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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rman Tunnelling Committee (DAUB) recently published new recommendations for 

face support calculations; Zdenek Zizka and Markus Thewes of Ruhr University Bochum 

actively discuss and explain these new recommendations where these recommendations are 

intended to assist in choosing between various calculation methods which are also dependent 

on ground conditions. The guidelines also discuss important scientific approaches with face 

stability calculations, mainly those due to earth pressure and groundwater pressure on the 

tunnel face.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se recommendations through Zdenek Zizak and 

Markus Thewes’s discussion on these Tunnel Face Support Calcul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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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 독일터널위원회(German Tunnelling Committee DAUB)에서 TBM 막장지보 의 새로운 계산

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보쿰시에 위치한 Ruhr 대학의 Zdenek Zizka와 Markus Thewes가 새로운 

방법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권유사항은 다양한 터널막장 지보 계산방법에서 지반조건에 

따라 가장 적절한 계산법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또한, 막장에 적용되는 지반압 혹은 지하수압에 따

른 막장안정 계산법들을 논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Zdenek Zizak and Markus Thewes의 터널 막장지

보 계산법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어: TBM, 터널막장 지보 계산법, 터널 막장안정, DAUB

서 론

현재 연약지반에서 터널 막장안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발표됨으로써 이를 정리하며 소개를 하는 차원에서 DAUB의 권유사항

을 풀어 설명하였다. DAUB의 막장안정 권유사항으로 기존에 있는 기계터널굴착에서 막장안정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막장

지보압 계산과정의 실용적이며 현재 가장 정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권유사항으로 예상 지반조건에 따라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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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산방법 중 가장 적절한 계산방법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DAUB 권유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한 

차이점을 지정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중복되기도 한다. 

- 막장안정 계산 

- 지표 침하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계-지반 상호작용 분석  

DAUB에서 발간한 권유사항은 일곱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서론, 참고자료 외). 2장은 터널 막장안정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목적

을 소개하고 터널 막장안정 중심으로 연약지반 기계굴착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독일위원회의 막장안정 평가에 대한 안전 관

념은 3장에서 설명한다. 이에 따라, 막장안정 계산법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접근법은 4장에서 논하며 여기서는 터널막장에서 토압

으로 인해 일어나는 지보압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5장은 이에 따른 지하수압으로 인한 토압으로 요약하여 설명한다. 6장에서는 

실제적인 쉴드 터널 굴착과 관련된 계산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막장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은 7장에서 논하였다. 막

장안정압에 대한 2가지의 예시는 문서의 마지막 부분인 8장에서 제공된다. 

이 권유사항의 영문파일을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daub-ita.de/fileadmin/documents/daub/gtcrec1/gtcrec10.pdf

연약지반 막장안정 계산법에 대한 관점

터널 막장안정평가의 목적은 터널 막장에 가해지는 지하수압 및 토압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지지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터

널 막장의 자체적인 지지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터널 막장지보재가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지지 매체가 토압 및 지하수압에 적

절히 대응해야 터널 막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터널 막장지보 설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터널 막장압 계산과정이 오직 터널 막장안정에 대

해서만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법들은 권유사항의 중간 부분에 찾을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터널 막장에 가해진 막장압을 계산할 

시 지반변위를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여긴다. 이러한 접근법은 “극한상태접근법(Ultimate Limit State Approach)”이라고 불

리는데 이는 터널 막장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의 막장지보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점은 지반변형을 미리 설정된 한계 값 아래로 두는 것을 중점으로 둔다. 따라서 이는 지보압(이에 따라 tail void 

grouting pressure와 같이)을 지정하고 최소 지반 변형한계값으로 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굴착 시 지반변형을 주 설계 기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용한계상태접근법”(Serviceability Limit State Approach)이라고 명할 수 있다.

막장안정계산법에 대한 독일 DAUB 안전 관념 

독일 기준 ZTV-ING(2012)에서는 하한(lower limit)과 상한(upper limit)으로 지보압에 대한 두 가지의 운영한계가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여기서 RiL 853(2013)은 지보압 계산과정에 대해 ZTV-ING를 참고한다. 하안 지보압(Fig. 1)은 최소지지력(Sci)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두 가지의 요소와 이에 따른 안전계수(Equation 1)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력의 첫 번째 요소(Emax,ci)는 토압의 

균형을 유지해야하고 이는 터널 막장의 운동학적 활성 파괴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다. 지지력의 두 번째 요소(Wci)는 지하수압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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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유지시켜야 하고 이는 터널 천장부 위에 있는 지하수위의 크기에 따라 지정된다. 

