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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in case that the underpass is constructed by trenchless method, its stability increases by reinforcing
steel pipe with re-bar and mortar after propulsion into the ground to form pipe-roof. Therefore,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integrated pipe-roof decreases the stress acting on the underpass by sharing loa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effect of
integrated pipe-roof and behavior of stress around underpass, experimental tests for the rectangular and arch cross section
of the underpass are performed using soil chamber. As a result, stress and strain acting on the underpass decrease due to
sharing load by integrated pipe-roof. This phenomenon is more pronounced by increasing the stiffness of pipe-roof.
Furthermore it can be expected that cross-section of underpass can be economically designed.
Keywords: Trenchless method, Integrated pipe-roof, Stiffness, Soil chamber
초 록: 최근 비개착공법으로 지하차도 시공시 파이프루프를 형성하기 위해 강관을 지반에 압입한 후 강관자체를 보강하거나 강관과
강관사이를 일체화시켜 시공에 대한 안정성을 보다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일체화된 파이프루프는 지하차도에 작용하는 응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체형 파이프루프의 지보효과와 주변의 응력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각형 지하차도
단면과 아치형 지하차도 단면에 대한 축소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내실험 결과 지하차도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형률은 일체형
파이프루프에 의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이프루프의 강성이 증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지하차도
단면설계를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주요어: 비개착공법, 일체형 파이프루프, 강성, 토조

1. 서 론

고정하중)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하차도 구조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지하차

최근 비개착공법으로 지하차도 시공 시 강관을 지
반에 압입한 후 강관자체를 보강하거나 강관과 강관

도 단면 부재력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이를 일체화시켜 상재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

한편 대부분의 비개착공법 관련된 연구는 주로 현

켜 안전성이 보다 증대된 파이프루프 공법이 많이

장적용 시공사례를 통한 연구(Wallis, 1992; Moh et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하차도 단면을 따라 높은

al., 1999; Kimura et al., 2005)와 수치해석과 실내실험

강성의 파이프루프가 형성되어 설계하중(활하중 및

을 통한 연구(Choi et al., 2012; Eum et al., 2010; Ahuja
and Stering, 2008; Histake and Ohno, 2008)가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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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다수의 연구는 주로 강관 추진에 따른
지표 침하 등 지표면의 거동 분석(Eum et al., 2010;
Choi et al., 2012), 파이프루프 유무에 의한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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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ake and Ohno, 2008), 강관의 변형(Wang, 2009)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설계차원에서
파이프루프의 설계하중 분담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Sim et al. (2013)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한차분 해석을 실시하여 파이프루프에 의한

(a) Rectangular section

토압감소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Sim et al. (2015)

(b) Arch section

Fig. 1. Acrylic underpass model

은 비개착공법이 적용된 실제 현장에서 지하차도에
작용하는 토압 측정을 직접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한
된 현장여건과 시공 중 토압계의 망실 등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으나 파이프루프의 지보효과에
의한 토압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강관에 의해 형성
된 파이프루프가 라멘구조와 같은 일체거동을 발휘하

(a) Rectangular section

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하차도에 작용하는 영향을 분

(b) Arch section

Fig. 2. Aluminum pipe-roof model

석하였다. 이를 위해 토조 내에 축소 모형구조물(지하
차도와 파이프루프)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일체형 파

파이프루프는 원형강관이 일체화되어 강성을 발휘하

이프루프의 유무와 강성변화, 상부하중 재하를 통해

는 것으로 가정하여 일체형으로 모형을 제작하였다.

지하차도 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토압)과 변형률의

직사각형 단면의 경우 지하차도 아크릴 모형과 파이

거동을 분석하였다.

프루프 알루미늄 모형 사이에 주문진 표준사를 채워
놓을 수 있도록 상부 덮개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
였으며 아치형 단면의 경우에는 상부에 구멍을 뚫어

2. 실내모형실험

표준사를 채워놓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모형실험에 사용되는 지하차도 모형은 기하학적으

2.1 실험모형

로 1/50로 축소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3). 실제
비개착공법에 적용되는 파이프루프의 지보효과를

지하차도의 폭을 15 m로 설정하였을 경우 모델의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하차도 상부에 파이프루

지하차도 폭은 축소비를 적용하여 300 mm로 제작하

프를 설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였다. 토피고는 실제 2.5 m로 설정하였고 축소비를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하차도 모형은 현장에서 가장

고려하여 모델에서의 토피고는 5 cm를 유지하였다.

많이 시공되는 직사각형 단면과 아치형 단면 두가지

또한 파이프루프 강관의 중심으로부터 지하차도와

형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아크릴 재질(Fig. 1)을 사용

의 간격은 강관의 직경에 따라 보통 500 mm에서

하였다.

