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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the Art of Segment Lining in Shield Tunne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Its Key Desig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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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gment lining is a key permanent lining structure to maintain the shield tunnel stability in shield tunnel 
operation. Moreover, segment lining generally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in the shield tunnel construction 
costs. As a result, technical improvements to increase its economic feasibility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high-performance segments from their recent cutting 
technologies. In addition, based on over 2,100 world-widely collected segment design data, a series of statistical 
analyses of segment key design parameters such as thickness, width and the number of divisions as well as segment 
materials were carried out to approximately estimate them in a design stage.

Key words Shield tunnel, Segment, Lining, Statistical analysis

초  록 세그먼트 라이닝은 쉴드터널에서 공사 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구적인 터널 라이닝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구조체이다. 더욱이 세그먼트 라이닝은 쉴드터널의 공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그먼

트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개선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세그먼트 

라이닝의 시공을 위한 고성능 세그먼트의 최신 개발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여 세그먼트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세그먼트의 주요 설계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전 세계 2,100여개 세그먼트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그먼트 라이닝 외경, 세그먼트 주요 형상치수 

및 세그먼트 재질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어 쉴드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통계분석

1. 서 론

세그먼트 라이닝(segment lining 또는 segmental lining)

은 쉴드TBM으로 시공되는 쉴드터널에서 공사 중의 안

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터널 라이닝으로 

사용되는 중요 구조체이다. 세그먼트 라이닝은 운용 중

에 작용하는 지반하중과 수압을 지지해야 하며, 운반 

및 적치 관련 하중, 이렉터(erector)에 의한 설치 시의 

하중, 쉴드TBM의 추력에 의한 반력 등에 대해 충분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공사 중은 물론 운용 중에

도 충분한 방수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터널

공학회, 2008).
이러한 세그먼트 라이닝은 세그먼트라는 단위조각으

로 구성되며, 재질에 따라 강재 세그먼트, 철근콘크리트

재의 콘크리트 세그먼트, 콘크리트 세그먼트의 단면에 

지벨이 붙은 강판을 배치한 합성 세그먼트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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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쉴드터널의 직접공사비 비율 (일본 실적 참조)

구분 세그먼트 TBM장비 커터 및 비트 기타

직접공사비 비율(%) 25~40 10~20 10~15 25~50

그림 1. 세그먼트 라이닝 외경에 따른 세그먼트 참고가격(일본

터널기술협회, 2000)

된다(한국터널공학회, 2007).
세그먼트 라이닝은 쉴드터널의 직접공사비에서 약 

25~4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공 연장이 길

어지고 단면이 커질수록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게 되므

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세그먼트 라이닝의 설계가 쉴

드터널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장수호 등, 
2010).
일본에서는 쉴드터널의 건설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

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건설비용의 가장 

큰 절감방안 중의 하나로 세그먼트 기술 향상에 따른 단

가절감을 고려하고 있다(일본 쉴드터널신기술연구회, 2001). 
유럽에서도 TUNCONSTRUCT 프로젝트를 통해 세그먼

트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성

능 세그먼트들을 개발하였다(TUNCONSTRUCT, 2008). 
우리나라에서는 세그먼트 라이닝의 수치해석적 연구와 

세그먼트 배열방법에 대한 연구 사례들은 일부 보고되

고 있으나(김광진 등, 2006, 김정현 및 강경진, 2007, 
신종호 등, 2009), 세그먼트의 성능 향상을 위한 재료분

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세그먼트 개발동향, 특

히 제작비용의 절감을 위해 개발된 고성능 세그먼트 기

술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세그먼트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에 따

라 세그먼트 주요 설계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전 세계 2,100여개 쉴드터널의 설계자료들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두께, 폭, 분할수 등과 같은 세그먼트 형상 치

수들과 세그먼트 재질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경제적인 세그먼트 제작을 위한 고성능 세그먼트 
기술

