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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uncertainty of the soil parameters associated with the Gap parameter during shield
TBM tunnel excavation of ○○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connecting railway construction basic design. And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shield TBM design by performing a reliability analysis of the Surface settlement.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reliability indices of the design constants and Sensitivity probability of failure to be used in
designing an integer parameter Gap, and By evaluating the design constants of a great influence on the surface subsidence,
it was to provide a basis for carrying out an optimum design.
Keywords: Surface settlement, Reliability analysis, Shield TBM, Probability of failur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건설공사 기본설계 중 쉴드 TBM 터널 굴착 시 Gap parameter와
관련된 지반물성치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지표침하에 대한 신뢰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쉴드 TBM 설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Gap parameter에 이용되는 설계정수의 신뢰도지수 및 파괴확률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함으로써, 지표침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계정수를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지표침하, 신뢰성 해석, 쉴드 TBM, 파괴확률

1. 서 론

이로 인한 지표면 침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항 활주로의 지하를 횡단하는 철도의 건설은 활

터널 굴착 시 발생되는 지반손실은 쉴드 TBM 굴진

주로의 노반 및 지표면에 영향을 주어 항공기의 안전

시 발생하는 터널내부로의 변형인 굴진면 손실(face

운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현재 활주로에

loss, Vf), TBM 장비가 굴진시 고착상태에 빠지는

항공기가 운행하는 상태에서 비교적 주변 환경에 영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gauge cutter와 곡선구

향을 적게 미치는 쉴드 TBM 터널공법이 제시되고

간 굴진시 발생되는 과굴착에 의한 손실(shield loss),

있는 실정이다. 활주로 하부 횡단공사는 항공기 운항

세그먼트 라이닝 설치 후 발생하는 쉴드 본체의 후미

의 안전 확보와 주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굴(tail void)에 의한 손실(tail loss)이 있다.

여 터널 굴착으로 발생되는 지반손실(ground loss)과

지반손실은 쉴드장비의 굴착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Lee and Rowe (1992)가 제안한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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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모델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Gap
parameter는 쉴드 TBM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체적손실의 원인, 즉 굴진면 손실, 과굴착 손실, 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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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굴 손실을 통하여 발생되는 변위를 정량화 시킨

을 계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수치를 의미하며, 지표침하 예측 시 높은 신뢰성을

에, 여러 연구자들이 모형실험, 현장계측 및 수치해석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 통해 굴착 초기부터 손쉽게 계측할 수 있는 지표면

쉴드 TBM 터널공법은 다른 터널시공법에 비하여

침하로써 지반의 손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연약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지반손실

지반 및 복합지질로 구성된 지반에서 쉴드터널 시공

의 모델로 Fig. 1과 같이 원형과 난형의 변형으로

시 150 mm 이상의 지표침하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

제안하고 있다(Loganathan et al., 1998).

는 등(Bae et al., 2003) 지반의 거동에 불확실성이

정지토압계수가 1에 가깝고, 이완현상이 일어나지

존재하며, 지반손실을 예측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

않을 정도의 높은 점착력을 갖는 깊은 터널에서는

반의 탄성계수, 일축압축강도, 내부마찰각, 비배수전

Fig. 1(a)와 같이 원형의 동일한 크기의 변형을 예상할

단강도 등의 지반물성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된

수 있으며, 일반 토사터널에서는 Fig. 1(b)와 같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반물성치들을 변동성이

난형의 변형(이는 굴착폭 상의 균등한 천단침하로

있는 확률변수로 취급하여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단순화되어 표현되기도 한다)이 일반적이다(Park et

고려하고, 지표침하량이 허용침하량을 초과하는 파괴

al., 2003). 지반손실은 터널 주변에서 터널 내부로

확률로 산정할 수 있는 신뢰성해석기법의 적용이 필

일정한 방사상의 지반변형이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

요하다.

여 산정하며, 이를 평균 지반손실(VL)로 표현한다.
실제로는 중력의 영향으로 터널 천단부가 난형으로

2. 지반손실 이론

터널 주변의 지반변형이 발생된다. 비배수 상태의 등
가 평균 지반손실(VL)은 지반손실율(  )로 표현되기

지반손실(ground loss)이란 굴착되는 터널과 원지

도 하며, 식 (1)과 같이 gap parameter로 정의된다.

