26 13.4 

72 27.0 

168 36.6 

672 42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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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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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본 연구에서는 숏크리트의 강도 및 탄성 계

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7일까지의 탄성계수 

추정을 통해 초기 탄성 계수를 변화시켜 숏크

리트의 시간 의존적 특성을 고려한 수치해석과 

기존의 숏크리트 해석을 비교한 뒤 추가적으로 

Nonlinear Elastic Analysis SW(CSD_ELAST)로 

탄성 계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 시공

단계에서 숏크리트 지보재의 경화에 따른 지보

압과 내공변위를 관찰하였고, 이론적 해석 결

과에 근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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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ng CCM and 3D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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