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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터널에서 중간슬래브와 측압계수에 따른 

세그먼트 라이닝의 거동분석

이호성*, 문현구

Behavior of the Segment Lining due to the Middle Slab and the 

Lateral Pressure Coefficient in Duplex Tunnel

Ho Seong Lee*, Hyun Koo Moon

Abstract We analyzed the behavior of the lining segments considering the middle slab and lateral pressure coefficients 

when planning the construction of a duplex tunnel for the underground network. Reviewed segment lining analysis 

for research, the analytical model was determined for duplex tunnel. Also reviewed the vertical load, and a load 

of middle slab is considered the static load and the live load by vehicles. Section force by middle slabs a load 

applied was mainly generated in the lower tunnel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bending moment. In addition, the 

bending moment acting direction changes appeared with a large variable, and the section force according to the 

load applied to the middle slab is relatively constant and the effect on the segment lining from the smallest section 

force of the lateral pressure coefficient of 1.00 was found to occur appears most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o identify the behavior of the slab and the segment lining by the effect of the lateral pressure coefficient 

(K) of the duplex tunnel will be able to present a method of the duplex tunnel structure is reasonable and economical 

design.

Key words Duplex tunnel, Segment lining, Lateral earth pressure coefficients, Middle slab

초  록 대심도 지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심도 복층터널의 계획 시 세그먼트 라이닝의 거동을 주요 구조물인 

중간슬래브와 측압계수(K)에 따라 검토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세그먼트 라이닝 해석법을 검토하였고, 대심도 

복층터널에 적합한 해석 모델을 결정하였다. 또한 연직하중에 대해 검토하였고, 중간슬래브 하중은 슬래브 자중

인 정하중과 차량에 의한 활하중을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에 따른 단면력은 터널 하부에 

주로 발생하였고 휨모멘트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휨모멘트 작용 방향의 변화가 큰 변수로 나타

났고,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에 따른 단면력의 크기는 비교적 일정하여, 단면력의 발생이 가장 작은 측압계수 

1.00에서 세그먼트 라이닝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복층터널의 

슬라브와 측압계수(K)의 영향에 의한 세그먼트 라이닝의 거동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복층터널 구조

물 설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복층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측압계수, 중간슬래브

1. 서 론

프랑스 파리의 A86 지하도로(Fig. 1), 스페인 마드리

드의 M30도로 등 세계 주요 대도시들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하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런 도심지 지하도로 구

축은 포화된 지상개발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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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 section of duplex tunnel A86 in France

Fig. 2. The distribution of loads used in the usual calculation 

method

Pv : vertical load, Ph: horizontal load 

g : segment lining self-weight  

Dc : tunnel diameter, 

δ : horizontal dispalcement of lining

K0 : static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k : ground reaction coefficient, γ: ground unit weight

도시공간의 친환경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이

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지하 굴착으로 인한 

고비용, 관련 기반 기술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통 집중과 정

체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과대한 교통 혼잡 비용이 발

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의 지하 네트워크의 개발은 서울시의 U-Smartway

로 제안된 적이 있으며, 보상비용의 최소화, 터널 공간

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지하 40 m이상의 대심도에서 

소형차전용 복층도로로 검토된바 있다.

하지만, 대심도 복층터널의 국내 건설 현황은 전무하

며 국외에도 시공사례가 많지 않은 신기술로서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대심도 복층터널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

술개발 연구로서 대심도 복층터널의 주요 구조물인 교

통 하중을 지지하는 중간슬래브 하중과 세그먼트 라이

닝의 역학적 거동과의 연관성을 암반의 측압을 변수로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2. 터널의 세그먼트 라이닝 작용하중

세그먼트 라이닝에 작용하는 하중은 자중, 연직하중, 

수평하중, 지반반력, 수압, 뒤채움 주입압, 부력 등이며, 

이 하중들은 연직방향 하중, 수평방향 하중, 반력의 형

태로 모델링된다.

Fig. 2는 관용계산법의 하중 모델로 세그먼트 라이닝

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하중 적용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연직토압은 수평토압 및 반력 산정의 주 변수로 

작용하며, 이것은 해당 지반 특성에 적합한 연직하중의 

산정이 세그먼트 라이닝의 역학적 거동의 중요 요소라

는 것을 의미한다.

