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19(3)355-373(2017)

https://doi.org/10.9711/KTAJ.2017.19.3.355

eISSN: 2287-4747

pISSN: 2233-8292

Received  March 17, 2017

Revised April 18, 2017

Accepted May 8,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17,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355

실내모형시험을 통한 사질토 지반에서 

군말뚝과 터널의 수직 이격거리에 따른 

하중분포 및 지반거동 분석

오동욱1ㆍ이용주2*

1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2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Analysis of pile load distribution and 

ground behaviour depending on vertical 

offset between pile tip and tunnel crown in 

sand through laboratory model test

Dong-Wook Oh1ㆍYong-Joo Lee2*

1Member, PhD. Student, Dept. of Civi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Member, Professor, Dept. of Civi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 : Yong-Joo Lee, ucesyjl@seoultech.ac.kr

Abstract

Tunnelling in urban area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existing structure-tunnel interactive 

behavior. Serviced structures in the city are supported by pile foundation, since they 

are certainly effected due to tunnelling. In this research, thus, pile load distribution and 

ground behavior due to tunnelling below grouped pile were investigated using laboratory 

model test. Grouped pile foundations were considered as 2, 3 row pile and offsets 

(between pile tip and tunnel crown: 0.5D, 1.0D and 1.5D for generalization to tunnel 

diameter, D means tunnel diameter). Soil in the tank for laboratory model test was 

formed by loose sand (relative density: Dr = 30%) and strain gauges were attached to 

the pile inner shaft to estimate distribution of axial force. Also, settlements of grouped 

pile and adjacent ground surface depending on the offsets were measured by LVDT 

and dial gauge, respectively. Tunnelling-induced deformation of underground was 

measured by close range photogrammetric technique.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and compare with results from laboratory model test and close range 

photogrammetry. For expression of tunnel excavation, the concept of volume loss was 

applied in this study, it was 1.5%. As a result from this study, far offset, the smaller 

reduction of pile axial load and was appeared trend of settlement was similar among 

them. Particulary, ratio of pile load and settlement reduction were larger when the 

offset is from 0.5D to 1.0D than from 1.0D to 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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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심지에서의 터널굴착은 상부구조물과의 상호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도심지에 사용중인 대부분의 구조물은 

말뚝기초로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어, 터널 굴착 시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모형시험을 통

해 기존의 군말뚝 기초 하부 터널굴착에 따른 축력 분포와 지반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말뚝 기초는 2, 3 열 말뚝으로 가정

되었으며, 말뚝 선단부와 터널 천단부의 이격거리는 터널직경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 터널 직경(D) 대비 0.5D, 1.0D 그

리고 1.5D로 고려되었다. 지반은 약 30%의 상대밀도(Dr)를 가지는 느슨한 사질토로 형성되었으며, 말뚝의 축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말뚝에 변형률게이지(strain gauge)를 부착하였다. 또한, 이격거리에 따른 군말뚝의 침하와 인접지반의 

침하를 변위센서(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LVDT)와 다이얼게이지(dial gauge)를 통해 측정였으며, 터

널굴착에 따른 지중의 변형을 근거리사진계측기법(close range photogrammetric technique)을 통해 측정하였다. 수치

해석을 통해 실내모형시험 및 근거리사진계측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적손실율(volume loss; VL) 

개념을 이용하여 터널굴착을 모사하였으며, 1.5%로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말뚝의 축력감소는 

작게 나타났으며, 침하량은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말뚝 선단부와 터널 천단부의 이격거리가 0.5D에서 

1.0D로 증가할 때 축력과 침하량의 가장 큰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근거리사진계측, 군말뚝, 구조물-터널-지반 상호거동, 수치해석, 수직이격거리

1. 서 론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심지의 대형화는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지하공간 개발은 그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며, 그 중 터널 굴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

는 대부분의 대형구조물은 말뚝 기초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므로, 도심지에서의 터널굴착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

