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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study on the effect of segment assembly characteristics on the TBM segmental 
lining member section forces. Analyses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two-ring beam finite element model by Midas 
civil 2012+. TBM segment lining member forces are determined by various joint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e segmental 
member forces were investigated with various joint number and orientation at fixed values of joint stiffness, ground spring 
parameters. The numerical results were used to identify trends of the member forces in the tunnel lining with the segment 
assembl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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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TBM 세그먼트의 분할 수와 인접한 링의 이격각도가 라이닝의 부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았다. 수치해석은 Midas civil 201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모델링은 2링빔 스프링 모델을 이용하였다. TBM 세그먼드 부재력

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그먼트 분할 수와 분포를 제외한 다른 요소인 이음부 스프링 계수, 지반반력계수를 

통제하고 특정한 분할 수와 분할 특성을 통해 case를 선정함으로써 분할 수와 분포와 같은 분할 특성이 부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TBM 세그먼트 시공･설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음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세그먼트 라이닝, 키 세그먼트, 이음부 특성, 분할 개수, 링간 이격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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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심지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지하철, 도로, 상하

수도 등 각종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으로 현재 

많은 터널이 건설되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 터널 시공

에 있어 시공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장대 터널 시공에 경제적

인 기계화 터널 공법인 쉴드 TBM (Tunnel Boring 

Machine) 터널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터널 기계화 

시공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현재에는 지하철, 도로 

뿐만 아니라 전력구, 통신구 등 다양한 종류의 터널 

시공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Yoo and Choi, 2014).

쉴드 TBM 터널의 라이닝(Lining)으로 사용되는 

세그먼트(Segment)는 그 재질 및 형상, 분할 방식 및 

테이퍼(Taper) 형식, 폭, 두께, 조립방식, 연결방식 

등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며 그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하중 조건, 지반 조건, 수압에 의한 

검토와 뒤채움 주입압, 잭(Jack)에 의한 추진압, 운반 

및 이동 시의 부재력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단면 검토

를 통해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그먼트 설계 방법

에 있어서는 일본에서는 빔스프링(Beam spring) 모델

을 주로 적용하며, 유럽에서는 대체로 빔스프링 모델, 

유한요소법, 탄성해법, Schultz-Duddeck 방법, Mu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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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방법 등을 국가별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하중, 지반정수 등 설계정수의 평가기준을 국가별로 

설정하고 있다(Kim, 2007).

쉴드 TBM 터널의 세그먼트 설계는 NATM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의 지보와는 달리 일체화

된 강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그먼트 간 이음부와 

더불어 링간 이음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쉴드 TBM 터널의 거동은 이음부의 특성과 

그 취급 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쉴드 TBM 터널의 설계과정은 사용목적 및 현장조건

에 적합한 세그먼트 라이닝의 단면과 철근량 등을 

설계자가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한 후 이를 수치

해석이나 이론해 등을 이용하여 안정성 검토 및 거동

예측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설계 단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세그먼트 부재력에 대한 이음부의 영향을 

반영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음부의 특성 중 

세그먼트 분할 수와 그 분포가 세그먼트 부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세그먼트 연결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로는 Chung et al. (1999)에 의해 테이퍼 

각을 개선한 연결방법의 안전성 평가 연구가 있고, 

2000년에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그먼트 연결

봉과 링간 연결쐐기를 인발시험하고 수치해석과 비교

한 연구가 있다. 이후 Yoo and Jeon (2012)에 의해 

쉴드 TBM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의 부재력 산정 시 

이음부 강성계수와 분할 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연구, Choi et al. (2014)에 의해서는 이음부 강성계수

와 부재력 사이의 연관관계 및 Choi (2013)에 의해서

는 수팽창 지수와 더불어 강성계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eachavorasinskun and chub-uppakarn (2010)에 

의해 실험으로 강성계수와 분할 특성에 대한 연구, 

Arnau and Molins (2011)는 직접적인 재하 실험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적으로는 Do et 

al. (2013)에 의해 분할 수, 분포, 강성계수와 지반스프

링 계수의 영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현실에 있어서 세그먼트 분할 수와 

분할 분포에 대한 부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에 key segment의 고려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 실정이

나, 실제와 유사한 조건을 위해서는 key segment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일부 연구는 결론을 도출

하기 위한 비교 case의 수가 너무 적어 일반적인 결론

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1링 빔-스프링 모델 

해석이 대부분이어서 인접 링간 영향 없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링 간의 

간섭 및 영향 정도가 고려되어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

고 있는 2링빔 스프링 모델 해석을 통해 이음부 특성에 

따른 부재력 변화를 연구하였다.

2. 쉴드 터널 라이닝 세그먼트의 해석

세그먼트 라이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나 숏크리트와는 달리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어 터널 내 운반 후 조립된다. 이는 특히 쉴드 

TBM 터널에서 주로 사용되며, 영구적 지보일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안전 확보의 역할도 수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세그먼트는 기본적으로 운용 중

에 작용하는 토압(연직, 수평하중), 수압을 지지해야 

하며, 제조 및 설치의 특성상 제작공장에서 현장까지

의 적재, 운반, 설치 하중, 쉴드 추력에 의한 반력 

등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능적으로는 소정

의 방수 기능이 발휘되도록 충분한 방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Key segment가 표시된 실제 라이닝 

세그먼트와 링의 설치된 모습을 Fig. 1에 나타냈다.

