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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back analysis is used for the assessment of an operating subsea tunnel safety in 

various measurement information such as stress, water pressure and tunnel lining and 

ground stiffness degradation, the reliable results within tolerable error rate can be 

obtained. By utilizing a commercial geotechnical analysis program FLAC3D, back 

analysis can be performed with a DEA which has already been successfully validated 

in previous studies. However, relative more time-consumption is the drawback of this 

approach. For this reason, this study introduced beam-spring model-based on FEM 

solver which uses less analysis time relatively. Beam-spring program capable of 

structural analysis of a circular tunnel section was developed by using Python 

language and combined with the built-DEA. From the measurement datum, expected 

to estimate the stability of an operation tunnel close to real-time.

Keywords: Beam-Spring Model, Differential Evolution Algorithm(DEA), Back 
Analysis, Operating Subsea Tunnel, Transversal Tunne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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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운영 중 해저 터널의 안정성 평가에 응력, 수압 그리고 라이닝 및 주변지반의 강성 열화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측 정보를 사

용해서 역해석하면, 효율적인 오차율 이내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차분진화 알고리즘 기반의 역

해석 수행 시 FLAC3D 등 범용 지반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상대적으로 해석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석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beam-spring 모델 기반의 FEM 

solver를 도입하였다. 원형 터널 단면의 구조해석이 가능한 beam-spring 프로그램을 Python 언어로 개발하여, 기구축된 

차분진화 알고리즘과 결합하였다. 계측 데이터로부터 실시간에 가깝게 운영 중 터널의 안정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주요어:빔-스프링 모델, 차분진화 알고리즘(DEA), 역해석, 운영 중 해저 터널, 횡단방향 터널

1. 서 론

운영 중 해저 터널에서 계측 가능한 정보를 역해석을 통해서 안정성 평가에 반영하면, 효율적인 오차율 이내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해석 솔버(solver)를 단순화시키면 실시간(real-time)에 가까운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제안하였다(An et al., 2016a; 2016b; 2016c). 

An et al. (2016c)은 운영 중 해저 터널에서 획득 가능한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터널 역해석 알고리즘(차분

진화 알고리즘, DEA)을 beam-spring(빔-스프링)모델 해석 솔버와 연동하여 해석 시간 단축에 목표를 두고 개발

하여, 운영 중 터널의 종단방향 안정성 평가 역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후속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운영 중 터널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횡단방향 역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단+횡단)방향의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하중과 이에 대한 터널의 변형 및 부재력 거동에 대

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은 해석적 모델(analytical model)과 수치해석모델(numerical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ITA, 2000). 

수치 해석적 모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빔-스프링 모델이고, 이는 세그먼트 라이닝을 구성하는 빔 요소와 지반

반력을 표현하는 스프링 요소를 조합하여 터널구조의 거동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빔-스프링 모델에 대한 터널공학 분야의 적용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Koyama (2003)는 세그

먼트 라이닝의 특성을 고려한 빔-스프링 모델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Klar et al. (2008)은 터널 굴착과 파이

프라인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서 빔-스프링 모델을 적용하였고, 파이프라인 조인트에서 발생하

는 강성 저하 및 지반과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에 반영하였다. Ahmet (2010)은 TBM 터널 굴착 시 

사용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를 위한 다양한 해석방법에 대해서 비교 및 분석하였다. 2D, 3D 빔-스

프링 모델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콘크리트 세그먼트의 기계적, 기하학적 특성이 라이닝의 구조적 거동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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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Barpi et al. (2011)은 퍼지셋(fuzzy set) 이론을 적용하여 파라미터 간 불확실성의 정도

를 분석하여 빔-스프링 모델에 적용하였고, 터널에 작용되는 다양한 파라미터 간 상호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Arnau and Molins (2012)는 세그먼트 라이닝의 구조적 특징은 인접한 세그먼트 링 간의 커플링 효과

(coupling effects)에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3D FEM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D FEM 해석

과의 비교를 통해서 3차원 해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Kawabata et al. (2014)는 세그먼트 콘크리트 라이닝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재현할 수 있는 빔-스프링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 중 터널 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해석 모델은 콘크리트 라이닝의 균열에 