2.1 세그먼트의 비용절감 방안

표 1은 일본 실적을 참조하여 정리된 쉴드터널의 주

요 시공재료 및 장비의 직접공사비 비율로서, 세그먼트

는 쉴드터널의 직접공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며 시공연장이 길어질수록 세그먼트의 공사비 비중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장수호 등, 2010). 또한 세그먼트의 

비용은 쉴드터널의 직경과 선형적으로 비례하기 때문

에, 터널의 단면이 커질수록 세그먼트의 직접비 비중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그림 1). 
쉴드터널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그먼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상의 개

선노력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적 및 경

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세그먼트의 비용절감 방안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들을 정리하면 각각 다

음의 표 2 및 표 3과 같다(일본 쉴드터널신기술연구회, 
2001).
이상과 같이 세그먼트의 이음부 시공, 규격화, 현장제

작 방안 등도 세그먼트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주된 방

안이나,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의 고성능화, 즉 세그먼

트의 재질에 중점을 두어 관련 기술들을 조사 및 분석

하였다.

2.2 세그먼트의 고성능화 기술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의 재료 및 재질 개선을 통해 

현행 대비 철근보강을 최소화하고 세그먼트 두께를 축

소시킬 수 있는 세그먼트들을 고성능 세그먼트로 정의

하였다.
쉴드터널의 적용 초기에는 세그먼트의 재질로서 강재

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콘크리트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철근보강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
하 RC) 세그먼트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RC 세그먼트는 부식 염려가 없고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강재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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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그먼트의 비용절감 방안(예)

방안 내용 및 기대효과

고속 이음시공 도모
⋅세그먼트 비용의 약 25%가 연결부와 관련

⋅볼트체결의 생략 기술 등

세그먼트 두께 축소

⋅고강도/초고강도 콘크리트에 의한 두께 축소

⋅터널 및 TBM장비 축소 가능(경제성 향상)
⋅두께 축소로 인한 휨강성 감소와 응력집중에 유의 필요

세그먼트 폭(길이) 증대
⋅분할 수가 적어 조립사이클 빨라지고 지수성 향상

⋅중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시공성 및 조립작업에 유의 필요

표 3. 세그먼트 제작의 합리화 방안(예)

방안 내용 및 기대효과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철근 가공조립비 절감

⋅철근 피복두께가 필요하지 않아 국부적인 손상 방지 가능

⋅구조성능의 향상(인성, 균열저항성, 피로/충격저항성 등)
⋅상대적으로 부식 방지 효과 높음

⋅화재저항성 높음(폭렬 방지)
⋅프리캐스트 부재에의 적용성 높음

⋅현장 제작시 유리

고유동 콘크리트
⋅진동다짐 최소화

⋅거푸집 운용회수 증가(예: 사용회수 2배 증가시, 비용절감 8%)

세그먼트 규격화 ⋅거푸집 비용 절감

현장제작 고려
⋅운반비 대폭 절감 가능

⋅용지 문제가 없는 경우 3,000~4,000링 이상이면 검토 가능

그러나 RC 세그먼트의 재료비에서 철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노무비에서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다. 따라서 현행의 RC 세그먼트에 대해

서 철근보강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들이 선

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콘크

리트의 고강도화를 통해 세그먼트의 설계두께를 저감

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철근보강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개

발사례로는 강섬유보강 콘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이하 SFRC) 세그먼트를 들 수 있다. 2004년
에 완공된 영국 CTRL(Channel Tunnel Rail Link) SFRC 
세그먼트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이후로,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SFRC 세그먼트의 적용이 증대되고 있다.
SFRC 세그먼트는 철근의 피복이 필요하지 않기 때

문에 세그먼트 모서리부 파손 등의 국부적인 손상을 방

지할 수 있고, 균열저항성과 인성 등의 구조성능 향상

을 기대할 수 있으며, 철근보강 저감을 통한 비용절감

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철근보강을 완전히 생략하는 100% SFRC 세그먼