반의 경계에서 원주의 연직방향으로 일어나는 지반변
위량의 합으로 터널의 막장 전 ․ 후, 측방에서 발생하





 
  


 
     



며, 터널 주변 지반 변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Cording and Hansmire, 1975).

(1)

지반손실이 발생되면 터널 주변지반에 전단변형이
유발되고 이완영역(소성영역)이 확대되어 곧바로 지

여기서, R은 터널의 반경, g는 터널 천단부에서 산정된

표면 침하로 이어지게 된다. 터널 주변지반의 손실량

공동(gap)이다.

Fig. 1. Ground deformation of the circular and oval shape around the tunnel(Loganath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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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성 해석 이론

벡터이다.

신뢰성해석 방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gy  gy  y  y  yn 

(4)

신뢰도지수인데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안전
(success)과 파괴(failure)를 판단할 수 있는 설계기준

Fig. 2는 y 과 y 의 2가지 변수로 나타낸 확률공간을

(design criterion) Z는 식 (2)와 같이 구조물에 가해지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실행함수인 g(y)가 0일 때를

는 하중요소(load factor) S와 그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한계상태라 하고, 이때의 곡선 표면을 한계상태면

저항요소(resistance factor) R로 표시한다. 여기서, R

(limit state surface)이라 한다. 이 파괴면을 기준으로

> S이면 구조물이 안전한 경우이고 R < S이면 구조물

g(y) > 0일 때의 상태가 안전상태가 되고, g(y) < 0

의 파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Z = 0은 구조물의 안전

이면 파괴상태가 된다. 설계 변수 y  y  y  yn 의

과 파괴의 경계가 된다.

안전한 상태, 한계상태, 파괴시의 확률은 식 (5a)～
(5c)와 같은 확률밀도함수의 적분값으로 나타낼 수

Z RS

(2)

있다. 여기서, Ps : 구조물이 안전한 상태일 확률, Pf
: 구조물이 파괴상태에 이를 확률이다.

R과 S는 (+)의 영역을 취하고, 각각 N (μR, σR2),
N (μS, σS2)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R과 S가 서로 독립

ps 

적이라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Zm



gy  

는 설계기준의 평균치

lim  
NZmz 



NR  SR

 S



(3)
pf 

식 (3)과 같은 설계기준식은 대개가 해석의 대상이



fy ydy

gy  

gy  

fy ydy

fy ydy

(5a)

(5b)

(5c)

되는 구조물의 파괴양식(failure mode)에 따라 실행함
수(performance function) 또는 한계상태함수(limit

강도 R과 하중 S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Fig. 2와

state function)식으로 유도되며 식 (4)와 같이 표현된

같이 파괴영역과 안전영역을 구분 지을 수 있다. Fig. 3

다. 여기서, y  y  y  yn 은 확률 입력 변수들의

에서 Z의 평균인 mz로부터 파괴 영역까지 떨어진

Fig. 2. Classification of the safety area and the failure region

Fig. 3. Relation of reliability indexβ, resistance (R) and loa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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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Z = 0)는 Z의 표준편차인 σz와 신뢰도지수 β의
곱(= βσz)으로 표시되는데 식 (6a) 여기서 신뢰도지수
β는 Z 확률밀도함수의 중심에서 파괴영역까지 거리
mz를 Z의 표준편차 σz로 정규화하여 표현한 것이며
이것은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한
다. 즉 Fig. 3에서 신뢰도지수 β가 커질수록 시스템의
파괴확률은 더 작아지게 된다. 식 (6b)는 Z변수의 평균
을 표준편차 R로 나눈 신뢰도지수이다. 여기서, β는
신뢰도지수, m R 은 저항항의 평균, m S는 하중항의
평균, σz는 Z의 표준편차, m Z  m R  m S이다.
Z  m Z  Z  

(6a)

mz

Z

(6b)

Fig. 4. Relation of probability of failure and reliability index

(Meyerhof, 1982).

