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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methods for shield tunnel segment lining 

sectional forces

Chung-Sik Yoo, Hun-Min Jeon

ABSTRACT The segment lining which consists of segments and joints are main component of shield tunnel. 

There are a number of methods that are being used in design which compute the sectional forces of a ring of 

segment lining. The traditional design methods which do not consider the effect of joints have been commonly 

used for design procedure without a specific verification of structural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 of 

a comparative study for analytical and numerical models of the shield tunnel segment lining. For the traditional 

methods, the elastic equation method and the Duddeck & Erdmann method were considered. The ring-beam and 

the continuum analysis model were also considered as the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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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쉴드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의 부재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다루었다. 현재 쉴드 터널 

라이닝의 부재력 산정에는 이론해에 근거한 산정식을 적용하고 있다. 쉴드 터널 시공 시 사용되는 콘크리트 세그먼트는 

동일한 강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닌 이음부를 가지는 구조물이므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설계 

실무에서는 세그먼트라이닝의 구조해석 모델이나 설계하중 및 세그먼트 이음부의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과거의 국내외의 설계 자료를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쉴드 터널 

세그먼트 해석 및 설계 모델 중 관용계산방법과 Duddeck & Erdmann 모델을 이론식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비교 하였고 

수치해석에 의한 설계모델 중 보-스프링 모델과 연속체모델의 해석을 수행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세그먼트 라이닝의 

설계에 적합한 구조모델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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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818년 Brunel이 기계식 굴착 장비인 쉴드 공법을 최초로 고안한 이후 기계식 시공 기술은 계속 

하여 발전하여 19～20세기 초반에는 철도 도로 등의 많은 터널 공사에 쉴드 공법이 적용되어 왔다. 

20세기 이후에는 기계공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터널 기계화 시공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현재에는 도로, 철도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상하수도 터널 등 다양한 터널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도심지 터널 건설에 있어 시공시의 소음, 진동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장대 터널의 급속시공에 의해 경제적인 터널 시공이 가능한 기계화 터널공법 

(mechanized tunneling method)으로서 쉴드 터널공법 적용의 비중이 더욱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구덕 수로터널에 처음으로 TBM공법이 적용된 이례로 총 35건 가량의 

쉴드 TBM이 적용 또는 계획되었으며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KTA, 2008). 

쉴드 터널 설계시 필요한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에 있어서 구조해석 모델이나 설계하중 및 

지반정수 영향 등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 내외의 과거의 설계 자료에 관행적으로 의존하여 

단면력 산정에 있어 다소 과다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상환 200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그먼트 라이닝의 해석, 설계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그먼트 라이닝의 단면력 산정 방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최적의 설계법 정립을 의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1. 국가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쉴드 터널의 설계방법(Lee, 2001)

Country Method

USA Circular ring in elastic foundation method

UK Circular ring in elastic foundation method; Muir Wood's method

China Freely deformed circular ring method or circular ring in elastic foundation method

Japan Circular ring in local bearing elastic foundation method

France Circular ring in elastic foundation method; FEM

Germany Circular ring in local or total bearing elastic foundation method; FEM

Austria Circular ring in elastic found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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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용 계산법의 모델링

2. 세그먼트 라이닝 단면설계를 단면력 산정 모델

2.1 개요

쉴드 터널에서 세그먼트 라이닝의 구조적 기능은 지반하중과 수압을 지지하는 일반 지하구조물의 

기능 외에 쉴드 장비의 추진을 위한 반력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해석의 위치는 지반조건이 

불량한 곳을 선정하되 토피가 가장 낮은 구간, 수압이 가장 높은 구간 지반자립성이 낮은 구간 

상재하중이 큰 구간등과 같이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 구간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세그먼트의 상세설계는 시공 시 쉴드 잭의 추력에 대한 검토 및 완성 후 외력에 대한 

세그먼트와 이음부의 검토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적절한 설계모델을 사용하여 터널 횡 방향 및 종 

방향의 2방향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지반이 급변하는 장소, 

연약지반에서 지반침하가 현저한 장소 등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 구간의 종 방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터널은 횡방향의 평면 구조물로써 단면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터널 횡 방향 단면의 단면력 산정 모델에 국한하여 기술하였다(이영준 등, 2010).

