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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due to the saturation of ground structures and the overpopulation of pipeline 

facilities requires to development of underground structures as an alternative to 

ground structures. Thus, mechanized tunnel construction of the shield TBM method 

has been increasing in order to prevent vibration and noise problems in construction of 

the NATM tunnel for the urb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unnel construction plan 

for the tunnel line should be formed in a sharp curve to avoid building foundation and 

underground structures and it is inevitable to develop a shield TBM technology that 

suits the sharp curve tunnel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the structural stability technology of the articulation 

jack, shield jack and skin plate for the shield TBM thrust in case of the mechanized 

tunnel construction that is a straight and sharp curve line. The construction case study 

and shield TBM operation principle are examined and analyzed by the theoretical 

approach. The torque of the cutter head, the thrust of the articulation jack and the shield 

jack, the amount of over cutting for curve is important respectively in shield TBM 

construction of straight and sharp curve line.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skin plate structur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inside worker.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structure and construction of the equipment, experimental 

simul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nume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main factors and 

structural stability of the skin plate structure.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skin plate 

was evaluated and optimizes the shape by comparing the loads of the articulation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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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lecting the virtual soil to be applied in a straight and sharp curve line construction. Since the present structure and 

operation method of the shield TBM type in domestic constructions are very similar, this study will help to develop the 

localized shield TBM technology for the new equipment and the vulnerability and stability review.

Keywords: TBM, Shield TBM, Sharp Curve, Articulation Type, Articulation Jack, Shield Jack, Thrust, Excavation

초 록

최근 국내 지상 구조물의 포화 및 파이프 라인 시설 과밀화 현상과 난개발로 인해 지상 구조물의 대안으로 지하 구조물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심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NATM 터널 공사에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터널 공법인 쉴드 TBM 공법의 기계화 터널 시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화 터널의 직선 시공과 급곡선 시공 시 쉴드 TBM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쉴드 TBM 추력

에 대한 중절잭, 쉴드 잭, 스킨 플레이트의 구조적 안정성 기술에 대해 연구하였다. 시공 사례 및 쉴드 TBM의 작동원리

를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쉴드 TBM의 직선 및 급곡선 시공시 주요 인자에 의해 커터헤드의 회전력, 

중절잭, 쉴드 잭에 대한 추력 및 커터헤드의 여굴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굴진 내부 작업자의 안전 및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스킨 플레이트 구조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 사안이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장비의 일반적인 구조 

및 구성을 검토하여 직선 및 급곡선 시공 시 스킨 플레이트 구조에 미치는 주요 인자 및 구조 안정성을 실험적인 시뮬레

이션 수치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에 직선 및 급곡선 시공 시 작용 되는 가상의 토질을 선정하여 중절잭의 하중을 비

교 검토 하여 스킨 플레이트의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고 형상을 최적화 하였다. 현재 국내 시공 중인 쉴드 TBM 타입의 구

조 및 작동 방식이 매우 유사하므로, 추후 국산화 기술 개발 및 신규 장비 개발과 쉴드 TBM의 취약부 및 안정성을 검토하

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TBM, Shield TBM, 급곡선, 중절 타입, 중절 잭, 쉴드 잭, 추력, 굴진

1. 서 론

최근 국내 지상 구조물의 포화 및 라이프 라인 시설 과밀화 현상과 난개발로 인해 지상구조물의 대안으로 지하

구조물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도심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하공간 활용이 요구 

되어 지고 있다. 지하공간을 확보함에 대하여 기존의 NATM공법의 시공은 소음 및 진동, 교통 문제등 환경적인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지장물 및 지하 인프라 라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터널 선형이 급곡선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 방안으로 쉴드 

TBM 공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시공되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시공기술 및 핵심요소들의 확보가 미흡하여 시공

시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는 쉴드 TBM 공법이 도입(1987년)된 이후 국산화 장비 및 국내 조건에 맞는 시공 기술 확보에 대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Chang, 2013) “TBM 디스크 커터의 암석절삭에 관한 수치해석적연