쉴드 TBM 터널의 경우 라이닝이 콘크리트 등으로 

제작된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세그먼트는 복잡

한 하중조건 및 곡볼트 / 직볼트로 연결된 구조체이므

로 이에 대한 특성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안정된 설계

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쉴드 TBM 터널에서는 이동을 

고려하여 분할된 세그먼트들을 제작하고 현장에 운

반･연결하여 터널 라이닝을 완성하게 되므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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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gment lining Fig. 2. Installed segment lining

Table 1. Segment Structural Analysis Model

Model Detail

Conventional model
• Considering the same rigidity for the whole ring
• Easy calculation / Adaptable for good condition of the ground

Modified conventional model
• Considering the reduced rigidity from the joint
• Considering that shear resistance of the ring joint could be transferred from hinge

Duddeck & Erdmann analysis
• Considering that the whole ring has the same rigidity
• Analytic solution that the function of the rigidity from the sectional forces and displacement

Hinged ring model
• Considering the segment joint as a hinge
• Stable structure due to surrounded ground but unstable by itself only

Continuum midel
• Elastic or elasto-plastic analysis model based on that the ground is homogeneous
• FEM is necessary for the heterogeneous condition

Beam-spring model • Considering the segment as the ring with the rotational spring

2 ring beam spring model
• Modeling two rings on the zigzag shape including the connection between 2 rings
• Considering a segment joint as rotational spring and a ring joint as shear spring
• Considering interaction to the ground as a elastic spring

이음부가 발생하게 된다. 세그먼트 이음부는 세그먼

트 본체와 마찬가지로 쉴드 TBM 터널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요소이므로 역학적인 관점에서 외부 작

용 하중에 대해 안정성을 띠어야 한다(Choi et al., 

2014).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에 있어서 이음부를 고려

한 부재력 산정을 위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수 진행

되었다. 그 중 강성계수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여 

여러 강성 계수의 결정 방법이 제안되었고, 실험을 

통해 직접 계산된 사례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국내 쉴드 TBM 설계에 있어서 세그먼트 이음부

는 2∼3 개의 강성계수로 표현･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강성계수와 더불어 이음부의 주요 특징인 

분할 수와 분포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행해진 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key segment의 고려가 없고 또한 그 결과가 상이하여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key segment가 고려된 분할 개수와 

인접한 링의 회전 분포 변화에 따른 세그먼트 부재력

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2.1 세그먼트 라이닝의 구조해석 모델

세그먼트 구조해석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결과가 상이하므로, 라이닝 구조해석시 적절한 모

델 선정에 주의해야한다. 최근 경향은 보수적으로 설

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링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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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Load model : (a) conventional model and (b) beam-spring model and (c) continuum model

고려한 2링빔 스프링 모델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세그

먼트 해석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해석 모델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관용법은 이음부를 고려하지 않고 연속

된 부재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모멘트가 가장 크게 

계산되며, 힌지법은 이음부에서 모멘트가 해소되므로 

작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 2링빔 스프링 모델은 

반경방향 이음부는 회전 스프링을 고려하고 링이음부

는 전단스프링을 이용하여 2개의 링을 구속조건을 

고려 하므로 관용법이나 힌지법에 비해 부재력이 작

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 구조 모델 산정시에는 이 

모델들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현장에 맞는 구조모

델을 산정해야 한다.

2.2 연직토압 및 수평토압

일반적인 라이닝 해석에서 사용되는 토압은 연직 

토압 및 수평 토압이며 연직토압은 토피고 전체에 

대한 전토압 혹은 터널 상부의 Terzaghi 이완 토압을 

사용한다. 이완토압은 Terzaghi 아칭이론에 의해 계산

할 수 있으며 수평토압의 경우에는 연직토압에 토압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반적으로는 정지토압계

수를 사용한다. 각 해석 방법에 사용되는 하중 모델의 

모식도는 다음 Fig. 3과 같다. 여기서 는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연직 토압이며, 은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 는 하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 은 

터널 하부에 작용하는 지반반력이고, 는 세그먼트 

자중을 뜻한다. 터널단면 고려 하중은 완성 후의 상태

에 대해 검토하게 되며 기본하중의 조합은 토압, 수압, 

지반반력, 자중 및 상재하중을 고려한다.

터널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대개 깊은 터널의 

경우 Terzaghi의 Arching Theory (Terzaghi, 1943)에 

근거한 이완토압을 사용하며 그 연직토압은 다음 식

(1)과 같다(Yoo and Jeon, 2012).

 


× 







 (1)

여기서,  : 천정부 연직토압 (kPa)

 : 이완폭 (m)

 : 토압계수

 : 관통지층 단위중량 (kN/m3)

 : 관통지층 점착력 (kPa)

 : 관통지층 내부마찰각 (°)

 : 터널 심도 (m)

 : 상재하중 (kPa)

세그먼트 양쪽 측벽부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은 연직

토압과 스프링 라인 위치 연직토압에 각각 토압계수

를 곱하고 이 값이 터널 바닥부까지 비례 증가하는 

등변분포하중으로 산정한다. 관용법의 경우에는 터널

의 천단부에 작용하는 연직토압에 토압계수를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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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Water pressure model : (1) conventional model and (b) whole space spring model

Table 2. Analytic Solution for Ground Deformability

Description Wőlfer’s Solution Muir Wood’s Solution

Characteristics
Consider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for 

surrounding materials
Considering for the doubled layered including the 

grouting out of the tunnel

Solution

  

∙ 






 : Unit ground reaction factor (kN/m2)

 : Young’s modulus for the ground (kPa)
 : Equivalent lining radius (m)
 : Length of segment (m)

 



  : Ground reaction factor for radius direction (kN/m2)

  : Young’s modulus including the grout effect (kPa)

 : Radius of gravity central for the segment (m)

것으로 하고 바닥부는 다음 식 (2)에 의해 산정한다. 