부의 기존구조물과의 상호거동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뚝-터널(Pile-Tunnel) 상호거동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적 및 수치해석적 접근이 이루어졌다(Loganathan and Poulos, 

1998; Chen et al., 1999; Loganathan et al., 2001; Kitiyodom et al., 2005; Lee and Jacobsz, 2006; Yoo and Song, 

2006; Cheng et al., 2007; Lee et al., 2010; Devriendt and Williamson, 2011; Lee, 2012; Jeon et al, 2015). 한편, 

Loganathan et al. (2000), Jacobsz (2002), Lee (2004), Lee and Chiang (2007), Kim et al. (2014), Hartono et al. 

(2014) 및 Kong et al. (2016) 은 실내모형시험 또는 원심모형시험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Kaalberg et al. 

(2005), Selemetas (2005) 및 Pang (2006)은 현장시험을 통해 말뚝-터널(Pile-Tunnel) 상호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터널 굴착에 따른 말뚝의 거동, 터널 굴착의 영향범위, 지반의 전단 거동 등에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단일 말뚝(single pile) 하부에 터널굴착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Jacobsz (200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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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2)에 따르면 말뚝의 거동은 말뚝 선단부의 위치에 대한 터널의 위치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 이론적 배경

Choi et al. (2011) 은 교량 직하부에 터널이 굴착됨에 따라 발생하는 말뚝기초의 거동변화를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연구하였다(Fig. 1). Choi et al. (2011) 에 따르면, 말뚝 선단부와 터널 천단부의 이격거리가 0.15D에서 

0.60D로 증가할 경우 말뚝 축력의 감소량이 26.7%가량 감소하며, 2.0D 이상인 경우 축력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Hartono et al. (2014) 는 원심모형시험을 통해 점성토 지반에서 단일 말뚝 하부 터널 굴착 단계에 따

른 축력의 변이를 측정하였으며, 터널 굴착단계는 체적손실율(VL)을 1%, 2%, 4%, 6%, 8% and 10%까지 적용하

(a) Case for numerical analysis (b) Change in pile load

Fig. 1. Effect of tunneling under a bridge on pile foundation behavior mechanism (Choi et al., 2011)

(a) Centrifuge model test setup (b) Axial pile response for Test-1

Fig. 2. Pile load transition due to development of volume loss (Hartono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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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에 따르면, 말뚝의 축력은 터널 굴착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체적손실율이 증가할수록 축력의 감소는 증

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체적손실율 적용 전 상재하중에 의해 압축력을 받고 있던 말뚝이 체적손실율 적용 

후 인장력을 받으며, 그 위치는 말뚝의 상부에 있는 것을 발표하였다(Fig. 2). 

체적손실율(VL)은 터널 굴착 직후부터 라이닝을 통해 지반의 변위가 수렴할 때까지 터널 단면이 축소되는 것

을 나타내는 것으로 Atkinson and Mair(1981)에 따르면 연약지반에 터널을 굴착할 경우 1∼2%로 감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Fig. 3). 또한 상부구조물이 없는 지반조건(Green field condition)에서의 터널굴착은 지표면의 변형

을 유발하며 그 형태는 정규분포곡선(Normal distribution curve or Gaussian curve)의 형태로 나타난다. 

(a) Settlemt profile due to tunnelling in greenfield 

condition

(b) Concept of volume loss

Fig. 3. Settlement profile above a tunnel in soft ground and volume loss

여기서, Sm은 터널 중심축 상부 지표 침하량을 의미하며, VS는 침하된 지표면의 단면적이다. z는 지표면에서 터

널 중심까지의 깊이이며, i는 터널 중심축에서 정규분포곡선에서의 변곡점까지의 수평거리이다. Fig. 3(b)는 Fig. 

3(a)에서의 터널 단면을 확대한 것으로 Ve는 터널 굴착 직후 단면적이며, Vt는 터널의 최종 설계단면이라 할 수 있

다. 체적손실율(VL)은 식 (1)과 같이 계산되며, 본 연구에서는 Atkinson and Mair (1981)이 제안한 값의 평균값인 

1.5%를 적용하였다.