구”(Cho et al., 2008), “국산 커터헤드를 장착한 직경 3.6 m 토압식 쉴드 TBM의 제작과 현장 적용성 분석”(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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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5a), “현장적용 디스크커더의 내부 부품 분석”(Bae et al., 2015b),등 커터헤드 및 디스크 커터등 절삭에 

관한 연구들로 국한 되어 있다. 최근 급곡선 굴착 관련 연구로는 “축소모형실험을 통한 급곡선 터널에서의 Shield 

TBM추진 압력 적용 기술에 대한 연구”(Kang et al., 2017), “대구경 쉴드 터널 급곡선 시공 사례”(Kim et al., 

2002)등이 진행 되었지만 설계 및 시공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곡

선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시공 기술의 확보가 필요 하며, 쉴드 TBM 장비 핵심 기술 요소 확보와 국내 시공 능

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장비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TBM장비를 이용하여 곡선반경 R30 m을 넘어 R10 m (J.G.S 2015)까지의 시공 사례를 확인 

할수 있다. 시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급곡선 굴착을 위해 쉴드TBM 장비의 구조변경을 시행 한한 것 알 수 있었다. 

급곡선 시공시 TBM 장비 주요 구조는 전통부 와 후통부로 나누고 두개의 사이에 중절잭을 적용하여 연결 하였으

며, 중절각을 적용하여 급곡선 시공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쉴드 TBM 장비를 이용하여 급곡선 터널을 시공 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쉴드 TBM장비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곡선 시공시 중절잭이 스킨플레이트에 미치는 주요 인자를 이론식 및 수치 해석을 통

해 확인 하고 응력의 분포 및 스킨플레이의 변형량 등을 분석 하여 응력 분포의 개선 방법 및 중절잭의 구조적 안

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2. 급곡선 구간 쉴드TBM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Φ3.54 m 급 소단면 급곡선 시공용 TBM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장비의 제원은 Fig. 

1과 같다. 본 TBM 장비는 전통부(Hood part)와 후통부(Tail part)로 나누어 중절잭을 이용하여 연결된 것이며, 중

절각 적용이 가능하다. 

중절 형식은 V타입과 X타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V타입은 중절부 한면이 작동하며, 중절각이 커짐에 따라 틈

새 간격이 커짐으로 큰 각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중절부의 지수 및 씰링에 불리하다. X타입은 중절부

의 양면이 동시에 작동되며, 큰 각도의 확보 및 중절부 씰링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급곡선 시공시 이점

이 있는 X타입으로 선정 하였으며, 중절잭은 최대 8.3°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추진 방식은 후통부 추진과 전통부 추진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전통부 추진의 경우 중절각을 적용한 경우에 전

통부가 회전함에 따라 후통부에 비해 추진잭의 축이 기울게 되므로, 잭과 세그먼트의 접촉면이 일정하지 않아 편

심이 발생한다. 그러나 후통부 추진의 경우에는 후통부 측의 반력을 이용하며, 전통부가 회전 하더라도 추진 잭의 

축이 변하지 않아 세그먼트와의 접촉면에 편심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중절한 경우에도 세그먼트에 가해지는 

잭 압력이 비교적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후통부 추진으로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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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BM 안정 영향 요소

3.1 개요

쉴드 TBM장비의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작용 되는 하중 조건이 필요 하며, 토압식 또는 수

치해석 등을 통하여 하중 조건을 산정하여 장비 구조물 안정성 검토시 반영된다. 지반의 조건 및 시공 조건에 따

라 수 많은 하중 조건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풍화토에 가까운 물성치로 가정하여 작용하는 압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장비에 작용되는 하중조건을 도출하여 스킨 플레이트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수행 하였다. 

3.2 토압

토압(막장압)의 산정은 Fig. 2와 같이 Terzaghi(1943)의 이완토압식을 적용 하였으며, 지반 물성치는 Table 1 

Fig. 1. Machine layout

Fig. 2. Terzaghi’s loosening earth pressure (JS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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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여기서 상재하중 Po는 제외 하였으며, 막장깊이 H 37 m, 굴진경은 D3.5 급의 소구경을 가정하여 반영 하였다.

