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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TBM에 적용 가능한 전기비저항 기반 터널 굴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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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tunnelling with TBM (Tunnel Boring Machine), accessibility to tunnel face is very limited because 

tunnel face is mostly occupied by a bunch of machines. Existing techniques that can predict ground condition ahead of TBM 

tunnel are extremely limited. In this study, the TBM Resistivity Prediction (TRP)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predicting 

anomalous zone ahead of tunnel face utilizing electrical resistivity. The applicability and prediction accuracy of the 

developed system has been verified by performing field tests at subway tunnel construction site in which an EPB (Earth 

Pressure Balanced) shield TBM was used for tunnelling work. The TRP system is able to predicts the location, thickness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anomalous zone by performing inverse analysis using measured resistivity of the ground. To 

make field tests possible, an apparatus was devised to attach electrode to tunnel face through the chamber. The electrode 

can be advanced from the chamber to the tunnel face to fully touch the ground in front of the tunnel face. In the 1st field 

test, none of the anomalous zone was predicted, because the rock around the tunnel face has the same resistivity and 

permittivity with the rock ahead of tunnel face. In the 2nd field test, 5 m thick anomalous zone was predicted with lower 

permittivity than that of the rock around the tunnel face. The test results match well with the ground condition predicted, 

respectively, from geophysical exploration, or directly obtained either from drilling boreholes or from daily observed muck 

condition.

Keywords: Shield TBM, Anomalous zone, Ahead of tunnel face, TBM resistivity prediction

초 록: TBM으로 시공되는 터널은 기계에 의해 전단면 굴착(full face tunnelling)이 이루어지므로, 굴착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TBM 터널에서 굴착면 전방의 지반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TBM에서 전기비저항을 사용하여 굴착면 전방의 이상지반을 예측할 수 있는 TBM 비저항 예측(TRP)시스템을 개발하고, TBM 현장에서

의 적용성과 예측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EPB 쉴드 TBM으로 시공 중인 지하철 터널에서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TBM 비저항 

예측 시스템은 전극을 사용하여 지반의 전기비저항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해석을 수행하여, 이상지반의 위치와 두께 및 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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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예측한다. 전극이 부착된 강관을 유압으로 굴착면에 압입하여, 전극이 지반과 완전히 접촉하도록 장치를 제작하였다. 또한, 

전극이 챔버 내부를 관통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 현장에서의 전방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1차 실험 결과, 굴착면 근접 지반과 굴착면 전방 지반의 전기비저항 및 유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 이상지반이 존재하지 않음을 예측하였

다. 2차 실험 결과, 굴착면 전방 약 1 m 지점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율 비를 가지는 이상지반 구간이 약 5 m 길이로 존재함을 

예측하였다. 이는 각각 지표에서 물리탐사 또는 시추를 통해 조사된 지반상태 및 TBM 굴착 중 예측 구간에서 반출되었던 버력을 

관찰한 기록과 잘 일치하였다.

주요어: 쉴드 티비엠, 이상지반, 터널 굴착면 전방, 티비엠 비저항 예측

1. 서 론

터널공사에서 지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적용되

는 물리탐사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지표 및 시추공에

서 탐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의 탐사는 지표에 

건물과 같은 지장물이 존재하는 경우 탐사가 불가능

하며, 지하에 매설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매설물이 

탐사에 영향을 주어 부정확한 탐사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터널 내부에서 굴착면에 직접 시추를 하는 

방법도 장시간이 소요되며 시추 지점으로 국한된 범

위의 탐사가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만

약 터널 내부에서 굴착면 근접지반을 포함한 굴착면 

전방지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지반특성에 적합한 터널 굴착방법 및 굴

진속도, 터널 지보공 및 주변지반 보강방법 등을 사전

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사의 안정성 및 경제

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이인모 등, 2002). 