1,000 mm정도까지 설계가 이루어지므로 평균 750 mm

지하차도 모형 주위에 설치될 파이프루프 모형은

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모델에서의 지하차도와 파이프

지하차도 단면에 따라 직사각형과 아치형 단면(Fig.

루프간 간격은 축소비를 고려하여 1.5 cm로 제작하였다.

2)을 사용하였다. 파이프루프의 모형의 경우 알루미

지반재료는 KSL 5100 규정에 따라 생산된 주문진

늄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강관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표준사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모형의 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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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또한 파이프루프의 두께의

단면과 아치형 단면의 경우에 대해 각각 제작하고

차이, 즉, 휨강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알루미늄의 두께가 1 mm와 3 mm인 단면을 직사각형

2.2 실험장비
실내모형실험에 사용되는 토조의 제원은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가 각각 1.2 m, 0.8 m, 0.8 m이며 실제
실험에 사용될 공간은 각각 1.2 m, 0.8 m, 0.4 m이다
(Fig. 4(a)). 비개착공법이 적용되는 지하차도는 대부
분이 토피고가 얕은 터널에 해당하므로 토조 밑면으
로부터 0.4 m 높이에 실험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하중은 조성된 지반상부에 100 kN까지
가할 수 있는 용량으로 유압으로 조절하고 토조프레
(a) Rectangular section

임과 연결하여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각각 0.45 m,
0.25 m인 재하판을 제작하였다(Fig. 4(b)). 이 토조프

(b) Arch section
Fig. 3. Cross section of underpass with pipe-roof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Jumunjin sand, underpass,
and pipe-roof

Materials
Jumunjin sand

Underpass
(Acrylic)

Pipe-roof
(Aluminum)

Properties
Max. dry density

3

15.1 kN/m

Elastic modulus

3.0 GPa

Unit weight

11.8 kN/m

Height

0.15 m

Width

0.3 m

Length

0.8 m

3

Elastic modulus

70 GPa

Unit weight

26.6 kN/m3

Height

0.165 m

Width

0.33 m

Length

0.8 m

(a) Soil box

(b) Loading plate

(c) Measurement device

Fig. 4.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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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exi-Force

(b) FSP-2 (soil pressure meter)

(c) Strain gauge

Fig. 5. Sensors

레임과 연결된 재하판은 모형 지반 전체에 걸쳐 압력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을 가하기 위해 토조크기와 같은 크기의 가압판을 제작

Underpass
cross section

하여 모형지반 상부에 올려놓고 하중을 가하였다.

Surcharge
[kPa]

no pipe-roof

계측센서는 사각형과 원형단면 지하차도의 응력을

Rectangular

측정하기 위해서 Flexi-Force와 FSP-2 센서를, 그리고

t=1mm
t=3mm

지하차도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스트레인 게이지를

no pipe-roof

사용하여 계측하였다(Fig. 5). 본 실험에 사용된 Flexi-

Arch

Force 센서(Fig. 5(a))는 400 N까지 측정할 수 있는 하중
-5

Pipe-roof

t=1mm

1st stage :
2nd stage :
3rd stage :
4th stage :
5th stage :

19.6
39.2
58.8
78.4
98.0

t=3mm

2

센서로써 계측면적(sensing area)인 7.133×10 mm 를
고려하여 응력으로 환산하고 임의의 응력과 저항치와

Fig. 6은 사각형 지하차도 단면과 토조 바닥에 3가

의 교정(calibration)을 통하여 응력을 측정하게 된다.

지 종류의 센서를 모형 중앙에 부착한 모습을 나타내

전기저항식인 FSP-2 센서의 경우 196 kPa까지 측정

고 있다. 지하차도 상부와 측벽, 그리고 토조바닥에

이 가능한 토압계로써 이 역시 측정치와 교정계수

Flexi-Force 센서를 각각 3개씩, 총 9개를 설치하였다.

(calibration coefficient)를 고려하여 응력을 계산하게

스트레인게이지는 지하차도 모형 상판 내부에 2개를,

된다.

측벽 내부에 1개를 각각 설치, 총 3개를 설치하였다.
토조바닥에는 Flexi-Force 센서에서 측정되는 토압과
비교하기 위하여 FSP-2 센서 3개를 별도로 설치하였

2.3 실험방법

다. 보다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모든 계측에 FSP-2
2.3.1 실험계획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개착공법에 적용되

센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아크릴재질의 지하차도 모형

는 파이프루프의 지보효과를 파악하고자 각 단면별로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하중재하시 아크릴재

파이프루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으며,

질의 지하차도가 파손되기 때문에 유연한 Flexi-Force

파이프루프를 설치한 경우에도 두께(t)를 증가시켜

센서를 사용하였다.