Table 1. Input parameters of the earth pressure

 (deg) Poisson’s ratio 




 (kN/m2)  (kN/m3)

Weathered soil 30 0.33 0.6 10 18

수압은 물의 밀도 × 막장 깊이(37 m)에 의해 산출 하였다. 위 자료를 근거로 적용된 토압 및 수압의 크기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Earth pressure and Water pressure

Earth pressure (kN/m2) Water pressure (kN/m2) Earth and water pressure (kN/m2)

128.5 370 498.5

3.3 추력 영향 요소

Fig. 3. Factor of thrust 

TBM장비의 추력 산정시에는 장비에 작용하는 영향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영향 

인자는 쉴드 외경에 작용하는 토압의 마찰력(F1), 커터헤드 전면에 작용하는 면압에 의한 추력(F2), 테일 프레임

과 세그먼트의 마찰력(F3), 백업카 견인에 대한 마찰력(F4), 암반지반의 암석 파쇄력(F5) 로 선정 하였다. 토 ･ 수

압에 의해 쉴드 외경에 작용하는 압력은 추력인자에 포함 하였으나, 중절잭에 전달되는 상하좌우 하중 검토에는 

방해 인자로 고려되어 제외하였으며, 토 ･수압에 의해 발생하는 스킨플레이트의 응력 및 변형량은 미비하여 제

외 하였다. 영향 인자는 관입량에 따른 암반 파쇄 추력에 관한 것이며, Fig. 3의 추력 영향 요소에 대한 식과 그에 

대한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4는 Table 3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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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quation of thrust factor

List Equation Force (kN/m2)

F1 Frictional resistance of shield skin Pm × A1 × Mu1 2104.9

F2 Cutting front face resistance Ao × Pf 4279.0

F3 Frictional resistance between tail frame and segment ns × Ws × Mu3 41.2

F4 Traction resistance of backup cars GT × Mu4 83.7

F5 Hard rock crushing force 


× A2 ×Nc 2113.8

여기서 테일 프레임의 마찰 계수(F3)와 백업카 견인 마찰력(F4)은 현장의 장비 운영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으며, 

총 요구 추력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여 추력 산출시 주요 인자에서 제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수

압 추력 케이스는 토압만을 적용하여 EPB 쉴드 타입의 TBM에 적용 가능 하기 때문에, 국내 지반 특성상 토사 지

반만이 아닌 암반 지반에서도 굴진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암반 파쇄에 대한 영향 인자를 추가 하였다.

Table 4. Terminology 

List Description List Description

Pm
Average earth pressure working 

on shield outer diameter
Mu3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shield frame and 

segment

A1 Shield machine body surface area A2 Penetration area of Bit

Mu1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soil and shield
Nc Number of cutters on the cutterhead

A0 Shield machine excavating area ns Number of segment ring

Pf
Cutting front face resistance

earth pressure
Ws Unit weight of segment ring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3.4 하중 조건

추력 산정은 토 ･수압의 작용, 암반 지반의 굴진, 암반 지반 급곡선 시공으로 총 3가지 case로 선정하였다. 각각

의 case에 대한 총 추진력은 Table 5와 같이 산정 되었으며, 각 케이스의 하중 작용은 그림 Fig. 4와 같다. 

Load case3은 쉴드 TBM이 반경 30 m로 급곡선 굴진을 할 때 필요한 중절각에 대하여 7.778°를 적용 하였다. 