트에 대한 사례는 극히 일부만 보고되고 있으며(Kasper 
등, 2008), 주철근과 강섬유의 적용을 병용하는 혼합방

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그림 2). 일본에서도 동

경도 중앙환상도로 신주쿠선 지하도로에 적용된 고유

동 SFRC 세그먼트에 의하여 일반 RC 세그먼트에 비하

여 주철근의 사용량을 34% 정도 크게 절감하고 배력철

근을 생략한 바 있다(Dobashi 등, 2006). 이외에도 SFRC 
세그먼트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SFRC 세그먼트처럼 일반화가 되진 않았으나 RC 세

그먼트를 대체하기 위한 또 다른 고성능 세그먼트로는 

합성 세그먼트(composite segment)를 들 수 있다. Zhang 
and Koizumi(2010)는 철판으로 구성된 세그먼트 내부

에 고유동 콘크리트를 채우고 전단 연결재를 결합한 합

성 세그먼트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설계법 제

안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그림 3). 이 합성 세그먼

트는 높은 내하력을 발현하였으며, 특히 항복 이후의 

뛰어난 연성으로 인해 내진 구조물에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외에도 합성 세그먼트와 다소 유사한 연성(duc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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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 SFRC 세그먼트 예(1) (b) 혼합 SFRC 세그먼트 예(2) (c) 일반 RC세그먼트 예

그림 2. 혼합 SFRC 세그먼트와 일반 RC세그먼트의 비교 예(Plizzari and Cominoli, 2005)

표 4. SFRC 세그먼트의 적용 사례

현장명 국가
쉴드터널 직경 

(m)
세그먼트

분할수

콘크리트 강도 

(MPa) 세그먼트 형식
강섬유 사용량

(kg/m3)

CTRL 해저터널 영국 7.85 9+1 60 철근+강섬유+PP
섬유

30

바르셀로나 지하철 9호선 스페인 12 6+1 50 철근+강섬유 30

마드리드 지하철 스페인 10 6+1 50 철근+강섬유 25

제노아 지하철 이탈리아 6.2 6+1 40 철근+강섬유 25

Orakei Main Sewer 
Hobson Division 뉴질랜드 3.7 6+1 50 100% 강섬유 40

Bright Water Sewer 
System 미국 3.7~5 5+1 50 100% 강섬유 40

그림 3. 고유동 콘크리트를 적용한 합성 세그먼트 예(Zhang 
and Koizumi, 2010) 그림 4. 연성 세그먼트의 예(Takashi 등, 2004)

세그먼트가 있다. Takashi 등(2004)은 박스 형태의 연

성주철 쉘구조와 철근보강 콘크리트를 결합한 연성 세

그먼트의 높은 강도와 높은 강성에 의해, 기존 RC 세그

먼트 대비 세그먼트 두께를 크게 감소하여 굴착단면적

을 7~10%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쐐기형 세그먼트 연결

방식을 함께 채용함으로 인해 볼트 박스를 생략하여 세

그먼트 표면이 매끄럽게 됨으로 인하여 수로터널 등에

서도 2차 콘크리트 라이닝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그림 4).
이상과 같은 보강재나 새로운 재질을 적용한 사례 외

에도, 고강도 또는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세그

먼트 라이닝의 두께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그먼트 라이닝의 두께

는 터널직경의 약 1/20 수준으로서(그림 5), 직경이 8 m
인 쉴드터널에서 세그먼트의 두께는 약 40 cm이나 직

경이 10 m인 경우에는 두께가 약 50 cm로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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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터널 직경과 콘크리트 체적 간의 상관관계(Groeneweg, 
2007)

표 5.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세그먼트 라이닝의 최소 허용 두께 분석 예(Groeneweg, 2007)

콘크리트 강도 분류 일반강도 고강도 초고강도
터널 심도

(m)콘크리트 강도 (MPa) 35~45 100~115 180~210

그라우팅 정도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세그먼트

두께 (mm)