× (1)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와 달리 모형 군말뚝 기초를 이용하여 터널 굴착에 따른 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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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를 측정하였으며, 말뚝과 인접 지표면의 침하를 측정함과 동시에 근거리 사진계측 기법을 이용하여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중의 변형을 측정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실내모형시험 및 근거리 사진 계측 결과로

부터 얻은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3 실내모형시험 및 사진계측

3.1 실내모형시험

본 연구는 터널굴착에 따른 군말뚝 각각에 작용하는 축력의 분포를 측정하고, 이격거리에 따른 축력의 변화와 

지반의 거동 분석을 위해 수행되었다. 군말뚝은 2열, 3열 말뚝으로 고려되었으며, 지반의 거동은 사진계측과 지

표침하량을 통해 분석되었다. 근거리사진계측을 통해 지중의 변형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평면변형률

(plane-strain) 조건으로 가정되어 실내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말뚝 선단과 터널 천단의 이격거리는 터널직경

(D) 대비 0.5D, 1.0D 및 1.5D로 가정하였으며, 축소율 1/100을 적용하여 모형터널직경(D)은 100 mm, 말뚝 길이

(L) 350 mm, 말뚝의 직경(B) 8 mm로 하였으며, 모형말뚝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다(Fig. 4). 

  

(a) Front view (b) Side view (c) Location of strain gauge for each pile

Fig. 4. Model grouped pile

Shin (2015)에 따르면 1 g 실내축소모형시험에서 단위중량과 탄성계수의 원형과 축소모형간의 축척계수는 각

각 1, 1/n(길이 상사율)이므로, 본 연구의 실내모형시험에서 단위중량의 상사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탄성계

수의 경우 말뚝 자체의 탄성변형과 관련이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말뚝의 축력 측정을 위해 칼리브레이션을 수행

하였으므로 모형 알루미늄 말뚝의 탄성계수에 대한 상사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실내모형시험 case는 Table 1에 

나타냈다. 말뚝기초의 raft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 지표면과 raft 사이에 10 mm의 이격거리를 두고 실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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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mbrane (b) Acrylic body (c) Combination (d) Hydraulic pump

Fig. 5. Model tunnel device

Table 1. Cases for laboratory model test (unit: mm)

Scenario

Offset
2 row grouped pile 3 row grouped pile

0.5D

1.0D

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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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수행하였다. 군말뚝은 모사를 위해 말뚝 간의 중심 간격은 직경(B) 대비 2.5B(20 mm)로 가정하여 2, 3열 

말뚝으로 하였다. 말뚝의 축력을 측정하기 위해 말뚝의 내부 양쪽에 변형률게이지(strain gague)를 부착하였다. 

체적손실율(VL) 모사를 위한 모형터널장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멤브레인(Fig. 5(a))에 아크릴 원통(Fig. 5(b))

을 삽입 후(Fig. 5(c)) 직경이 100 mm가 되도록 펌프(Fig. 5(d))를 통해 아크릴 원통과 멤브레인 사이에 물을 유입

시켜 체적손실율 0.0%를 모사하였다. 칼리브레이션을 통해 산정된 물을 유출시켜 멤브레인의 직경을 감소시킴

으로써 체적손실율을 모사하였으며, Kong and Lee (2016)의 모형터널 칼리브레이션(calibration) 결과를 이용해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조절하였다.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말뚝 칼리브레이션을 수행한 Oh (2017)의 연구결과 및 식 (2)

∼(4)를 이용하였으며(Fig. 6), DCM (displacement control method)를 통해 수행된 말뚝 정재하시험 결과를 이

용하여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30 N, 45 N으로 각각 산정하였다(Fig. 7). 