특히, 터널 공사 중 갑작스럽게 지반의 상태가 변화하

여 시공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상지반(anomalous 

zone)의 존재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터널 내부에서 

굴착면 전방의 지반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진 시추, 탄성파 탐사 및 전자기파 탐사 

등 대다수의 기술은 대부분 굴착면으로 출입이 자유

롭고, 공간적 여유가 있는 NATM 공법에 적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 류희환 등(2008)은 지반의 전기비저

항을 이용하여 NATM 터널에서 막장 전방의 연약대 

및 파쇄대를 예측하기 위해 터널 전기비저항 탐사 

시스템(Tunnel Electrical Resistivity Prospecting 

System)을 개발하고 실내실험과 현장실험을 수행하

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NATM 터널에 

적용 가능한 전방 예측기법과는 달리, TBM으로 시공

되는 터널의 경우 커터헤드로 인해 굴착면에 진입하

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적용 가능한 전방 

예측기술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외국에서 TBM 

공법에 적용이 가능한 전방 예측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이강현 등, 2011).

이 논문에서는 TBM 터널에서 전기비저항을 활용

하여 터널 굴착면 전방에 존재하는 이상지반의 특성

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모니서치

(Harmony Search, HS)(Geem et al., 2001) 역해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상지반을 모사한 실내 실험

을 통해 이상지반 예측의 정확성을 검증한 연구(박진

호 등, 2014)에 이어서, 실제 TBM 현장에서 이상지반

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TBM 비저항 예측시스템(TBM 

Resistivity Prediction system, TRP)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EPB 쉴드 TBM으로 시공 중인 지하

철 터널 현장에 적용하여 전방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현장 적용성과 예측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TBM 조립

이 완료되어 시험 굴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TBM 

본 굴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두 차례의 현장 

실험을 실시하여 전방 예측을 수행하였다. 예측 결과

는 지질단면도에 나타난 지반상태 및 굴착이 종료된 

후 예측 구간에서 반출되었던 버력의 상태를 관찰한 

기록과 비교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상지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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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ertical anomalous zone ahead of a tunnel face (Park et al., 2014)

예측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HS 알고리즘 연산자

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정확도로 

이상지반을 예측하는 최적 연산자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2. 이상지반 존재 시 전기장 이론

암반 터널에서 굴착면 전방에 판형 이상지반(platy 

anomalous zone)이 존재할 때, 굴착면에 부착된 두 

개의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기저항을 이론적으로 제시

할 수 있다. 류희환 등(2008)은 가우스의 법칙(Gauss’s 

law)과 옴의 법칙(Ohm’s laws)으로부터, 암반의 전기

저항과 이상지반의 특성 변수를 연관 짓는 3차원 전기

장 이론식을 유도하였다. 박진호 등(2014)은 굴착면

에 부착된 두 전극의 중앙지점에서 터널 굴착방향으

로 나아가는 선상에 판형 이상지반이 수직으로 존재

하는 경우(Fig. 1), 기존의 3차원 적분으로 구성된 

전기장 이론식을 단순화하여 1차원 적분으로 구성된 

전기저항에 관한 식 (1)을 제안하였다. 1차원 적분(z축 

방향에 대한 적분)으로 구성된 식 (1)은 기존의 3차원 

적분(x, y, z축 방향에 대한 적분)으로 구성된 전기장 

이론식과 동일한 매개변수로 구성되며, 매개변수 값

의 변화에 따른 전기저항의 증감률도 동일하게 나타

난다. 


r maz





 (1)


r maz

는 판형 이상지반을 포함하는 암반의 전기

저항을 나타내며, 는 원형 전극의 반지름을 나타낸

다. 과 는 각각 식 (2)와 식 (3)과 같이 1차원 

적분으로 구성된 이론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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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z
는 각각 암반(rock mass)과 이상지반의 

전기전도도를 나타내며, (=)는 이상지반이 굴착

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는 이상지반의 두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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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alogy between music harmony and engineering solution to predict the location, thickness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anomalous zone

의미한다. 는 암반의 유전율에 대한 이상지반의 

유전율 비이다. 과 는 각각 식 (4) 및 식 (5)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전극과 이상지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4)

   
  


  (5)

, 는 소스 전극의 위치좌표,  , 은 리시버 

전극의 위치좌표이며, 두 전극의 중앙지점에서 터널 

굴착방향으로 나가는 선상에 수직으로 존재하는 이상

지반을 고려하는 경우  가 성립되므로, 식 (1)에 

식 (2)～식 (5)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상지반이 존재하는 암반

의 전기저항은 이상지반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포함하는 1차원 적분으로 구성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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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식 (6)을 이상지반을 포함하는 암반의 전기저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함수관계로 나타내면 

식 (7)와 같다.