의한 불균일성을 표현한다. Yan et al. (2015)는 쉴드터널의 2링 빔-스프링 모델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

된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선된 모델은 세그먼트 조인트 부분에 조인트 영역을 구성하여 인장, 

압축, 전단, 휨에 대한 스프링을 조합하여 모든 방향에 대한 조인트 거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Woo and 

Yoo (2015)는 TBM 세그먼트의 분할 수와 인접한 링의 이격각도가 라이닝의 부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에 대해서 2링 빔-스프링 모델을 적용하여 Midas civil 2012+ 프로그램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 et al. (2015)

은 고수압 조건에서 하중조건 및 조합에 따른 부재력의 크기 등을 비교하고, 이론적인 방법과 빔-스프링 모델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개념을 제안하였다. 

Nikkhah et al. (2016)은 Chashir 터널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서 세그먼트 라이닝의 구조해석 평가를 빔-스프

링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측데이터를 통한 역해석 수행의 결과로 운영 중 해저 터널의 실시간에 가까운 안정성 평가

에 있기 때문에, 빔-스프링 모델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빔-스프링-II 모델(AFTES–WG7, 

1993; JSCE, 1996) 수준의 해석용 솔버를 개발하였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구축된 차분진화 알고리즘(An et al., 

2016a; 2016b) 및 터널 종단방향 프로그램(An et al., 2016c)과의 연계성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An et al., 2016c)에서 구축한 종단방향 프로그램과 동일한 언어로 횡단방

향 빔-스프링 모델을 개발하여 (BS+DEA) 기반의 (종단+횡단) 방향의 운영 중 해저 터널에 대한 실시간에 가까

운 안정성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빔-스프링 모델(터널 횡단방향)

쉴드터널은 세그먼트 라이닝에 의해 지보된 구조물이다. 이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할 때, 쉴드터널의 형상, 

제원, 시공 및 경계조건과 지반-세그먼트 라이닝 간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해석은 해

석적 모델과 수치해석모델을 사용해서 수행된다. ITA (2000)에 따르면, 3차원 조건을 symbolic computation을 

통해서 2차원 조건으로 모사할 수 있다. 크게 해석적 모델과 수치해석모델로 구분되며, Fig. 1에서 이러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해석적 모델은 국가 표준 코드 및 선택된 설계 하중의 중첩원리에 따라 수식을 사

용한다. 대표적인 방법은 Terzaghi의 이완하중 이론식을 사용한 모델 등이 있다. 수치해석모델은 탄소성 조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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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응력과 변형율에 대한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 빔-스프링법, 유한요소법(FEM) 또는 유한차분법(FDM)을 

사용한다. Ahmet (2010)에 의하면, 해석적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세그먼트 링을 균일한 강성 부재로 가정하기 

때문에 세그먼트 조인트를 표현하지 못하고, 터널의 형상이나 지반의 조건에 제약이 존재한다. 빔-스프링법은 이

러한 세그먼트 연결부에서의 강성저하뿐만 아니라 형상 등의 제약 없이 세그먼트 라이닝의 응력거동을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a) Terzaghi model (b) FEM network configuration

Fig. 1. Design model for shield tunnel (ITA, 2000)

빔-스프링법은 일반적으로 “지반반력계수에 의한 방법”이라고도 불리며, Fig.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이닝은 

일반적으로 호(arc)로 표현되지만, 호의 중심각( )이 작다면, 호를 직선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라이닝

의 세그먼트는 지반반력을 표현하는 탄성스프링으로 지지된다. 즉, 라이닝과 지반은 각각 빔-스프링의 시리즈로 

표현된다. 지반반력은 지반의 변형에 비례하는 라이닝의 변형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세그먼

트와 주변 지반 사이의 상호 거동을 고려할 수 있다(AFTES–WG7, 1993).