연속체 해석의 경우에도 같은 식이 적용된다(Yoo and 

Jeon, 2012).

   ×× (2)

여기서,  : 바닥부 수평토압 (kPa)

 : 터널 도심 직경 (m)

 : 천정부 연직토압 (kPa)

 : 토압계수

 : 관통지층 단위중량 (kN/m3)

2.3 수압

수압의 경우 토수 분리의 해석시에만 고려대상이 

되며, 지하수위를 단순히 높게 설정하는 것은 터널 

부근의 피압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안전 

측의 설계가 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의 Fig. 4은 이해가 쉽도록 각 경우의 

수압 적용 모델을 도시하였다. 

2.4 스프링 계수

경계조건에 사용되는 스프링 계수에는 지반반력계

수, 전단 스프링 계수, 회전 스프링 계수가 있다. 지반

반력계수 산정을 위한 이론에는 주변지반의 변형 특

성으로 고려한 Wőlfer 이론식과 뒷채움 및 주변지반

의 2층 변형 특성으로 고려한 Muir Wood 이론식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론식은 다음 Table 2와 

같다.

링 자체 분할된 세그먼트간 이음에서는 회전 스프

링으로 고려하고 링간 이음에 대해서는 반경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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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gment design factor

Table 3. Analytic solution of the segment design factor (Yoo and choi, 2014)

Dscrpt’n Rotational stiffness Radial stiffness Tangential stiffness

Analytic
Solution

 





 









 





 
′



′

 : Bending moment (kN·m)
 : Area of bolt (m2)

 : Angle of rotation (rad)
 : Distance from compression edge to 

central (m)
 : Effective depth (m)
 : Ratio of young’s modulus

 : Young’s modulus of concrete 
(kPa)

  : 2nd inertia force of the segment 
(m4)

 : Width of the segment (m)

′  : Spacing of the segement (m)
 : Thickness of the segment (m)
 : Shear modulus
 : Poisson’s ratio

Table 4. Segment joint number for various nations (KTA, 2008)

Description Japan’s tunnel standard code Europe

Detail

Rail way : 6~13 Joints
Generally 6~8 Joints

Sewer, Sanitary, Service Tunnel : 5~8 Joint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weight of the segment

Generally 3~4m by circumferential direction

over 5 Joints

접선방향으로 분리된 전단 스프링 이음으로 고려된

다. Fig. 5에서는 전단 스프링과 회전 스프링을 나타내

고 있으며 Table 3에서는 이들의 산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세그먼트 이음부 회전 스프링 계수의 경우 보통 

5×103∼2×106 kN･m/rad의 값을 보이고, 링 이음부 

전단 스프링 계수의 경우 1×105∼5×105 kN/m의 값을 

보인다.

2.5 세그먼트 라이닝의 설계

쉴드 TBM 공법의 세그먼트 설계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는 앞서 언급한 연직토압, 수평토압 및 수압으로 

구성되는 작용하중을 구하고 구해진 하중에 대한 라

이닝 세그먼트의 최대 휨 모멘트, 축력, 전단력을 계산

하여 이에 대응하는 단면을 계산하고 안정검토를 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적용되는 라이닝 설계

모형은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2링빔 스프링 모델을 통해 세그

먼트 분포 특성과 부재력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그먼트 설계시 세그먼트의 길이뿐 만 아니라 분

할 수와 폭, 두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그먼트의 

분할 수는 효율 측면에서 볼 때 적을수록 조립시간이 

단축되며, 이음부 총 길이가 단축되어 방수에 유리하

다. 하지만 그 크기는 TBM 내부 작업 공간, 이렉터

(Erector) 의 용량 등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그 분할 

수는 대개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게 

되며, 다음 Table 4에 각 국의 세그먼트 권장 분할 

개수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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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gle of joint between 2 rings

Table 5. Details of reference case

Description Value Unit

Unit weight 17 kN/m3

Young’s modulus 150 MPa

Poisson’s ratio 0.3 -

Internal friction angle 37 degree

Cohesion 5 kPa

Lateral earth pressure factor 0.5 -

Overburden 20 m

Ground deformability 32,967 kN/m

3. 2링빔 스프링 모델을 이용한 수치
해석

세그먼트 부재력 해석을 위해 2링빔 스프링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간접적인 결과 비교를 위해 가장 근접

한 수치해석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Do et al. (2013)의 

논문에 구현된 Bologna-Florence 고속철도 현장의 지

반조건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key 

segment의 고려 없이 1링빔 스프링 모델의 해석 결과 

분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휨 모멘트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이는 링간 간섭의 고려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실제보다 큰 부재력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고려하고 있는 key segment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 

등분된 이음부 특성을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key 

segment의 영향도 간과되어 있다. 실제 세그먼트의 

부재력은 등분된 경우와 key segment가 고려되어 등

분되지 않은 경우의 결과 다를 것이라 예상이 되고, 

2링빔 스프링 모델의 경우 앞에 위치한 링과 뒤에 

위치한 링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부재력이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key segment가 고려된 분할 수에 따른 

부재력을 2개의 각 링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때 어떠

한 경향을 보이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상용화된 Midas Civil 2012+ (Midas, 2012)을 

구조해석 프로그램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3.1 해석 조건

쉴드　TBM 터널의 해석모델 중 근래 많이 사용되고 

있는 2링빔 스프링 모델에서 세그먼트 본체는 빔

(Beam)요소, 링간 이음부는 반경방향 전단 스프링과 

접선방향 전단 스프링으로 묘사되며, 지반반력은 탄

성스프링으로 구성된 지반반력 스프링으로 묘사된다. 