 

           (7)

3. 이상지반 예측 알고리즘

3.1 하모니서치 역해석 알고리즘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meta-heuristic algorithm)

은 한정된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모델링한 목적함

수를 만족시키는 최적해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Bianchi et al., 2009). 최적해의 탐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모방한 다양한 

메타휴리스틱이 개발되었다.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Holland, 1975)이나 담금질기법

(Simulated Annealing, SA)(Metropolis et al., 1953), 

타부서치(Tabu Search, TS)(Glover, 1977), 개미군집

화 알고리즘(Ant Colony Optimization ACO)(Dorigo 

et al., 1996) 그리고 하모니서치 알고리즘 등이 있다.

HS 알고리즘은 여러 종류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할 

때 악기들의 음을 조정하여 소리의 조화를 이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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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object of inverse analysis using HS algorithm

Fig. 4. Inverse analysis process using HS algorithm

Fig. 5. HM in general (Geem et al., 2010) Fig. 6. Memorize characteristic values of anomalous zone

위한 과정을 개념적으로 모방한 메타휴리스틱 알고리

즘이다. 이러한 화음 탐색의 과정을 공학 분야에서는 

어떤 주어진 함수에서 최적의 해집합을 찾기 위해 

해집합을 구성하는 각 변수의 값을 찾아가는 것으로 

응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HS 알고리즘의 화음탐색 개념을 적용하

여, 이상지반이 존재하는 암반에서의 이상지반 특성

변수(   )를 탐색하였다(Fig. 2). 이상지반 

존재 시 암반의 전기저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과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식 (7)에서, 네 가지 이상

지반 특성 변수들로 구성된 집합을 해집합으로 하여, 

각 변수들의 값을 변화시켜가며 등식을 만족시키는 

해집합을 찾아가는 역해석 과정이 바로 화음을 찾아 

조율하는 과정이 된다(Fig. 3). 

3.2 하모니서치 역해석 프로세스

HS 알고리즘의 화음탐색을 이용한 역해석 과정은 

Fig. 4와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 1. 하모니메모리 초기구성 및 알고리즘 연산자 

설정

하모니메모리(Harmony Memory, HM)란 이제까

지 경험했던 화음 중에서 좋은 화음들을 저장해 놓은 

집합으로, 새로운 화음이 기존에 저장된 화음보다 더 

좋으면 기존 화음은 제거되고 새 화음이 메모리에 

저장된다. 일반적인 HM의 구성은 Fig. 5와 같이 행렬

로 표현할 수 있다. HS 알고리즘의 시작은 랜덤으로 

해벡터(또는 해집합)를 구성한다. 은 해벡터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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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dify HM based on HS algorithm parameter (HMCR=0.75 and PAR=0.25)

을 나타내며, HMS는 HM에 저장되는 해벡터의 개수

를 의미한다. 랜덤으로 구성된 HM를 바탕으로 새로

운 해벡터로 바뀌어 저장된다(Geem et al., 2010). 

이 연구에서 HM은 HS 알고리즘 탐색과정에서 이상

지반 특성 변수들을 원소로 하는 해집합들을 저장하

며(Fig. 6), 알고리즘의 반복이 진행되면서 더 좋은 

해집합으로 수정된다. 또한, HM에는 각 해집합에 따

른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를 함께 저장한다.