   ∙max   ∙ (1)

ηE 토압력 안전계수 (=1.5) [-]

ηW 수압력 안전계수 (=1.05) [-]

Sci 필요 지지력 (원형 터널 막장) [kN]

Emax,ci 토압으로 인한 지지력 (원형 터널 막장) [kN]

Wci 지하수압으로 인한 지지력 (원형 터널 막장) [kN]

상한 지보압(Scrown,max)은 터널상부 상재 하중(overburden)의 붕괴(break-up)를 방지하거나 지보매체의 파열(blow-out)을 방지

하기 위한 한계압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최대지보압은 터널 첨단부에서 총 수직응력(σv,crown,min)보다 90% 더 작아야한다. 이에 

유의할 점은 높은 지보압력으로 인한 터널막장의 수동적인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도달하기 전에 지보 매체는 굴착 체임버에서 파열될 것이다. 

붕괴(break-up)/파열(blow-out)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다:

 ≤
max

∙ min
 (2) 

σv,crown,min 토양의 최소 단위 무게를 고려한 터널 첨단부의 총 수직 응력 [kN/m2]

Scrown,max 붕괴/파열 안전을 위한 터널 첨단부의 최대 허용 압력 [kN/m2]

Fig. 1. Allowable operational pressures at the tunnel crown of a shield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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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지보 계산방법 개요 

토압으로 인한 필요 지보압을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권유사항에 제공되었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계산방법은 기본적

으로 4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 

- 해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

-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

- 실험적 방법(Experimental Method)

- 수치적 방법(Numerical Method)

현 보고서에서는 해석적, 경험적 그리고 실험적 방법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것이다. 해석적 방법들은 한계평형 그리고 한계상태 

방법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터널 막장의 붕괴 메커니즘 가능성 혹은 지반에 응력분포를 가정하고 이러한 값으로 붕괴 발

생시의 지보압을 지정한다. 대부분 해석적 방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토질역학에 널리 사용되는 파괴법칙에 기반을 둔다. 여기서 

Mohr-Coulomb 파괴 법칙은 마찰 소재 혹은 응집성 마찰 소재에 널리 사용이 되고 여기서 연관된 유동 법칙이 이러한 공식들을 핵

심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Tesca 파괴 법칙(연관)은 대부분 순수 응집성 소재에만 사용된다.

한계평형방법은 터널 막장의 운동학적 파괴 메커니즘을 가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 Horn(1961)이 한계평형파괴 매커니즘을 처음

으로 제시하다. 이는 터널 막장 앞에 밀림쐐기(sliding wedge)가 지형지평면까지 이어지는 직각프리즘에서 하중을 받고 있는 것을 

가정한다(Fig. 2). 이러한 터널 막장안전조사를 위한 밀림쐐기 메커니즘은  Anagnostou & Kovari(1994)와 Jansecz & 

Steiner(1994)가 기계굴착에 처음 도입을 하였다. 이 방법의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Anagnostou(2012) 혹은 Hu et al.(2012)이 실시

하였다. 밀림(sliding) 메커니즘에서 가해진 힘의 평형조건을 먼저 구한 다음 필요 지지력이 지정된다. 

터널 막장안정의 다른 해결법은 가소성이론의 한계 정리에 기반을 두어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접근법 분류는 “한계상태 방

법”(limit state methods)이라 불린다. 터널 막장안정의 해답은 가소성 이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Davis et 

al.(1980), Leca & Dormieux(1990) 혹은 Mollon et al.(2010)의 소개로 이러한 방법으로 한계정리가 사용되었다. 

Broms & Bennermark(1967)의 안정성 비율방법이 실험적/경험적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산 접근법이다. Broms & 

Bennermark(1967)은 널말뚝 벽에 수직 원형 구멍을 통해 점토질 흙의 압출 안정성을 실험실 실험으로 측정하였다. 안정성 비율은 

구멍을 지보하는 압력을 구멍의 수직응력에서 뺀 다음에 토양의 비배수 전단 강도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터널상

부안정 조사에 사용하는 것을 권유 하였다. 

토질형태에 따라 토질은 굴착/중단/정지 시 배수 혹은 비배수 작용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정한 지반 조건에 따라 특정한 계산방법

을 적용해야 한다. 터널막장붕괴가 일어날 때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압력은 대부분 실제 실규모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론값의 계산방법을 입증하는 과정은 주로 실험실에서 실행하였다. 배수 조건에서는 이론적인 계산 값과 실험의 가장 최적화된 값

은 Anagnostou & Kovari(1994) 혹은 Jancsecz & Steiner(1994)가 만든 한계평형방법과 Leca & Dormieux가 만든 한계상한에

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파괴 메커니즘이 실제 상황과 가까울 때 상한 계산 과정은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밀림쐐기의 한계평형

에 대한 다양한 공식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배수조건에서 모델의 결과 값은 토압으로 인한 필요 지지력만 보

여준다(Equation 1).

