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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와 고장력 철근을 적용한 쉴드 세그먼트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규필
1
, 박영택

2
, 최순욱

3
, 배규진

4
, 장수호

5
*, 강태성

6
, 이진섭

7

An experimental study on mechanical behavior of shield segment with 

high-strength concrete and high-tension re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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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using high-strength concrete with the design strength 

of 60 MPa and high-tension rebar with the yielding strength of 600 MPa instead of conventional reinforced 

concrete segment to reduce its production cost was performed. Full-scale bending tests on both conventional and 

high-strength reinforced concrete segments were carried out to compare their mechanical and structural behaviors 

of the segments under flexural action. From the experiments, it was shown that the failure load of high-strength 

reinforced concrete segment was approximately 30%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egment even though 

reinforcements in high-strength segment were reduced by 26%. The test result showed that the bearing capacity 

of high-strength segment highly increased by high-strength concrete and high-tension rebar. It also verified the 

high possibility of high-strength reinforced concrete segment as a technical alternative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 of segments in a shiel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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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의 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설계강도가 60 MPa인 고강도 콘크리트와 

항복강도가 600 MPa인 고장력 철근을 사용하여 철근량을 저감시킨 고강도 철근보강 세그먼트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작된 고강도 세그먼트와 기존 철근보강 세그먼트의 역학적 거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그먼트의 실물 

휨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철근량이 약 26%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철근보강 세그먼트의 파괴하중은 

일반 철근보강 세그먼트보다 약 30% 크게 나타나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장력 철근으로 인해 세그먼트의 내하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세그먼트, 쉴드 터널, 고강도 콘크리트, 고장력 철근, 휨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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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그먼트 라이닝(segment lining)은 공장이나 현장에서 미리 제작된 프리캐스트(precast) 세그먼트를 

조립하여 설치되는 터널 라이닝으로서, 쉴드 터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체이다. 특히, 쉴드 

터널 세그먼트는 쉴드 TBM의 추진을 위한 반력지지 구조물로서의 역할과 공사 중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영구적인 터널 라이닝의 역할도 하게 된다.

세그먼트의 역학적･ 구조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세그먼트의 비용은 쉴드 터널 

직접공사 비의 약 25～40% 수준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장수호 등, 2011; 한국터널공학회, 

2008; 일본 터널기술협회, 2000). 특히 세그먼트가 쉴드 터널 직접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쉴드 터널의 단면이 커지고 시공 연장이 길어질수록 더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쉴드 터널의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큰 절감방안 중의 하나로서, 세그먼트의 성능 

향상을 통해 세그먼트의 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강도 또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의해 세그먼트의 두께를 축소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일본 쉴드 터널신기술연구회, 2001), 이외에도 합성 세그먼트 

(composite segment), 연성 세그먼트(ductile segment) 등이 개발되고 있다(Takashi et al., 2004; 

Zhang and Koizumi, 2010). 유럽에서도 유럽 공동연구프로젝트인 TUNCONSTRUCT 프로젝트를 

통해 세그먼트의 제작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성능 세그먼트들을 개발한 

바 있다(Beer, G., 2010).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철근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서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세그먼트(Steel-Fiber Reinforced Concrete segment)가 개발되어 그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Kasper et al., 2008; Tiberti and Plizzari, 2009).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세그먼트 라이닝의 수치해석적 연구와 세그먼트 배열방법에 

대한 연구사례들은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김광진 등, 2006; 김정현과 강경진, 2007; 신종호 등, 

2009), 세그먼트의 제작비용 절감 및 성능 향상과 관련된 재료적･ 구조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의 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서, 설계강도가 60 

MPa인 고강도 콘크리트와 설계 항복강도가 600 MPa인 고장력 철근을 사용하여 철근량을 저감 

시킨 고강도 철근보강 세그먼트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실물 재하실험을 통해 고강도 세그먼트 

시작품과 기존 세그먼트와의 역학적 거동 특성을 비교하여, 제작된 고강도 세그먼트 시작품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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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체 제작 및 실험방법

2.1 세그먼트 실험체의 제작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서울시지하철 7호선의 OO공구에서 사용되었던 외경 7.22 m, 길이 

3,180 mm, 폭 1,500 mm인 세그먼트 라이닝의 A타입 세그먼트를 실물 재하실험을 위한 실험체로 

제작하였다.