Fig. 6. Pile calibration (Oh, 2017) Fig. 7. Result from static pile load test (Oh, 2017)

      (2)

      (3)

      (4)

모형 군말뚝에 부착된 strain gauge를 통해 얻은 변형률을 힘(force)의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 UTM을 이용하여 

calibration을 수행하였으며, 군말뚝 기초의 허용지지력(Pallow)을 산정하기 위해 정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Fig.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Dong-Wook OhㆍYong-Joo Lee

362

6, 7). 말뚝정재하시험은 DCM (Displacement Control Method)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Bulter and Hoy (1977)

의 방법으로 산정된 극한지지력(Pult)에 안전율(FS) 3.0을 적용하여 각 case의 말뚝 허용 지지력을 30N, 45N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모형말뚝 정재하시험을 이용하여 산정된 허용하중을 추를 이용하여 적용하였다(Fig. 8). 

(a) Scenario 1 (2 rows grouped pile) (b) Scenario 2 (3 rows grouped pile)

Fig. 8. Laboratory model test

3.2 근거리 사진 계측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중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근거리 사진 계측 기법을 이용하였다. 근거리 사진 계측 수행 

모식도와 목표점(target poin)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봉(aluminum rod)를 Fig. 9, 10에 나타내었다. 알루미늄 봉의 

직경은 5 mm이며, 길이는 95 mm로 토조 두께(100 mm)보다 약간 작아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Fig. 9. Concept of close range photogrammetry Fig. 10. Targe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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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을 형성하면서 알류미늄 봉(aluminum rod; target point)을 삽입하고 토조 frame에 reference point를 부착

한 후 각 실내모형시험 단계에서 4장의 사진을 얻는다. 이후 VMS와 EngV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에 삼각형 

메쉬(triangular mesh)를 형성한다(Fig. 11). 

(a) VMS programme (b) EngVis programme

Fig. 11. Mesh generation for close range photogrammetry

이후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의 메쉬(mesh)의 좌표점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지중의 변위를 측

정한다. 

4.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실내모형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 수치해석

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laxis 3D (ver. AE 02; Plaxis bv)를 사용하였다. 2차원 수치해석 또한 수행하

였지만 역해석의 개념으로 수행한 수치해석에서 실내모형시험 조건과 가장 가깝게 모사할 수 있는 3차원 해석에 

대한 결과만을 본 논문에 언급할 예정이다. 2차원 해석에서 나타난 값은 3차원 수치해석의 결과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치해석을 위해 모델링(modelling)한 그림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모델링(modelling)에서 수행된 치수는 

실내모형시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말뚝과 지반의 경계면에는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적용하였다. 

Plaxis에서 인터페이스(interface)는 강도감소계수(reduction factor; Rinter)로 표현되었으며, 느슨한 사질토의 물

성치를 적용한 후 Rinter값을 조절하여 역해석을 수행하였다. 느슨한 사질토의 물성치를 적용하기 위해 동적 삼축

압축시험(dynamic triaxial test)를 통해 주문진 표준사의 특성을 연구한 Kim et al. (2012)의 연구에서 상대밀도

(Dr) 30%일 때의 단위중량(γ)과 간극비(e)를 인용하였다.

지반의 구성모델(constitutive model)은 Mohr-Coulomb의 파괴기준(failure criterion)이 적용되었으며, 말뚝

은 선형탄성모델(linear elastic model)로써 알루미늄의 물성치를 적용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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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ses for numerical analysis

Scenario

Offset
2 row grouped pile 3 row grouped pile

0.5D

1.0D

1.5D

Table 3. Material properties for numerical analysis

Soil and 
grouped pile

Properties

Soil Grouped pile

Symbols Unit Value Symbols Unit Value

Unit weight γunsat kN/m3 14.3 γ kN/m3 76.7

Void ratio eint - 0.851

Young’s modulus E kN/m2 10e3 E kN/m2 70.6

Poisson raio ν - 0.2 ν - 0.35

Cohesion c kN/m2 0.01

Shear resistance angle φ deg (°) 27

Dilatancy angle ψ deg (°) 0

Interface reduction factor Rinter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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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감소계수(Rinter)의 경우 0.7∼1.0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느슨한 사질토 조

건하에서 Rinter를 조절하여 역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0.3이 적용되었다. 