4. 검토 대상구간 현황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안정성 지표인 신뢰도
지수 β는 파괴를 발생시키는 파괴점(z = 0)으로부터

본 검토대상 과업은 ○○역에서 ○○공항역까지

평균치 Zm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운행 중인 ○○공항철도를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척도이다. Fig. 4에는 파괴확률 Pf와 신뢰도지수 β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파괴확률이 작을수록 신뢰도지

결철도 건설사업”으로 Fig. 5와 같이 총 연장 5.5 km

수 β는 크게 됨을 알 수가 있다. 통상의 토목구조물이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가지는 신뢰도지수 값은 대략 1.5～4.0 범위에 있다

과업 구간 중 쉴드 TBM 터널은 ○○방향으로 연장

Fig. 5. Layout of ○○ Airport Railway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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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어 있으며, 굴착방식은 토압식 쉴드 TBM공법

5.1.1 지층분포 특성
제3～4활주로에서 제2여객터미널 구간의 지층분

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 중 제3활주로

포는 Fig. 6과 같다. 공항시설 2단계 부지조성 시 파쇄

하부통과 구간은 Fig. 5와 같이 터널이 제3활주로

암 100 mm로 매립된 구간이며, 제4활주로 구간은

하부를 직교하여 통과하는 구간으로 시공 중 항공기

연약지반개량을 위하여 선행재하되었다. 풍화토의 분

운항이 이루어지므로 터널 굴착 영향으로 인한 활주

포심도는 지표하 2.7～23.8 m 범위로 불규칙하게 분

로의 침하 발생을 최소화하여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포하며, 보통조밀～매우조밀한 상태로 나타난다.

1,587 m, 제2여객터미널 방향으로 연장 1,636 m로

없도록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5.1.2 지반특성
기존 지반조사 자료를 본 과업에 이용하기에 적합

5. 확률통계학적 지반특성 분석

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지반특성 자료를 연약
지반개량 이전(2004년 이전) 자료와 연약지반개량

5.1 인근지역의 지반조사 자료

이후(2011년 이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Table 1에
본 과업에서 수행된 지반조사 자료와 함께 종합적

나타내었다(2004년 이전자료 : ○○국제공항 1～2단

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역 주변에서 기 수행된

계 건설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2011년 이후자료 :

지반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공항 3단계 공항시설 기본설계용역, ○○국

Fig. 6. Geological distribution of passengers terminal 2 in the 3-4 Runway
Table 1.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nd improvement before later

Before Ground improvement
(2004)

After Ground improvement
(2011)

Change Rate(%)

Range

Average

Range

Average

0~2

1

0~6

4

255.6

▲

33.7~42.1

38.1

28.8~46.3

35.0

8.0

▼

17.4~18.6

17.9

16.8~19.1

18.1

1.5

▲

0.931~1.165

1.045

0.727~1.304

0.961

8.1

▼

Undrained shear strength ( , kPa)

7.5~28.0

17.9

5.75~33.7

21.1

18.1

▲

Preconsolidation load ( , kPa)

34.0~80.0

58.4

39.2~176.6

121.6

108.3

▲

0.193~0.384

0.294

0.105~0.409

0.235

19.9

▼

N-Value
Water Content (w, %)
3

Unit Weight ( , kN/m )
Initial void ratio ( )

Compression ind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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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소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계기준 및

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 기술조사).

과업특성을 고려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함수비, 초기간극비, 압축지수는 연약지반개량 이
전에 비하여 감소하고, 단위중량, 비배수전단강도, 선
는 연약지반개량 이전에 비하여 지반개량 효과가 발

5.2.1 지층분포 특성
지표 하 10 m 내외 심도에서 풍화암이 조기 출현

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기존 지반조사 자료

(LB-20, LB-21)하여 터널 구간의 약 170 m 구간이

활용 시에는 공항시설 1～2단계 조사자료는 배제하

풍화암을 통과하며, 대부분의 터널 구간은 퇴적층과

고, 현재 지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공항시설 3단계

풍화토층을 통과한다. 터널구간의 지층분포 특성 및

및 기술조사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 시 활용하는 것으

표준관입시험 결과는 Fig. 7과 Table 2와 같다.