에 스테인레스 재질의 FSP-2를 부착하기에는 강성의

강성이 증대되었을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상재하

Fig. 7은 아치형 지하차도 단면의 경우에 센서 부착

중은 상재하중으로 인해 충분히 경향을 파악할 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하차도에는 상부와 토조

있을 정도인 98 kPa까지 19.6 kPa씩 단계별로 증가시

바닥에 Flexi-Force 센서를 각각 6개와 3개를 설치하

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였고 지하차도 내벽에 스트레인 게이지 3개를 설치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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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view

(b) Section view
Fig. 6. Location of sensor in rectangular section

(a) Plan view

(b) Section view
Fig. 7. Location of sensor in arch section

였다. 토조바닥에는 Flexi-Force 센서에서 측정되는

별로 가하였기 때문에 모형지반은 처음 조성된 상태

토압과 비교하기 위하여 FSP-2 센서 3개를 사각형

보다는 압축된 상태가 되므로 최대건조단위중량에

단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설치하였다.

근접하게 된다.
Fig. 9는 사각형 단면의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루

2.3.2 실험과정
Fig. 8은 사각형 지하차도 모형 주위에 파이프루프

프를 아크릴 재질의 지하차도 모형 주변에 설치하였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실험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차도 모형과 파이프루프 모형을 설치한 후 파이프루

표준사는 다짐봉을 이용하여 입자가 부서지지 않게끔

프의 상판 덮개를 걷어낸 후 파이프루프와 지하차도

약하게 다지거나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토조 주변을

사이에 응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빈공간이 생기지

3

두드리는 방식으로 최대한 단위중량 13.5~14.5 kN/m

않게 표준사를 충분히 채워놓은 후 상판덮개를 닫고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모형지반 상부 전

표준사를 해당높이까지 채워넣었다.

을 경우의 추가적인 실험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하

체에 하중을 골고루 재하하기 위해 토조 전체를 덮을

Fig. 10은 아치형 지하차도 단면에 알루미늄 재질의

수 있는 가압판을 지반위에 올려놓은 후 하중을 단계

파이프루프를 지하차도 주변에 설치한 후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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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tallation of Underpass and sensor

(b) Sand compaction

(c) Surface arrangement

(d) Confirmation of horizontal level

(e) Installation of loading plate

(f) Loading

Fig. 8. Experimental procedure in case of no pipe-roof for rectangular section

(a) Installation of pipe-roof

(b) After removal of upper plate and
filling with sand

(c) After filling with sand and installing
upper plate

Fig. 9. Additional procedure in case that pipe-roof is installed in rectangular section

(a) Transverse view

(b) Longitudinal view

Fig. 10. Additional procedure in case pipe-roof is installed in arch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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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이후 파이프루프 모형상부의 원형 천

센서의 응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서리

공홀을 통해 파이프루프와 지하차도 사이에 빈 공간

부분으로 갈수록 측벽에 의해 하중이 지지되는 현상

이 생기지 않도록 표준사를 채워 넣었다.

이 생기면서 Flexi-Force ③번 센서의 응력이 상부에
서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이

3. 실험 결과

프루프가 존재하거나 두께가 증가하면서 센서에 작용

3.1 직사각형 단면의 경우

특히, 두께가 3 mm로 증가하면서 Flexi-Force ③번의

하는 응력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응력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하중분담을 파이

지하차도 상부 및 측벽에 설치한 센서의 응력 계측

프루프가 충분히 분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 파이프루프를 지하차도 주위에 설치하였을 경우

지하차도 모형 측벽에 작용하는 수평토압(Flexi-Force

예상한대로 지하차도 상부에 작용하는 응력이 감소하

④~⑥)은 Fig.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하차도 상부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1~12). 특히 단면두께가

에 작용하는 응력(Flexi-Force ①~③)보다는 작게 작

t = 1 mm에서 t = 3 mm로 증가할 경우, 즉, 파이프루프

용하며,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Flexi-Force ④번 센서

의 강성이 증가할 경우, 파이프루프의 지보효과에 의

에서 횡방향으로 지지해주는 지하차도 상판에 의해

해 지하차도 상부에 작용하는 응력이 상당히 감소하

대체적으로 횡방향 토압이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났다.