2.2 이론해적 방법

2.2.1 관용계산 모델

종래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관용계산법은 세그먼트 이음부에 의한 강성 저하를 고려하여 동일한 

휨강성 EI(≤1)을 가지는 링(ring)으로 생각하고 반력을 산정한다. 이 η를 휨 강성의 유효율이라 

한다. 그러나 관용계산법은 이음의 존재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세그먼트 라이닝에 작용하는 단면력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과 같이 세그먼트의 세부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세그먼트의 두께 

산정과 같은 기본적인 설계 항목들을 산정하기 위해 관용계산법을 이용 할 수 있다. 관용계산 

모델에 적용하는 이론식은 이후 절에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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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uddeck & Erdmann analysis의 모델링

2.2.2 Duddeck & Erdmann analysis

Duddeck과 Erdmann(1985)이 제안한 연속체 해석 방법으로써 관용 계산 방법과 같이 강성이 

일정한 링(ring)에 유효강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터널과 지반의 상호작용 평가를 통해 

단면력과 변위를 강성계수의 함수로 유도한 이론 해로써 뒤채움 주입압등 단면력을 계산하는데 

효과적이며 하중과 하중에 대한 부재력을 빠르고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얕은 터널의 설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Duddeck과 Erdmann이 제안한 이론식은 이후 

절에서 기술하였다.

2.3 수치해석을 이용한 방법

2.3.1 보-스프링 모델

세그먼트 링(ring)을 휨모멘트에 대한 회전 스프링을 가지는 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다. K형 

세그먼트의 조립방식에 따라 1-링, 2-링등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세그먼트 이음부의 

강성 저하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 K형 세그먼트의 위치를 번갈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른바 

지그재그조립으로 중첩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세그먼트의 축 방향 이음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에서는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링 이상을 고려한 구조모델을 

설계 표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위하여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Computers and Structures, Inc.의 

SAP2000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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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스프링(beam-spring) 모델의 이음부에 대한 모델링

2.3.2 연속체 모델

연속체 모델은 지반이 균질하다는 가정 하에 탄성해 또는 탄소성해를 이용한 이론적인 설계법 

으로써 터널과 주변지반의 거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반조건이 등방균질조건이 

아닌 여러개의 불연속면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초기 지중응력이 등방조건이 아니라면 수치해석을 

이용한 연속체 모델을 사용한 터널해석이 필요하다.

수치해석은 토사터널이나 등방 균질한 조건에 유사한 암반에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 연속체 역학이 

적용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이나 유한차분해석(Finite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하고 

불연속체해석의 경우 개별요소법(Distinct Element Method)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ITASCA에서 개발한 상용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 2D v7.0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4. 무한탄성경계 조건에서의 유한차분해석 모델(Itasc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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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석 대상지반의 물성치

구분
지반의 단위중량 지반의 탄성계수 정지토압계수 프와송비

(   ) (   ) (

) ()

대상지반 20 30000 0.42 0.25

3. 단면력 산정을 위한 해석 조건 및 하중 산정

3.1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터널 매설심도에 따른 부재력의 명확한 검토를 위하여 터널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토압과 지반반력 그리고 자중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터널 

심도 15m, 30m, 51m를 고려하였으며대상 지반의 물성은 표 2와 같이 조밀한 사질토 지반에 

시공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또한 대상 지반은 탄성체로 거동한다고 가정하였다(유충식 등 2006). 

3.2 하중 산정

각 해석 방법에 적용된 하중모델의 모식도는 그림 5와 같다. 여기서 는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이며, 는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 는 터널 하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 은 

터널 하부에 작용하는 지반반력이고, g는 세그먼트의 자중을 말한다.