원래 지반 스프링의 경우 흙의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터널 내측으로 변위가 일어나는 부분을 풀어주기 위

해 압축으로만 작용한다고 설정된다. 세그먼트 분할

수에 대해서 각 현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수 개의 A세그먼트와 key segment 양측 좌우에 각각 

인접한 수 개의 B세그먼트, C세그먼트 그리고 key 

segment인 K세그먼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다. 본 논문의 해석에서는 해석 case의 적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A세그먼트와 B세그먼트의 구분 없이 

20°의 각도를 가지는 K세그먼트 1개와 나머지 균등 

분할된 A세그먼트로 링을 구성하고 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 case 산정시에는 이음부 회전의 영향을 고려

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앞 링과 뒷 링간 이격 

각도 차이를 0∼180°까지 5° 간격으로 배치하여 묘사

하였고 각도 를 링간 이격각도라 정의하였다.

3.1.1 지반 및 하중 조건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정 현장의 

지반조건으로 가정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같은 지반에서 모든 해석 case에 대해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부재력 영향도를 평가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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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Applied load model : (a) water pressure and (b) ground pressure

Table 6. Analytic Solution for the applied load

Load Analytic solution

Vertical earth pressure

 tan
 




×
tan∙ 

tan∙ 

  : Considered width of soil pressure = 







 : Diameter of segmental lining (m)  : Angle of internal friction (°)

 : Cohesion of soil (kPa)   : Coefficient of lateral earth pressure

 : Overburden (m)   : Surcharge (kPa)

Lateral earth pressure

  
  

    

  : Horizontal pressure at crown (kPa)   : Horizontal pressure at springline (kPa)

  : Horizontal pressure at invert (kPa)  : Coefficient of lateral earth pressure

 : Vertical pressure of soil at crown (kPa)

  : Vertical pressure of soil at springline (kPa) = tan
 




×
tan∙ 

 : Radius of segmental lining (m)

Water pressure

  
    

  : Unit weight of water (kN/m3)   : Height of water table from the crown of tunnel (m)

  : Diameter of segmental lining (m)

압과 토압이 분리되어 별도로 작용하는 토수 분리 

방법을 적용하였고, 링 상반부에 작용하는 연직 토압

은 등분포 하중으로 계산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흙의 

강도정수는 다음의 Table 5와 같으며, 지반반력계수

는 Wőlfer 이론식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적용하였다.

본 모델링에서 하중조건은 이음부 특성만을 고려하

기 위해 최대한 간소화시켜 상부 연직 토압, 하부 

연직 토압, 수평 토압, 수압, 자중을 고려하였으며, 

하부 연직 토압은 상부 연직 토압의 반작용 개념으로 

같은 크기를 사용하였다. 자중은 프로그램 상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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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tails of the segment

Parameter Value Unit

Young’s modulus 35000 MPa

Unit weight 24.52 kN/m3

Poisson’s ratio 0.15 -

Thickness of the segment 0.4 m

External diameter for tunnel 9.1 m

Rotational stiffness 100,000 kN·m/rad

Radial stiffness 500,000 kN/m

Tangential stiffness 1,000,000 kN/m Fig. 8. Dimension of key segment

동으로 계산 되도록 하였다. 하중 산정을 위해 사용한 

모델은 Fig. 7과 같으며 사용된 식은 Table 6에 나타

냈다.

3.1.2 세그먼트 제원 및 이음부

세그먼트 수치해석 모델링시 사용한 설계정수는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 

수와 각 링간 회전 분포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회전 스프링 계수는 통상 값의 범위에 있는 100,000 

kN･m/rad, 반경방향 스프링 계수는 500,000 kN/m, 

접선방향 스프링 계수는 1,000,000 kN/m의 값을 사용

하였다. 터널 외경은 9.1 m, 세그먼트 길이는 1 m, 

두께는 0.4 m로 모델링하였다. Midas Civil 프로그램 

상에서 회전 스프링을 묘사하기 위해서 Beam End 

Release 조건을 사용하였고, 링간 이음은 접선방향 

스프링 계수와 반경방향 스프링 계수를 통해 Elastic 

Link를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Elastic Link란 탄성연

결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개의 절점을 임의의 강성

으로 연결해 요소처럼 거동할 수 있도록 묘사하는 

기능이다. 탄성연결요소의 입력 값은 각각 3방향의 

이동 및 회전 강성으로 이루어져있고, 본 해석에서는 

2방향의 이동강성을 통해 링간 전단 연결을 모델링 

하였다. Beam End Release란 한 개의 빔요소에서 

양측 단부의 구속조건을 묘사하는 기능으로 본 해석

에서는 pinned-fixed 연결로 빔요소의 한쪽 모멘트를 

일정 강성으로 풀어주어 세그먼트간 회전 스프링 연

결을 묘사하였다. 특히 지반탄성스프링에서는 탄성연

결요소에 압축전담특성을 부여하여 지반과 세그먼트

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3.2 세그먼트 분할 및 해석 Case 선정

한 개의 링은 1개의 key segment와 균등 분할된 

5개에서 10개의 A세그먼트로 구성하였다. Key 

segment는 원 둘레를 2.5°의 내각으로 등분하는 node

를 기준으로 8개를 결합하여 외측 길이 1.58 m, 내측 

길이 1.52 m의 세그먼트 길이와 20°의 내각으로 나타

냈다. 링이 회전하는 조건에서 Key segment의 위치에 

따른 node의 변화를 피하고, 어느 회전각도에서나 

node 설정을 동일한 조건으로 묘사하기 위해 key 

segment를 A세그먼트와 같이 사각형 형상으로 모델

링 하였다. 그에 따른 key segment의 형상과 제원은 

Fig. 8에 나타냈다.

