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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gment lining design for shield tunnel is generally carried out by using the beamspring model and the induced member forces from the model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components of the model such as imposed load,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location of segment joint and its stiffness.
The structural models and stiffness of its connection part found used in abroad design
cases is usually obtained as it is for the domestic design of segment of shield tunnel.
Those models and stiffness in existing design cases are conventionally applied to a
new tunnel design without any suitability review for the project.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method of base components of the model such as the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and modelling method to the segment lining design
was suggested by carrying out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base elements for the
member forces estimation of segment lining of shield tunnel.
Keywords: Segment lining,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Structural modeling,
Joint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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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쉴드터널의 세그먼트 라이닝 단면 설계는 일반적으로 빔-스프링 모델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산정되는 단면력은 모델
구성요소인 작용하중, 지반반력계수, 세그먼트 조인트 위치 및 강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
국내 쉴드터널 세그먼트라이닝의 설계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조해석 모델과 이음부 강성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
며, 기존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해석 모델이나 조인트 강성을 적합여부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쉴드터널 세그먼트 라이닝의 부재력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반반력계수, 모델링 방법 등 빔-스프링 모
델의 기본 구성요소들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의 적용방법을 제안
하였다.
주요어: 세그먼트 라이닝, 지반반력계수, 구조해석 모델, 이음부 강성

1. 서 론
쉴드 터널의 세그먼트 라이닝은 세그먼트 간 이음 및 링 간 이음를 통하여 구조체가 형성된다. 세그먼트 라이닝
단면설계는 이음부를 고려하는 방식과 라이닝-지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한 지반스프링 적용방식이 NATM
터널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라이닝과 상이하다. 이런 이유로 단면력 산정을 위한 구조해석 시 이음부 특성을 고려
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박인준 등(2012)과 김홍문 등(2014)은 한계상태설계법을 라이닝 구조
해석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국내 쉴드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의 설계는 국제터널협회(ITA)에서 발표한 지침서(2000)와 일본철도종합기술
연구소에서 발행한 철도 구조물 등 설계표준-동해설(2003)에서 제안하는 구조해석 모델과 이음부 강성 고려방법
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설계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해석 모델이나 설계하중, 이음부 강성 고려방법

등에 대한 적합여부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에서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단면력 계산을 위하여 지반반력계수, 라이닝 이음부 요소
및 이완하중 등 지반특성과 공법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구조해석 모델, 지반반력계수, 이음부 강성을 고려하는 방식을 비교 분
석하고, 세그먼트 라이닝 구조설계 시 부재력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의 적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세그먼트 라이닝 구조해석 이론
세그먼트 라이닝의 설계는 주로 터널 횡방향(둘레방향)에 대해서 실시하며, 쉴드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은 횡
방향의 평면 구조물로써 단면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조해석은 구간을 대표하는 지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반조건이 불량한 구간, 토피가 가장 낮은 구간, 수압이 가장 높은 구간, 상재하중이 가장 큰 구간 등과
같이 설계상 대표성 및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횡방향 단면설계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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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 라이닝은 일반적으로 터널 둘레 방향의 링간 이음 및 터널 축방향의 세그먼트간 이음이 있으며, 세그
먼트 라이닝의 구조해석 모델은 크게 해석적인 방법과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ITA, 2000),
해석적인 방법은 세그먼트 라이닝을 휨 강성이 동일한 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관용계산법, Duddeck &
Erdmann의 방법(1985) 등이 있으며, Duddeck & Erdmann의 방법(1985)은 유럽에서 토사지반 쉴드 터널의 세
그먼트 단면력 계산을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치해석적 방법은 유한요소법(FEM)이나 유한차분법(FDM) 또는 개별요소법(DEM)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세그먼트는 빔요소를 적용하고 세그먼트와 세그먼트의 결합은 스프링요
소를 이용하여 1링 또는 2링으로 연결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빔-스프링모델은 키 세그먼트의 조립방식에 따라서 1-링, 2-링 등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터널의
횡 방향 구조 검토 시 빔-스프링모델을 원칙으로 하며(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 2003), 세그먼트의 설계에 한계
상태 설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부재의 발생 단면력을 직접 얻을 수 있는 빔-스프링모델을 통한 계산법을 이
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JSCE, 2010).