5. 결 과

5.1 실내모형시험

각 scenario(2, 3 row grouped pile)의 실내모형시험 결과 중 말뚝의 축력 분포를 Fig. 12∼13에 나타내었다. 

Fig. 12에서 볼 수 있듯이, scenario 1의 양쪽 말뚝 모두 체적손실률(VL)이 적용되기 전 Loading 단계에서는 말

뚝에 압축력이 작용하지만 체적손실률(VL=1.5%) 적용 후 말뚝의 축력이 감소하여 결국 인장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말뚝의 축력감소는 말뚝 하부, 즉, 터널과 인접할수록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격거리

가 멀어질수록 축력 감소량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Left pile (b) Right pile

Fig. 12. Axial load distribution for scenario 1 (model test)

Scenario 2(3 row grouped pile)에서의 말뚝 축력 분포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Scenario 1과 마찬가지로 말뚝 

상부에 비해 하부에서 말뚝의 축력 감소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말뚝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말뚝의 상부, 중간, 

하부 모두에서 말뚝 축력 감소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격거리에 따른 말뚝의 위치에서의 축력을 Fig. 14에 나타내었다. 말뚝의 축력은 군말뚝을 구성하는각 말뚝 

축력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scenario 모두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말뚝의 축력이 감소되는 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축력의 감소량은 scenario 1 (2 row grouped pile)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cenario 1의 경우 말뚝이 모형터널 중심축 직상부에 위치한 반면,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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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pile (b) Centre pile (c) Right pile

Fig. 13. Axial load distribution for scenario 2 (model test)

(a) Scenario 1 (2 row grouped pile) (b) Scenario 2 (3 row grouped pile)

Fig. 14. Change of pile load distribution depending on offset (model test)

(a) Scenario 1 (2 row grouped pile) (b) Scenario 2 (3 row grouped pile)

Fig. 15. Settlements from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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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row grouped pile)의 경우 양쪽의 말뚝이 모형터널 중심축에서 다소 수평으로 이격된 곳에 위치하여 말뚝 축

력 감소가 scenario 1에 비해 작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군말뚝 효과와 군말뚝 블록의 크기, 터널 

굴착에 따른 영향이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원인은 추후 추가적인 실내모형시험과 현장시험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Scenario 1, 2에서의 말뚝기초, 인접지반(point A, B; Table 1 참조)에서 측정된 침하량을 Fig. 15에 나타내었

다. x축에서 ‘0(zero)’은 말뚝의 중심을 의미하며, scenario 1에서의 군말뚝 침하량은 0.5D일 때, 3.2 mm, 1.0D일 

때, 2.1 mm, 1.5D 일 때, 1.7 mm 발생하였고, scenario 2에서는 각각의 이격거리에서 3.8 mm, 3.2 mm, 2.5 mm가 

발생하였다. 

이격거리에 따른 말뚝과 인접지반(point A)에서의 지표침하량을 Fig. 16에 나타내었다. 이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말뚝의 침하량(Fig. 16(a))은 scenario 1의 경우 약 44%, scenario 2의 경우 34% 가량 감소되었다. Point A에

서 측정된 지표침하량(Fig. 16(b))은 scenario 1에서 약 50%, scenario 2에서 약 56% 가량 이격거리가 1.0D 감소

할수록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뚝 선단부와 터널 천단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 수록 말뚝의 감소

량이 인접 지반의 지표침하량 보다 큰 것으로써, 터널 굴착의 영향이 인접지반 보다 직상부에 위치하는 말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a) Grouped pile (b) Ground surface at point A