Fig. 2. Beam-spring model (Ahme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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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반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방사(radial)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가정되지만, 예

외적으로 접선(tangential) 방향으로도 효과를 발휘하도록 가정되는 경우도 있다(JSCE, 1996). 보수적(안전 측)

인 결과를 위해서 터널 주변의 지반을 표현할 때, 방사 방향으로만 스프링이 사용된다. 이러한 가정은 지반에 저

항하는 라이닝의 마찰저항력이 없는 활동(sliding)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1 일반 사항

빔-스프링 모델은 TBM의 세그먼트 라이닝 부재력(member forces) 계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도

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 방법이 개발되어왔다. 빔-스프링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는 터널 라이닝과 

주변 지반의 상호 작용 및 세그먼트 연결부의 조인트 부분의 처리이다. 라이닝과 주변 지반의 상호 거동을 고려하

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장력을 허용하지 않는 탄성스프링을 사용한다. 그러나 조인트 부분을 평가하는 방법

은 다양한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빔-스프링 모델의 이론적 분류는 조인트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에 따라

서 이루어질 수 있다.

Fig. 3에서는 (JSCE, 1996)에 설명되어 있는 빔-스프링 모델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Fig. 3. Beam-spring model for TBM segmental linings (JSCE, 1996)

2차원 모델(I-IV)은 세그먼트 조인트 부분의 강성 저하(reduced rigidity), 힌지(hinges) 및 회전 스프링

(rotational springs)을 사용하여 표현된다. 모델 I과 모델 II의 차이는 조인트 부분 강성 저하의 고려 유무로 구분

된다. 3차원 모델(V-VI)에서는 세그먼트 조인트와 세그먼트 링 조인트 모두를 모사할 수 있다. 3차원 모델에서, 

세그먼트 조인트는 회전 스프링 그리고 세그먼트 링 조인트는 강성 부재(rigid members) 또는 전단 스프링(shear 

springs)으로 모델링된다(JSCE, 1996; AFTES–WG7, 1993; Ahme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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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터널 횡단방향 빔-스프링 모델 구축

본 연구에서는 운영 중 해저 터널에서 계측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해석 기법으로 안정성을 평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세그먼트 링으로 구성된 쉴드터널의 횡단방향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빔-스프링-II 모델 수준으로 터널 횡단방향에 대한 해석 솔버를 구축하였다. Fig. 4에서는 구

축된 터널 횡단방향 빔-스프링 모델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운영 중 해저터널의 하중조건을 등방압력조건으로 

단순화하여 고려하였고, 각 절점(node)에 방사방향으로 지반스프링을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절점의 개수( )는 

원형터널 형상으로 묘사될 수 있을 정도로, 절점 수에 제한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폐합 조건이기 때문에 절

점의 개수가 결정되면, 빔 요소의 개수는 절점의 개수와 동일하게 으로 결정된다.

Fig. 4. Concept of sectional beam-spring model Fig. 5. Flowchart for FEM structural beam-spring model

Fig. 5에서는 구조해석을 위한 빔-스프링 모델의 개발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입력인자로 빔 요소의 개

수, 하중조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경계조건, 세그먼트 라이닝의 탄성계수( ), 세그먼트 라이닝의 단면 2차모멘

트, 세그먼트 링의 길이( ), 라이닝 두께( ), 터널 외경( ), 세그먼트 조인트 사이에 힘 전이 영역(force 

transmission zone)에서의 단면 2차모멘트( ) 그리고 세그먼트 조인트의 개수( )를 고려하였다. 종단방향 모

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역강성행렬(global stiffness matrix)을 생성한 후, 역행렬 계산을 통해서 해석을 수행하

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FEM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 후, 차분진화 알고리즘과의 연계 

및 실제 계측 데이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확장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Fig. 5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탤릭체 표

기(bold and italic) 부분은 실제 계측 데이터 값들이 입력되는 위치를 의미한다.

Muir wood (1975)는 세그먼트 조인트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유효관성모멘트( )는 

세그먼트의 개수에 따라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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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서  는 세그먼트의 유효 관성모멘트,  는 세그먼트 조인트 사이에 힘 전이 영역에서의 관성모멘트,  는 라

이닝 전체 단면에 대한 관성모멘트 그리고 은 세그먼트의 개수(키 세그먼트는 제외)를 의미한다. Bickel et al. 