터널의 단면 설계에 있어서는 우선 터널 완성 후의 상태 즉 기본하중 조합에 대하여 검토하여 

부재의 여러 인자를 결정하게 되며 기본하중의 조합은 식 (1)과 같다.

Tunnel

Pv

Ph1

Ph2

Pvr=Pv+g

Tunnel

Pv

Pv

Ph1

Ph2

Tunnel
Ph

Ph

Pv

Pvr=Pv

관용계산법 보-스프링 모델
Duddeck & Erdmann analysis, 

연속체 해석

그림 5. 해석 방법별 적용된 하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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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압 + 수압 + 지반반력 + 자중 + (상재하중의 영향) (1)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의 산정에 있어서는 식 (2)으로 정의되는 Terzaghi의 Arching 

Theory(Terzaghi, 1943)에 근거한 이완 토압 사용하여 등분포 하중으로 산정하였으며 각 해석모델과 

해석 케이스별로 적용된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Pv)은 표 3과 같다.

 

 

× 







 







 (2)

세그먼트 하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은 계산 모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보-스프링 모델과 

Duddeck & Erdmann analysis 그리고 연속체 해석의 경우 상반부 토압과 동일한 크기로 산정하였 

으며 계산모델의 상하 하중평형을 고려해야 하는 관용계산법의 경우 아래쪽에서의 토압을 생각하지 

않고 상부의 연직하중에 세그먼트의 자중(g)을 더하여 평형상태인 지반반력이 아래쪽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해석모델과 해석케이스 별로 터널 하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Pvr)은 표 4와 

같다.

세그먼트의 양쪽 측벽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은 보-스프링 모델의 경우 연직토압과 스프링 라인 

위치에 연직토압에 각각 수평토압계수()를 곱하고 이 값이 터널 하부까지 비례하여 증가하는 

등변분포하중으로 산정하였다. 보-스프링 모델에 적용된 수평토압(Ph1, Ph2)은 표 5와 같다.

표 3. 해석케이스에 따라 적용된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 (단위: kN/m)

터널 직경

터널매설심도

Pv

3m 7m 11m

15m -122.15 -248.17 -353.12

30m -142.11 -362.34 -568.55

51m -145.65 -425.06 -731.22

표 4. 해석케이스에 따라 적용된 터널 하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 (단위: kN/m)

터널 직경

터널매설심도

Pvr

관용계산법 기타 해석 관용계산법 기타 해석 관용계산법 기타 해석

3m 3m 7m 7m 11m 11m

15m 132.76 122.15 267.03 248.17 382.57 353.12

30m 152.72 142.11 381.19 362.34 598.00 568.55

51m 156.25 145.65 443.91 425.06 760.67 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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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스프링 모델에 적용된 수평토압

(단위: kN/m)

터널직경

터널매설심도

3m 7m 11m

Crown

(


)

Bottom

(


)

Crown

(


)

Bottom

(


)

Crown

(


)

Bottom

(


)

15m 52.08 72.72 60.60 79.52 62.11 82.75

30m 105.83 165.40 154.51 214.08 181.25 240.83

51m 150.58 267.97 242.44 359.84 311.81 429.20

관용계산모델의 수평토압의 경우 터널의 정상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은 정상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에 수평토압계수를 곱한 것으로 하고 터널의 바닥부에는 식 (3)과 같이 계산하여 산정 

하였다.

 

(정상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 + 터널의 도심선 직경 × 흙의 단위중량) × 수평토압계수   (3)

관용계산 모델에 적용된 수평토압(Ph1, Ph2)은 표 6과 같다. 

Duddeck & Erdmann analysis과 연속체 해석의 경우 수평토압은 터널 정상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에 수평토압계수를 곱하여 등분포하중으로 산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수평토압(Ph)은 표 

7과 같다.