2.1 연직하중의 산정방법

일반적으로 국내의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에서는 연직

하중 산정을 위해 3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2.1.1 Terzaghi 이론식

Terzaghi 이론식(1946)은 지반을 연속체로 가정한 후 

한계평형이론에 근거하여 유도된 이완하중산정 이론식

이다. Fig. 3은 비점착성의 건조한 조립토에서의 이완하

중 형태를 나타낸다. Terzaghi는 점착력이 없는 지반과 

점착력이 있는 지반에서의 이완하중을 이론식으로 각

각 식 (1) 및 식 (2)와 같이 제시하였다.



×tan

×  
 tan

  (1)



×tan

×   
 tan

  (2)

여기서,  × 

 × tan

 , 
B는 지반이완범위, b는 터널폭, m은 터널높이

C는 점착력, 

Φ는 내부마찰각, 

γ는 지반단위중량, K는 측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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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ified ground load classification table of Terzaghi (Deere et al. 1970 : Rose, 1982)

Rock condition RQD Ground load height, Hp (m) Remarks

1. Hard and intact 95~100 0
Light lining required only if spalling or 

popping occurs

2. Hard stratified or schistose 90~99 0~0.5 B

Light support, mainly for protection 

against spalls

Load may change erratically from point 

to point

3. Massive, moderately jointed 85~95 0~0.25 B -

4. Moderately blocky and seamy 75~85 0.25 B~0.20 (B + Ht)

Types 4, 5, and 6 reduced by about 50% 

from Terzaghi value because water table 

has little effect on rock load(Terzaghi, 

1946: Brekke 1968)

5. Very blocky and seamy 30~75 (0.20~0.60) (B + Ht)

6. Completely crushed but 

chemically intact
3~30 (0.60~1.10) (B + Ht)

6a. Sand and gravel 0~3 (1.10~1.40) (B + Ht)

7. Squeezing rock, moderate depth NA (1.10~2.10) (B + Ht)
Heavy side pressure invert struts required 

Circular ribs are recommended

8. Squeezing rock, great depth NA (2.10~4.50) (B + Ht) -

9. Swelling rock NA
Up to 250ft irrespective of 

value of (B + Ht)

Circular ribs required In extreme cases, 

use yielding support

Table 2. Case of overburden pressure applied many countries and the model of lining design

Country Design Model Design Earth Pressure

Australia
All-around spring model

(Muir Wood Curtis model)
Full weight of overburden

United Kingdom Muir Wood method Full weight of overburden

France All-around spring model or FEM Full weight of overburden

Germany
H≤2D: partial spring model (crown section)

H≥2D: all-around spring model
Full weight of overburden

Germany
Partial spring model

Schulze-Duddeck method
Full weight of overburden

China Empirical Method Full weight of overburden

USA Elastic support ring Full weight of overburden

Fig. 3. Terzaghi loosening earth pressure

2.1.2 Terzaghi 암반분류법

Terzaghi 암반분류표는 암반의 풍화 정도, 강도, 절리 

발달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여 암반하중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한 수정 Terzaghi 

암반분류법이 Rose(1982)에 의해 Table 1과 같이 제안

되었다.

2.1.3 전토피압

전토피압은 토피고(H)와 지반의 단위중량(γ)에 의해 

식 (3)과 같으며, Table 2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전토피

압을 연직하중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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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uddeck & Erdmann analysis model

Fig. 5. Analysis Models

 × (3)

이 3가지 연직하중 산정방법은 적용 지반 특성에 따

라 그 결괏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지

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Terzaghi 이론식(점착력 고려 시)의 경우 토사터널이

나 불량한 암반터널에 적합하며, 연암이상의 양호한 지

반조건인 경우 토피고에 상관없이 음의 이완하중 값 산

정됨(Ryu et al., 2012)에 따라 암반터널 적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Terzaghi 암반분류법은 일반적으로 이

완영역이 발생하는 암반터널에 주로 적용되지만, RQD 

값을 이용함으로 설계 시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단

점이 있다. 전토피압의 적용은 상재하중이 모두 터널에 

작용하는 천층 토사터널이나 양호한 암반터널에 적합

하다.

2.2 대심도 복층터널의 연직하중 산정

국내에서 대심도 복층터널이 유력시 되는 서울시의 

지질은 경기변성암 복합체와 서울 화강암으로서 비교

적 신선한 지반에 해당한다. 지하로 들어갈수록 암반은 

견고해짐에 따라, 대심도 터널이 건설될 지반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터널 

굴착 중 이완영역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Terzaghi 암반분류법을 연직하중의 산정에 사용하였다.