이때 본 연구의 주 실험대상으로서, 철근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강도가 60 MPa인 콘크리트와 

설계 항복강도가 600 MPa인 철근(SD600)을 사용한 고강도 철근보강 세그먼트의 실물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고강도 철근보강 세그먼트와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콘크리트의 설계강도가 42 MPa이고 철근의 설계 항복강도가 400 MPa(SD400)인 현행의 

세그먼트(Case 1)와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만 60 MPa로 향상시킨 세그먼트(Case 2)에 대해서도 실물 

실험체를 제작하고 각각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설계강도가 60 MPa인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작을 위하여, 김병권 등(2011)이 도출한 설계강도가 

60 MPa인 고성능 쉴드 세그먼트용 콘크리트의 최적 배합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콘크리트 배합조건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경제적인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작을 위해 

고로슬래그의 치환율을 50%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철근과 관련해서는 표 1과 같이 각각의 제작 조건별로 사용된 철근의 항복강도와 직경(호칭)만 

다를 뿐, 그림 2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가지 세그먼트 제작조건에 대하여 철근배근 간격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장력 주철근의 직경은 19 mm로서, 현재 일반적인 

세그먼트의 주철근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항복강도가 400 MPa이고 직경이 22 mm인 철근과 비교할 

때 단면적이 25.4%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철근의 직경 감소 비율에 비례하여 세그먼트 

제작에 사용된 철근량도 감소하게 된다(표 1). 전단철근과 배력근으로는 세 가지 제작조건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H13 철근을 적용하였다(그림 2). 

실물 재하실험에 의한 세그먼트 성능평가 시에 세그먼트 내부에 위치한 철근의 거동을 계측하기 

위하여, 그림 3～4와 같이 세그먼트 평면도 상의 1/4부분에 위치한 인장철근과 압축철근에 각각 

12개 및 4개의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제작된 세그먼트의 주요 제작 과정들을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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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세그먼트의 제작 조건

세그먼트 

제작조건

콘크리트

설계강도

(MPa)

철 근

설계 항복강도 

(MPa)
호칭 철근배근

사용철근량

(cm
2
)

Case 1 42 400 H22

10@140～170 mm

38.71

Case 2 60 400 H22 38.71

Case 3 60 600 H19 28.65

(a) 평면도

(b) 측면도

그림 1. 본 연구에서 제작한 세그먼트의 제원 및 형상 치수(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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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부 평면도

(b) 하부 평면도

그림 2. 본 연구에서 제작한 세그먼트의 철근 배근도(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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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근

배력철근

C.L.

그림 3. 세그먼트 철근에의 변형률게이지 설치 위치(● 인장측 ▲ 압축측)

그림 4. 철근에의 변형률게이지 부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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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근망 제작 (b) 몰드에 철근망 설치

(c)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진동테이블 포함) (d) 표면 마무리 후 증기양생실 투입

(e) 증기양생 완료 후 (f) 세그먼트 탈형

그림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그먼트의 주요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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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그먼트 라이닝의 성능평가에 있어서 휨실험의 중요성(Gettu et al., 2004)

2.2 세그먼트 실물 휨실험 방법

쉴드 TBM에 의한 지반 굴착 시에는 쉴드 TBM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굴착면과 세그먼트 사이에 

테일보이드(tail void)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테일보이드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반 

침하가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세그먼트 라이닝과 굴착된 지반을 일체화하기 위하여 굴착 

직후에 테일보이드를 신속하게 밀실하게 충전하기 위한 그라우팅을 뒤채움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한국터널공학회, 2008).

그러나 그라우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세그먼트 외부에 테일보이드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그림 6과 같이 세그먼트에 큰 집중응력이 발생하여 세그먼트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불리한 시공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휨실험은 세그먼트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실험이다(국토해양부, 2009). 세그먼트의 휨실험은 세그먼트 자체에 대한 

휨실험과 세그먼트 연결부에 대한 연결부 휨실험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연결부에 

대한 성능 검토가 연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그먼트 자체에 대한 휨실험만을 실시하였다.

세그먼트의 실물 휨실험을 위해 사용된 실험장비는 최대 500톤 용량의 재하 시스템으로서, 최대 

17개의 유압 엑츄에이터에 대해 변위제어, 하중제어 및 강성제어를 할 수 있는 유압 서보제어기가 

포함되어 있다. 재하시스템의 하부는 대형 실험체를 이송할 수 있도록 레일 형태의 대차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재하실험 시에는 대차 하부에 장착된 유압 엑츄에이터에 의해 대차가 재하 

시스템 하부의 철재 블록에 거치되기 때문에, 대차에 실험체를 탑재한 상태에서 재하 실험이 

가능하다(그림 7).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의 실물 휨실험 시에 실험체 상부의 재하를 위하여 재하 시스템의 중앙 

부에 설치된 유압 서보제어 엑츄에이터(최대 재하용량: 200톤, 최대 스트로크: 300 mm)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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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그먼트 실물 실험체의 휨실험 장면

그림 8. 세그먼트 실험체 하부의 롤러 베이스

였다. 엑츄에이터 하부에는 지간이 450 mm인 2개의 상부 롤러를 부착하였고 실험체 하부에는 그림 

1의 세그먼트 치수에 적합하도록 지간을 3,180 mm로 설정한 롤러 베이스를 설치하여, 세그먼트 

실물 실험체에 대해 4점 휨실험을 실시하였다(그림 7 및 그림 8).