이때 링을 구현하는 절점의 개수는 최대한 원을 

표현하고 링의 회전을 알맞게 나타내기 위해 한 개의 

절점 당 2.5°를 표현할 수 있는 144개로 설정하였고, 

링간 이음부는 모든 절점을 전단 스프링으로 연결하

여 묘사하였다. 다음 Fig. 9와 Fig. 10은 대표적으로 

1+5분할과 1+8분할의 모델링을 나타내었다. 여기에

서 링간 이격각도는 각 링의 key segment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링간 각도를 말한다. 두 개의 링이 동시에 

천단부에 있는 경우를 0°라 하였고 앞 링은 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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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1+5-joint lining : (a) 180° angle of joint between 2 rings and (b) 0°

(a) (b)

Fig. 10. 1+8-joint lining : (a) 90° angle of joint between 2 rings and (b) 160°

으로 뒷 링은 반시계방향으로 각각 5°씩 회전하며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key segment는 통상적으로 

상반부에만 위치시키기 때문에 key segment가 하반

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고려한 수치 해석의 case를 Fig. 11에 나타냈다.

수치해석상에 x, z축은 횡단(반경)방향, y축은 종단 

방향을 의미하며, 반경 방향 중 깊이 방향으로 z축을 

설정하였다. 각 링의 천단부의 절점 1개의 x축과 y축

을 변위 고정하고 x축과 z축을 회전고정하여 현실에 

맞는 경계조건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Key segment의 

위치를 고려할 때 통상 실무에서는 천단부를 12시방

향이라 했을 때 3시-9시의 패턴을 지속하다가 11시-1

시 혹은 1시-2시나 10시-11시 등의 조합을 사용하나, 

본 연구의 목적이 일반적인 부재력 변화의 경향 파악

이므로 깊이 방향의 축에 앞 링과 뒷 링이 대칭되는 

이격 조건을 case로 선정하였으며 실무에서 기피하고 

있는 이음부 이격 상태에 대한 고려도 전체적인 흐름

을 파악하기 위해 case 선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

여 이음부가 이어지는 경우도 case 선정에 포함 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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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nalysis cases for number and angle of the joint between 2 rings

Joints
Angle of joint between

2 rings

0°

1+5-joints
10°

20°

30°

1+6-joints
40°

50°

60°

1+7-joints
70°

80°

90°

1+8-joints
100°

110°

120°

1+9-joints
130°

140°

150°

1+10-joints
160°

170°

180°

앞 링과 뒷 링의 회전방향은 앞 링은 시계방향, 

뒷 링은 반시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반대의 경우인 

앞 링을 반시계방향, 뒷 링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해석을 시행 했을 때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므로, 해석 

case 산정시 회전방향은 전자의 경우로 한정지었다. 

또한 앞 링과 뒷 링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이음부 연속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해석 case 고려사항에서 제외하였다.

4. 결과 분석

기술된 조건으로 2링빔 스프링 모델을 이용해 수치

해석을 시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균등 분할된 세

그먼트에 대해서 고려하였기 때문에 한 세그먼트 각

도 이상이 회전하면 세그먼트 분할 분포가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길이가 다

른 key segment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패턴

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려되는 회전의 경우를 

0∼180° 까지 모두 고려하였고, 그 간격은 5°로 하였

다. Key segment의 크기는 9.1 m의 터널 내경을 고려

한 1.58 m 길이를 갖는 20°의 내각의 key segment로 

모델링하였다.

이음부 특성인 분할 수와 분포가 변화함에 따라 

세그먼트 부재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할 수에 

따른 최대 부재력을 토압계수가 0.5, 1.0, 2.0일 때의 

경우를 각각 비교하고 이어서 링간 이격각도에 따른 

각 부재력을 같은 토압계수의 조건에서 비교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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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2. Maximum bending moment by number of joint : (a) K0=0.5, (b) K0=1.0 and (c) K0=2.0

(a) (b) (c)

Fig. 13. Maximum shear force by number of joint : (a) K0=0.5, (b) K0=1.0 and (c) K0=2.0

4.1 분할 수에 따른 부재력 영향

Fig. 12∼14는 세그먼트에 작용하는 최대 부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기 선정한 해석 case 별로 부재력을 

산출한 결과를 1+5분할에서 1+10분할까지의 분할 

수에 따라 나타냈다. 분할 수 선정은 너무 잘게 분할하

면 방수에 어려움이 있고, 너무 적게 분할하면 세그먼

트 자중이 무거워져 TBM 장비 내부의 양중설비 용량

의 제한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선정하

였다. Fig. 12는 분할 수와 최대 휨모멘트의 관계를 

나타냈고 분할 수가 증가할수록 최대모멘트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토압계수가 2.0일 때는 명확하게 

분할 수와 최대 휨모멘트는 반비례하고, 0.5일 때는 

1+짝수 개수의 경우와 1+홀수 개수의 경우로 분리하

여 보면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Fig. 13과 Fig. 14은 

각각 최대 축력과 최대 전단력을 분할 수에 따라 나타

낸 것이다. 휨모멘트와 달리 전단력과 축력은 변화 

양상이 분할 수와는 무관하고, 축력의 경우는 그 변화 

폭이 축력 절대값에 1.0% 수준으로 무시할 만하다. 