315 725 n/a* 855 n/a* 805 11.1

370 640 n/a* 605 n/a* 635 19.3

425 535 180** 365 155 290 46.7

525 575 230 320 125 225 74.2

*  고려된 라이닝 두께 범위에서 최소 경계조건 없음 (모든 경우에서 안전수준 초과)
** 추정값

그림 6. 세그먼트의 주요 형상 치수

즉, 대단면 쉴드터널에서는 세그먼트 두께 증가가 시공

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고강도 콘크리

트를 기존 철근보강과 함께 적용할 경우, 세그먼트 라

이닝의 두께를 터널 직경의 약 1/58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roeneweg, 2007). 특히, 
세그먼트의 콘크리트 강도, 뒤채움 그라우팅 정도 및 터

널 심도를 함께 고려한 세그먼트 라이닝의 최소 허용 두

께에 대한 계산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3. 세그먼트 핵심 설계항목에 대한 통계 분석

3.1 분석 대상 세그먼트 형상 치수

세그먼트의 구조 및 형상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세그

먼트의 주요 형상치수 항목으로는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 두께, 폭, 세그먼트 링의 구성(분할수), 링 이음, 
반경방향 이음 등이 있다(그림 6).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은 쉴드터널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또한 세그먼트의 두께는 터널 

단면의 크기에 따라 지반조건, 심도, 하중조건 등에 의

해 결정되지만 터널의 사용목적이나 세그먼트의 시공

성에 지배되는 경우도 있다. 세그먼트의 폭은 세그먼트 

운반 및 조립의 편의성, 곡선구간에서의 시공성 등을 

고려할 때는 작은 것이 바람직하나, 누수방지, 시공속도 

향상 등을 위해서는 큰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세그먼트의 폭은 터널의 단면크기에 따른 시공실적들

을 고려하여 경제성과 시공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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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터널 연장 (b) 세그먼트 라이닝 외경

그림 7.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기본 정보의 분포 특성

그림 8.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과 세그먼트 두께의 상관관계

다. 세그먼트 링의 구성은 수 개의 A세그먼트와 2개의 

B세그먼트 및 정점부에 마지막으로 조립되는 한 개의 

K세그먼트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국토해양부, 
2010).
이외에도 세그먼트의 형상 치수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

에는 이음 방식, 테이퍼 량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의 형상 치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세그먼트의 

외경, 두께, 폭 및 분할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3.1절에서 언급한 세그먼트 주요 형상

치수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 세계 

2,147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총 2,147개이나 일부 정보가 누락된 자료

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효 자료수는 이보다 작다. 
특히, 형상 치수 이외에도 세그먼트의 재질에 대한 정

보도 수집하여 앞선 2.2절에서 살펴본 세그먼트 재질과 

관련된 기술동향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 쉴드터널의 연장과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 연장은 1.23 
km이었으며 평균 외경은 3.14 m로서 비교적 연장이 짧

은 소구경 쉴드터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그림 7). 
이는 세미쉴드에 가까운 소구경 터널에 적용된 일본의 

강재 세그먼트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이었

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3.3절에서 자세히 분석하였

다. 또한 최근 들어 중･대단면 터널에서 쉴드TBM의 적

용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시공실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구, 통신구, 
상･하수도 등과 같은 소단면 터널에의 쉴드TBM 적용사

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전체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들에 대해 세그먼트 라

이닝의 외경과 세그먼트의 두께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

시하면, 그림 8과 같이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정계수가 0.84로서 매우 양호

한 선형관계를 나타내었다. 세그먼트의 두께는 시공조

건을 고려한 구조해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야 하나, 현재까지 적용된 세그먼트의 두께는 라이닝의 

외경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선 3.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대다수는 강재 세그먼트임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들 상당수는 소단면 터널에 적용되었고 외경 

10 m 이상에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라이닝 외경

이 8 m 이상인 쉴드터널에서는 RC 세그먼트의 적용사

례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연성 세그먼트와 합성 세그

먼트들도 일부 적용되었다. 평균적으로는 연성 세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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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재 세그먼트 (b) RC 세그먼트

(c) 연성 세그먼트 (d) 합성 세그먼트

(e) 기타 재질의 세그먼트(SFRC 포함)