3. 빔-스프링 모델 별 비교
3.1 빔-스프링 모델 비교
쉴드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에서 사용되는 빔-스프링 모델은 단일 링(1-링) 모델과 다 링 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 링 모델은 2링 이상의 세그먼트 링 간 전단강성과 상호영향을 고려하는 모델로 2-링 모델이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JSCE에서 발간한 세그먼트의 설계(2010)에서는 한계상태 설계법에 의해 세그먼트 설계 시에
는 빔-스프링 모델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다수의 설계사례에서는 구조해석 모델로 빔-스프링
모델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2-링 모델과 이음부 강성값을 관용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영준 등(2010)은 지반이 급변하는 장소나 지반침하가 현저한 장소에 2-링 모델의 사용을 제안하였고, 유충
식 등(2012)은 1-링과 2-링 모델의 최대 부재력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며 2링 모델의 최대 모멘트는 세그먼트 이
음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세그먼트 라이닝 구조설계에서 사용되었던 링간 이음 모델링 방법(1-링, 2-링)을 대상으로
모델과 입력값의 차이에 따른 단면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3.2 해석 조건
토피조건(15, 20, 30 m), 지하수조건(G.L(-)5.0 m) 및 쉴드 터널이 위치하는 지층조건(토사, 풍화암, 연암)을
가정하였으며, 해석 조건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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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I

(b) CASE-II

(c) CASE-III

Fig. 1. Analysis conditions for each case

심도 15 m의 토사층으로 가정한 CASE-I은 토피 조건이 5D 이하인 토사 터널로서, Soft Ground Tunnel
Lining Design Guide (2010)에서 제안한 조건에 따라 전 토압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CASE-II, III은
Terzaghi 이론토압식에 의한 토압을 가정하였다. 각 지층별 적용 물성 및 세그먼트 라이닝의 부재특성은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Table 1. Material parameters for ground

Classification

Unit weight
(kN/m3)

Cohesion
(kPa)

Internal friction
angle (°)

Poisson ration

Elastic modulus
(MPa)

Soil

19

20

30

0.33

33

Weathered rock

21

30

30

0.33

100

Bed rock

23

180

34

0.27

350

Table 2. Dimensions and mechanical parameters for segment lining

Internal diameter Segment thickness Segment length
Number of joints
Compressive Elastic modulus
(m)
(m)
(m)
(angle of joint between 2-rings) strength (MPa)
(MPa)
3.0

0.2

1.2

4+1 (55.39°)

42

30,500

적용 하중은 토압과 지하수압만을 고려하였으며, 토압은 링의 상부와 하부에 동일한 연직토압을 적용하였고,
수압은 터널의 중심방향으로 적용하였다. 하중 적용 모식도는 Fig. 2와 같고, 적용 하중의 크기는 Table 3과 같다.
또한, 지반반력계수는 국내 세그먼트 설계 및 연구 시 주로 적용하고 있는 Muir Wood (1976)의 공식을 적용하
여 산정하였으며, 회전강성 및 전단강성은 토목구조물 설계표준-동해설(2003)의 제안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여기서, 회전강성은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연결부의 휨강성에 대한 것이며, 체결볼트의 인장강성과 콘크리트 강
성에 영향을 받으며, 전단강성은 세그먼트 링 간 전단에 대한 것으로 체결볼트 또는 조인트 형태에 따른 링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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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arth pressure

(b) Water pressure

Fig. 2.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segment lining
Table 3. Values of load acting segment lining according on Fig.2

Classification

Vertical earth pressure
(kN/m2)

Horizontal earth pressure
(kN/m2)

Water pressure
(kN/m2)

CASE-I

169.70

84.85 ~ 100.15

83.0 ~ 117.0

CASE-II

113.91

56.96 ~ 75.66

133.0 ~ 167.0

CASE-III

125.65

62.83 ~ 84.93

233.0 ~ 267.0

Table 4.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and Stiffness for each case