3. 세그먼트 라이닝 단면적 산정 모델

세그먼트 라이닝의 설계에는 라이닝의 단면력을 구하

기 위해 해당 지반하중 및 구조특성을 고려한 단면적 

산정 모델이 이용된다. 해석 모델은 계산 방법에 따라 

이론해적 방법, 수치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

반적인 설계에서는 이론해적 방법에서 고려된 하중 모

델을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단면력을 산정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해적 방법 중 Duddeck & Erdmann 

(1985)이 제안한 하중 모델을 기반으로 빔-스프링 및 

추가 하중을 결합하여 구조해석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모델로 사용하였다. 

3.1 관용계산 모델

관용계산법은 이론해적 방법으로 세그먼트 이음부에 

대한 강성저하를 고려하여 동일한 휨강성(ηEI(η≤1))을 

가지는 링으로 생각하고 반력을 산정한다. 관용계산법

은 이음의 존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

반적인 설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쉽고 간편하게 세

그먼트에 작용하는 단면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설

계 초기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3.2 Duddeck & Erdmann analysis

Yoo, C.S., Jeon, H.M.(2012)에 따르면 Duddeck & 

Erdmann 해석법(1985)은 연속체 해석방법으로 터널과 

지반 상호작용의 평가를 통해 단면력과 변위를 강성계

수(지반과 구조물의 강성비)의 함수로 유도한 이론해로 

뒤채움 주입압 등 단면력을 계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

로 기술되고 있으며, 해석모델은 Fig. 4와 같이 제시되

었다.

3.3 빔-스프링(Beam-Spring) 모델

빔-스프링 모델은 세그먼트의 이음부를 휨모멘트에 

대한 회전 스프링을 가지는 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단면력 산정에 정확도가 높지만, 이론해 산정에 어려움

이 있어 주로 구조해석 프로그램 사용 시 적용된다.

3.4 해석 모델의 결정

이 연구는 암반의 측압에 따른 복층터널 세그먼트 라

이닝의 역학적 거동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암반터널

의 이완하중 적용을 위한 연직하중의 산정에 Terzaghi 

암반분류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Terzaghi 암반분류법

으로 하중 산정 시, Fig. 5의 좌측모델과 같이 기존 토

사터널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다리꼴 형태로 작용하는 

수평하중 적용 방법은 터널 하부의 하중이 너무 과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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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 and feature for segment lining 

Outer diameter 14.00 m

Inner diameter 13.20 m

Segment thickness 0.40 m

Segment width 2.00 m

Segment Type Rectangular Segment

Division of segment 7

Fig. 6. Compact vehicle model (Choi, H.J.,(2009))

Fig. 7. 2-Layer structure

Fig. 8. Rotational spring

게 계산됨에 따라(Terzaghi 암반분류법 2등급 하중 

0.5B 적용시, 바닥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이 천단의 3배

에 달함) Fig. 5의 우측모델과 같이 Duddeck & 

Erdmann analysis에서 사용되는 하중 적용 모델을 바

탕으로 보-스프링 요소, 주입압 및 수압, 지반스프링을 

적용하여 하중모델을 결정하였다.

4. 하중 및 구조계산

4.1 터널 제원

고려된 복층터널은 2층으로 구성된 4차선 대단면 터

널로 국내 소형차 전용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하여 직

경 14 m로 검토하였다. 세그먼트 라이닝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조 형태로 설정하였으며, Table 3은 세그먼

트 라이닝 주요 구조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4.2 하중 산정

구조해석을 위하여 세그먼트 라이닝에 연직하중, 수

평하중, 반력(연직하중에 대한), 뒤채움 및 수압, 중간슬

래브 하중을 적용하였으며, 터널변형으로 인해 발생하

는 반력은 지반스프링에 의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

로 적용되었다.

4.2.1 지반 하중

연직하중은 Terzaghi 암반분류법을 이용하여 산정하

였다. 서울의 지질학적 특성과 심도 40 m 이상의 대심

도를 고려하여 암반은 신선하고 견고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연암(단위중량은 23 kN/m
2
)으로 설정하여 암

반분류표의 1∼3등급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

였으며, 하중값은 해당 등급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댓값인 0.5B (B:터널폭)를 적용하였다. 

수평하중은 연직하중과 측압계수로 부터 산정하였으

며, 측압의 변화에 따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0∼2.0의 

값을 9가지 Case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그리고 뒤채움 

및 수압은 일반적인 값인 0.2 MPa를 적용하였다.