모든 실험시에는 서보제어에 의한 변위제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변위속도는 재하점을 기준 

으로 하여 5 mm/min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앞선 2.1절에서 설명한 세그먼트 내부의 철근에 설치된 

총 16개의 변형률게이지들로부터 얻어지는 변형률 자료는 0.01초당 1개의 속도로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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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그먼트의 실물 휨실험 결과분석

3.1 균열발생 하중과 파괴하중의 분석

콘크리트의 설계강도가 42 MPa이고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 MPa인 일반 세그먼트(Case 1)에 

대한 실물 휨실험 결과, 하중이 약 145 kN일 경우부터 균열이 발생되면서 중립축이 상승하였고, 

설계 파괴하중인 554 kN의 하중조건에서는 압축측 철근이 인장철근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Case 1의 실험체는 설계 파괴하중 이후에 소성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긴 하지만, 재하 

하중이 635 kN일 때 압축측 콘크리트의 압괴에 의하여 실험체가 파괴되었다(그림 9a 및 그림 10).

콘크리트의 강도 증가에 따른 세그먼트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ase 1과 동일한 철근과 

철근량 조건에 대하여 콘크리트 설계강도를 60 MPa로 증가시킨 실험체(Case 2)에 대해서도 

휨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중이 165 kN일 경우에 실험체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중립축이 

상승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하하중이 710 kN일 때 실험체가 파괴되었다(그림 9b). 이와 같이 콘크 

리트 설계강도가 기존의 42 MPa에서 60 MPa로 증가되면서, 균열발생 하중과 파괴하중은 각각 

약 14% 및 12%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하중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변형 거동은 Case 

1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설계강도가 60 MPa인 콘크리트와 항복강도가 600 MPa인 고장력 철근으로 제작된 세그먼트 

실험체(Case 3)에 대한 실험 결과, 균열발생 하중은 약 180 kN으로 나타났고 파괴하중은 825 

kN으로 관찰되었다(그림 9c). 

이상과 같이 세그먼트 제작조건별로 얻어진 주요 하중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동일한 철근 제작조건에서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증가에 따른 균열 발생하중과 파괴하중은 각각 

13.8% 및 11.8%로 나타났다. 반면, 콘크리트 설계강도가 60 MPa로서 동일하지만 철근을 고장력 

철근(SD600)으로 대체하면 균열 발생하중과 파괴하중이 Case 1과 비교할 때 각각 24.1% 및 29.9%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3의 결과를 Case 2와 비교하면 고장력 철근에 의한 하중 

증가율은 각각 10.3%와 18.1%로서, 콘크리트 설계강도 증가로 인한 효과와 비교할 때 균열 발생 

하중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나 파괴하중의 증가율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파괴 

하중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콘크리트의 고강도화보다 고장력 철근의 사용으로 인한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현행의 일반적인 세그먼트인 Case 1과 비교할 때 철근량이 약 

26%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표 1 참조),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장력 철근의 사용으로 인해 세그 

먼트의 내하력은 오히려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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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실험체

(b) Case 2 실험체

(c) Case 3 실험체

그림 9. 세그먼트 실험체별 재하 하중 및 철근 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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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파괴 후의 세그먼트 실험체(Case 1)

표 2. 세그먼트 실험체별 균열발생 하중 및 파괴하중

세그먼트 

제작조건

균열발생 파괴하중

설계

하중

측정

하중

하중증가율

(Case 1대비)

하중증가율

(Case 2대비)

설계

하중

측정

하중

하중증가율

(Case 1대비)

하중증가율

(Case 2대비)

Case 1 124 kN 145 kN - - 554 kN 635 kN - -

Case 2 124 kN 165 kN 13.8% - 628 kN 710 kN 11.8% -

Case 3 152 kN 180 kN 24.1% 9.1% 642 kN 825 kN 29.9% 16.2%

표 1과 같이 사용된 철근량으로 실험체의 파괴하중을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그 

결과, 고강도 콘크리트만 적용했을 경우(Case 2)와 일반 세그먼트(Case 1)를 비교하면, 철근의 단위 

사용량에 따라 세그먼트가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은 18 MPa의 콘크리트 설계강도 향상에 의해 11.6% 

만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장력 철근을 동시에 적용한 경우에는(Case 3), 

철근의 단위 사용량에 따른 세그먼트의 내하력은 일반 세그먼트(Case 1)와 비교할 때 7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세그먼트의 내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강도보다는 철근의 항복강도가 훨씬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세그먼트 실험체별 철근 단위 사용량별 내하력 비교

