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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pulation of urban areas is rapidly increased due to urbanization. This situation leads to lack of surface 

space. So, underground space has been developed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congested urban areas. Many studies have 

researched for this situation. However,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behaviour of structures. Researches about 

behaviour of soil are lacked. For this reason, this study has investigated interactive behaviour between embedded pile and 

its surrounding ground due to tunnelling. Soil deformation is observed by the close range photogrammetric method and 

image processing in the model test. These data are compared with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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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심지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상공간은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공간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지하공간에 대한 연구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터널굴착과 같은 지하공간에 대한 연구는 터널 

굴착방법, 터널 및 상부구조물의 형상, 주변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며, 기존 지하공간에 대한 연구는 수치해석으로 

터널굴착과 주변 구조물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거나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구조물의 거동 및 지표침하를 관측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반 주변 구조물뿐만 아니라 지반의 거동 및 구조물과의 

상호관계를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모사하였다. 또한 터널굴착에 따라 변화하는 지반의 거동을 근거리사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싱 

기법을 통해 관측하고,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한 역해석을 통해 다양한 지반의 상태를 예측해보았다.

주요어: 매입말뚝, 터널굴착, 실내모형시험, 근거리사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싱,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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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심지 포화 현상으로 인해 지하공간의 개발 및 활용

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터널굴착은 지하철

과 같은 교통수단 및 상․하수도, 가스, 전기․통신 시설

을 위한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다양한 공법들

이 개발 및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하 수 

미터에서 수 십 미터까지 시공되는 터널은 정확한 

예측과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터널붕괴와 동시에 주변지반 및 지상 구조물까지 붕

괴된다. Lee (2014)는 터널굴착을 모사하기 위해 모형

터널을 개발하였으며, 터널의 외경을 축소하여 터널

의 체적손실로 인한 주변지반의 거동을 관측하였다. 

강관으로 터널을 보강한 경우와 보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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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zation of soil box

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고,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지표침하를 측정하였다. 또한 

근거리 사진계측과 2D, 3D 유한요소 수치해석의 비교

․분석을 통해 터널 굴착과 강관 보강에 따른 주변지반

의 수직 및 수평변위를 예측하였다. Lee (2008)은 2차

원 평면변형률 조건에서 축소모형시험을 진행하였다. 

모형시험은 사질토 지반을 모사하는 알루미늄 봉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이얼게이지를 통해 외경을 축소할 

수 있는 원통형 실린더 장비를 고안하였다. 터널과 

말뚝 선단부의 위치에 따라 총 20가지의 case로 나누

어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근거리 사진계측 기법과 수

치해석을 통해 각 case별 전단거동을 분석하였다. Lee 

(2012)는 3D 탄소성 유한차분해석을 통해 단독말뚝 

및 군말뚝 직하부 풍화암 지반에 터널 굴착 시 말뚝의 

거동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터널굴착 시 단일말뚝

에 비해 군말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침하가 발생하는 

반면, 단일 말뚝은 축력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터널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

물과 지반 거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Mroueh and Shahrour 

(2003), Jongpradist (2013), Meschke (2013) 등 근래 

많은 연구들이 3D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터널굴착 

시 주변구조물과 지반거동의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Yoo (2013)은 터널굴착과 교량을 지지하는 말뚝의 

거동에 대한 상관 관계를 3D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

였으며, 이때 정밀한 수치해석을 위해 인터페이스 요

소를 적용하여 말뚝의 위치에 따라 터널 굴착 시 침하

량 및 변화하는 말뚝하중에 대해 연구하였다. Lee 

(2014 a)는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실내모형시험과 

근거리 사진계측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은 콘크리

트 말뚝과 강 말뚝 두 가지 종류의 말뚝을 사용하였으

며,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각 말뚝의 하중-변위 곡선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말뚝과 지반 사이 경계면 강도감도계수 Rinter 값을 