4.2.2 중간슬래브 하중

슬래브에 작용하는 주요하중은 정하중(중간슬래브의 

중량)과 활하중(차량이동)으로 설정하였고, 슬래브의 

제원을 폭원 13.2 m, 길이 2.0 m, 두께는 0.4 m로 설정

하여 중간 슬래브 하중으로 적용하였다.

활하중의 경우 국내 도로교에 적용되고 있는 차량하

중 기준인 DB하중이 중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소형차 전용도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큰 값이기 때문

에 Fig. 6과 같이 ｢소형차 전용도로교에 관한 차량활하

중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에 제시된 소형차 모델을 바탕

으로 정체되어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하중을 산정하였다.

4.3 설계 계수 산정

4.3.1 지반스프링 계수

세그먼트 라이닝과 주변지반의 연동된 거동을 반영하

기 위해 Muir wood, A. M.(1975)의 이론 해를 기본 식

으로 하여 Fig. 7과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뒤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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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ending moment (Case 1, K=0.00, 2.00)

Fig. 10. Bending moment (Case 1, 2 K=1.00)

Fig. 11. Member forces by K

주입과 주변지반의 2층 변형특성이 고려된 지반반력스

프링 계수(Kr)을 식 (4)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4)

여기에서 E0는 뒤채움을 고려한 환산변형계수, Rc는 

세그먼트 도심선 반경, υ는 포아송비이다.

4.3.2 회전스프링 계수

빔-스프링 모델에서 세그먼트 간 이음부는 회전스프

링으로 고려되고 이음부에 인장부재가 없는 경우 식 (5)

를 이용하여 회전스프링 계수(Km)를 구할 수 있다.










 (5)

여기서 M은 휨모멘트, θ는 회전각, b는 세그먼트 폭, 

H는 세그먼트 두께, x는 압축외연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Ec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이다.

5. 결과 및 분석

구조해석은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사의 

Civil 2012를 사용하였다. 해석 Case는 중간슬래브 하

중 적용과 미적용 2개의 경우, 측압계수는 0, 0.25, 0.5, 

0.75, 1.0, 1.25, 1.5, 1.75, 2.0  9개의 경우를 교차 적용

하여 총 18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결괏

값으로는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을 출력하여 정량적으

로 분석하였으며, 수치적으로 분석하기 힘든 변형 방향, 

취약지점의 위치 등은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5.1 구조해석 결과

구조해석 결과 중간슬래브 하중 미적용 시 세그먼트 

라이닝에 작용하는 휨모멘트는 최대 368.3 kN·m, 축력

은 최대 357.9 kN, 전단력은 최대 214.7 kN이 발생하였

고,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 시 세그먼트 라이닝에 작용

하는 휨모멘트는 최대 417.4 kN·m, 축력은 최대 377.9 

kN, 전단력은 최대 212.0 kN이 발생하였다. 

Fig. 9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측압계수(K) 값에 따른 

휨모멘트 발생 형태는 측압계수 값 0.00∼0.75 구간에

서는 터널 상하부에 최대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형태가 

나타났고, 측압계수 값 1.25∼2.00 구간에서는 터널 측

벽부에 최대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측압계수가 1.0인 경우는 Fig. 10 우측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수압 형태와 유사하여 휨모멘트의 발생량이 거

의 없었지만, 중간슬래브 하중이 추가로 적용된 경우에

는 터널 하부에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였다.  

측압계수에 따른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은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측압계수 0.00∼1.00 구간에서

는 감소되고, 측압계수 1.00∼2.00 구간에서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터널 변위는 휨모멘트 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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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lationship between Bending moment and K for 

the Case 2

Fig. 13. Relationship between Bending moment and K for 

the Case 1

Fig. 14. Relationship between Max. Bending moment and 

K for the Case 1, 2

Fig. 15. Relationship between Axial force and  K for the 

Case 1, 2

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 해석조건에서 최대변위는 

20.5 mm가 발생하였다. 