표 6. 관용계산모델에 적용된 수평토압 (단위: kN/m)

터널직경

터널매설심도

3m 7m 11m

Crown

(


)

Bottom

(


)

Crown

(


)

Bottom

(


)

Crown

(


)

Bottom

(


)

15m 52.08 76.50 60.60 84.89 62.11 86.37

30m 105.83 163.03 154.51 210.98 181.25 237.33

51m 150.58 240.71 242.44 331.19 311.81 399.51

표 7. Duddeck & Erdmann analysis와 연속체 해석에 사용된 수평토압 (단위: kN/m) 

터널직경

터널매설심도

Ph

3m 7m 11m

15m 52.08 60.60 62.11

30m 105.83 154.51 181.25

51m 150.58 242.44 3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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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그먼트 라이닝 단면력 산정

4.1 관용계산법

관용계산 방법에 적용된 하중은 3.2절에서 정한 값을 사용하였고 지반반력 계수()는 표 8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관용계산법의 구조 모델은 그림 6과 같다. 각 부재력은 표 9에서 보이는 

계산식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각 부재력의 발생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부재력을 더한 값을 최종 

계산결과로 사용하였다. 관용법에서 이음부의 효과를 고려한 휨 강성의 유효율()은 1로 하여 

단면력을 산정하였다. 또한 수평방향의 변위()는 복공 자중에 의한 지반 반력을 고려하여 산정 

하였다(정두희 등, 2007).

Tunnel

Pv

Ph1=Pv×K0

Ph2=[Pv+(Dc× γ)]×K0

Pvr=Pv+g

kδ

Ph1

Ph2

kδ


: 연직토압


: 지반반력


: 터널상부의 수평토압


: 터널하부의 수평토압

g : 세그먼트의 자중

 : 지반반력계수

 : 세그먼트의 수평변위

 : 지반의 단위중량


: 정지토압계수


: 터널의 도심선 직경

그림 6. 관용계산방법의 구조 해석모델

표 8. 관용계산 방법에 사용된 지반반력계수(日本鐵道總合技術硏究所, 2003) (단위: kPa)

흙의 종류 뒤채움주입 경화 후 N값에 의한 기준

사질토

매우치밀 300～500  ≤

치밀 100～300  ≤ ≺ 

중간, 느슨함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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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관용계산법에 의한 세그먼트 단면력의 계산 이론식

하중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연직하중(
)




sin 


  

 sin
  

 sin cos

수평하중(  )



cos 


  

 cos
  

 sin cos

수평삼각형하중

( 
  )




 cos  cos  cos 

× 

 


 


 









cos  cos  cos 

× 

 


 


 









sin  sin cos

 cos sin 
×     

수평

지반반력

()

 ≤  ≤



cos× ×

 cos×× ×
 sin×× ×






≤  ≤



 sin
cos×× ×



cos cos


sincos×× ×

sin cos cos∙ sin
×× ×

자중

()

 ≤  ≤







   sin 




  ×  ×



  sin 



   ×  ×


  cos  




  ×  ×






≤  ≤ 





sin 










sin ××



sinsinsin 





cos××

coscossin





 ××

수평방향 변위()

복공 자중에 의한 지반 반력을 

고려하지 않는경우


 


 
 

 




복공 자중에 의한 지반 반력을 

고려하는 경우


 


 
 

 




 :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  : 터널 하부에 작용하는 지반반력

 :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수압  : 터널 하부에 작용하는 수압

 :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  : 터널 하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

 :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수평 수압  : 터널하부에 작용하는 수평 수압

 : 지반반력 계수  : 터널의 천정부에서부터 잰 각도

 : 세그먼트의 단위길이 당 자중  : 휨 강성의 유효율

4.2 Duddeck & Erdmann analysis

Duddeck & Erdmann analysis에 사용된 이론식은 표 10과 같으며 대상지반과 세그먼트 라이닝의 

거동은 일체로 거동하는 형태(full bond)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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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Duddeck & Erdmann Formulae(Duddeck et al, 1985)

Full bond Tangential slip

최대 휨 모멘트

(
max

)