분할 수가 증가할수록 최대 휨모멘트는 감소하며 분

할 수 선정시 분할수를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부재력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음 표에는 각각의 분할 수와 토압계수에 대한 

조건에서 최대 휨모멘트, 최대 전단력과 최대 축력을 

Table 8∼10에 정리하였다.

Table 8에서 분할 수에 따른 최대 휨 모멘트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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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4. Maximum axial force by number of joint : (a) K0=0.5, (b) K0=1.0 and (c) K0=2.0

Table 8. Maximum bending moment by number of joint (unit: kN·m)

Joints K0=0.5 K0=1.0 K0=2.0

1+5-joints 168.65 121.15 291.68

1+6-joints 158.62 124.48 283.13

1+7-joints 160.02 124.33 280.29

1+8-joints 151.52 121.24 276.37

1+9-joints 148.82 119.28 263.72

1+10-joints 143.66 117.42 263.48

Deviation max
maxmin  14.8% 5.7% 9.7%

Table 9. Maximum shear force by number of joint (unit: kN)

Joints K0=0.5 K0=1.0 K0=2.0

1+5-joints 161.93 136.53 276.09

1+6-joints 160.69 142.73 262.60

1+7-joints 164.01 144.35 266.08

1+8-joints 156.22 133.42 268.89

1+9-joints 156.07 140.46 249.37

1+10-joints 153.31 145.06 266.55

Deviation 6.5% 8.0% 9.7%

휨 모멘트의 차이는 토압계수 0.5에서 약 14.8%가 

발생하여 분할 수에 따른 휨 모멘트의 영향은 작지 

않다. Table 9에서는 최대 전단력을 표시하였다. 전단

력도 토압계수에 따라 7.0∼10.7%의 차이를 보여 설

계･시공시 고려해야 하나 휨 모멘트에서와 같이 증가

와 감소의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분할 수 

선택시 휨모멘트와 함께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Table 10은 분할 수와 최대 축력을 표시하였고, 최대 

축력의 경우는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변동 폭은 0.09 

∼0.39%로 분할 수가 실제 최대 축력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하다.

특징적으로 분할 수가 1개소 감소할 때 마다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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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aximum axial force by number of joint (unit: kN)

Joints K0=0.5 K0=1.0 K0=2.0

1+5-joints 2409.22 1976.19 2345.63

1+6-joints 2409.67 1973.78 2339.73

1+7-joints 2410.92 1974.68 2343.94

1+8-joints 2409.86 1975.41 2347.50

1+9-joints 2410.97 1976.97 2348.99

1+10-joints 2411.30 1976.66 2348.67

Deviation 0.09% 0.16% 0.39%

Table 11. Member forces where there is maximum bending moment and segment design

K0 Joints
Mmax

(kN·m)
P

(kN)
V

(kN)
Arrangement of reinforcement

0.5

1+5-joints 168.65 2407.55 68.44 D19 – 300 (1,719 mm2)

1+6-joints 158.62 2370.43 69.05 D19 – 300 (1,719 mm2)

1+7-joints 160.02 2375.21 71.26 D19 – 300 (1,719 mm2)

1+8-joints 151.52 2370.61 72.28 D19 – 300 (1,719 mm2)

1+9-joints 148.82 2375.45 72.78 D19 – 300 (1,719 mm2)

1+10-joints 143.66 2372.06 67.15 D19 – 300 (1,719 mm2)

1.0

1+5-joints 121.15 1957.37 70.25 D19 – 300 (1,719 mm2)

1+6-joints 124.48 1957.28 71.2 D19 – 300 (1,719 mm2)

1+7-joints 124.33 1961.61 66.04 D19 – 300 (1,719 mm2)

1+8-joints 121.24 1962.07 65.45 D19 – 300 (1,719 mm2)

1+9-joints 119.28 1962.51 64.66 D19 – 300 (1,719 mm2)

1+10-joints 117.42 1962.78 63.18 D19 – 300 (1,719 mm2)

2.0

1+5-joints 291.68 1786.08 3.43 D19 – 300 (1,719 mm2)

1+6-joints 283.13 1782.2 12.93 D19 – 300 (1,719 mm2)

1+7-joints 280.29 1790.93 10.91 D19 – 300 (1,719 mm2)

1+8-joints 276.37 1784.77 3.82 D19 – 300 (1,719 mm2)

1+9-joints 263.72 1802.38 22.48 D19 – 300 (1,719 mm2)

1+10-joints 263.48 1789.2 0.95 D19 – 300 (1,719 mm2)

휨모멘트는 토압계수가 0.5일 때 1.8∼5.0%, 1.0일 

때 1.6∼2.7%, 2.0일 때 1.0∼4.8%가 감소하고, 최대 

전단력은 분할 수가 1개소 줄어들 때마다 1.0∼8.2%

의 변동 경향을 보이고, 최대 축력은 0.01∼0.25%의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세그먼트 설계시 분할 수 선정

시 휨 모멘트와 전단력의 경우를 참조하여 시공효율

과 세그먼트의 방수 성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최

대한 많게 선정하는 것이 부재력 측면에서 유리하다.