Classification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kN/m3)

Rotational stiffness
(kN m/rad)

Radial stiffness
(kN/m)

Tangential stiffness
(kN/m)

CASE-I

15,674

22,959

218,301

1,684,045

CASE-II

44,792

22,959

218,301

1,684,045

CASE-III

120,984

22,959

218,301

1,684,045

(a) 1-ring model

(b) 2-ring model

(c) angle of joint between 2-rings

Fig. 3. Diagram of 1-ring and 2-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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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강성이 설계인자이다.
1-링 모델과 2-링 모델을 활용한 구조해석은 Midas-civil 2014를 활용하여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서 제시
한 하중조합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델의 모식도는 Fig. 3과 같다. 빔-스프링 모델에서 회전강성과 전단강성의 영
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1-링 모델은 부재 이음부를 고려한 환산강성을 적용하였고, 2-링 모델은 회전강성과 전단
강성을 고려한 경우와 전단강성만을 고려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또한, 회전스프링 모사를 위해 Beam and
Release 조건을 적용하였다.

3.3 1-링 및 2-링 모델 비교
1-링 모델과 2-링 모델의 강성조건과 지층조건에 따른 부재력 변화를 Table 5에 비교하였다.
Table 5. Section forces by condition

2-ring considered of
rotational & shear stiffness

1-ring
Classification Bending
Moment
(kN-m)

2-ring considered of
equivalent & shear stiffness

Axial
force
(kN/m2)

Shear
force
(kN/m2)

Bending
Moment
(kN-m)

Axial
force
(kN/m2)

Shear
force
(kN/m2)

Bending
Moment
(kN-m)

Axial
force
(kN/m2)

Shear
force
(kN/m2)

CASE-I

79.85

659.49

135.07

78.75

661.17

132.69

79.85

659.49

135.07

CASE-II

38.84

664.79

87.68

35.87

666.14

84.56

38.84

664.79

87.68

CASE-III

29.91

953.64

95.74

26.11

954.66

93.14

29.91

953.64

95.74

Fig. 4는 회전강성과 전단강성을 고려한 2-링 모델과 환산강성을 고려한 1-링 모델의 단면력 값을 비교한 그래
프이다. 수압의 영향으로 심도가 깊을수록 모멘트는 감소하고, 축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링 모델에
작용하는 단면력은 2-링 모델에 작용하는 단면력과 1~15%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ending Moment

(b) Axial force

(c) Shear force

Fig. 4. Section forces depending on beam-spring model comparison between 1&2-ring model

184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gment lining design solved by beam-spring model in the shield tunnel

Fig. 5는 환산 강성을 적용한 1-링모델과 환산강성에 전단 강성만을 적용한 2-링모델을 비교한 그래프로서, 2링모델에서 첫 번째 링과 두 번째 링의 하중조건, 경계조건 등이 1-링모델과 동일한 경우는 해석적으로 동일한 모
델이므로 단면력도 같은 결과가 산출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a) Bending Moment

(b) Axial force

(c) Shear force

Fig. 5. Section forces depending on beam-spring model comparison between 1&2-ring model

2-링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공 중 또는 지층조건 변화같이 링간 하중조건이 달라지거나 전후 링 간 상호작
용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 설계에서 수행하는 대표구간의 일반부재 단면력 검토와 같은 경우에는 1-링 모델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터널의 종방향 하중을 다르게 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링 모델을 적용함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세그먼트 이음부 강성 적용방법에 따른 단면력 비교
4.1 이음부 강성 적용방법
빔-스프링 모델링 시 세그먼트 이음부는 계산된 강성값을 적용하여 고려되며, 세그먼트 링을 조립할 때 만들어
지는 세그먼트 간 이음부(Radial joint)와 조립한 링들을 서로 연결하는 링 간 이음부(Circumferential joint)로 구
분한다. 세그먼트 간 이음부는 회전강성으로 고려하고 링 간 이음부는 전단강성으로 고려한다.
세그먼트간 이음부의 강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Table 6의 토목구조물 설계표준-동해설(2003)에서 제안한
부재 이음부에 회전강성을 적용하는 방법과 FHWA의 Technical manual(2009)에서 제시한 Muir Wood에 의해
제안된 이음부를 고려한 환산강성을 세그먼트 부재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우용 등(2014)은 세
그먼트 이음부 강성계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산정되지만 세그먼트 라이닝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으
므로, 설계 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세그먼트 라이닝 구조설계에서
사용되었던 토목구조물 설계표준-동해설(2003)에서 제안한 공식과 환산강성을 적용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부재
이음부 강성의 고려 방법에 따른 단면력 변화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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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ypes of formula considering of segment joint