(1996)에 의하면, 빔-스프링 모델-II에서 세그먼트 조인트에 의한 강성 저하 효과는 조인트를 고려하지 않은 일체

형(monolithic) 세그먼트 강성의 60~80% 수준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조인트에 의한 강성 

저하 효과를 70% 정도 수준이 되도록 조절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An et al., 2016c)에서 도출한 USACE (1997)의 식 (2)를 사용하여 횡단방향 지

반반력계수( )를 계산한다. 지반의 탄성계수와 포아송비( ,  ) 및 터널 반경( )이 입력되면, 자동 산정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지반반력계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여기서  는 터널 횡단면 방사방향 지반반력계수,  는 지반탄성계수, 은 터널 반경, 는 포아송비를 의미한다. 

Muir wood (1975)의 유효관성모멘트는 라이닝 세그먼트 조인트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지만, 라이닝과 라이닝

의 사이에 작용하는 링 세그먼트 조인트의 영향을 고려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An et al., 2016c)에

서 적용한 종단방향 빔-스프링 모델의 저감계수( )를 사용하였다. 는 링 세그먼트 라이닝 조인트 강성저하를 

고려하기 위한 저감계수이며, 라이닝의 휨강성( )에 비례상수로 적용된다. 실물 모형실험 등을 통해서 값을 구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링 세그먼트 조인트에 의한 강성 저하를 고려할 수 있도록 0~1 사이의 값을 

갖는 저감계수( )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쉴드터널 시공 시 발견된 연약한 지반에 대해서 보강(그

라우팅)이 된 지반(중점관리구간)의 지반강성저하에 대한 계측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가정(Kim et al., 2016)

을 적용하여, 선행 연구(An et al., 2016c)와 동일하게 지반강성저하에 대한 저감계수( )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또한, An et al. (2016b) 연구를 참고하여 세그먼트 라이닝의 열화에 의한 강성저하를 고려하기 위해서 

라이닝의 탄성계수(
)의 비례상수로 를 제안하였다. 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0.7, 0.8, 

0.9 그리고 1.0에서 대해서 적용하였다. 0.7은 세그먼트 라이닝이 시간경과에 따라 초기 강성에 비해 30% 열화되

었음을 의미한다.

Fig. 6에서는 시스템 방정식의 조합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 강성행렬은 공동 절점에 대하여 인접한 각 요

소가 기여하는 부분의 강성행렬을 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모델의 하중벡터도 공동 절점

의 반력과 모멘트를 합함으로써 획득이 가능하다. 횡단방향 모델에서는 종단방향 모델과는 다르게 국부 좌표계

(local coordinate)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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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rmulation of global stiffness matrix of beam-spring model for tunne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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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는 빔 요소에 대한 강성행렬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역 좌표계(global coordinate) 상에 위치하는 계산

된 하중과 변위 값을 국부 좌표계로 전환한 값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식 (4)에서는 지반스프링 요소에 대한 강성

행렬을 국부 좌표계로 전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식 (3)과 (4)의 행렬식에서 사용된 기호의 의미는 라이닝 탄성계수( ), 세그먼트 라이닝 단면적( ), 단면 2차

모멘트( ), 빔 요소의 길이( ), cosine( ) 그리고 sine( )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빔 요소에 대한 강성행렬과 

지반스프링 요소에 대한 강성행렬을 Fig. 6과 같은 형태로 조합하여 빔-스프링 모델의 시스템 강성행렬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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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S-DEA 시스템 구축

터널 역해석에 사용된 차분진화 알고리즘(DEA) 구축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의 선행 연구(An et al., 2016c)를 

참고하였다. 여기서는 기 구축된 DEA와 터널 횡단면에 대한 빔-스프링 모델의 결합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운영 중 해저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변위에 대응하여 즉시 주변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빔-스프링 모델을 

이용한 역해석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반복해석 및 역해석에 소요되는 해석시간 단축을 위해서 빔-스프링 모델

을 구축하여 터널 횡단면의 거동을 모사하였다. DEA를 이용한 역해석 기능은 Python 수학 라이브러리를 이용하

여 단계별로 구축하였다. 빔-스프링 모델도 DEA와 호환성을 위해 Python을 이용하여 횡단면 물성치, 경계조건, 

강성행렬구성, 전단력/모멘트 계산 등을 구현하였다. 

