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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hallow tunnel, the surrounding ground could be loosened and deformed, 

which could be the cause of stress change in the ground. Terzaghi has clarified the 

development of a ground arching induced by the deformation of a tunnel crown in the 

trap door tests. However, he considered only the case in which that the tunnel crown 

deformed uniformly. He did not consider the effect of deformation shapes. Therefore, 

the relation between the shape of the ground relaxation above the tunnel crown and the 

deformation shape of the tunnel crown is not clear yet. In this study, model tests were 

performed for the three types of the tunnel crown, such as uniform, concave and 

convex shapes. As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vertical load would be transferred in 

various types depending on the deformation shapes of the tunnel crown.

Keywords: Tunnel face, Ultimate displacement, Shallow tunnel, Model test, 
Longitudinal load transfer

초 록

터널을 굴착하면 터널주변과 상부의 지반이 느슨해지고 변형되며, 이로 인해 터널주변

지반의 응력이 변화된다. Terzaghi는 터널굴착으로 인한 천단 상부지반의 이완형태를 

Trapdoor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그러나 Terzaghi는 터널천단부가 등변위 되는 조건

만 생각하였으며, 터널천단부가 오목곡선이나 볼록곡선 등의 형태로 변형될 경우에 대

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지반이완 형태와 터널천단부 변위형태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터널천단부의 이완형태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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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오목곡선, 볼록곡선의 세가지 형태로 모사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실험결과 이완지반의 하

중전이는 지반변형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굴진면, 한계변위, 얕은터널, 모형실험, 종방향하중전이

1. 서 론

터널을 굴착하면 굴착단면에 해당하는 원지반에 작용하던 응력이 주변지반으로 전이되며 터널 양측벽에 작용

하는 연직응력은 토피압보다 커지게 된다(Lee, 2013). 이때 터널천단 위쪽의 연직응력은 본래의 토피압력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Terzaghi (1936)는 이러한 터널굴착에 의한 응력전이 현상을 Trapdoor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

고 터널의 횡방향 하중전이에 대해 설명하였다(Fig. 1(a)). 또한, Terzaghi (1936)는 터널천단 상부의 미세요소가 

등변위로 거동하며 터널하중이 연직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Fig. 1(b)와 같이 천단 상부의 미세요소에 

연직방향 힘의 평형을 적용하여 측면 연직선상 전단력과 주변지반의 연직 및 수평토압 분포를 구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터널은 교통수요 및 물류수송의 증가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해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시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안정된 터널굴착을 위한 보조공법과 더불어 굴착공법의 다양화가 이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터널굴착에 의한 지반변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횡방향 하중전이도 Fig. 1(b)의 형태 

뿐만아니라 비정형적인 형태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터널 천단의 변형에 따라 체적손실이 발생하게 되

는데 체적손실율은 터널 굴착 직후부터 라이닝을 통해 지반의 변위가 수렴할 때까지 터널 단면이 축소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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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적이다. 또한 상부구조물이 없는 지반조건(Green field condition)에서의 터널굴착은 지표면의 변형을 유발하

며 그 형태는 정규분포곡선(Normal distribution curve or Gaussian curve)의 형태로 나타난다(Oh, 2017).

(a) Trap door (Terzaghi, 1936) (b) Uniformly deformed soil element (Terzaghi, 1943)

Fig. 1. Trap do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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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와 같이 정설도갱, 확폭 단면 및 광폭 터널의 굴착이나 터널천단부에 집중되어 침하 또는 느슨함이 발

생될 경우에는 터널 천단 상부의 미세요소는 오목곡선 형태로 거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Fig. 2(b)과 같이 측벽도

갱 굴착, 2-Arch 터널굴착, 측벽상부에서의 과도한 침하나 느슨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널천단 상부의 미세요소

는 볼록곡선 형태로 거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터널단면의 대형화에 따른 굴착공법의 다양화로 인해 횡

방향 하중전이의 발생 경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천단 상부 미세요소의 거

동이 오목곡선 형태와 볼록곡선 형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Trapdoor를 제작하여 실험하고 미세요소의 형태에 따

른 횡방향 하중전이 특성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a) Concave curve (b) Convex curve

Fig. 2. Curved deformation of soil element

2. 모형실험

본 연구에서는 터널굴착 시 터널 천단 상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이완의 형태를 등변위, 오목곡선, 볼록곡선 

형태로 모사하여 이완형태에 따른 터널 주변 지반의 횡방향 하중전이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모형토조와 실험 중 이완형태의 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 trap door를 제작하고 지반조건을 조밀한 사질토 지반

으로 조성하였으며 실험 중 계측장치를 통해 지반의 하중전이 특성과 지반의 변위거동을 파악하여 실험하였다.

2.1 모형실험기

모형실험기는 모형지반을 조성할 수 있는 모형토조와 터널천단 상부지반의 이완형태를 모사할 수 있는 trap 

door, 터널주변 지반의 하중전이를 측정할 수 있는 횡방향 하중판으로 구성되었다.