행압밀하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지반상태

로 하였다.
5.2.2 지반특성
쉴드 TMB 터널이 통과하는 구간의 지층별 표준관

5.2 지반조사

입시험치, 토사층의 변형특성 및 수리특성은 Fig. 8과
같다.

설계 대상지역 지층의 특성 및 구성상태 등을 파악하
고 현장에 필요한 공학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총

Fig. 7. Distribution of the strata of the tunnel section

Table 2. Geological distribution of the tunnel section properties

Depth
(GL.(－), m)

Thickness
(m)

Unified soil
classification

N-value
(times/cm)

0.0

1.1~8.6

SC, SM, GM, GP

2/30~50/30

N≤6

0.0~8.6

1.3~11.2

CL, ML

0/30~6/30

N>6

1.1~13.0

1.4~18.9

CL, ML

7/30~42/30

N≤6

0.0

0.5~0.8

SM

1/30~5/30

N>6

2.5~20.7

1.5~10.7

SM, SW

12/30~50/30

Weathered soil

5.5~25.9

6.0~23.6

CL, ML, SM

12/30~50/30

Weathered rock

18.0~42.0

24.5

-

50/10~50/2

Fills
Clay
Deposits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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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value distribution

(b)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soils

(c) characteristics of Permeability

Fig. 8. Soil characteristics of the tunnel section

5.3 지반물성치의 확률분포특성

된 지반물성치에 대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량과 확률분포형태를 검토하여 신뢰성해석에 이

기존 지반조사 및 본 과업에서 수행된 지반조사

용할 확률통계학적 지반물성치를 산정하여 Fig. 9에

자료를 이용하여 터널굴착에 의한 지표침하량과 관련

나타내었다. 단위중량의 평균값은 19.0 kN/m , 포아

3

(a) Unit Weight

(b) Poisson's ratio

(c) Elastic modulus

(d) Internal friction angle

(e)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f) Standard penetration resistance

Fig. 9. Probability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oil constants

311

한명식ㆍ조국환

송비의 평균값은 0.33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탄성계

획되어 있다. 터널 상부 지층은 포장층, 매립층, 퇴적점

수, 내부마찰각, 일축압축강도 및 표준관입저항치의

토층의 순으로 분포하며, 지하수위는 지표면 하 GL.

평균은 각각 15,000 kPa, 27.0°, 37.12 kPa 및 27.0으로

(–) 4.2 m에 위치하고 있다. 터널 굴착에 의한 지표

분석되었다. 이와같은 확률통계학적 지반물성치는 확

침하량을 산정하기 위한 설계정수는 Table 3과 같다.

률변수로 가정하고, 지표침하에 대한 한계상태 함수

6.2 Gap Parameter 산정

를 정의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6.2.1 굴진면 손실(Vf )
쉴드 TBM 공법 적용시 굴진면 안정성은 설계 및

6. 지표침하량 산정

시공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므로 굴진면에서의

6.1 해석단면 및 설계정수

평형조건을 고려하여 굴진면의 변형과 지하수유입
공항 활주로의 지하를 횡단하는 쉴드 TBM 터널은

조절에 필요한 최적의 막장압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

Fig. 10과 같이 직경 8 m, 터널 중심간격 18 m의

과업에서는 한계평형기법에 의해 굴진면 손실이 최소

병설터널이며, 퇴적 사질토층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

(  = 0.0%)가 되도록 막장압을 산정하였다.

Fig. 10. Cross section of soil layer for analysis
Table 3. Material properties and Design parameters

Material properties and Design parameters

Material
properties

Design
parameters

Symbol

Unit

Unit weight



kN/m

Average

Poisson's ratio

υ

-

0.33

Elastic modulus

E

kPa

15,000
27.00

3

19.0

Internal friction angle



deg.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kPa

37.12

Standard penetration resistance

N

-

27.00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at rest



-

0.70

Thickness of gauge cutter



m

0.015

Shield TBM tapper



m

0.030

Thickness of tail piece



m

0.080

Clearance for erection of segmental lining



m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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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과굴착에 의한 손실(Vs )
TBM 쉴드와 주변 지반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

       ×      


       



여 TBM 쉴드 본체에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5 mm 두께의 cutter-bead가 부착되어 있다. 막장의
을 확보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쉴드 방향의 지반변형