구  분
파괴하중

(1)

사용철근량

(2)

철근의 단위 사용량별 세그먼트 

내하력 (=(1)÷(2))

단위 내하력 

증가율

(Case 1대비)

단위 내하력 

증가율

(Case 2대비)

Case 1 635 kN 38.71 cm
2

16.4 kN/cm
2
 (=164 MPa) - -

Case 2 710 kN 38.71 cm
2

18.3 kN/cm
2
 (=183 MPa) 11.6 % -

Case 3 825 kN 28.65 cm
2

28.8 kN/cm
2
 (=288 MPa) 75.6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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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그먼트 내부의 철근 작용응력 분석

철근의 종류와 사용량에 따른 세그먼트의 거동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세그먼트 인장측 

철근에 부착한 12개의 변형률게이지로부터 측정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때 파괴 

하중의 차이가 가장 큰 Case 1과 Case 3에 대해 철근의 탄성계수를 고려하여 재하 하중단계별로 

인장철근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각의 하중단계별로 재하점 부근의 철근에서 상대적으로 큰 응력이 집중되긴 

하였지만, 세그먼트의 폭 방향을 따라서 세그먼트의 중앙부로 인장응력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 4와 같이 재하하중이 300 kN 및 500 kN로서 설계 파괴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Case 1과 

Case 3 실험체의 인장철근에 발생하는 각각의 최대 인장응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 재하하중 수준에 따른 철근 인장응력 분포도(단위: MPa, ▲: 재하점)

하중 Case 1 실험체 Case 3 실험체

300 kN

500 kN

600 kN

800 kN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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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ase 1 실험체의 설계 파괴하중인 554 kN을 초과하는 600 kN의 하중이 재하되었을 때, 

Case 1 실험체에는 하중 재하점 부근에서 약 1,700 MPa의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한 반면, Case 3 

실험체에는 약 900 MPa의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하여 상이한 인장응력 분포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장력 철근과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함으로 인해 Case 3 세그먼트 실험체의 내하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Case 3 실험체의 설계 파괴하중인 642 kN을 초과하는 800 kN의 하중이 재하되었을 경우 

에는 Case 3 실험체의 하중 재하점 부근에서 약 2,000 MPa의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은 세그먼트 내부의 철근 작용응력의 계측결과에서도 고장력 철근과 고강도 콘크리트로 

인한 세그먼트의 내하력 향상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장력 철근을 사용하여 철근량을 저감시킨 고강도 철근보강 

세그먼트 시작품을 제작하였고 그 역학적 거동을 기존의 일반 세그먼트와 비교하기 위하여 실물 

휨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그먼트 라이닝의 외경이 7.22 m인 A타입 세그먼트에 대한 휨실험 결과, 동일한 철근 종류와 

철근량을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강도가 42 MPa와 60 MPa인 세그먼트의 파괴하중은 

각각 635 kN과 710 kN으로서 콘크리트의 고강도화로 인해 파괴하중이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계강도 60 MPa의 고강도 콘크리트와 항복강도가 600 MPa인 고장력 철근을 

함께 사용한 세그먼트 실험체의 파괴하중은 825 kN로서 고장력 철근으로 인한 파괴하중의 

증가율은 약 16%로 나타났다.

2. 설계 파괴하중 이하의 하중 조건에서는 압축측 철근에 압축력이 발생하지만, 설계 파괴하중 

이상의 하중이 실험체에 재하되면 압축측 철근이 인장측 철근과 같이 거동하면서 세그먼트 

실험체가 파괴에 이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설계 파괴하중 이상으로 큰 하중이 세그먼트 

실험체에 가해질 경우에는 압축측 철근이 인장측 철근으로 거동하면서 추가적인 하중지지 

효과를 발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철근의 단위 사용량에 따른 세그먼트의 내하력을 비교한 결과, 콘크리트 설계강도의 증가로 

인한 내하력의 증가는 약 12%에 불과하였지만,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장력 철근을 모두 적용한 

세그먼트의 내하력은 일반 세그먼트와 비교할 때 약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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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부터 세그먼트의 내하력 향상 측면에서, 콘크리트의 강도보다는 철근의 항복강도를 증대 

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4. 세그먼트 내부의 주철근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설계 파괴하중 이하의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세그먼트 실험체 제작조건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다. 반면, 재하하중이 

설계 파괴하중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세그먼트에 사용된 항복강도 400 MPa의 철근에 더 큰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5. 이상의 실물 휨실험을 통한 세그먼트의 성능 비교 결과, 항복강도가 600 MPa인 고장력 철근을 

사용할 경우 일반 세그먼트와 비교하여 철근량이 약 2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장력 철근으로 인해 세그먼트의 내하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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