×



















평균축력

( )













축력변화값

( )






 































방사상 등변위

()



















최대변위

(
max

) 


































 : 터널에 작용하는 연직토압  : 터널의 단면 2차 모멘트

 : 터널에 작용하는 수평토압  : 세그먼트 라이닝의 프와송 비

 : 터널의 도심선 직경  : 세그먼트 라이닝의 탄성계수

 : 터널 주변 지반의 탄성계수  : 지반의 측방향 토압계수

4.3 보-스프링 모델

4.3.1 세그먼트 라이닝과 주변지반의 모델링

보-스프링 모델에서 세그먼트 라이닝과 주변지반의 거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Muir wood, A. 

M.(1975) 의 이론 해를 기본 식으로 하고 뒤채움 주입과 주변지반의 2층 변형특성을 고려하여 식 

(4) 를 이용하여 지반반력스프링 계수( )을 산정하였다. 

 
  


 (4)

여기서, 뒤채움 주입강성을 고려한 환산 변형계수()는 다음 식 (5)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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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bEob

EogEog

Grout for 

backfilling

Grout for 

backfilling

GroundGround

HH

HqHq

HbHb


: 세그먼트 도심선 반경


: 세그먼트 도심선 직경


: 세그먼트 외경


: 뒤채움 주입강성을 고려한 환산 변형계수


: 뒤채움 주입변형계수


: 뒤채움 주입과 접하는 지반 변형계수

그림 7. 뒤채움 주입재와 지반의 2중 구조

Spring

Spring release

Rotary 

Spring

Shear Spring

그림 8. 지반반력 스프링의 모델링 그림 9. 전단 스프링과 회전스프링의 적용

 







  tan













 tan





  tan







  tan







 (5)

또한 보-스프링 모델에 지반반력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지반반력 스프링을 적용 시킬 경우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흙은 인장거동에 대한 저항력이 없으므로 그림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터널 

천장부분에서 ±45°에 위치한 지반반력 스프링은 제거하여 모델링 하였다.

4.3.2 세그먼트 이음부의 설계정수 산정

보-스프링 모델에서 반경 방향의 이음부는 회전스프링으로 고려하고 링 간의 이음부는 전단스프 

링을 이용하여 지그재그로 연결된 2개의 링의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게 된다(日本鐵道總合 

技術硏究所, 2003). 그림 9는 보-스프링 모델에서 사용된 전단 스프링과 회전스프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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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휨모멘트

b : 세그먼트의 폭


 : 볼트의 단면적

 : 회전각

x : 압축외연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h : 세그먼트의 두께

d : 유효 깊이

n : 영 계수비

그림 10. 회전스프링 계수의 산정조건

반경방향 이음부의 회전스프링 계수( )은 이음부에 인장부재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그림 10의 

조건에 의해 식 (6)로 구할 수 있다.









 

 (6)

여기서 압축외연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는 식 (7)로 산정하였다.

 


  





  (7)

보의 변형 이론 해에 의한 세그먼트 축 방향 이음의 전단강도 산정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평판형 

RC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식 (8)과 식 (9)와 같이 나타낸다. 링간 이음부의 전단 스프링 계수( )는 

반경방향과 접선방향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되는데 반경반향의 전단스프링 계수( )는 

식 (8)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접선방향의 전단스프링계수( )는 식 (9)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日本鐵道總合技術硏究所, 2003).












 (8)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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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I : 세그먼트의 단면이차 모멘트

b : 세그먼트의 폭

b` : 세그먼트 축방향의 이음간격

h : 세그먼트 높이

G : 전단탄성계수

v : 프와송 비

그림 11. 전단스프링 계수의 산정조건

표 11. 보-스프링 모델에 사용된 이음부의 설계정수 (단위: kN/m)

터널의 직경
전단스프링 계수

회전 스프링 계수
반경방향 접선방향

3 m 775111 1453333 48458

7 m 1042014 1953777 88874

11 m 1172859 2199111 141421

해석에 사용된 전단 스프링계수와 회전스프링 계수는 표 11과 같다.