Fig. 7에서는 횡단면 빔-스프링 모델과 DEA가 연계하여 설계변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탐색변

수는 세그먼트 라이닝 열화에 의한 강성저하를 고려하기 위한 저감계수( )와 터널 주변 보강지반에 대한 열화현

상을 고려한 지반강성 저감계수( )로 설정하였다. 탐색변수의 값을 DEA에 의해 개체수만큼 초기 발생시키고, 

빔-스프링 모델을 이용하여 변위를 계산한다. 계산한 변위와 계측 변위의 차이로부터 적합도( )를 계산하고, 

DEA에 의해 진화과정을 거쳐 탐색변수의 새로운 개체를 생성한다. 새로운 개체의 설계조건으로 변위를 다시 계

산하고, 계산결과 값과 계측 변위를 비교하여, 적합도(An et al., 2016a; 2016b; 2016c)가 오차율 이내로 수렴할 

때까지 진화 및 변위 계산을 반복 수행한다. 

(Target function) (DEA procedure)

Fig. 7. Flowchart of BS+DEA code development for transversal tunnel sec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oon-Sang AnㆍByung-Chan KimㆍSang-Hyun LeeㆍKi-Il Song

204

4. BS-DEA 기반 횡단방향 역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석

4.1 수치 해석 

선행 연구(An et al., 2016c)인 초장대, 고수압 조건의 해저터널에 대한 종단방향 수치해석과 동일한 조건을 적

용하기 위해서, 쉴드터널 외경( ) 및 세그먼트 두께( )는 9.1m 및 0.3m로, 그 외에 터널 세그먼트에 대한 입력

값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tunnel lining segment

  (external diameter) 9.1 m

  (thickness of segment) 0.3 m

  (length of unit segment) 1.5 m

  (number of segment) 6 EA

  (moment of inertia) 3.375×10
-3

 m
4

  (moment of inertia of force transmission zone) 8.6×10
-4

 m
4

Fig. 8. Numerical modeling condition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수심(m), 는 해저면으로부터 터널 상부까지의 거리(m)로 정의하였고, 

  를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세그먼트 라이닝 및 주변 암반에 대해서 탄성모델을 사용하

였다. 암반에 대한 물성치는 변형계수( ) 2.1 GPa, 포아송비( ) 0.2를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라이닝에 대해서

는 변형계수(
) 24 GPa, 포아송비( ) 0.18로 적용하였다. 터널주변 보강지반에 대한 물성치는 지반열화를 고

려한 지반반력계수( )의 변화만을 적용하여 강성저하를 고려하였다. 차분진화 알고리즘에 적용된 파라미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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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무작위 개체군 수는 10~40, 돌연변이 상수는 0.8, 교배상수는 0.8, 최대 진화 반복횟수는 10~40 범위에서 적

용하였다. 역해석에 의해 계산할 목표값인 라이닝 세그먼트 저감계수( ) 및 지반강성 저감계수( )의 범위는 0.4 

≤≤ 1.0, 0.4 ≤≤ 1.0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물성치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Surrounding material, segment lining and DEA parameters 

Surrounding materials Concrete lining DEA

  (unit weight) 20 kN/m
3

25 kN/m
3

F (mutant constant) 0.8 (0~2)

  (elastic modulus) 2.1 GPa 24 GPa CR (crossover constant) 0.8 (0~1)

  (poisson’s ratio) 0.2 0.18 NP (number of population) 10~40

  (reduction factor considering 

lining stiffness degradation)
- 0.7 / 0.8 / 0.9 / 1.0 Itermax (max. iteration) 10~40