6.2.4 터널 굴착에 의한 Gap Parameter(VL)
지반손실은 굴착되는 터널과 원지반 경계에서 원주

은 22.40 mm 발생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때,

의 연직방향으로 일어나는 지반 변위량의 합이므로

Cutter-bead 두께( )와 쉴드 Tapper 두께(  )의 합이

터널 굴착에 의한 Gap Parameter는 식 (7)과 같이

수압 및 토압과 동일한 막장압을 가하여 막장의 안정

굴진면 손실, 과굴착에 의한 손실, 후미 여굴 손실의

더 크므로 과굴착에 의한 손실( )은 0.28%로 산정되
었다.

합인 0.54%로 산정되었다.

∙ 쉴드 방향의 지반변형(  )

                (7)

     
      


6.3 지표 침하량 산정

    
  ×    × 


쉴드 TBM 터널 굴착에 의한 지표 침하량은 여러
예측방법 중에서 지반변형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Loganathan and Poulos (2011)
의 식 (8)의 해석해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과업에

∙ 과굴착에 대한 gap parameter (  )

서는 Fig. 10과 같이 병설터널이 굴착되므로 Fig. 11과

    ≦      

같은 단선터널에 대한 침하량을 산정하여 Fig. 12와

      ×    

같이 각 단선터널에 대한 침하량을 중첩하여 총 지표
침하량을 산정하였다.

∙ 과굴착에 의한 손실(Vs)

터널 굴착 시 단선터널과 병설터널의 최대 지표



       



침하량은 각각 11.63 mm, 19.22 mm로 허용 침하량
(25.4 mm) 이내이며, 지표면의 부등침하 각변위도 식
(9)와 같이 1/2,342로 허용 부등침하 각변위(1/1,800)

6.2.3 후미 여굴 손실(Vt )
쉴드 TBM의 후미 여굴은 쉴드 외경과 라이닝 외경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본 과업에서 적용된 쉴드
TBM 장비의 Tail Piece 두께()와 Segment 여유 두께
()는 각각 80 mm, 25 mm이다. 후미 여굴에는 그라우
팅이 수행되며, 이 중 약 10%의 수축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후미 여굴에 대한 gap
parameter ( )는 10.50 mm, 후미 여굴로 인한 지반손
실(  )은 0.26%로 산정되었다.

Fig. 11. Cross section for analysis of surfac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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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뢰성해석
지표면 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물성치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물성치를 확률통계학적으
로 정의되는 확률변수로 가정하고, 지표면 침하에 대
한 한계상태함수를 정의하여 일계 및 이계신뢰성해석
(FORM, SORM) 및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Fig. 12. Result of surface settlement

7.1 확률변수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p 
      


 cot  
 




지표 침하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설계정수는
단위중량(γ), 포아송비(  ), 탄성계수(E), 내부마찰각

(8)

( ), 일축압축강도( ) 등을 문헌자료 및 시험결과의
확률통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Table 4와 같이 확률통

여기서,  : 터널의 반경(= 4.0 m)

계학적 개념을 가진 확률변수로 고려하여 신뢰성 해

 : 평균 지반손실율(=  = 0.54%)

석을 수행하였다. 확률분포 특성에 제시된 지반 물성

 : 터널 중심의 심도(= 20.0 m)

치와 Table 4에 제시된 물성치는 모래퇴적층의 물성

 : 한계각(=    = 58.5°)

치이다.

 : 지반의 포아송비(= 0.33)

x : 터널 중심에서 수평거리(m)
      
  
   



7.2 한계상태함수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총 침하량에 대한 파괴확률

(9)

은 지표면 침하량이 허용침하량을 초과할 확률로 식



     



(10)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부등침하 각변위에 대한
파괴확률은 지표면 부등침하각이 허용 부등침하 각변
위를 초과할 확률로 식 (11)과 같이 정의 하였다.

(∴허용 부등 침하각 이내로 안정)
Table 4. Material properties

Symbol

Unit
3

Average

Coefficient of variation

Unit weight



kN/m

19.0

0.05

Poisson's ratio

υ

-

0.33

0.15

Elastic modulus

E

kPa

15,000

0.20

Internal friction angle



deg.