정립하였다. Mair and Williamson (2014), Giardina 

et al (2014) 등 많은 연구에서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하

는 연구에서 나아가 모형시험을 통해 예측 결과를 

검증 및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Giardina et 

al.,  (2014)는 터널 상부 높이가 다른 얕은 기초(알루미

늄 빔)를 설치하여 터널의 체적손실(VL)를 조절하였

을 때 발생하는 지표침하를 분석하였다. 터널굴착 시 

상부 구조물과 주변지반에 대한 거동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터널굴착 방법, 터널 및 

상부구조물의 형상, 주변지반 조건에 각각 다른 결과

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연약지반 상태에서 기존 축하중을 받는 

말뚝이 타설되어 있는 지반 직하부에 터널 굴착 시 

말뚝과 주변지반의 거동을 실내모형시험과 근거리사

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싱을 통해 관측하였으며, 말

뚝 이격거리에 따라 말뚝과 터널 간 거리를 3가지 

case (0.5D, 1.0D, 1.5D)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유한요소 역해석을 통해 모형시험에서 관측할 

수 없는 다양한 지반 및 말뚝의 거동을 예측했다.

2. 실내모형시험

2.1 실내모형시험 장비

Fig. 1은 실내모형시험을 위한 토조 장비를 나타내

고있다. 토조의 사이즈는 1,500 mm × 1,00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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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2. Classification of cases

Fig. 3. Model pile

Fig. 4. Pile modelling for the model test

(a) Model tunnel (b) Hydraulic pump

Fig. 5. Equipment of model tunnel

100 mm(가로 × 세로 × 폭)이며, 철제로 이루어진 

프레임과 지반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아크

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장치는 토조 상단에 설

치되어 있어 모래지반이 균일하게 조성되도록 한다. 

토조 중앙 상부에는 50 mm × 100 mm × 450 mm(가로 

× 세로 × 높이) 사이즈 알루미늄 말뚝이 설치되어 

있다. 실내모형시험은 말뚝과 터널 간 이격거리를 다

르게 3가지 case로 나누어 모형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case는 Fig. 2(a), (b), (c)에 나타난 바와 같이 0.5D, 

1.0D, 1.5D의 각각 다른 이격거리(S)를 갖는다. Fig. 

3는 모형시험에 사용된 모형말뚝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단일말뚝의 직경은 500~1,200 mm 이며, 

터널의 크기에 대략 1/10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

형시험의 편의와 차후 2D 수치해석 모델링의 제약으

로 인해 Fig. 4와 같이 2열의 군말뚝을 등가의 물성을 

가지는 단일말뚝으로 모사했다(Kwon, 2011). Fig. 

5(a)는 실내모형시험에 사용된 모형터널이다. 모형터

널의 직경은 100 mm이고, 본체는 아크릴, 터널 외부는 

고무멤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토조 중앙 하부에서부터 200 mm 지점에 

설치된다. 터널 칼리브레이션은 선행 연구인 Lee 

(2014 b)에 제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하였으며, 

Fig. 5(b)의 수압펌프를 통해 터널의 체적손실(VL)를 

컨트롤하여 VL에 따른 말뚝과 주변지반의 거동을 관

측하였다.

2.2 말뚝칼리브레이션

말뚝 각 로드셀 세그먼트에 작용하는 하중 값에 

대한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말뚝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말뚝의 칼리브레이션은 UTM 장치를 이



공석민 ․ 이용주

368

(a) Test 1 (b) Test 2

(c) Test 3 (d) Test 4

Fig. 7. Results of Calibration with UTM

(a) With UTM (b) With weights

Fig. 6. Calibrations of model pile

용하여 말뚝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말뚝에 추를 올려 하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LCM 

(Load control method)으로 진행하였다(Fig. 6). Fig. 

7은 3회에 걸쳐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장

비를 이용하여 하중을 점차적으로 주었을 때 변화하

는 변형률을 측정한 결과이며, Fig. 7(d)는 3회 시험의 

평균값이다. 하중 증가에 따라  각 세그먼트에 작용하

는 변형률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Fig. 8은 하중에 추를 올려 변형률을 측정한 결과와 

2회 시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추를 이용한 

방법은 UTM 장치를 이용한 방법과 달리 말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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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1

(b) Test 2

(c) Average of values

Fig. 8. Results of Calibration with weights

세그먼트 간 유사한 경향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추를 이용할 경우 UTM장치와는 

달리 하중을 증가시킴에 따라 하중 중심점의 변화로 

인해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UTM을 이용한 결과를 가지고 터널굴착

에 따른 말뚝 거동으로 인해 작용되는 하중을 계산하

였다.