4.2 분할 수가 세그먼트 설계 철근량에 미치는 

영향

분할 수에 따른 최대 축력의 변화는 0.39% 이하로 

미치는 영향이 작고, 최대 전단력은 그 양상이 규칙성

을 보이지 않으므로 변화량이 14.8% 이고 양상이 

뚜렷한 최대 모멘트의 경우에 분할 수에 따른 실제 

철근량의 영향을 단면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할 

수에 따른 최대 휨 모멘트와 그 발생 위치에서의 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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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5. Bending moment by angle of joint between 2 rings : (a) 1+even joint at K0=0.5, (b) 1+even joint at K0=1.0, (c) 
1+even joint at K0=2.0, (a) 1+odd joint at K0=0.5, (b) 1+odd joint at K0=1.0 and (c) 1+odd joint at K0=2.0

및 전단력을 표시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 철근

량을 검토하여 Table 11에 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세그먼트 제원에 대한 최소 철근량은 1,467 

mm2
으로서 최초 설정한 최소 철근의 배근은 압축 

및 인장철근 모두 피복두께 50 mm, 철근직경 D19, 

철근간격 300 mm로 가정하여 각 분할 수에 따른 

필요 철근량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부재력은 가정한 단면 제원과 

재료 특성에 따른 세그먼트의 경우에서 철근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만의 설계공칭강도보다 작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소 철근량만 배근되면 된다. 

따라서, 세그먼트 분할 수에 대한 부재력은 분할 수가 

커짐에 따라 작아지지만 그 크기가 실제 세그먼트 

설계시에 철근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

고 판단된다.

다만, 다른 제원 및 재료 특성으로 설계되는 경우에

는 철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이는 추후 연구에 반영할 것이다.

4.3 분할 분포에 따른 부재력의 영향

4.3.1 휨 모멘트

링간 이격각도에 따른 변화에 대한 휨 모멘트를 

짝수 개수와 홀수 개수 분할 수의 경우로 구분하여 

Fig. 15에 나타냈다. 링간 이격각도 가 증가함에 

따라 휨모멘트가 상승, 하강 주기가 짧아진다. 대부분

의 경우에서 두 링의 key segment가 천단부에 있을 

때, 즉 이격 각도가 0°일 때 휨 모멘트는 최소이고 

앞 링과 뒷 링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휨모멘트

가 증가 → 감소의 일정 패턴을 갖는 Cycle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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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bending moment by number of joint

Joints

K0 = 0.5 K0 = 1.0 K0 = 2.0

Max
B.M.

(kN·m)

Min
B.M.

(kN·m)

Deviation
(%)

Max
B.M.

(kN·m)

Min
B.M.

(kN·m)

Deviation
(%)

Max
B.M.

(kN·m)

Min
B.M.

(kN·m)

Deviation
(%)

1+5-joints 168.65 105.07 37.7 121.15 85.86 29.1 291.68 204.01 30.1

1+6-joints 158.62 108.66 31.5 124.48 84.40 32.2 283.13 179.78 36.5

1+7-joints 160.02 105.02 34.4 124.33 86.07 30.8 280.29 184.09 34.3

1+8-joints 151.52 93.03 38.6 121.24 81.61 32.7 276.37 177.55 35.8

1+9-joints 148.82 90.68 39.1 119.28 83.83 29.7 263.72 174.20 33.9

1+10-joints 143.66 93.75 34.7 117.42 78.26 33.4 263.48 171.12 35.1

분할 수가 1개 늘어남에 따라 Cycle 수는 0.5개씩 

증가하며 그 주기는 3°정도씩 감소한다. 1+10 분할의 

경우 약 33°의 주기로 휨모멘트가 증가 → 감소의 

Cycle을 보여준다. 

분할 개수가 1+짝수 개수일 경우 분할 수에 관계없

이 170°의 이격각도와 180°의 이격각도에서 비슷하며 

170°에서 비교적 작은 값의 휨 모멘트를 나타내고 

180°에서는 다소 증가한다. 이는 링간 이격을 170° 

로 배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이며, 

실무에서 적용시 key segment 위치 설정을 3시-9시 

배열로 설치할 때 링간 이격각도를 양쪽 5°씩 상향으

로 조정하는 것만으로 부재력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

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1+홀수 개수일 경우에는 토압

계수 별로 작은 차이는 있으나 130∼150°의 이격각도

를 가질 때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분할 개수에 따른 

세그먼트 부재력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부재력

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이격각도에 따른 세그먼트의 휨 모멘트는 Table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휨 모멘트의 이격각도에 따른 

크기는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토압계수가 0.5일 때 

31.5∼39.1%, 1.0일 때 29.1∼33.4%, 2.0일 때 30.1∼
36.5%의 차이를 보여 평균 33.9%의 차이를 보인다. 

이로보아 같은 분할 수 일 때 휨 모멘트를 최소로 

만들 수 있는 링간 위치가 존재하며, 짝수 개수일 

때와 홀수 개수 일 때 그 개략적인 위치가 다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할을 많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

이 휨모멘트 측면에서 유리한 단면이고, 이와 더불어 

설계시는 최대 위치에서의 부재력을 검토해야 한다. 