단계 2. 적합도 평가

일반적으로 최적화와 관련된 공학문제에서 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정변수들의 값을 대입하여 목적함

수(objective function, ) 또는 적합도 함수에 의해 

판단하며 비용, 효율, 오차와 같은 형태로 결정된다

(Lee et al., 2005). 이 연구에서의 목적함수는 탐색과

정 중에 있는 이상지반 특성 변수(    ) 값

을 식 (6)에 대입하여 계산된 이론 저항값()과, 

실내실험 또는 현장실험에서 측정된 저항값() 

간에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한다. 더 작은 오차를 

만드는 잠재적인 해집합이 실제 해집합에 더 가깝다

고 여긴다. 여러 개의 전극을 사용하여 전극 간에 

측정되는 저항이 여러 개인 경우 제곱평균(root mean 

square) 오차()가 목적함수가 된다(식 (8)). 마찬

가지로 제곱평균 오차가 작을수록 HM 내에서 더 높은 

순위를 가지게 된다.

 
r ms

     
     

 

     
     

 ⋯ (8)

단계 3. HS 알고리즘 연산자 기반의 HM 수정

HS 알고리즘 연산자는 더 좋은 화음으로 HM을 

개선하기 위해, HM을 수정하여 화음을 생성하는 방

법을 제어한다(박진호, 2014). HS 알고리즘 연산자로 

인해 하나의 화음이 새롭게 구성되고, 기존에 HM에 

저장된 화음보다 더 좋은 화음일 경우, 기존 화음을 

대체하여 HM에 기록하게 된다. HM의 수정은 HS 

알고리즘 연산자인 기억회상(Harmony Memory Cons-

idering Rate, HMCR)과 피치조정(Pitch Adjustment 

Rate, PAR)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진다. HMCR은 HM

에 저장된 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확률로 0에서 1사이

의 값을 갖는다. HM에 저장된 좋은 음을 다시 선택하

여 조합하여 좋은 화음을 만드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HMCR을 0.75로 설정하게 되면 HM에 

기록된 해집합 {   } 내 각각의 변수에 

대해 75%의 확률로 기존 HM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반대로 각각의 변수에 대해 25% 확률로 변수가 랜덤

하게 변화하여 새롭게 구성된 하나의 해집합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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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dify HM by updating worst set to new set

게 된다. PAR은 HMCR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해집합 

가운데 음을 하나 선택하여 위나 아래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해에 가깝게 해집합이 구성된 경우 값의 

주변을 검색할 수 있어 해의 발견 가능성을 높여준다. 

PAR도 HMCR과 마찬가지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면, PAR을 0.25로 설정하는 경우 

HMCR 과정을 거쳐 구성된 해집합 내 각각의 변수에 

대해 25%의 확률로 값의 크기를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초기 HS 알고리즘은 PAR에 의한 조정

비율을 고정하였으나 Machdavi et al. (2007)에 의해 

알고리즘의 반복이 진행되면서 PAR이 변화하는 개선

된 방식의 HS가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5% 

범위로 고정된 조정비율을 설정하였다. Fig. 7은 

HMCR이 0.75, PAR이 0.25인 경우 이상변수 특성 

변수로 이루어진 HM가 개선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계 4. 적합도 평가

첫 번째 적합도 평가는 랜덤을 통해 임의로 구성된 

해집합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적합도 

평가는 HMCR과 PAR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집합의 

적합도를 다시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구성

된 변수들로부터 오차를 계산하여 기존 HM에 저장된 

해집합 중 가장 큰 오차를 발생시키는 집합과 비교하

여 새 해집합이 더 우수할 경우 교체를 하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Fig. 8).

단계 5. 알고리즘 종료조건의 만족 여부 판별

알고리즘의 종료조건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목적함수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알고리

즘을 종료시키는 방법과, 알고리즘의 반복횟수를 제

한하여 종료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알고리

즘의 반복횟수를 5백만 번으로 제한하여 종료조건을 

설정하였다. 

단계 6. 알고리즘 종료 및 해 도출

가장 오차가 적은 집합을 해집합으로 제시한다.

3.3 하모니서치 알고리즘 최적 연산자 평가

HS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지반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상지반 존재 시 전기장 이론식(식 

(6))을 테스트 함수로 하여, HS 알고리즘 연산자인 

HMCR 및 PAR 값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부터 가장 높은 정확도로 이상지반을 예측하는 

최적 연산자를 선정하였다. 