암반 굴진시 전면 커터헤드에 대한 토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나 토사와 암반의 경계부 굴진을 가정하

여 토압의 70%를 적용하였으며, 추후 암반 및 토사의 경계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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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rust force for equation

No Load Case Total Thrust Force Equation
Thrust Force

(kN)

Unit Force

(kN)

1 Earth and Water pressure F1 + F2 + F3 + F4 6509.5 542.5

2 Hard rock, Earth and Water pressure F1 + (F2 × 0.7) + F3 + F4 + F5 7339.7 611.6

3
Hard rock+Earth and Water 

pressure+Sharp curve
(F1 + (F2 × 0.7) + F3 + F4 + F5)/cos(7.778) 7407.8 617.3

(a) Case 2 (b) Case 3

Fig. 4. Applied load on shield TBM

4. 해 석

4.1 해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급곡선 시공 장치가 적용된 3.5 m급 쉴드 장비의 후통부(Tail part)쉴드 잭에 추력을 적용 하였

을 때, 작용되는 반력을 전통부(Hood part) 중절잭(Articulation jack)에 하중을 적용하여 스킨 플레이트 구조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장비의 제원은 Table 6과 Table 7로 나타내었다.

Table 6. Machine specification

Part Specification

Shield

Shield Body

Hood Dia. 3,540 mm

Tail Dia. 3,540 mm

Total Length 7240 mm

Shield Jack
Number of Cylinder 12 EA

Total Thrust Force 12,000 kN

Articulation Jack
Number of Cylinder 10 EA

Total Thrust Force 10,000 kN

Table 7.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Yield Stress (MPa) Tensile Stress (MPa) Young’s modules (GPa) Poisson’s ratio

SS400 235 400 210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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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장비에 작용하는 영향인자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하중조건에 대한 결과 값을 도출 하였으며, 

Catia V5 R20 Generative Structural Analysis Module을 사용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해석용 툴은 

3D 모델과 해석모델의 상호 호환성이 우수하여 기계 구조 검토시 많이 사용된다. Mesh 생성의 기준은 해석자의 

검토위치 및 상황에 따라 Mesh type 및 사이즈가 달라지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매우 힘들다. 본 연구에서

는 Parabolic tetra 10 type의 mesh를 사용하였으며, mesh size는 60, seg는 6으로 제한하여 mesh를 생성 하였다.

Parabolic tetra 10은 복잡한 구조의 Mesh 생성에 유용하며, tetra4보다 중간 절점이 추가 되어 해석의 신뢰성이 

높다. Fig. 5(a)는 전통부(Hood Part), Fig. 5(b)는 후통부(Tail Part)의 3D Solid 해석 요소 모델을 나타냈으며, 

Fig. 5(c)는 Parabolic tetra 10의 형상 및 절점 구조를 나타내었다.

(a) Hood Part Analysis Model (b) Tail Part Analysis Model (c) Mesh Type

Fig. 5. 3D FEA model

4.2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토압 및 수압에 의한 하중 인자를 도출 하였으며, 하중인장의 분석을 통하여 쉴드잭의 추력을 산

정 하였다. 쉴드잭 추력에 의해 발생된 하중은 후통부를 통하여 중절잭에 전달 되며, 중절잭에 전달된 하중은 전

통부에 전달되어 커터헤드의 전방 굴진력을 발생 시킨다. 이에 따라 후통부의 수치해석을 우선 진행 하여 결과로 

발생하는 반력을 전통부 수치해석의 작용 하중으로 반영 하여 해석 결과를 도출 하였다.

Fig. 6(a)는 후통부(Tail part)의 구속 조건 및 하중 적용을 나타낸 것이다. F.scyl=F.th/12는 각 쉴드잭에 작용 

되는 하중의 크기 및 방향이며, Fy fixed는 중절잭이 조립되는 위치로서 구속 조건(Boundary Condition)은 6자유

도중 y축 방향으로 고정 하였다. Fig. 6(c)는 쉴드잭 및 중절잭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쉴드잭은 ⓐ에서ⓛ까지 

총 12개소로 각 홀에 조립된다. F.scyl는 Table 5의 Unit Force와 크기가 동일하며, 각 case의 추력을 쉴드잭에 적

용 하였다. 전통부의 구속 조건 및 하중 적용은 Fig. 6(b)와 같으며, F.acyl=Reaction은 후통부의 반력으로써, 중

절잭을 통해 전통부에 전달 되는 하중으로 적용 하고, 하중의 크기 및 방향은 Table 8의 각 케이스별 x, y, z의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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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적용 하였다. 전통부의 구속 조건은 Fx, Fy, Fz, Mx, My, Mz Fixed표시부로 커터헤드 구동축 베어링이 조

립되는 면이며, 6자유도를 모두 구속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 하였다. Table 8은 전통부에 적용된 하중 값이며, 후통

부에 추력을 적용하였을 때 얻어진 결과 값이다.