비배수 작용을 보여주는 토질에서는 원통 터널 모델을 가정한 한계상태방법이 붕괴 시 지보압을 가장 잘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Davis et al., 1980). 저자들은 필요 지보압을 안정비율접근법으로 구하였다(Broms & Bennermark 1967). 이러한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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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며 이에 대한 개념들은 비배수 작용을 보여주는 순수 응집성 토양 굴착의 기준이 되었다.

Fig. 2. Horn’s sliding mechanism (Anagnostou & Kovari, 1994)

실무적인 계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추천사항 

한계평형 방법은 비응집성 토질 외에 터널 막장에 응집성과 비응집성 토층이 교차적으로 일어날 때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토층의 유효(배수)전단 매개변수를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한계평형접근법의 계산과정에서 비배수 전단토질매개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계평형법은 지반이 이론적으로 불안정할 때 최소 지보압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필히 참고해야 한

다. 이는 안정계수와 취득한 지보압을 적용하여 지반변형이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토질형의 

채택된 안정변수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한 변형 값은 실제 지반 강성도(stiffness)에 따라 달라진다. 

채택된 한계평형 접근법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 최소지보압은 상대적으로 비응집성 토질의 넓은 분산을 보인다. 이러한 분산은 

Vu et al.(2015) 혹은 Kirsch(2009)으로 통해 알려졌다. 응집성 마찰 토질에서는 분포의 계산된 크기는 감소한다. 한계변형방법에

서 변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모든 가정사항들이 채택된 토질 전단 저항의 유동성과 일관성 확인을 권유하고 있다. 

비배수 조건에서 안정비율방법을 사용한 막장안정계산과정에서는 임계안정비와 비배수 토질 응집양의 가정 사항들이 결과 값

을 지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임계안정비는 지역경험과 개개의 사례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더구나 비배수 응집 양은 보수

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계안정비 방법은 지보압 계산에서 적용되는 지하수압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빈

번하게 보여준다. 

특정한 지반조건에서 터널굴착 시 지보압을 설계할 때, 부적합한 설계로 인해 파괴 혹은 침하와 같은 결과범위를 고려해야한다.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안 좋은 지에 따라 계산법이 얼만큼 보수적이여야 하는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부적합한 지보압

이 이수식 쉴드와 비응집성 지반 조합이 적용될 시 지반표면까지 즉각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EPB 쉴드와 응집성 토질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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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 경우 “대대적인 표면 변형만“ 일어나고 지반 표면까지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결과는 overburden의 높

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까다로운 지반조건에서는(예. 복잡한 연약지반 혹은 표면아래 시공(undersurface construction)) 지보

압의 해석적 계산을 항상 기계-지반 수치해석분석으로 보충하는 것을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는 굴착 시 채택된 지보압 편차이다. 지보압 편차는 계산과정에서 고려해야하고, ZTV-ING 

(2012)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Deviations for various shield TBM support pressures

Classification Deviations

Slurry Shield
+/- 10 kN/m2 

Compressed Air-support Mode of Both Shield Types 

EPB Shield +/- 30 kN/m2

EPB 쉴드에서는 편차범위는 더 크게 정의되었는데 이는 지보압 규칙에 대한 더 높은 정도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러한 편차는 

하한지보압에 더하고 상한지보압에서 감해 준다(Fig. 2에서 비교). 하지만 EPB 쉴드의 넓은 편차범위가 EPB쉴드 드라이브의 때

로 제한된 타당성을 유발할 수 있다. 특정한 경우와 적당한 정당성이 보일 때 EPB 쉴드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편차 감소는 상

한지보압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EPB의 경우 overburden 붕괴(break-up) 혹은 지보매체의 붕괴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러한 감소를 적용하려면 최적화된 쉴드 운영, 공정관리 그리고 굴착과정의 최적화된 설계가 필요하다.

결 론

단층 파쇄대가 관찰되는 지질구간에는 지질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붕락사고에 대한 대처가 힘듦으로 막장관찰, 변위계측, 

지반평가, 등이 수행되어야 할뿐더러 정확한 막장지보 계산법을 적용해야 한다. 본 기술보고는 DAUB에서 발간한 TBM 막장지보 

계산법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였다. 현재 기계식 굴착에서 터널 막장안정평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막장지보압 계산법에 관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적화된 쉴드 TBM 운영, 운영관리, 또는 

기본 굴착설계가 잘 되어야 계산에 따른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질조건에 따른 변동성이 큼으로 이 보고서는 필

요한 계산법 과 안정성 개념을 엄격하게 따르면 안 된다. 사례 혹은 개별적으로 엔지니어링 경험에 의한 판단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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