  (reduction factor considering 

ground stiffness degradation)
0.7 / 0.8 / 0.9 / 1.0 - Range of target values

Model Elastic Concrete lining 0.4 ≤≤ 1.0

 (ground reaction coefficient) 192,307 kN/m
2
/m - Surrounding material 0.4 ≤ ≤ 1.0

Fig. 9에서는 보강지반에 대한 지반반력계수( ) 변화를 적용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세그먼트 라이닝과 접

해있는 보강지반을 가정하였으며, 이 영역에 대한 강성열화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값에 변화를 주었다. 지반

반력 탄성스프링의 총 개수는 72개이며, 이 중 51~54번에 해당하는  값에 강성열화 조건을 부여하였다.

지반반력계수( )은 식 (2)로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고, 한 개의 스프링이 분담하는 영역은 Fig. 10에서 설명하

였으며, 식 (5)에 의해서 계산되었다.

Fig. 9. Variation range of ground reaction coefficient Fig. 10. Conceptual diagram for domain subjected 

to each unit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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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여기서, 은 분할된 1개의 빔 요소 길이,  은 세그먼트 링의 종단방향 길이이다.

Fig. 11에서는 열화현상을 고려한 세그먼트 라이닝강성 변화를 적용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세그먼트 

라이닝이 열화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영역에 대한 강성열화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값에 변화를 주었다. 

빔-스프링 모델에 적용된 빔 요소의 총 개수는 지반스프링의 개수와 동일한 72개이며, 이 중 지반스프링 번호 

18~24번에 사이에 존재하는 빔 요소에 해당하는 값에 강성열화 조건을 부여하였다.

Fig. 11. Variation range of segment lining degradation

전술한 바와 같이, 6개의 세그먼트(키 세그먼트 1개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총 72개의 빔 요소로 구성된 터널 

횡단면으로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라이닝 세그먼트 강성 저감계수( )와 터널 주변지반의 강성열화를 표

현하는 저감계수( )를 역해석의 목표변수로 설정하였다. Case(a)는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저터널 인근 보

강지반의 강성열화를 고려한 지반강성 저감계수( )에 대한 값을 1.0, 0.9, 0.8 및 0.7의 4개 케이스에 대해서 역해

석을 수행하였다. Case(b)에서는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세그먼트 요소의 강성열화를 고려한 저감계수

( )에 대한 값을 1.0, 0.9, 0.8 및 0.7의 4개 케이스에 대해서 역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해석 케이스에 대해서 링 

세그먼트 조인트에 대한 저감계수( )에 대한 값은 0.5를 적용하였다. 

4.2 수치 해석 결과 

An et al. (2016c)의 연구에 의하면, 운영 중 터널 역해석에서 탐색하는 변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개체수(NP, 

number of population)를 키워야 탐색이 원활하게 수행된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개체수(NP)를 증가시키면 전

체 해석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적절하게 개체수를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터널 횡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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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빔-스프링 모델에 적용한 지반강성 저감계수( ) 및 라이닝 세그먼트 저감계수( )는 서로 의존성이 없기 때문

에 NP를 20~40 이상으로 증가시켜서 역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반강성의 열화 및 라이닝 세그먼트의 열화 정도를 

초기 값 대비 0%, 10%, 20%, 30%로 고려(An et al., 2016b)하여 역해석을 수행하였고, Table 3에 해석 결과를 정

리하였다. 

Table 3. Results of DEA based back analysis (ground and lining segment stiffness reduction factors)

Cases
Stiffness reduction factor 

Error(%) : Σ(I-B)÷B×100(%) Remarks
 

a

a-1
Input (I) 0.70 -

-0.06%

Please refer spring number 

on Fig. 9 and Fig. 11

(case a: 51~54

case b: 18~24)

Output (B) 0.7004 -

a-2
Input (I) 0.80 -

-0.06%
Output (B) 0.8005 -

a-3
Input (I) 0.90 -

0.59%
Output (B) 0.8947 -

a-4
Input (I) 1.00 -

0.24%
Output (B) 0.9976 -

b

b-1
Input (I) - 0.70

-4.94%
Output (B) - 0.7364

b-2
Input (I) - 0.80

-3.98%
Output (B) - 0.8332

b-3
Input (I) - 0.90

-4.37%
Output (B) - 0.9411

b-4
Input (I) - 1.00

3.83%
Output (B) - 0.9631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반강성 저감계수( ) 값에 대한 역해석 결과, 해석 케이스 전반적으로 1% 미만