최적 연산자는 주어진 문제 즉, 테스트 함수에 따라

서 달리 결정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최적 연산자는 오직 이상지반 존재 

시 전기장 이론식에 관한 가장 정확한 값을 도출하는 

연산자인 것이다. HMCR을 0.1, 0.3, 0.5, 0.7, 0.9, 

0.95, 0.99로 7가지 경우로 나누고, PAR은 0.1, 0.2, 

0.3의 3가지 경우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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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diction error with HMCR cases Fig. 10. History of Erms over iterations

Fig. 11. Resistivity measuring system

HMCR 사례분석은 테스트 함수에 임의로 설정된 이

상지반 특성 변수값을 대입하여 계산된 전기저항값을 

바탕으로, 다시 역해석을 통해 이상지반 특성변수 값

을 도출하여 초기 설정된 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도시

하였다(Fig. 9). PAR 사례분석은 알고리즘의 반복

(iteration)이 진행됨에 따라 계산되는 제곱평균 오차

를 도시하여 좋은 해집합을 찾아 수렴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Fig. 10). 사례분석 수행결과 HMCR이 

0.99인 경우에 가장 낮은 오차율을 제시하였으며, 

PAR이 0.1인 경우에 가장 낮은 제곱평균오차로 수렴

하였다. 최종적으로 HMCR이 0.99인 동시에 PAR이 

0.1인 경우 3.21%의 평균 오차율로 이상지반 특성 

변수를 예측하였다.

4. TRP 시스템과 shield TBM 현장 
실험

4.1 TBM 비저항 예측 시스템

TBM 굴착면 전방의 이상지반을 전기비저항을 활

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TBM 비저항 예측(TBM 

Resistivity Prediction, TRP)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Fig. 11과 같이, 

지반에 전극을 부착하여 전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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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hamber sealing apparatus

Fig. 14. Installed electrode advancing apparatus on shield 

TBM

Fig. 12. Electrode advancing apparatus

저항 측정 시스템과, 이를 TBM에 적용하여 전방 예측 

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TBM 적용 장치이다. 

저항 측정 시스템은 HS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역해석

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해석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TBM 

적용 장치는 전극 압입 장치(Fig. 12) 및 챔버 실링 

장치(Fig. 13)로 구성되는데 이는 전극을 챔버 내로 

관통시켜 굴착면까지 전진시키는 동시에 챔버 내 토

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는 기능을 한다. 전극 

압입 장치는 협소한 TBM 내부에서 굴착면까지 전극

을 도달시키기 위한 장치로, 전극을 한쪽 강관 끝에 

삽입하고 그 뒤로 6개의 강관을 하나씩 연결한다. 

강관 거치대(steel pipe cradle)에서 하나의 강관을 연

결하고 나면, 유압잭을 사용하여 강관을 전방으로 밀

어내어 다음에 연결할 강관의 거치공간을 확보한다. 

강관은 챔버 실링 장치를 통해 챔버를 통과하게 되는

데, 챔버 실링 장치 내부에 있는 실링로프가 강관의 

주면을 밀폐하여 챔버 내 토사 및 지하수의 유출을 

방지한다. 챔버 실링 장치는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으며, TBM 굴진 중에는 벨브를 닫는다. 5개의 

전극을 굴착면에 부착하여 전방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쉴드 TBM에 전극 압입 장치를 설치한 모습은 

Fig. 14와 같다.

제작된 TBM 적용 장치를 실제 TBM에 장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현지 제조공장에서 TBM 제작이 완료된 직후 시험 

설치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극이 커터헤드의 오프닝

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커터헤드를 정지시킬 각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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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Bird-eye view of used shield TBM

Fig. 15. Geological section of 00 subway tunnel construction site

4.2 Shield TBM 현장 실험

TBM 비저항 예측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EPB 쉴드 TBM으로 시공중인 지하철 터널 현장

에서 굴착면 전방에 존재하는 이상지반을 예측하기 

위한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1차 현장실험은 TBM 

조립이 완료된 후 굴진을 시작하기 직전에 수행하였

으며, 2차 현장실험은 TBM 굴진 중 컨베이어 벨트를 

교체하기 위해 장비의 가동을 멈춘 시점에 수행하였다.