4.3 해석 결과

해석 결과 중 응력과 변형율이 가장 높은 case3에 대한 응력 및 변형량에 대해 나타내었으며, Fig. 7과 같다. 

Fig. 7(a), (c)에 보여지는 후통부 최대 응력 및 변위량은 각각 168 MPa, 0.5 mm이며, Fig. 7(b), (d)에 보여지는 전

통부의 최대 응력 및 변위량은 231 MPa, 3.4 mm이다. 3D FEA특성상 응력값이 주변 응력부 보다 급격하게 증가

하는 직각 연결 부위 및 모서리 부분등 오류율이 높은 부분은 응력 검토 부분에서 제외 하였다. 

Fig. 7(a)의 결과는 쉴드 외경 및 중절잭 브라켓(Bracket)면에서 응력이 분포 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후통

부 구속조건에 의해 고정된 중절잭 브라켓(Bracket)과 쉴드잭이 설치된 격판(Center plate)의 미는 힘에 의해 나

(a) Tail part (Shield Jack) (b) Hood part (Articulation Jack)

(c) Shield jack and articulation jack position on tail part

Fig. 6. Boundary condition and apply loa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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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지압응력임을 알 수 있다. 스킨플레이트(Skin plate) 외경에 나타나는 응력은 Fig. 1과 Fig. 6에서 외경 쪽

에 위치하는 쉴드잭의 미는 힘과 내경쪽에 위치하는 중절잭 구속조건 반력의 위치적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

트로 중절잭을 지지하는 플레이트(Support plate)에 하중을 전달하여 발생하는 응력으로 판단된다. 또한 후통부

Table 8. Articulation jack load

No
Load Case1 (kN) Load Case2 Load Case3

x y z sum x y z sum x y z sum

1 0 751.0 0 751.0 0.0 846.7 0.0 846.7 57.6 833.2 0.0 835.2

2 0 580.7 0 580.7 0.0 654.7 0.0 654.7 54.1 624.4 0.0 626.7

3 0 593.9 0 593.9 0.0 669.6 0.0 669.6 55.6 638.0 0.0 640.4

4 0 570.8 0 570.8 0.0 643.6 0.0 643.6 53.3 614.9 0.0 617.2

5 0 758.0 0 758.0 0.0 854.7 0.0 854.7 58.3 843.9 0.0 845.9

6 0 757.3 0 757.3 0.0 853.9 0.0 853.9 86.6 884.6 0.0 888.8

7 0 570.8 0 570.8 0.0 643.6 0.0 643.6 56.4 682.0 0.0 684.3

8 0 593.9 0 593.9 0.0 669.7 0.0 669.7 58.7 711.5 0.0 713.9

9 0 579.4 0 579.4 0.0 653.3 0.0 653.3 57.2 690.6 0.0 693.0

10 0 753.7 0 753.7 0.0 849.8 0.0 849.8 86.6 884.8 0.0 889.0

(a) Tail (Vonmises stress) (b) Hood (Vonmises stress)

(c) Tail (Displacement) (d) Hood (Displacement)

Fig. 7. Vonmises stress and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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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값은 모재의 항복강도(235 MPa)대비 1.44의 안전율을 확보 하고 있으며, 스킨플레이트 

외경에 나타난 0.5 mm의 변위량은 장비 운용에 있어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b), (d)의 결과는 전통부는 중절잭이 조립되는 러그부 및 러그부 주변의 스킨플레이트에서 최대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였음을 알수 있다. 전통부의 응력 및 변위의 발생은 중절잭의 하중이 전달되는 브라켓과 스킨플레