시공시에는 가능하다면 최소의 부재력을 보이는 위치

로 시공해야 부재력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4.3.2 전단력 및 축력

Fig. 16과 Table 13에는 각각의 토압계수에 대한 

링간 이격 각도에 따른 전단력을 나타냈다. 링간 이격

각도에 따른 전단력은 분할 수가 1+짝수 개수일 때가 

1+홀수 개수일 때보다 작다. 따라서 전단력 측면에서

는 1+짝수 개수의 분할개수가 1+홀수 개수보다 유리

하다. 전단력의 경우 링간 이격각도에 따른 전단력의 

변화량은 21.5∼50.9% 정도로 무시할만한 크기가 아

니므로 세그먼트 설치 시 링간 이격각도에 따른 설치 

위치에 따라 구조적으로 유리한 배치를 검토해야 한

다. 이는 휨 모멘트와는 달리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므로 각 이격 각도 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1+짝수 개수 분할일 때에는 170°에서 최소

가 되므로 휨 모멘트에서와 같이 170°에서 최소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7과 Table 14에는 이격 각도에 따른 축력을 

나타냈으며 축력의 절대치가 커서 각도에 대한 축력

의 변화량이 0.8∼1.3% 정도로 미미하다. 1+짝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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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6. Shear force by angle of joint between 2 rings : (a) 1+even joint at K0=0.5, (b) 1+even joint at K0=1.0, (c) 1+even joint 
at K0=2.0, (a) 1+odd joint at K0=0.5, (b) 1+odd joint at K0=1.0 and (c) 1+odd joint at K0=2.0

Table 13.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shear force by angle of joint

Joints

K0 = 0.5 K0 = 1.0 K0 = 2.0

Max
S.F.
(kN)

Min
S.F.
(kN)

Deviation
(%)

Max
S.F.
(kN)

Min
S.F.
(kN)

Deviation
(%)

Max
S.F.
(kN)

Min
S.F.
(kN)

Deviation
(%)

1+5-joints 161.93 84.79 47.6 136.53 107.18 21.5 276.09 157.91 42.8

1+6-joints 160.69 83.12 48.3 142.73 100.44 29.6 262.60 161.54 38.5

1+7-joints 164.01 80.59 50.9 144.35 98.99 31.4 266.08 152.64 42.6

1+8-joints 156.22 79.64 49.0 133.42 100.36 24.8 268.89 150.52 44.0

1+9-joints 156.07 78.44 49.7 140.46 98.21 30.1 249.37 149.38 40.1

1+10-joints 153.31 77.69 49.3 145.06 97.74 32.6 266.55 147.20 44.8

수 분할일 때 축력과 전단력 모두 휨모멘트와 같이 

링간 이격각도가 170°인 경우 작아졌다가 180°가 되

면서 증가하므로 170°의 이격각도가 부재력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배치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의 내각을 갖는 key segment를 

포함한 외경 9.1 m 쉴드 TBM 터널의 세그먼트 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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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7. Axial force by angle of joint between 2 rings : (a) 1+even joint at K0=0.5, (b) 1+even joint at K0=1.0, (c) 1+even joint 
at K0=2.0, (a) 1+odd joint at K0=0.5, (b) 1+odd joint at K0=1.0 and (c) 1+odd joint at K0=2.0

Table 14.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axial force by angle of joint

Joints

K0 = 0.5 K0 = 1.0 K0 = 2.0

Max
A.F.
(kN)

Min
A.F.
(kN)

Deviation
(%)

Max
A.F.
(kN)

Min
A.F.
(kN)

Deviation
(%)

Max
A.F.
(kN)

Min
A.F.
(kN)

Deviation
(%)

1+5-joints 2409.22 2388.76 0.8 1976.19 1963.26 0.7 2345.63 2315.5 1.3

1+6-joints 2409.67 2389.47 0.8 1973.78 1968.53 0.3 2339.73 2312.15 1.2

1+7-joints 2410.92 2388.39 0.9 1974.68 1971.08 0.2 2343.94 2319.48 1.0

1+8-joints 2409.86 2391.18 0.8 1975.41 1971.83 0.2 2347.5 2320.46 1.2

1+9-joints 2410.97 2391.58 0.8 1976.97 1974.55 0.1 2348.99 2323.28 1.1

1+10-joints 2411.3 2391.26 0.8 1976.66 1972.61 0.2 2348.67 2324.41 1.0

해석에 대해 토압계수가 각각 0.5, 1.0, 2.0인 경우 

2링빔 스프링 모델을 적용하여 앞 링과 뒷 링의 영향을 

고려하고, 세그먼트 분할 수 및 분포 위치에 따른 

부재력의 영향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링의 분할 

수와 분포 위치를 제외한 모든 설계정수 및 지반조건

을 case에 따른 변경 없이 고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분할 수와 분포가 세그먼트의 부재력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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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이음부의 분할 수에 따른 최대 휨 모멘트는 분할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다만 토압계수가 

0.5인 경우에는 key segment를 포함한 분할 수가 

1+짝수 개일 때와 1+홀수 개수일 때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하며, 각각의 경우 안에서는 분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휨모멘트는 감소한다. 분할 

수에 따른 최대 전단력은 무관하며, 최대 축력의 

경우 분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나 그 변화량

이 1% 미만으로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세그먼트 

설계 및 시공시 이음부 개수와 분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부재력 측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위

치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링간 이격각도에 따른 휨 모멘트는 링간 이격각도

가 0°일 때 최소치를 나타내며 이격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휨모멘트가 증가 → 감소의 일정 Cycle을 

보이며 1+10분할의 경우 증가 → 감소 패턴의 

Cycle은 33°의 주기와 5.5개의 Cycle 수를 보인다. 

이 Cycle은 세그먼트의 분할수가 1개 증가할 때마

다 그 주기는 약 3°씩 감소하고, Cycle 수는 0.5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 1+짝수 개수 분할일 때 링간 이격각도가 170°에서 

모든 부재력이 최소이고, 180°에서 일정한 값으로 

증가하고, 휨 모멘트의 경우 1+홀수 개수 분할일 

경우에는 130∼150°일 때 감소하였다가 180°가 

되면 증가한다. 따라서 링간 이격 각도도 부재력 

산정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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