 

4.4 연속체 해석 

4.4.1 주변지반 모델링

유한 차분해석을 이용한 지반의 해석 조건은 원형터널의 축을 중심으로 한 평면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무한 탄성경계 조건을 반영하였다. 또한 원형 터널의 대칭성을 반영하고 단순화 하여 1/4 

단면만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대상 모델과 경계조건은 그림 12와 같다. 

5
D

그림 12. 유한차분망을 이용한 대상지반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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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속체 해석에 사용된 지반의 물성

지반의 단위중량 지반의 탄성계수
프와송비

(   ) (   )

대상지반 20 30,000 0.25

Flac 2D v7.0 의 FISH 함수를 이용하여 유한 차분망을 만드는데 사용하였으며 그림 1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터널 중심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요소의 크기가 증가하도록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이는 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작고 많은 요소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더욱 정확한 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요소망은 총 900개가 사용되었으며 모델의 크기는 터널 중심으로부터 터널 직경의 5배 이격된 

위치에 설정하여 경계조건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 시켰다. 지반의 물성은 전체 모델이 하나의 

물성일 지닌 연속체로 모델링 하였고 해석에 사용된 지반의 물성은 표 12와 같다.

모델의 경계조건으로는 그림 13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모델의 수직방향의 경계에서는 수평방향 

으로 고정시켰으며 반대로 수평방향의 경계는 수직방향으로 고정시켜 지반에 의한 터널의 거동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2 세그먼트의 구성요소 모델링

유한 차분해석을 이용한 세그먼트 라이닝의 모델링은 보 요소로 수행하였으며 주변의 지반과 

세그먼트 라이닝과의 거동은 일체거동(full bond)로 모델링 하였다. 터널의 라이닝과 지반의 경계 

조건이 만나는 부분은 반경방향으로 고정시켜 모델링 하였다. 세그먼트 모델링을 위해 산정한 보 

요소의 물성은 표 13와 같다. 

표 13. 연속체 해석에 사용된 세그먼트 라이닝의 보 요소 물성

터널의 직경

세그먼트의 

단위중량

세그먼트의 

탄성계수

세그먼트의 

단면적

세그먼트의 

두께 

단면 2차 

모멘트 프와송비

(   ) (   ) (   ) (  ) (   )

3 m 25 32 0.27 0.3 0.002025 0.2

7 m 25 32 0.48 0.4 0.00225 0.2

11 m 25 32 0.75 0.5 0.006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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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구조해석 방법에 따른 세그먼트 라이닝 모멘트의 변화

5. 해석 결과의 비교분석

5.1 구조 해석방법에 따른 부재력의 변화 비교

본 절에서는 구조해석방법에 따른 각 모멘트와 축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를 터널 

구조물을 천정부분에서부터 원의 둘레를 따라 바닥 부분까지 계측된 부재력을 그림 13과 그림 14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도시하였다. 비교 항목은 앞 절에서 언급된 2링이 고려된 보-스프링 모델, 

관용계산법, 유한차분해석 결과와 Duddeck & Erdmann 모델, 네 가지의 구조해석 결과를 각각 

도시하였다. 

그림 14은 구조해석 방법에 따른 모멘트의 변화를 터널의 둘레에 따라 도시한 그래프이다. 

세그먼트 라이닝을 이음부가 없는 일정한 강성을 지니는 강체로 모델링한 관용계산방법, Duddeck 

& Erdmann 모델과 연속체해석 같은 경우 최대 정모멘트는 터널의 천정과 바닥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 부모멘트는 터널의 스프링 라인 위치에서 발생하였다. 이음부에 의한 강성 저하가 고려된 

보-스프링 모델의 경우 최대 모멘트는 터널의 천정부에서 발생하였지만 최대 부모멘트는 이음부의 

위치와 하중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관용계산법에서 휨 강성의 유효율을 1로 적용시켜 이음부의 존재로 인한 휨 강성의 