2.3 실내모형시험 방법

실내모형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장치를 이용하여 모형토조 200 mm 높이

까지 검은모래를 이용하여 지반을 조성한다. 

검은모래는 추 후 사진계측을 위해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지반형성 시 다짐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측정된 원지반의 상대밀도는 30%내

외로 느슨한 상태로 가정하였다.

(2) 모형터널을 토조에 설치한 후 수압펌프를 이용

하여 터널 직경이 100 mm가 되도록 물을 주입

한다.

(3) 설치된 터널 주변에 다시 지반을 조성한다. 이

때 조성된 지반 사이에 계측 포인트를 삽입하여 

사진계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토조 중앙부에 case별 이격거리(0.5D, 1.0D, 

1.5D)를 고려하여 모형말뚝을 설치한다.

(5) 말뚝 상부가 매입 될 까지 지반을 조성한다. 

이때 (3)과 같이 지반 사이에 계측 포인트를 

삽입한다.

(6) 수압펌프를 통해 터널의 VL를 축소시켜 변화하

는 말뚝과 주변지반의 거동을 관측한다.

2.4 실내모형시험 결과

실내모형시험에서 말뚝에 적용된 하중은 동일한 

말뚝 모형을 가지고 실내모형시험을 진행한 Lee 

(2014 b)의 칼리브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적용하였으

며, 극한하중이 1.9 kN으로 계산됨에 따라 본 연구에

는 안전율 3을 적용하여 0.63 kN의 허용하중을 적용하

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말뚝에 하중이 적용된 상태에

서 모형터널의 VL는 초기 0%에서 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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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ttlements of pile

(b) Settlements of ground

Fig. 9. Results about settlements of pile and ground

Fig. 10. Results about axial force of pile

7%, 10%, 14%, 18%, 40% 총 9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말뚝에 작용하는 축하중과 말뚝 및 지표침

하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지표침하는 말뚝중심에서 

100 m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Fig. 9는 VL를 

축소함에 따라 변화하는 말뚝 및 지표침하 δ(max)/δ(i)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δ(max)는 터널의 VL를 

조절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말뚝침하 혹은 최대지표

침하를 나타내며, δ(i)는 터널굴착 전 말뚝에 적용한 

허용하중에 의한 침하를 의미한다. 실내모형시험의 

결과 말뚝과 지표 모두 터널과 말뚝의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침하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일반적으로 사질토 지반에서 터널 시공 시 발생

하는 최대 지반손실인 VL = 5%일 때를 비교한 결과 

말뚝침하는 이격거리가 0.5 D인 경우에 이격거리가 

1.0 D일 때와 1.5 D일 때에 비해 각각 7.3%, 15.0% 

더 큰 침하가 발생함을 보이고 있다. 지표침하의 경우

에도 각각 6.6%, 12.9% 더 침하함을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측정하였다. Fig. 10은 VL = 5%일 때 말뚝 각 

세그먼트에 작용하는 축력을 보여주고 있다. 말뚝에 

작용하는 축력은 말뚝 천단에서부터 축력이 점점 증

가하며 세그먼트 3에서 최대값이 발생하고 이후 축력

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이고 있다.

3. 근거리사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싱

3.1 근거리사진계측

근거리사진계측 기법은 다양한 각도에서 단계별 

변화하는 대상을 촬영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얻은 

데이터를 이미지프로세싱을 통해 변화하는 지반의 

거동을 관측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계측

을 위해 Canon EOS 5D Mark ll 카메라를 사용하였으

며, 변화하는 지반의 거동을 관측하기 위해 직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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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1. Completion of setting for close range photogrammetry

Fig. 12. Schematization of close range photogrammetry

(a) VMS program

(b) Engvis program

Fig. 13. Method of image processing

mm의 반사점이 부착 된 직경 5 mm의 알루미늄 봉을 

지반 사이에 삽입하였다. Fig. 11은 각 case별 모든 

세팅이 끝난 후의 상태이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터널의 VL를 조절하여 각 단계별 사진계측을 실시한

다. 이때의 지반 거동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다. 