Fig. 16. Settlements depending on offset from model test

5.2 근거리 사진 계측

본 연구에서는 실내모형시험을 수행하면서 근거리 사진계측을 통해 말뚝의 하중 재하 단계와 체적손실률이 적

용됨에 따른 지중의 변형을 측정하였다. 체적손실률 적용(VL=1.5%) 단계에서 발생된 지중의 변위 컨투어

(countour)를 Table 4, 벡터(vectors)를 Table 5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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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굴착으로 인해 말뚝 주면에 인접된 지반의 변위가 최대 9 mm 발생하는 것을 나

타났으며, 두 scenario 모두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침하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뚝 주면의 지반 침하

량이 LVDT를 통해 측정된 말뚝의 침하량 보다 크게 발생한 것으로써, 말뚝에 부마찰력이 발생하여 말뚝에 인장

력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체적손실률 적용에 따라 발생된 변위가 대부분 말뚝의 주면 지반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표면(Point A, B)에서 나타난 vector에 비해 말뚝 주면 지반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Contours of vertical displacement from close range photogrammetry

Scenario
Offset

2 row grouped pile 3 row grouped pile

0.5D

1.0D

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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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placement vectors from close range photogrammetry

Scenario

Offset
2 row grouped pile 3 row grouped pile

0.5D

1.0D

1.5D

5.3 수치해석

실내모형시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말뚝의 축력 분포를 Fig. 17, 18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 결과, 실내모형

시험과 유사하게 말뚝 하부에서 터널굴착으로 인해 큰 축력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말뚝 선단부와 터널 천단부

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말뚝의 상부, 중간, 하부에서 말뚝의 축력 감소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뚝 선단부와 터널 천단부의 이격거리에 따른 축력의 분포를 Fig. 19에 나타내었다. 이격거리가 늘어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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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의 축력 감소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말뚝에서 측정된 축력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 실내

모형시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말뚝의 축력 감소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격거리에 따른 말뚝의 축력 변화는 말뚝 하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치해석에서과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측정한 말뚝의 침하량과 Point A에서의 침하량을 Fig. 20에 나타내었다. 

두 scenario에서 모두 인접 지반의 지표침하량에 비해 군말뚝 기초의 침하량이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scenario 1

에 비해 scenario 2에서 더 큰 침하량이 발생하였다. 

Scenario 1(Fig. 20(a)) 에서 이격거리가 0.5D에서 1.0D로 증가할 경우, 군말뚝의 침하량은 34% 감소하였으

며, 1.0D에서 1.5D로 증가할 경우,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enario 2의 경우에서는 36%, 14%로 나타

나, 말뚝의 개수와 무관하게 이격거리가 0.5D에서 1.0D로 증가함에 따라 침하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a) Left pile (b) Right pile

Fig. 17. Pile load distribution of scenario 1 (FEM)

(a) Left pile (b) Centre pile (c) Right pile

Fig. 18. Axial load distribution for scenario 2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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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point A에서 측정된 침하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point B에서는 거의 침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군말뚝 직하부에 터널이 굴착되는 경우 말뚝 선단부와 터널 천단부의 이격거리에 따른 말뚝의 

축력분포와 지반의 거동을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터널굴착에 따른 지중의 변형을 측정

하기 위해 근거리 사진계측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군말뚝 하부 터널이 굴착될 경우 그로 인한 말뚝의 축력은 감소하였으며, 말

(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19. Change of pile load distribution depending on offset (FEM)

(a) Grouped pile (b) At point A

Fig. 20. Settlements from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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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선단부와 터널 천단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말뚝의 축력 감소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거리 사진계측을 이용하여 지중의 변위를 측정한 결과, 터널굴착으로 인해 지반의 수직변위가 말뚝의 침

하량보다 크게 발생하여 부마찰력으로 인한 말뚝 축력감소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3. 군말뚝 기초의 침하량은 두 scenario 모두 말뚝과 터널의 이격거리가 0.5D에서 1.0D로 증가하는 경우 1.0D

에서 1.5D로 증가하는 경우에 비해 침하량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접 지반의 지표침하량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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