4.2.1 현장 지반조건

지하철 00 공사 과업구간은 전역에 주로 호상편마

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운모편암과 사질편암이 부분

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충적층은 한강의 범람에 

의해 퇴적된 모래자갈, 모래,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석회규산암은 본선2-2구간 시점부에 소규모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시험 구간에 대한 지질

단면도는 Fig. 15와 같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된 쉴드 

TBM은 Fig. 16과 같다.

4.2.2 1차 현장실험

현장에 TBM 장비가 반입되어 조립을 완료한 후 

1차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Fig. 17). 지질단면도에

서 1차 현장실험의 위치는 굴착면 전방에 호상편마암

이 분포하고 있다. 사전에 실내실험을 통해서 금속으

로 이상지반을 모사하여 저항 측정 시스템의 탐사거

리를 평가한 결과, 금속이 굴착면에서 최대 전극 간격

의 2배 이상의 거리까지 떨어져 있어도 측정되는 저항 

감소에 기여하였다(박진호 등, 2014). 따라서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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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Field test location 

Fig. 18. Connected pipes for advancing electrode Fig. 19. Attached electrode on tunnel face

인 조건에서는 최대 전극 간격의 2배 이상까지 탐사가 

가능하다. 현장에 설치된 전극의 최대 간격은 약 5.8 

m 이며, 지질단면도 상에 나타난 이상지반(파쇄대)은 

굴착면으로부터 20 m가 넘는 탐사거리를 벗어난 지점

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굴착면 전방의 전역에 호상

편마암이 분포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상지

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측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Fig. 18에서 전극은 이미 챔버 실링 장치

를 통과하여 굴착면에 도달하였으며, 후방 강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조립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강관은 

유압잭(hydarulic jack)을 사용하여 높은 압력으로 압

입된다. Fig. 19은 굴착면에 전극이 압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굴착면 전방의 지반과 전극을 접촉시켜 저항을 측

정한 지점이 Fig. 20에 나타나있다. TBM 장비 설계 

당시 계획한 전극 설치 위치인 2시, 5시 상하부, 8시, 

10시 방향에서 저항을 측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맨

락(man lock)에서 저항을 측정하여 해석에 활용하

였다.

소스 전극과 리시버 전극 간의 거리, 측정된 저항, 

전기비저항 및 전기전도도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20에 나타나 있는 전극 중에서 소스 전극 2와 

리시버 전극 5(2) 사이에서 측정된 저항은 해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전극이 지반과의 접촉이 불량하

여 저항이 3만옴 이상으로 나타나 전극이 지반과 접촉

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비합리적인 값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굴착면 전방 지반의 전기비저항 분포가 약 

85～120 Ωm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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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d data from 1st field test

Source electrode
Receive

electrode

Electrode

distance (m)

Resistance

(Ω)

Resistivity

(Ωm)

Conductivity

(Ω
-1

m
-1

)

2 10 5.080 12658.230 96.867 0.010 

2 8 5.638 13452.910 94.332 0.011 

2 5(1) 4.329 15625.000 122.821 0.008 

2 M2 2.385 7109.005 99.510 0.010 

2 M1 3.204 6479.480 86.444 0.012 

M1 M2 0.900 1996.701 91.708 0.011 

10 M1 2.385 8193.606 115.403 0.009 

10 M2 3.204 8773.805 101.815 0.010 

Table 2. Prediction Results by performing inverse analysis (1st field test)

Variable
Distance ( )

(m)

Thickness ( )

(m)

Permittivity ratio ( )

(dimensionless)

Conductivity ( )

(Ω
-1

m
-1

)

Result 1 0.016 9.248 1.004 0.012 

Result 2 0.048 9.339 1.000 0.012 

Result 3 0.088 9.953 1.000 0.012 

Result 4 0.062 5.240 1.000 0.012 

Result 5 0.162 9.203 1.001 0.012 

Fig. 20. Test points at the TBM (behind view)

로 약 101 Ωm을 나타냈다. 가장 인접한 두 전극 M1과 

M2에서 얻어진 기준 전기비저항(reference resistivity)

은 약 91 Ωm, 전기전도도 0.011 Ω
-1
m

-1
로 나타났다. 