촬영은 정면, 90°회전, 좌측, 우측 총 4장의 사진을 

촬영한다. 한 단계에서 4장의 사진을 얻었다면 다음단

계로 넘어가 VL를 축소하여 다시 촬영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얻는다. VL에 별 총 8단계 32장의 사진을 

얻음으로써 사진계측을 종료한다. Fig. 12는 사진계측

의 촬영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3.2 이미지프로세싱

이미지프로세싱은 사진 계측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다. 먼저 VL

에 따라 이미지 파일을 분류한다. 각 파일은 Epoch0부

터 Epoch8까지 파일명을 부여받는다. Epoch0은 VL 

= 0%인 상태 즉, 초기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분류된 

사진은 VMS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된다(Fig. 13(a)). 

모형토조에 부착된 18개의 컨트롤 포인트는 지반 속 

변화하는 타겟 포인트를 측정하며, 모든 측정된 데이

터는 Fig. 13(b)의 EngVis 프로그램을 통해 메쉬를 

나눈 뒤 엑셀파일로 좌표점을 얻음으로써 이미지프로

세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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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4. Results of vertical displacements by close range photogrammetry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5. Results of displacement vectors by close range photogrammetry

3.3 근거리사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싱 결과

Fig. 14는 VL = 5%일 때 각 case별 수직변위를 

보여주고 있다. 수직변위는 말뚝 주변에서 크게 발생

하며, 말뚝과 터널 간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직변

위의 범위와 변위량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Fig. 15의 변위벡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반의 거동은 터널을 굴착함에 따라 말뚝과 함께 

터널방향으로 하강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벡터 화살표의 크기를 통해 수직변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위치에서의 지반거동에 비해 말뚝 주변지반에서 

그 변위량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치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역해석

실내모형시험과 근거리사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

싱의 결과를 가지고 역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역해석

에는 유한요소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Plaxis 2D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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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6. Results of vertical displacements by numerical analysis

Table 1. Material parameters in FE analysis for steel pile and 

sand

Parameter Soil Pile

E (kN/m
2
) 500 20,000,000

c (kN/m
2
) 3

ν 0.2 0.2

Φ' (°) 30

γ (kN/m
3
) 16 78.5

E : Young’s modulus, c : Cohesion, ν: Poisson’s ratio,

Φ' : Angle of shearing resistance, γ: Unit weight of soil

Table 2. Material parameters in FE analysis for tunnel

Parameter Tunnel

EA (kN/m) 248,798

EI (kN ․ m
2
/m) 155.5

w (kN/m/m) 0.01

ν 0.2

EA : Normal stiffness, EI : Flexural rigidity, w : Weight,

ν : Poisson’s ratio

하였다. 지반과 말뚝의 사이즈는 실내모형시험과 동

일하게 각각 가로 × 세로 1,500 mm × 1,000 mm와 

50 mm × 450 mm이며, 말뚝 아래 직경 100 mm의 

터널이 위치해 있다. 터널과 말뚝 사이 간격은 0.5 

D, 1.0 D 1.5 D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Lee (2014)는 

본 연구와 동일한 사이즈와 재질의 토조와 말뚝을 

가지고 모형시험을 하였으며, 모형말뚝의 DCM 

(Displacement Control Method) 시험 결과, 모형 말뚝

의 최대하중이 1.9kN로 나타났다. 따라서 Lee (2014)

의 연구 결과에 따라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을 적용하

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4.1 수치해석 물성치

수치해석에 적용한 지반과 말뚝은 각각 Mohr-

Coulomb과 Linear elastic의 구성모델을 적용했다. 