지하차도 상부에 작용하는 응력은 Fig. 11에 나타난

Fig. 13은 파이프루프 바깥쪽 토조 바닥에 설치된

바와 같이 상재하중이 재하되면서 지하차도 중앙부에

Flexi-Force 센서에 의한 토압으로 파이프루프 보강

처짐이 보다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Flexi-Force ①번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값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

(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11. Pressure acting on the upper plate of underpass for rectangular section (Flexi-Force ①~③)

(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12. Pressure acting on the side wall of underpass for rectangular section (Flexi-Force ④~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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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13. Pressure acting on bottom plate of the soil box for rectangular section (Flexi-Force ⑦~⑨)

(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14. Pressure acting on bottom plate of the soil box for rectangular section (FSP-2 ①~③)

(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15. Strain measured in rectangular section (SG ①~③)

났다. 이는 Fig. 14의 FSP-2를 이용한 응력(10~20 kPa)과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보다도 설치하였을 경우 변형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

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하차도 외부에 부착되어 있

한편 예상한대로 지하차도 상부에서는 중앙에서

는 FSP-2 센서의 경우 지하차도와 근접해 있는 센서순

보다 큰 처짐으로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으로 파이프루프 유무와 관계없이 토압이 크게 작용

났다. 이는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하차도 상부

하고 있다.

중앙에 설치한 Flexi-Force ①번 센서의 응력이 작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Fig. 15는 지하차도 모형 하부에 설치한 변형률
계측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지하차도 상판

3.2 아치형 단면의 경우

하부는 휨에 의해 인장이 발생하고 측벽 내부에는
t=3 mm인 파이프루프로 보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ig. 16~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Flexi-Force 센서의

수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이프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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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16. Pressure acting on the underpass for arch section (Flexi-Force ①~③)

(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17. Pressure acting on the underpass for arch section (Flexi-Force ④~⑥)

(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18. Pressure acting on the underpass for arch section (Flexi-Force ⑦~⑨)

응력 계측결과 대체적으로 파이프루프로 지하차도

Force ④~⑥)는 아크릴 상부에 작용하는 응력(Flexi-

주위를 보강하였을 경우 응력감소효과가 사각형 단면

Force ①~③)보다는 약간 작게 작용하고, 파이프루프

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파이프루프의 강성이 증

의 강성이 증가할 경우 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가할 경우, ①번 센서를 제외하고는 파이프루프의

났다(Fig. 17).

지보에 의한 응력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Fig. 18은 파이프루프 바깥쪽 토조 바닥에 설치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번 센서의 경우 응력감소

Flexi-Force 센서에서 측정된 응력으로 사각형 단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①번 센서가 표준사를

경우보다 더 크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재하중에 의

채워놓기 위해 뚫어 놓은 원형구멍아래 위치에 놓여

해 아치형 단면에 의해 하중 전이현상이 토조 바닥으

있어 응력이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로 전이 되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모형에서 멀어질수
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FSP-2

중앙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센서(Fl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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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19. Pressure acting on the underpass for arch section (FSP-2 ①~③)

(a) No pipe-roof

(b) Pipe-roof (t=1 mm)

(c) Pipe-roof (t=3 mm)

Fig. 20. Strain measured in arch section (SG ①~③)

1. 사각형 지하차도 단면의 경우 지하차도 주변에

센서를 이용한 결과(Fig. 19)에도 파이프루프를 사용

작용하는 응력과 변형률은 파이프루프에 의해 지

한 두 경우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치형의 경우 변형률

보강성이 증가되면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

계측결과 모든 경우에 대해 하중이 증가할수록 아크

로 나타났다. 특히, 알루미늄 파이프루프 단면 두께

릴 상판 중앙 하부(①번 센서)는 상재하중에 의해

를 1 mm에서 3 mm로 늘린 경우, 즉, 파이프루프의

인장이 발생하고 이외에는 측벽(②번과 ③번)에는

강성이 증대되면 이의 현상은 두드러지는 것으로

압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형 단면과는

나타났다. 이에 파이프루프의 지보강성이 발휘되

달리 파이프루프의 유무와 두께에 상관없이 비슷한

는 경우 실제 단면설계시 지하차도 설계하중을

값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사각형 단면의 경우에는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재하중에 의한 분담을 수직측벽이 부담하지만 아치

2. 사각형 지하차도 단면의 경우 지하차도 상부 중앙

형 단면의 경우에는 상재하중이 아치형 단면을 따라

보다는 상부 외곽의 응력이, 측벽 하부보다는 측벽

하중이 분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부의 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재하중 재하로 인해 중앙부에 처짐이 크게

4. 결론 및 제언

발생하면서 주변으로 하중을 전이시키는 국부적인
아칭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프루프 비개착공법이 적용된

3. 아치형 단면의 경우 지하차도 주변에 작용하는

지하차도에서 일체화된 파이프루프의 지보효과를 정

응력은 파이프루프에 의해 지보강성이 증가되면

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한

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차도의 변형은 파이프루프 유무와 두께에 상관없
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치형 단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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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토조 바닥까지 하중이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델 외곽에 설치된 센서에 어느 정도

4.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파이프루프의 유무와 강성에 의한 영향을 정성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치해석을 통한 비교

5.

분석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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