의 오차율을 보이는 결과가 산정되었다. 또한, 라이닝 세그먼트 저감계수( ) 값에 대한 역해석 결과, 평균 4.3% 

정도의 오차율을 보이는 결과가 산정되었다. 역해석 목표변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BS-DEA 

시스템이 구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해서 정보화하면, 운영 중 

해저 터널의 횡단방향 안정성 평가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반강성 저감계수( )의 변화를 적용한 51~54번 빔 요소에 작용하

는 전단력 및 휨모멘트의 양상 그리고 라이닝 저감계수( )의 변화를 적용한 18~24번 빔 요소 부근에서 라이닝 강

성의 차이로 인한 전단력 및 휨모멘트의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터널 주변지반의 강성변화 

및 라이닝의 강성변화의 영향을 전단력도와 휨모멘트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oon-Sang AnㆍByung-Chan KimㆍSang-Hyun LeeㆍKi-Il Song

208

Fig. 12. Shear force diagram of case a

Fig. 13. Bending moment diagram of case a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의 운영 중 안정성 평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An et al., 

2016a; 2016b; 2016c)에 의해 구축된 BS-DEA 종단방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구조해석이 가능한 횡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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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hear force diagram of case b

Fig. 15. Bending moment diagram of case b

향 FEM 빔-스프링 모델을 개발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Midas civil 2012+ 프로

그램과 비교를 통해서 검증하여 오차범위 안의 값이 산정됨을 확인하였다. 역해석을 통한 해저터널의 횡단방향

에 대한 안정성 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확인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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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된 횡단방향 빔-스프링 모델과 기 구축된 차분진화 알고리즘의 연동 결과,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해

석에 비해서 해석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An et al., 2016a; 2016b)에서 FLAC3D에 

내장된 FISH 언어를 사용해서 구축한 FLAC3D+DEA 시스템으로 역해석한 경우에는 5시간 정도의 해석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BS-DEA 프로그램의 역해석 시간은 케이스 당 5분 이하로 소요

되었다. 향후, 운영 중 해저터널에 대해서 실시간에 가까운 안정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쉴드터널 시공 시 보강된 지반(중점관리구간)에 설치된 지반강성 열화계측기 및 세그먼트 라이닝에 부착된 

계측기로부터 운영 중 해저터널에서 계측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치해석을 수행한 Table 3

의 결과로부터, 운영 중 터널의 안정성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역해석 목표변수에 대해서 5% 미만의 

오차율을 보이는 결과가 산정되어 개발한 BS-DEA 시스템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3. Figs. 12~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터널 주변 지반 및 콘크리트 세그먼트 라이닝의 강성 변화를 계측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서 운영 중 해저터널의 안정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 중 해저터널의 열

화현상을 통해서 변화된 물성이 반영된 실시간에 가까운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 중 해저터널에서 획득 가능한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터널 역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

여 해석 시간 단축 및 역해석 알고리즘과의 연동성에 목표를 두고 개발한 빔-스프링 모델 해석 솔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중 발생된 미소변위, 터널 주변 지반 응력, 지반 및 라이닝의 강성 열화 정보 등을 가정하여 

역해석을 수행하였다. 단, BS-DEA 횡단방향 터널 역해석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된 물성치

를 적용하였으며, 응력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링 세그먼트 

조인트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강성저감계수( ), 보강지반 강성저하를 고려하기 위한 저감계수( ) 및 라이

닝 세그먼트의 열화를 고려하기 위한 저감계수( )를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값은 실물실험 등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된(종단+횡단)방향의 빔-스프링 모델로 다양한 조건에 대

해서 테스트하여 운영 중 해저터널에 안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안전율 기반의 운영 중 해저터널의 구조적 안

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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