Rotational stiffness

Equivalent stiffness considering joint

   
    




       


M ; Bending moment, Ɵ ; Rotation angle
x ; Distance from compression face to central line of segment
h ; Thickness of segment, b ; Width of segment
Ec ; Modulus of segment

Ie ; The effective moment of inertia
Ij ; The joint moment of inertia (conservative taken as zero)
I ; The moment of inertia of the gross lining section
N ; The number of joints in the lining ring

4.2 해석 조건
토피조건, 지층조건, 세그먼트 라이닝 부재특성, 회전강성 및 CASE별 적용하중은 3.2의 검토조건과 동일하다.
해석은 1-링 모델과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을 적용하였으며, 각 지반조건에 적용한 환산강성 5.12×10-4 m4 을
적용하였다.

4.3 이음부 강성 적용방법에 따른 단면력 비교와 활용
지층 조건별, 이음부 강성 적용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세그먼트 구조해석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a) Bending Moment

(b) Axial force

(c) Shear force

Fig. 6. Section forces depending formulas considering of segment joint

환산강성의 경우 회전강성을 적용한 경우보다 모멘트는 1~15%, 전단력은 2~3% 크게 산정되었으며, 축력은
회전강성을 적용한 경우의 99% 수준으로 산정되었으나, 계산된 단면력 값의 증감은 모멘트의 경우 최대 2.38 kN · m,
전단력은 3.12 kN, 축력은 3.80 kN로 검토되어 세그먼트 라이닝의 부재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표구간의 일반 부재에 대한 단면력 검토는 환산강성을 고려한 1-링 모델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
로 판단되며, 링간 하중조건을 다르게 모델링 하거나 조인트 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는 2-링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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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링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첫번째 링과 두번째 링의 회전스프링과 전단스프링의 반력으로부터 체결 볼트의 상
세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회전스프링의 반력을 활용하여 인발과 인장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고, 전단스프링 반
력을 활용하여 체결볼트의 전단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5. 지반반력계수 산정식에 따른 단면력 비교
5.1 지반반력계수 산정식 비교
빔-스프링 모델을 활용한 세그먼트 라이닝 구조해석 시 사용되는 지반반력계수에는 Table 7의 Wölfer 제안식
과 AFTES 제안식 및 Muir Wood 제안식(1975) 등이 있다. Wölfer 제안식과 AFTES 제안식은 주변지반의 변형
특성만을 고려하며, Muir Wood 제안식(1975)은 주변지반과 뒷채움 주입의 변형특성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제안된 지반반력계수에 따라 세그먼트 단면력의 발생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설계에 적합한 지
반반력계수 적용방법을 분석하였다.
Table 7. Formula for calculation of the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Wölfer ’s formula

AFTES ’s formula

Muir Wood ’s formula


   ∙ 



   ∙ 
  


  
    

Ks ; tangential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Es ; deformation modulus of ground
R ; radius of segment lining
L ; length of segment lining

Ks ; tangential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Es ; deformation modulus of ground
Ʋ ; poisson ratio of ground
R ; radius of segment lining
L ; length of segment lining

Kr ; radial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Eo ; Converted deformation modulus
considering backfill grout stiffness
(refer to Table 9)
Ʋ ; poisson ratio of ground
Rc ; radius of segment center line