모래와 모형말뚝의 물성치는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또한 구조물과 주변지반의 거동에 대한 보다 

더 정밀한 수치해석을 위해 강도감소계수 Rinter를 

고려하였다. Rinter 값은 Lee (2014 a)의 연구를 통해 

강 말뚝의 경우 0.57의 값에서 가장 유사한 거동을 

보임을 규명하였으며, 본 연구에도 동일한 값을 적용

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4.2 수치해석 결과 및 실내모형시험 결과와 비

교분석

Fig. 16은 Plaxis 2D를 이용한 지반 수치해석 수직

변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질토 지반

에서 터널 시공 시 발생하는 최대 지반손실인 VL = 

5%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직변위는 말뚝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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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ttlements of pile

(b) Settlements of ground

Fig. 17. Results about settlements of pile and ground (by model 

test and numerical analysis)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8. Results of displacement vectors by numerical analysis

크게 발생하며, 주변지반으로 영향범위가 확대되어가

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말뚝 및 지표침하의 결과는 

VL = 0%일 때부터 VL = 10%일 때까지 실내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 17에 나타내었다. 말뚝과 지표

침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로 보아 터널과 말뚝 간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침하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VL = 5%일 때를 비교한 결과 말뚝침하는 

이격거리가 0.5D인 경우에 이격거리가 1.0D일 때와 

1.5D일 때에 비해 각각 7.2%, 10.7% 더 큰 침하가 

발생함을 보이고 있다. 지표침하의 경우에도 각각 

5.8%, 8.7% 더 침하함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경향

은 실내모형시험과 유사함을 보인다. 다만, Fig. 17(b)

의 경우 수치해석과 실내모형시험의 결과가 다소 차

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형성된 지반의 

균질도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된다. 수치해

석 상에서 묘사된 지반은 모두 균질한 것으로 표현되

나, 실내모형시험의 경우 형성된 지반이 모두 균질한 

물성치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

반 변위는 실내모형시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말뚝과 

터널 주변에서 변위가 크게 발생하며 구조물에서 멀

어질수록 지반 변위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Fig. 18). 전단변형률은 터널의 측벽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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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9. Results of shear strains by numerical analysis

Fig. 20. Results about axial force of pile (by model test and 

numerical analysis)

크게 발생하며 터널과 말뚝을 따라 영향범위가 지표

면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보인다(Fig. 19). Fig. 20은 

실내모형시험과 비교한 말뚝축력 결과이다. 말뚝의 

축력은 실내모형시험과 마찬가지로 말뚝 천단부에 

위치한 세그먼트 1에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세그

먼트 3에서 가장 큰 축력이 발생하며, 선단부로 갈수록 

축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터널-말뚝 간 이격거리를 3가지 case로 

나누어 터널 굴착 시 말뚝과 주변지반의 거동을 실내

모형시험과 근거리사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싱을 통

해 분석하였다. 또한 유한요소 수치해석 프로그램으

로 역해석하여 실내모형시험과 근거리사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싱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내모형시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말뚝 및 지표침

하를 비교한 결과 VL = 5% 일 때 말뚝침하는 실내

모형시험의 경우 case 1이 case 2, case 3보다 각각 

7.3%, 15.0%, 수치해석의 경우 각각 7.2%, 10.7% 

침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표침하 또한 

실내모형시험의 경우 case 1이 case 2, case 3보다 

각각 6.6%, 12.9% 수치해석의 경우 5.8%, 8.7% 

침하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터널 굴착이 말뚝과 같은 주변구조물과 인접할수

록 주변지반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침하량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말뚝의 작용하는 축력은 실내모형시험 결과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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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석의 결과로 보아 말뚝의 상부(세그먼트 1)에

서부터 증가하여 세그먼트 3에서 가장 큰 축력이 

발생하며, 이 후 축력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

된다. 이는 터널과 말뚝의 이격거리에 따른 모든 

case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터널

굴착과 말뚝 중립축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근거리사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싱과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수직변위를 측정한 결과 수직변위는 말

뚝주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터널과 말뚝의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변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변위 

벡터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으며, 말뚝을 기준으

로 영향범위가 커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4. 전단변형률의 경우 터널의 측벽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여 터널과 말뚝을 따라 지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5. 본 연구를 통해 터널굴착 시 터널과 말뚝 간 이격거

리가 주변지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한 전단변형

률을 근거리사진계측 및 이미지프로세싱 기법에서 

얻은 전단변형률과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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