기준 전기비저항으로부터 식 (6)에서 암반의 전기전

도도() 값을 구할 수 있다. 전기비저항 분포를 고려

하였을 때 굴착면 전방의 지반 상태가 심도에 따라 

전기비저항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상지반 및 지반변화구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측정된 저항과 전기비저항 분포를 바탕으로 총 5회 

역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전방의 전기전도도가 0.012 Ω
-1
m

-1
인 것으

로 해석되었으며, 굴착면에 근접한 암반의 전기전도

도를 의미하는 기준 전기전도도 0.011 Ω
-1
m

-1
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유전율 비도 모든 경우에서 

1로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유전율 비는 근접지반

과 이상지반의 유전율의 비를 의미하는데 1로 수렴을 

하는 것은 유전율이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접지반과 전방지반의 전기전도도

와 유전율이 유사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

루어 볼 때, 굴착면 전방에는 이상지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 식 (3)에 나타난 피적분함수

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상지반의 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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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d data from 2nd field test

Source electrode
Receive

electrode

Electrode

distance (m)

Resistance

(Ω)

Resistivity

(Ωm)

Conductivity

(Ω
-1

m
-1

)

1 2 2.745 7952.22 105.25 0.0095

1 3 3.809 11532.08 109.26 0.0092

1 4 4.294 14654.18 117.75 0.0085

1 a 2.343 8132.70 115.94 0.0086

a b 0.570 1183.07 90.95 0.011

Table 4. Prediction Results by performing inverse analysis (2nd field test)

Variable
Distance ( )

(m)

Thickness ( )

(m)

Permittivity ratio ( )

(dimensionless)

Conductivity ( )

(Ω
-1

m
-1

)

Result 1 1.000 5.000 0.793 0.010 

Result 2 1.000 5.000 0.789 0.010 

Result 3 1.000 5.000 0.789 0.010 

Result 4 1.000 5.000 0.789 0.010 

Result 5 1.000 5.000 0.789 0.010 

Fig. 21. Test point at the TBM (front view)

두께()를 나타내는 값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예측 결과는 탐사 범위 내에 이상지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질단면도 상에 나타난 사실과 잘 일치하

였다. 또한, 추후 버력 반출 기록 및 현장 시공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이상지반이나 지반 변화구간의 출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2.3 2차 현장 실험

TBM이 정거장으로부터 약 93 m 굴진한 시점에서 

2차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17). 지질단면도에

는 굴착면 전방으로 약 34 m 전방에서 3.6 m의 두께를 

가지는 파쇄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현장

시험에서 사용된 전극의 최대 간격은 약 4.3 m이므로, 

굴착면 전방에 이상지반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할 것

으로 예상하였다. 굴착면에 전극을 접촉시켜 저항을 

측정한 지점이 Fig. 21에 나타나있다. 1번을 소스 전극

으로 활용하였으며 2, 3, 4, a 전극을 리시버 전극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가장 인접한 전극인 a, b 전극으로

부터 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전기비저항으로 활용하였다.

Table 3에 측정결과를 정리하였다. 굴착면 전방 

지반의 전기비저항 분포가 약 90～120 Ωm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약 108 Ωm을 나타냈

다. 가장 인접한 두 전극 a와 b에서 얻어진 기준 전기비

저항은 약 91 Ωm, 전기전도도는 0.011 Ω
-1
m

-1
로 나타

났다.

측정된 저항과 전기비저항 분포를 바탕으로 총 5회 

역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이상지반의 전기전도도가 0.010 Ω
-1

m
-1
인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굴착면에 가장 근접한 암반의 

전기전도도 0.011 Ω
-1
m

-1
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박진호ㆍ이강현ㆍ신영진ㆍ김재영ㆍ이인모

612

Fig. 22. Lime silicate muck (gray color) is conveyed by 

conveyer belt

전기전도도의 차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1차 현장시험 결과에서 유전율 비가 1으로 