Fig. 7.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by each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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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조건 및 제안 공식별 지반반력계수는 지반의 탄성계수에 따라 Fig. 7과 같이 산정되었으며, Wölfer 및
AFTES 제안식의 선형적 경향은 산정식이 탄성론에 기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Muir Wood 제안식의
경우 지반의 탄성계수가 약 1,500 MPa보다 큰 경우는 일정한 지반반력계수 값에 수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뒷채움 그라우트 강성의 영향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5.2 해석 조건
하중조건, 지층조건, 세그먼트 라이닝 부재특성 및 CASE별 적용하중은 3.2의 검토조건과 동일하다. 해석은 1링 모델과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을 적용하였으며, 해석조건별 지반반력계수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for the analyses

Classification

Wölfer ’s formula (kN / m3)

AFTES ’s formula (kN / m3)

Muir Wood ’s formula (kN / m3)

CASE-I

19,412

14,595

15,674

CASE-II

58,824

44,228

44,792

CASE-III

205,882

162,112

120,984

5.3 지반반력계수에 따른 단면력 비교
지층 조건별, 제안 공식별 지반반력계수를 달리 적용한 세그먼트 구조해석 결과는 Fig. 8과 같다. 축력은 지반
반력계수와 무관하게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모멘트와 전단력은 지반조건이 양호할수록 Muir Wood 제안식에
의한 단면력이 약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ending Moment

(b) Axial force

(c) Shear force

Fig. 8. Section force by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모멘트는 AFTES제안식이 Wölfer제안식보다 최대 9%, Muir Wood제안식이 Wölfer제안식보다 최대 19% 큰
값으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단력은 AFTES제안식이 Wölfer제안식보다 최대 5%, Muir Wood제안식은
Wölfer제안식보다 최대 6% 큰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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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반력계수 산정방법으로 AFTES제안식이나 Muir Wood제안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검
토되었으며, Muir Wood제안식은 지반 강성과 뒷채움 그라우팅의 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써 쉴드터널의
세그먼트 뒷채움 거동을 근접하게 모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6. Muir Wood 제안식에 대한 적용성 검토
6.1 Muir Wood 제안식에 의한 지반반력계수
세그먼트 링은 쉴드 테일 내에서 조립되어 테일 씰에 의해 구속되며, 조립된 링은 지반과 뒷채움 그라우팅에 의
해 구속된다. 영구하중 조건에서 링의 지반반력계수는 지반과 뒷채움 그라우팅의 강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쉴드 굴진 시 배면 공극의 실링과 뒷채움 그라우팅에 의한 침하영향 검토가 오주영 등(2014)에 의
해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라이닝 구조해석 시 Muir Wood 제안식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토사, 풍화암, 기
반암 조건에 따라 심도, 지하수위 및 지반조건을 다양하게 가정하였고, 세그먼트 라이닝에 작용하는 단면력 변화
를 비교하여 Muir Wood 제안식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Muir Wood 제안식 중 뒷채움 그라우트강성을 고려한
주변 지반의 환산 변형계수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Muir Wood’s formula


  
   tan 
 






           


   tan 

  tan     tan

Eo ; Converted deformation modulus considering backfill Hb ; thickness of back fill grouting
grout stiffness
Hg ; H-Hb, Do ; external diameter of segment
Eob ; Elastic modulus of back fill grout (50MPa)
Dc ; diameter of segment center line,
ɸ ; angle of load distribution
Eog ; Elastic modulus of ground

Eob ; Elastic modulus of back fill grout(50MPa)
Eog ; Elastic modulus of ground
H ; influence range(3Do),
Hb ; thickness of back fill grout
Hg ; H – Hb,

Fig. 9. Schematic diagram of Muir Wood’s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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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검토 조건
심도, 지층조건, 세그먼트 라이닝 부재특성, CASE별 적용하중 및 지반물성은 ‘3.2 검토조건’ 과 동일하며, 대
상지반의 물성 중 지반의 탄성계수는 Table 10과 같이 적용하였다.
Table 10. Elastic modulus of ground

Classification

CASE-I

CASE-II

CASE-III

Elastic modulus (MPa)