27.00

0.10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kPa

37.12

0.34

Standard penetration resistance

N

-

27.00

0.30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at rest



-

0.7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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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exp 
  


 cot  
 


대한 파괴확률은 2.35%, 이계신뢰성분석법(SORM)

(10)

Sx  m  Sx  m

        

m

에 의한 파괴확률은 3.65%,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MCS)에 의한 파괴확률은 3.52%로 일계신뢰성분석
법에 의한 파괴확률은 다른 신뢰성분석법에 비해 낮
은 파괴확률을 보이는 반면 이계신뢰성분석법과 몬테

(11)

카를로시뮬레이션에 의한 파괴확률은 거의 유사한
파괴확률을 보였다.

7.3 지표면 총 침하량에 대한 파괴확률

한계상태함수의 비선형성이 클수록 파괴확률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계신뢰성분석법과 이계신뢰성

신뢰성해석의 평가기준은 공사종류와 구조물의 중

분석법의 파괴확률 편차가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

요도를 고려하여 기준파괴확률을 5%로 결정하였다.

며, 이계신뢰성분석법과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의 결

터널 굴착에 의한 침하 영향인자를 확률변수로 고려

과가 유사하므로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의 파괴확률

한 신뢰성해석에서 총 침하량이 허용 침하량을 초과

이 비교적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는 한계상태함수의 확률밀도분포함수 곡선을 Fig.
13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파괴확률은 Table 5와 같이

7.4 지표면 부등 침하각에 대한 파괴확률

2.35～3.65%로 기준파괴확률(5%)를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표면 부등 침하각이 허용 부등침하각을 초과하는

일계신뢰성분석법(FORM)에 의한 목표압밀도에

한계상태함수에 대한 확률밀도분포함수 곡선을 Fig.

Fig. 13.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function curve of limit state function(total settlement)

Table 5. Probability of failure for total settlement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FORM)

Second order reliability method (SORM)
Monte-carlo simulation

Reliability Index ()

1.986

Probability of failure ( )

2.35%

Reliability Index ()

1.793

Probability of failure ( )

3.65%

Probability of failure ( )

3.54%

 < Stable to within 5.0%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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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민감도 분석

14에 나타내었으며, 파괴확률은 2.69～3.90%로 산정
되었다(Table 6). 신뢰성해석법에 관계없이 지표면

확률변수의 파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부등 침하각에 대한 파괴확률은 기준파괴확률(5%)

민감도 분석은 일계신뢰성분석법에서 한계상태면 위

이내로 평가되었다.

의 설계점(design point)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

Fig. 14.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function curve of limit state function(differential settlement Angle)
Table 6. Probability of failure for Angle of differential settlement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FORM)

Second order reliability method (SORM)
Monte-carlo simulation

Reliability Index ()

1.928

Probability of failure ( )

2.69%

Reliability Index ()

1.763

Probability of failure ( )

3.90%

Probability of failure ( )

3.90%

 < Stable to within 5.0%

evaluation
Table 7. Sensitivity Analysis of surface settlement

Sensitivity of the reliability index

Random*
Variable

Sensitivity of the Probability of failure

 

 

 

 

Unit weight of pavement



－0.0583

－0.0064

0.0032

0.0004

Unit weight of fills



－0.4310

－0.3320

0.0239

0.0184

Unit weight of clay



－0.6221

－0.7111

0.0345

0.0395

Unit weight of sand



－0.1847

－0.0644

0.0103

0.0036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0.0257

－0.0257

－0.0014

0.0001

Internal friction angle



0.0145

－0.0011

－0.0008

0.0000

Standard penetration resistance

N

0.0000

0.0000

0.0000

0.0000

Elastic modulus

E

0.0002

－0.0002

－0.0001

0.0000

Poisson's ratio

υ

3.8260

－1.4540

－0.2125

0.0807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at rest



－8.5290

－5.0540

0.4736

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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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nsitivity Analysis of differential settlement Angle

Sensitivity of the reliability index

Random*
Variable

Sensitivity of the Probability of failure

 

 

 

 