수렴하는 결과와 상이하게, 2차 현장시험 결과에서는 

유전율 비가 0.793으로 해석되었다. 즉, 근접지반의 

유전율에 비하여 굴착면 전방의 지반은 약 21% 작은 

유전율을 가지는 지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전율 비가 감소한 결과를 미루어보아 현재 

시점에서 굴착되고 있는 지반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지반이 굴착면 전방에 존재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해석결과 나타난 이상지반의 거리와 이상지반

의 두께를 고려하였을 때, 굴착면으로부터 1 m 전방에 

5 m 두께를 가지는 상대적으로 강한 지반이 굴착면 

전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TBM 굴진 중 반출되는 버력상태(Fig. 22)를 매일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시공 관계자와 인터뷰

를 수행하여, 2차 현장실험 수행 시점에서 굴착면 

근접지반과 전방지반에 대한 지반상태 및 지반 변화 

지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역해석을 통한 예측결

과와 비교하였다. 2차 현장 시험이 수행된 위치는 

석회규산암 구간으로 석회규산암의 버력반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지반의 강도는 보통 편마암과 

석회규산암에 비해 각섬암이 다소 높은 강도를 가지

고 있다.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석회규산암과 각섬

암의 전기전도도는 상호 유사한 것으로 예측되며, 각

섬암 지반에서의 유전율이 감소하여 각섬암과 석회규

산암 간 지반의 경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김정호 

등(1996)에 의해 제시된 석회암의 유전율을 석회규산

암의 유전율 8.3～8.8으로 가정하고, 21% 감소된 유

전율을 구한 결과 6.5～6.9정도로 나타났다. 이 정도

의 유전율 범위는 화강암의 유전율 6.1～6.7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도가 매우 높은 지반이 굴착면 전방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섬암 부분의 두께를 5m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현장에서 6m 전방에 각섬암에서 편마암으로 

지반이 변화한다는 현장 상황에 대한 자문과 지질단

면도에 나타난 지반정보를 고려할 때 도출된 해석 

결과와 실제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쉴드 TBM에 적용 가능한 전기비저항 

기반의 터널 굴착면 전방 예측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저항 측정 시스템과 TBM 적용 장치로 구성된, TBM 

비저항 예측(TRP)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

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EPB 쉴드 TBM으로 시공 

중인 지하철 터널 현장에서 두 차례의 이상지반 예측 

실험을 수행하여 현장 적용성과 예측 정확성을 검증

하였다. 이상지반 예측결과는 지질단면도 및 굴착이 

종료된 후 예측 구간에서 반출되었던 버력의 상태를 

관찰한 기록과 비교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예측 정확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HS 알고리즘의 최적 연산자 

값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얻어

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TBM 비저항 예측 시스템은 쉴드 TBM으로 시공 

중인 터널에서 굴착면에 전극을 완전히 접촉시켜, 

전기비저항의 측정 및 역해석을 통해 굴착면 전방

에 존재하는 이상지반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Shield TBM에 적용 가능한 전기비저항 기반 터널 굴착면 전방 예측기술

613

국내 최초로 실제 쉴드 TBM에 적용하여 비저항 

기반의 전방 예측을 수행하고, 예측 정확성을 검증

한 시스템으로 생각된다. 이 시스템은 NATM 터널 

및 오픈 TBM에도 활용되어 이상지반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TBM 비저항 예측 시스템을 적용한 쉴드 TBM 

현장 실험 결과를 지질단면도 및 버력 반출 기록과 

비교분석한 결과, 이 시스템을 활용한 전방 예측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차 현장 

실험에서, 지표 및 시추공에서 수행한 물리탐사 

기술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굴착면 전방의 암반 

상태 변화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섬암 변화구

간을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예측은 TBM 시공 중 

지반 강도의 증가에 따른 사전 대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TBM 비저항 예측 시스템은 전극을 유압으로 밀어

내어 굴착면에 압입하는 수동형 방식이므로 전방 

예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필요 시 전극을 자동으로 굴착면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4. HS 알고리즘 최적 연산자를 선정함으로써 역해석

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미만이므로 신속한 해석이 

가능하다. HS 알고리즘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전기

장 이론식을 사용하여 이상지반을 예측하는데 매

우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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