그림 9. 세그먼트 재질별로 적용된 라이닝 외경 분포

트가 적용된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이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SFRC 세그먼트를 포함한 기타 재질의 세그먼

트들도 현재까지 소단면 터널에의 적용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9).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 시공된 자료들이 

가장 많았으며 1980년대까지는 거의 대다수가 강재 세

그먼트로 적용되었으며 일부 RC 세그먼트 실적만이 조

사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강재 세그먼트의 적용 

비율이 약 12%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쉴드TBM이 

적용된 터널 단면의 증대와 새로운 세그먼트 재질의 활

용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RC 세그먼

트와 강재 세그먼트를 제외한 새로운 세그먼트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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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 개수 (b) 백분율

그림 10. 세그먼트 재질별로 적용된 라이닝 외경 분포

그림 11.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과 세그먼트 폭의 상관관계

표 6. 외국의 세그먼트 폭 적용사례(한국터널공학회, 2008)

일본 유럽 등

⋅일반적인 적용현황: 
0.3~1.2 m

  - 강재: 0.75~0.9 m
  - 콘크리트재: 0.9 m 이상이 

일반적

⋅최근 1.0~1.5 m 적용

⋅1.2~1.8 m 적용 (2 m 이하)
⋅연장이 3~5 km인 장대터널

에서는 길게 적용

그림 12.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에 따른 세그먼트 폭과 두께 

비율

적용사례가 1990년대의 2.4%에서 2000년대에 14.5%
로 증가하였다(그림 10).
반면, 세그먼트의 폭은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과 뚜

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그림 11), 이는 시

공속도와 지반조건 등과 같은 시공성에 의해 세그먼트

의 폭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수집된 자료들 가운데 가장 큰 세그먼트의 폭은 

2 m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소단면에서도 1 m 이상의 

폭이 적용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하지만 국토해

양부(2010)의 도로설계편람 터널편에서는 세그먼트의 

폭에 대해 1 m 이하의 사례들만 소개하고 있어, 시공속

도를 증대시켜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반조건이 양

호할 경우에는 세그먼트의 폭을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일

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세그먼트의 폭이 다소 큰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장대터널에서는 공사기간을 고

려하여 폭이 긴 세그먼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세그먼트 폭과 두께의 비율은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

경이 커질수록 음지수함수에 가까운 형태로 감소하는

데(그림 12), 이는 터널단면이 커질수록 터널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세그먼트 두께가 더욱 증가하는 반면, 
세그먼트 폭의 증가는 지반조건에 따라 제한적이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로부터 대단면 터널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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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세그먼트 라이닝 외경과 세그먼트 분할수의 관계

표 7.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에 따른 세그먼트 분할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세그먼트 라이닝 외경 (m)
세그먼트 분할수

평균 표준편차

0~2 5.68 0.50

2~4 5.70 0.53

4~6 6.16 0.43

6~8 6.48 0.65

8~10 7.73 0.80

10 이상 9.13 0.74

그림 14.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에 따른 세그먼트 평균 분할수

(a) RC 세그먼트 (b) 강재 세그먼트

그림 15. 세그먼트 라이닝 외경에 따른 RC 세그먼트와 강재 세그먼트의 두께 변화

세그먼트 두께가 중요한 설계항목임을 알 수 있다.
세그먼트의 분할수는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뚜렷한 상관관계를 얻기

는 어려웠다(그림 13). 따라서 세그먼트의 외경을 2 m 
간격으로 분석한 결과, 외경이 4 m 이하인 경우에는 

5~6분할이 일반적이며, 4~8 m에서는 평균적으로 6~7
분할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반면, 외경 8~10 m 조건에

서는 8분할이, 그리고 10 m 이상의 대단면 쉴드터널에

서는 9분할 이상이 일반적으로 적용됨을 파악할 수 있

었다(표 7 및 그림 14).