5~50

50~200

200~800

6.3 지층조건에 따른 단면력 비교
Table 10에서 제시한 지반 탄성계수와 Muir Wood공식을 활용하여 지반반력계수를 산정하였으며, 각 CASE
별 단면력은 Fig. 10~12와 같다. 동일 심도조건에서 지반 탄성계수가 증가할수록 모멘트와 전단력은 감소하고,
축력은 증가하였다. 또한 지반 탄성계수가 증가할수록 단면력 변화를 나타내는 기울기 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a) Bending Moment

(b) Axial force

(c) Shear force

Fig. 10. Section force for CASE-I

(a) Bending Moment

(b) Axial force
Fig. 11. Section force for CAS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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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nding Moment

(b) Axial force

(c) Shear force

Fig. 12. Section force for CASE-III

Fig. 13, 14, 15는 지반강성(Eog)과 뒷채움 그라우팅 강성(Eob)의 비율 Eog/Eob에 따른 CASE별 지반반력계
수와 단면력의 관계이다.

(a)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b) Bending Moment

(c) Axial force

Fig. 13.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and Section force for CASE-I

(a)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b) Bending Moment

(c) Axial force

Fig. 14.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and Section force for CAS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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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b) Bending Moment

(c) Axial force

Fig. 15. Coefficient of subgrade reaction and Section force for CASE-III

CASE-I의 경우, CASE-II, CASE-III의 경우보다 모멘트는 크고, 축력은 작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반강성
(Eog)과 뒷채움 그라우팅 강성(Eob) 비율 Eog/Eob이 증가할수록 모멘트는 감소하고 축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검
토되었다.
CASE-I, CASE-II의 경우 강성비(Eog/Eob) 변화에 따라 모멘트와 축력이 증감하고, CASE-III의 경우 강성비
(Eog/Eob) 가 10 이상인 경우 강성비(Eog/Eob) 변화에 따른 모멘트와 축력의 증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강성비(Eog/Eob)가 10 이하의 범위에서는 지반반력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반과 뒷채움 그라우팅
의 강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Muir Wood 제안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된다.
또한, 강성비(Eog/Eob) 10 이하의 범위는 지반 탄성계수가 약 500 MPa 이하의 범위로서 쉴드 TBM터널이 통
과하는 토사 ~ 연암층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물성범위에 포함되는 값이므로, 설계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Muir
Wood 제안식에 의하여 산정된 지반반력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되었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라이닝 구조해석 시 사용되는 빔-스프링 모델을 비교하여, 이음부 강성의 적용방법과
지반반력계수 산정방법이 단면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하중 조건에서 환산강성을 적용한 1-링 모델과 회전강성 및 전단강성을 적용한 2-링 모델의 단면력 검
토 결과, 1-링 모델과 2-링 모델의 단면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일 지층조건에서 1-링 모델과 2-링 모델의 회전강성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2-링 모델의 첫 번째 링과 두
번째 링의 하중 및 경계조건이 동일하면 단면력은 링의 모델링 개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3. 세그먼트 단면력 검토 시 대표 구간에 대한 일반부재의 단면력 검토는 1-링 모델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며,
시공중 굴진면 부근 또는 지층조건 변화와 같이 링 간 하중조건을 다르게 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링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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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반반력계수를 산정하는 세가지 제안식을 적용하여 1-링 모델의 단면력 검토결과, AFTES제안식이나
Muir Wood 제안식 적용시 Wölfer제안식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반 강성과 뒷채움 그라우
팅의 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Muir Wood제안식을 활용하는 것이 쉴드 TBM 뒷채움 거동을 근접하게 모사
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5. Muir Wood 제안식에 의한 지반반력계수를 적용하여 세그먼트 단면력 산정결과, 지반강성(Eog)과 뒷채움
그라우팅 강성(Eob) 비율 Eog/Eob가 증가할수록 모멘트는 감소하고 축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
며, 강성비(Eog/Eob)가 약 10이하의 범위에서 그라우트와 지반의 탄성계수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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