저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유한 차분해석과 4%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매우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 

었으며, 최대 모멘트는 보-스프링 모델과 비교하여 17%, Duddeck & Erdmann 모델과 비교하여 

22% 큰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보-스프링 모델의 이음부를 직접 모델링 하여 세그먼트 

라이닝의 휨강성의 저하를 직접 모델링 할 수 있고, Duddeck & Erdmann 모델의 경우 일정한 

강성의 링으로 모델링 된 이론식이지만 휨강성의 저하율()을 적절하게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 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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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터널의 매설심도에 따른 최대 모멘트의 변화 그림 16. 터널의 매설심도에 따른 최대 축력의 변화

그림 14. 구조해석 방법에 따른 세그먼트 라이닝 축력의 변화

그림 14는 구조해석 방법에 따른 축력의 변화를 터널의 둘레에 따라 도시한 그래프이다. 축력 

또한 모멘트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스프링 모델의 경우 최대축력의 발생 위치와 

최대 부재력이 세그먼트 이음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스프링 모델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세그먼트 라이닝의 세부 설계를 수행할 경우 세그먼트 이음부의 위치 

산정과 이음부의 설계정수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5.2 터널매설심도와 터널 직경에 따른 부재력의 관계 비교

본 절에서는 터널의 매설심도에 따른 최대 부재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림 15터널의 매설 

심도에 따른 발생 최대모멘트를 도시한 그래프이며, 그림 16터널의 매설 심도에 따른 최대 축력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이다. Terzaghi의 이완하중의 영향으로 심도가 깊어질수록 부재력이 크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하중에 따른 부재력의 증가폭이 점점 완만해지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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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터널의 직경에 따른 모멘트의 변화 그림 18. 터널의 직경에 따른 축력의 변화

각 해석 케이스에 대해서 동일한 하중 조건일 경우 Duddeck & Erdmann 모델이 부재력을 가장 

게 평가하였고, 이음부의 휨강성이 고려되지 않은 관용법과 연속체 해석의 경우 부재력을 가장 

크게 평가 하였다. Duddeck & Erdmann 모델을 기준으로 최대 모멘트가 보-스프링 모델의 경우 

5%크게 평가되었으며 관용 계산모델의 경우 20%정도가 크게 평가 되었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터널의 직경에 따른 부재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관용계산법과 

유한차분해석의 경우 해석 결과의 차이가 3% 미만으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해석적인 

방법과 수치적인 방법의 차이가 3% 미만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멘트를 

도시한 그래프에서는 터널의 직경이 커질수록 Duddeck & Erdmann 모델의 결과가 보-스프링 

모델의 결과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이음부의 개수와 세그먼트 라이닝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의 차이라고 판단되며, 이음부의 개수에 따른 모멘트의 거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세그먼트 이음부의 강성변화에 따른 보-스프링 모델의 거동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구조해석 방법에서의 최대 논점은 세그먼트 간 이음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세그먼트의 이음부의 강성에 따른 부재력의 

변화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그림 19와 그림 20은 세그먼트 이음부의 설계정수인 

회전스프링 계수와 전단 스프링계수에 변화를 주었을 때 터널 둘레의 발생 부재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기본 스프링계수의 산정은 鐵道構造物等設計標準·同解說(2003)의 

기준을 따라 산정하였으며 기준값에 각각 3배 또는 5배의 값을 곱하여 스프링정수의 변화에 따른 

터널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쉴드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의 부재력 산정법 비교연구

Vol. 14, No. 3, May 2012 177

그림 19. 세그먼트 이음부의 강성변화에 따른 보 스프링 모델의 모멘트 비교

그림 20. 세그먼트 이음부의 강성변화에 따른 보 스프링 모델의 축력 비교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세그먼트 라이닝에 발생하는 부재력의 분포형태는 이음부 요소의 

위치와 이음부의 스프링계수 값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스프링 계수의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일정 