이트의 거리차이에 의한 모멘트의 발생으로 스킨플레이트 외경에 응력이 발생 하였으며, 브라켓 리브의 응력 집

중으로 최대 응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부에서 발생하는 변위량은 굴진시 중절잭의 방향 전환으로 충

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 될 수 있으나, 최대 응력 발생부인 브라켓 리브는 항복강도 대비 1.01로 추

가 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4 TBM요소별 안정성 분석

중절잭은 TBM장비의 굴절시공시 방향전환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중절잭의 총 추력은 쉴드 잭의 70∼

80%로 알려져 있다(J.G.S., 2015). 본 장비의 쉴드 잭 총 추력은 12,000 kN 이며, 중절잭 총 추력은 10,000 kN으

로 쉴드잭 대비 중절잭 추력의 비는 약 83%로 설정되어 있다. 후통부 중절잭의 반력인 Table 8의 합력을 그래프

로 나타내었으며, Fig. 8과 같다.

Fig. 8. Articulation jack load

Fig. 8에 대하여 비교 분석 결과, Case1 에서 Case2의 토사 암반 직선구간은 쉴드 잭의 하중 상승 값 만큼 일정 

상승 분 만큼 상승하였으나, Case3 굴절시공시 중절잭에 전달 되는 하중은 곡선방향 내측부(Sharp curve inner 

radius) 보다 곡선방향 외측부(Sharp curve outer radius) 쪽에 전달 되는 하중이 더 큰것으로 나타난다. 굴절 시공

시 쉴드잭 추력이 작용함에 따라 모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반력의 영향으로 외경쪽 하중은 작용 토압에 반력이 더

해지고 내경은 작용 토압이 반대로 작용되어 외경과 내경의 중절잭에 전달되는 하중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Fig. 9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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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oad diagram of articulation

또한 Fig. 8의 분석 결과, 1번, 10번, 5번, 6번 중절잭이 하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X type 쉴드의 전통부와 후

통부의 핀 연결구조 형상으로 인하여 중절잭의 등간격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상부, 하부 쉴드잭의 하중이 가장 가

까운 중절잭으로 전달 되어 하중 증가 요인으로 판단된다. 

Fig. 8을 통하여 중절잭 전달 하중(최대889 kN)은 쉴드잭의 작용 추력(617.3 kN)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쉴드TBM 장비 추진시 쉴드잭의 추력에 의해 중절잭에 전달 되는 하중으로써, 중절잭이 쉴드잭 대비 140%, 

중절잭의 최대 용량 대비 12%여유 율로 쉴드 잭의 총 추력이 중절 잭으로 모두 전달 되어 중절 잭의 총 추력이 쉴

드잭의 총 추력보다 커야 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굴진시 쉴드잭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이 중절잭의 작동압

력보다 더큰 압력이 작용 되더라도 중절잭 유압배관 전 ･ 후단에 밸브가 차단되어 굴진되기 때문에 중절잭의 구

조적 안정성만(Hoof Stress, Buckling) 확보 된다면 쉴드잭의 발생 추력 보다 낮아져도 굴진시에 중절잭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당겨지는 현상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중절잭을 나타낸 것이며, 추력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 내압이 증가됨에 따라 실린더 튜브의 원주응력(Hoof Stress)이 발생하는 모식도이다. 

이는 전통부의 굴절에 필요한 하중 및 구조 안정성등만 고려된다면 쉴드잭 총추력이 증가하여도 중절잭의 추가

설치 또는 용량증대의 필요성은 감소하므로 제작비용의 절감 및 내부공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Increase of internal pressure in articulation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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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TR1 (b) ITR2 (c) ITR3

Fig.11. Vonmises stress on hood part

Fig. 11은 초기 구조물 형상에서 최종 구조물 형상까지에 대해여 형상변경을 반복하여 수행한 Hood부 응력 분

포이다. 

Fig. 11(a)는 초기 구조물 형상에 대한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Fig. 11(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리브R부에 

대한 응력 집중이 보인다. 또한 쉴드잭 전달 하중에 의해 스킨 플레이트 외경의 응력 분포를 확인 할수 있다. 