Unit weight of pavement



－0.0587

－0.0063

0.0036

0.0004

Unit weight of fills



－0.4337

－0.3265

0.0270

0.0203

Unit weight of clay



－0.6261

－0.6993

0.0389

0.0435

Unit weight of sand



－0.1859

－0.0633

0.0116

0.0039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0.0245

－0.0154

－0.0015

0.0010

Internal friction angle



0.0148

－0.0011

－0.0009

0.0001

Standard penetration resistance

N

0.0000

0.0000

0.0000

0.0000

Elastic modulus

E

0.0002

－0.0002

－0.0000

0.0000

Poisson's ratio

υ

3.8840

－1.4550

－0.2414

0.0904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at rest



－8.4640

－4.8330

0.5261

0.3004

며, 설계점을 향하는 각 확률변수의 벡터의 크기를

8. 결 론

측정하여 상관도를 고려한 민감도 벡터를 산정하므로
각 확률변수의 상대적인 민감도 크기를 알 수 있는

본 연구에서는 쉴드 TBM 터널 굴착 시 Gap parameter

장점이 있다. 지표 침하량 및 부등 침하각에 대한

를 이용한 지표 침하량 및 부등 침하각에 대한 신뢰성

민감도 분석 결과는 Table 7, 8과 같이 거의 유사하게

해석을 수행하고, 설계정수의 신뢰도지수 및 파괴확률

분석되었다. 침하량 및 부등 침하각에 대한 신뢰도지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수 및 파괴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확률변수는 정지
토압계수와 프와송비로 분석되었으며, 터널 천단부의

1. 쉴드 TBM 시공 시 발생되는 굴진면 손실은 한계평

점토층 단위중량과 매립층 단위중량 순으로 나타났

형기법에 의해 굴진면 손실이 최소(  = 0.0%)가

다. 표준관입 저항치(N)는 쉴드 챔버 표면과 주변

되도록 막장압을 산정하여 굴진면 손실은 0.0 mm

사이에 마찰력을 나타내는 계수와 관련되어 그 범위

로 적용하였고, 과굴착 손실, 후미 여굴 손실은

가 넓기 때문에 N치에 따른 민감도가 거의 없는 것으

각각 22.4 mm, 10.5 mm로 산정되었다. 또한, 터널

로 분석되었다.

의 반경으로 정량화 시킨 Gap Parameter는 각각
0.0%, 0.28%, 0.26%로 분석되었다.

지반의 단위중량과 정지토압계수의 평균값이 증가
하면 신뢰도지수가 감소하고 파괴확률은 증가하는

2. 터널 굴착에 의한 지반손실은 터널과 원지반 경계

한편, 일축압축강도, 내부마찰각, 프와송비 등의 평균

에서 원주의 연직방향으로 일어나는 지반 변위량

값이 증가하면 신뢰도지수가 증가하고 파괴확률은

의 합으로 정의하여 지반손실율은 Gap Parameter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확률변수의 표준편

의 합인  = 0.54%로 산정하였다.

차가 증가하면, 즉 설계정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3. Loganathan and Poulos (2011)의 해석해에 의한

신뢰도지수는 감소하고 파괴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단선터널의 최대 지표 침하량은 11.63 mm로 산정

나타났다.

되었으며, 병설터널에 대한 침하량은 단선터널의
침하량을 중첩하여 산정하였으며, 병설터널의 지
표 침하량(19.22 mm)은 허용 침하량(25.4 mm)
317

한명식ㆍ조국환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터널 굴착방향과 교차되는 활주로 45 m 구간에
2.

대한 지표면 부등침하각은 1/2,342로 허용 부등침하
각변위(1/1,800) 이내로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터널 굴착에 의한 지표 침하량이 허용 침하량을
초과할 파괴확률은 2.35～3.65%, 지표면 부등 침
하각이 허용 부등침하각을 초과할 파괴확률은
2.69～3.90%로 산정되어 두 가지 파괴모드는 모

3.

두 기준파괴확률(5%) 이내로 평가되었다.
6. 신뢰성해석의 민감도 분석으로부터 지표 침하량
및 부등 침하각에 대한 신뢰도지수 및 파괴확률에

4.

큰 영향을 미치는 확률변수는 정지토압계수와 프
와송비로 분석되었으며, 두 파괴모드의 민감도 분
석결과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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