강성을 지닌 관용계산 모델의 결과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용계산방법이나 Duddeck & Erdmann 모델과 같이 

일정한 강성을 지닌 빔 요소에 휨강성의 유효율을 적용하는 모델의 경우 부재력을 과대평가하여 

과다 설계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세그먼트의 이음부를 직접 모델링하는 보-스프링 모델과 

같은 경우 이음부의 강성을 과소평가할 경우 설계된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 이음부의 강성을 평가하는데 큰 노력과 주의가 요구될 것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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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스프링 모델에서 링의 수에 따른 거동 비교

일본의 鐵道構造物等設計標準·同解說(2003)에서는 터널의 횡방향 검토에서 터널의 구조는 보-스프링 

모델로 모델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링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개의 링을 모델링 하였을 때와 일반적으로 구조설계에 많이 사용되는 

2링 보-스프링 모델의 비교를 통하여 부재력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그림 21는 1링 모델과 2링 모델의 발생 모멘트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1링 모델의 경우 최대 

모멘트는 터널의 정상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링 모델의 경우 최대 모멘트는 

두 번째 첫 번째 회전스프링이 있는 지점에서 나타났다.

그림 21. 1링 모델과 2링 모델의 발생 모멘트 비교

그림 22. 1링 모델과 2링 모델의 발생 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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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링 모델과 2링 모델의 최대 모멘트의 발생 원인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링 모델의 경우 최대 모멘트의 발생 원인은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토압인데 반하여 

2링 모델의 경우 최대 모멘트는 최대모멘트를 관측한 다음 링의 세그먼트 이음부가 존재하는 

위치에 최대 모멘트가 발생한다. 즉 2링 모델의 경우 최대 모멘트는 세그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음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발생 축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음부의 위치와 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조건에 대하여 최대축력의 경우 1링 모델의 경우 60～100° 사이의 

스프링 라인 위치에서 나타났으며 2링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0～90° 사이의 스프링 라인 

위치에 발생하였으나 축력의 발생 양상이 이음부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음부의 위치, 키 세그먼트 배치, 이음부의 개수에 따른 세그먼트 라이닝의 거동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쉴드 터널의 세그먼트 라이닝 단면력 산정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 관용계산 방법과 Duddeck & Erdmann analysis의 설계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론해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보-스프링 모델과 연속체 모델의 설계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Duddeck & Erdmann 모델을 기준으로 보-스프링 모델의 경우 부재력이 5%정도 크게 산정되었 

으며 관용계산 모델과 연속체 해석의 경우 20%정도 크게 산정되었다. 이 수치는 하중상태와 

휨 강성의 유효율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동일한 하중 모델일 경우 Duddeck & Erdmann 모델이 

부재력을 가장 적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이음부에 의한 휨 강성의 유효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른 차이로 판단되며 보-스프링 모델과 이음부의 위치, 키 세그먼트 배치, 

이음부의 개수에 따른 세그먼트 라이닝의 거동에 관한 추가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스프링 모델에서 이음부 스프링의 강성을 증가시키면 일정 강성을 지닌 관용계산방법의 결과에 

수렴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설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용계산방법이나 Duddeck & Erdmann 

모델과 같이 일정한 강성을 지닌 빔 요소에 휨 강성의 유효율을 적용하는 모델의 경우 부재력을 

과대평가하여 과대 설계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세그먼트의 이음부를 직접 모델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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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프링 모델과 같은 경우 이음부의 강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3. 보-스프링 모델의 경우 1링을 모델링 하는 조건과 2링을 모델링 하는 조건은 최대 부재력의 

발생 요인이 다르며 1링 모델의 경우 최대 부재력의 발생 원인은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토압인데 반하여 2링 모델의 경우 최대 부재력은 다음 링의 세그먼트 이음부가 존재하는 위치에 

최대 모멘트가 발생한다. 

4. 본 연구결과는 제한된 조건에 대한 검토에 국한되며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공조건 및 세그먼트 설계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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