Fig. 11(b)는 리브의 응력집중 및 쉴드외경에 분포하는 응력 및 변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상변경에 대한 응력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리브의 응력집중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쉴드외경의 등가응력 감소는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통구조상 중절잭의 외경 사이즈 및 조립구조상 리브의 길이방향 형상변경으로는 쉴드 외경의 응

력분포 감소가 미비하다. 쉴드 내경의 두께를 키우게 되면 중량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지반침하의 위험성

을 높이며, 장비제작 비용의 증가등 비효율 적일 것으로 판단되다. 이는 Fig. 11(a)와 (b)에 대하여 응력 분포 및 변

형율 분석을 수행한 결과 쉴드 스킨플레이트의 두께 강성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원주방향에 대한 변형이 큰것으

로 나타나며, 원통의 변위를 최대한 억제하는 구조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Fig. 11(c)는 원주방향으로 리브를 보강한 응력 분포 및 변형량 이다. Fig. 11(b)의 길이 방향 보강보다 응력분

(a) Load diagrame of articulation bracket (b) Vonmises of ITR2 and ITR3

Fig.12. Load diagrame of articulation bracket and Skinplate str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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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주방향 보강부재에 하중을 전달 시켜 응력이 감소 됨을 알 수 있다. 

Fig. 11(b)에 길이 방향으로의 보강은 우력을 통해 스킨 플레이트에 작용되는 하중을 줄여 응력 감소를 유도 하

였지만 스킨 플레이트의 강성 부족 및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적용이 어려우며, Fig. 11(c)에서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

이 원주방향으로의 보강은 실린더 체결리브 간의 변형 되려는 하중을 리브의 압축응력으로 전환되어 원주방향의 

변형을 잘 억제 할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2(a)는 중절잭 실린더의 하중 작용 개략도 이며, (b) 는 리브 보강후 응력분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쉴드 TBM장비의 급곡선 시공을 위해서는 중절잭의 적용이 필수적이며, 장비의 구조 변경에 따른 검토가 수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절잭이 적용된 쉴드TBM 장비에 추력이 작용 하였을 때에 스킨플레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추력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풍화토의 지반 물성치를 적용 하고, 중절장치 가 적

용된 3.5 m급 쉴드 장비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후통부에 대한 case3의 수치해석 결과 중절잭에 전달 되는 하중을 알 수있었으며, 급곡선 시공시 곡선 방향

을 중심으로 내측부의 중절잭보다 외측부의 중절잭이 더 큰 하중이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굴절된 각에 따라 작용하는 분력에 의해 모멘트가 발생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력에 의해 내측부에 작

용하는 하중은 감소하게 되고 외측부의 하중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절잭의 구조적인 안정성만 확

보 된다면 전･후단의 유압배관 차단으로 인해 실린더의 내압의 증가만 있을 뿐 스토로크의 변화는 없을것

으로 판단되며, 전통부의 굴절 및 여굴 확보에 대한 추력이 확보되었을 경우 추가 적인 중절잭의 설치 또는 

용량 증대의 필요성은 감소하므로 중절잭의 추가 제작 비용 절감 및 쉴드 내부 공간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절잭 하중에 의한 스킨 플레이트의 수치해석 결과, 스킨플레이트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절

잭의 하중은 전통부의 러그를 통해 스킨 플레이트에 전달된다. 그로 인해 응력이 스킨플레이트 외경에 발생 

하였으며, 길이 방향에 대한 보강은 쉴드 TBM내부 구조의 한계 및 응력분산의 미비로 소재의 항복강도 이

하까지 보강이 어려웠으며, 원주방향으로 보강은 같은 중량수준의 리브 보강으로 스킨플레이트에 발생하

는 응력을 잘 억제한 것을 알수 있었다. 이는 추후 복잡한 TBM 내부구조 설계시 제작 및 중량 감소에 효과

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굴절 시공시 중절잭의 하중 경향 및 스킨 플레이트의 보강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커터헤

드의 회전력과 그리퍼 잭이 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연구는 

국내 급곡선 시공 및 TBM 시공 기술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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