5.2 결과 분석

5.2.1 휨모멘트

측압계수와 발생위치에 따른 휨모멘트는 Fig. 12와 

같다. K값이 0에 가깝거나 2.0에 가까울수록 라이닝에 

작용하는 휨모멘트는 크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으며, 1.00 

이상의 값에서는 휨모멘트 최댓값의 위치가 상하부에

서 측벽부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단면크기를 가

지는 세그먼트 라이닝에서는 설계 시 측압계수에 따른 

최대 휨모멘트의 발생경향에 따라 주설계단면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 시 측압계수와 발생위치에 따

른 휨모멘트는 Fig. 13과 같다.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에 

따른 휨모멘트의 발생은 미적용 시와 비슷한 경향의 거

동을 보였으나 하중 적용에 따라 세그먼트 라이닝 상부, 

하부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의 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K값이 0.00∼1.00에서는 62.3∼67.0 kN·m, K값이 

1.25∼2.00에서는 39.5∼43.7 kN·m의 차이가 발생하

였다. 그리고 K값이 약 1.10 이상에는 최대 휨모멘트의 

작용위치가 상하부에서 측벽부로 전환되는 형태가 나타

나 설계 시 측벽 위주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측압계수와 최대 휨모멘트의 관계는 Fig. 14와 같다.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에 따른 최대 휨모멘트 값만 비교

할 때 그 차이는 K값이 0.00∼1.00에서는 55.9∼62.3 

kN·m, K값이 1.00∼2.00에서는 6.3∼17.1 kN·m로 발

생하여 K값이 1.0 이하일 때 중간슬래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5.2.2 축력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여부에 따른 K값과 축력사이의 

관계는 Fig. 15와 같다. 축력은 K값의 적용에 따라 중

간슬래브 하중 미적용 시 266.7∼375.9 kN의 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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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elationship between Shear force and K for the 

Case 1, 2

발생했고, 하중 적용 시 282.6∼377.99 kN의 축력이 발

생하여, K값이 0에 가깝거나 2.0에 가까울수록 크게 나

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여부에 따른 축력의 차이는 K

값이 0.00∼1.00에서는 약 16 kN, 1.25∼2.00에서는 2 kN

이 발생하여 일정한 경향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값의 크

기가 작아 설계 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2.3 전단력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여부에 따른 K값과 전단력의 

관계는 Fig. 16과 같다. 전단력은 K값의 적용에 따라 

중간슬래브 하중 미적용 시 61.7∼214.7 kN, 하중 적용

시 88.2∼212.0 kN의 값을 보였다. 전단력의 발생 경향

은 휨모멘트와 동일하게 K값이 0에 가깝거나 2.0에 가

까울수록 크게 나타났다.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여부에 

따른 전단력 차이는 K값이 0.00∼1.00에서는 약 26 kN, 

1.25∼2.00에서는 2 kN이 발생하였다.

5.2.4 중간 슬래브 하중 적용에 따른 영향

연직하중 161 kN이 분포하중의 형태로 작용하는 세

그먼트 라이닝의 측벽 중앙 양 옆에 131.6 kN의 중간슬

래브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터널의 단면력을 산정하였

다. K값에 따른 단면력의 발생은 K값의 변화보다 휨모

멘트 작용 방향의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중간 슬래브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단면

력의 값은 비교적 일정하게 작용하였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복층터널의 주요 구조물인 중간슬래브

의 하중으로 인한 세그먼트 라이닝의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반 특성 중 측압계수 (K)값을 변수로 적용하

여 라이닝의 단면력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중간슬래브 하중 적용에 따라 터널 하부에 추가적인 

단면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면력의 영향

은 휨모멘트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단력 그리고 

축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중간슬래브에 의해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단면력이 터널 하부에 주로 발생함에 따라 최대 휨

모멘트가 상하부에서 측벽부로 전환되는 K값 1.00 

이상에서는 전체 단면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중간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단면

력은 K값에 따른 휨모멘트 작용 방향의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값이 1.0 이하인 지반에서 슬라브 하중에 의한 

영향으로 최댓값의 절대치가 크게 나타나고 주로 상

하부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며, K값이 1.0 이상인 

지반에서는 최댓값의 위치가 상하부에서 측벽부로 

전환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복층터널의 슬래브에 의한 영향은 K값이 

1.0이하인 지반에 크게 나타나고, 측압계수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터널의 심도

가 얕아질수록 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로 암반에 위치하는 Shield TBM 공법에 

의한 대심도 복층터널을 대상으로 가정하였으며, 슬래

브와 측압계수 K값에 따른 세그먼트 라이닝의 거동을 

검토한 것으로 지반조건에 따른 복층터널 세그먼트 라

이닝의 최적설계를 위한 것이다. 현장조건에 좀 더 적

합한 복층터널 설계를 위해서는 암반에서의 작용하중

과 중간슬래브의 연결설치 및 시공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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