3.4 RC 세그먼트와 강재 세그먼트에 대한 통계 분석

본 절에서는 현재 중단면 및 대단면 쉴드터널에서 가

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RC 세그먼트와 본 연구

에서 수집한 자료들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강

재 세그먼트에 대하여 3.3절과 같은 통계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세그먼트 라이닝 외경에 따른 RC 세그먼

트와 강재 세그먼트 두께는 전체 자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그림 8 참조)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15). 즉, 선형회귀식의 절편값만 다소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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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 세그먼트 (b) 강재 세그먼트

그림 16. 세그먼트 라이닝 외경에 따른 RC 세그먼트와 강재 세그먼트의 폭 변화

(a) RC 세그먼트 (b) 강재 세그먼트

그림 17. 세그먼트 라이닝 외경에 따른 RC 세그먼트와 강재 세그먼트의 분할수 변화

을 뿐 기울기와 결정계수는 매우 유사하였다. 이로부터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과 비교할 때 세그먼트 두께에 

미치는 재질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RC 세그먼트의 폭은 결정계수가 낮긴 하지만 라이닝 

외경과 비교적 선형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

었으나, 강재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외경과 뚜렷한 상관

관계를 얻을 수 없었다(그림 16). 3.3절의 전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세그먼트의 폭은 세그먼

트의 재질과 외경보다는 시공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RC 세그먼트의 분할수는 결정계수가 0.71로서 라이

닝 외경과 양호한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강재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분산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림 17). 
이상과 같은 재질에 따른 분석결과는 전체 자료에 대

한 분석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라이닝 외경에 

따라 주요 형상치수들이 지배적으로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재질별로 시공조건에 적합한 요구

성능을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쉴드터널의 공사비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세그먼트 라이닝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최

근 개발된 고성능 세그먼트 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

으며, 전 세계 2,147개의 세그먼트 자료를 수집하여 세

그먼트 재질과 주요 형상치수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그먼트의 제작 비용절감을 통한 쉴드터널의 경제

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근보강을 최소화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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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먼트 두께를 축소시키기 위한 고성능 세그먼트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근보

강을 생략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SFRC 세그먼트, 합
성 세그먼트, 연성 세그먼트 등의 개발과 적용 사례

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현행의 RC 세그먼트에서도 

고강도 또는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하여 세그먼

트 라이닝의 두께를 축소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2.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세그먼트 설계･시공 자료들의 

통계 분석 결과, 1980년대에는 일부 RC 세그먼트 

실적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강재 세그먼트로 적

용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RC 세그먼트와 새로운 

세그먼트 재질들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합성 세그먼

트와 같은 새로운 세그먼트들의 적용 비율이 더욱 높

아지고 있다. 이는 쉴드터널 단면의 증대에 따른 경제

성과 시공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세그먼트 설계 및 시공 자료들

의 통계 분석 결과, 세그먼트의 두께는 세그먼트 라

이닝의 외경과 매우 양호한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으

며 재질에 따른 상관관계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라이닝의 외경으

로부터 세그먼트의 두께의 신뢰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터널 단면이 커질수록 세

그먼트의 폭보다 두께의 증가율이 더욱 커지기 때문

에, 대단면 터널일수록 세그먼트 두께가 중요한 설

계항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세그먼트의 폭은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쉴드TBM의 

굴진율, 지반조건에 따른 쉴드터널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그먼트의 폭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 가운데 가장 

큰 세그먼트의 폭은 2 m이었으며, 소단면 쉴드터널

에서도 1 m 이상의 폭이 적용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

되어 있어, 유사한 조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세그먼트의 폭이 긴 사례들이 많았다. 
따라서 지반조건이 양호한 장대터널을 위주로 세그

먼트의 폭을 증가시켜 시공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5. 세그먼트의 분할 수는 라이닝 외경이 4 m 이하일 경

우에는 5~6분할이 일반적이었으며, 외경 4~8 m 조
건에서는 평균적으로 6~7분할의 사례가 가장 많았

다. 반면, 외경 8~10 m 조건에서는 8분할이, 그리고 

10 m 이상의 대단면 쉴드터널에서는 9분할 이상이 

일반적으로 적용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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