모형토조는 1800(W) × 900(H) × 300(B) mm의 크기로 제작하였고 벽체는 trap door의 강하에 따른 지반의 거

동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제작되었고 모형지반의 토압으로 인한 변형을 억제하기 

위해 강재프레임을 보강하였다. 터널 주변지반의 횡방향 하중판은 trap door의 강하시 주변지반으로의 하중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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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trap door 주변 지반 좌, 우에 각각 12개씩 설치하고 trap door에 근접부는 좁은 폭의 판을 

배치하고 이격될수록 넓은 규모의 판을 설치하였으며, 곡선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 trap door 하중판은 각 판사이 

마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계조건을 성립하고 각 판에 하중측정용 로드셀(Load cell)을 부착하여 하중변화

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3).

Trap door를 통한 터널천단 상부의 이완형태가 등변위, 오목곡선, 볼록곡선 형태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등변위 

형태로 가동하는 Fig. 4(a)의 Trap door는 11개의 하중판으로 구성되고, 각 하중판에는 하중 측정용 로드셀을 부

착하여 Trap door 강하시 하중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목곡선 형태로 가동하는 Fig. 4(b)는 고정핀

과 steel plate를 이용하여 Trap door를 강하시키면 오목한 형태가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등변위 형태와 같이 11

개로 구성된 하중판에 하중 측정용 로드셀을 부착하였다. 고정핀과 steel plate의 구성을 반대로 하여 볼록곡선 형

태를 유지하는 Fig. 4(c) 또한 하중판과 로드셀의 구성은 동일하게 하였다. 

(a) Uniformly deformed trap door (DT-L) (b) Concave deformed trap door (DT-C) (c) Convex deformed trap door (DT-E)

Fig. 4. Deformed shape of trapdoor

2.2 모형지반

모형지반은 주문진 자연사를 사용하여 샌드커튼(sand curtain)방식으로 균질한 지반을 조성하였다. 모형지반

Fig. 3. Equipment for trap do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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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 특성은 입도분포시험(KS F 2302), 최대 ․ 최소 건조단위중량시험(KS F 2345)을 수행하여 파악하였고 

모형지반을 공학적으로 분류(KS F 2324)하였다. 또한, 직접전단시험(KS F 2343)을 수행하여 모형지반의 역학

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5와 Fig. 6은 각각 입도분포시험과 직접전단시험 결과이며, 모형지반의 물리적, 역학

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모형지반의 상대밀도는 85.2%의 조밀한 상태이며, 사질토를 이용한 모형지반은 낮은 

응력 수준에서도 굴진면 변위-응력관계의 분석이 가능하고 상대밀도가 조밀한 사질토지반은 파괴시 응력변화 

특성이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어 본 연구의 모형지반으로 이용하였다(Kim, 2017).

Fig. 5. grain size accumulation curve Fig. 6. result of direct shear test

Table 1. Result of laboratory soil tests

Particle size 

distribution

Maximum dry unit 

weight (


) 

[ kN/m3]

Minimum dry unit 

weight (


) 

[ kN/m3]

Unit weight

(

) 

[ kN/m3]

Relative 

density (

) 

[ %]

Specific 

gravity 

(

)

Internal friction 

angle () 

[deg]

Cohesion

() 

[ kN/m3]




= 2.52



=0.79/SP

17.8kN/m3 15.4kN/m3 17.4kN/m3 85.2%

(very dense)
2.65 42.1° 0

2.3 계측

Trap door의 형태와 변위에 따른 횡방향 하중전이 특성과 지반의 침하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하중 측정용 로드

셀과 변위 측정용 계측기인 LVDT를 설치하였다. Trap door와 주변의 하중판은 총 35개의 로드셀을 설치하여 로

드셀 하강에 따른 지반의 하중변화를 측정하였다. Trap door의 강하와 지표침하는 0.01mm의 변위까지 측정 가

능한 변위 측정용 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하였다. 지표변위는 총 6개의 측점에서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측

정하였다. 측점의 위치는 C (0 mm), IR2 (50 mm), IL4 (110 mm), OL1 (175 mm), OL4 (315 mm), OL7 (495 mm)

이며, Trap door의 형태가 좌우 대칭인 점을 고려하여 지표침하 측정위치를 선정하였다(Fig. 7).

실험중 하중과 변위 데이터의 변화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동시에 저장이 가능한 정적 데이터 로거를 이용해 수

집하였다. 모형실험에 사용된 계측기의 제원과 수량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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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험방법 및 변수

터널천단 상부의 지반이완 형태를 등변위, 오목곡선, 볼록곡선 형태로 모사하여 이완형태에 따른 터널 주변지

반의 횡방향 하중전이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반조성, 계측기 설치, trap door 하강 및 계측, 결

과분석의 순서로 모형실험을 진행하였다.

모형지반의 조성은 모든 실험조건에서 일정한 상대밀도를 유지하도록 샌드커튼방식으로 일정한 높이에서 시

료를 자유낙하시켜 조성하였다. 이때 실험시 지반의 거동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0.25D (75 mm)높이로 염

색사를 얇게 포설하였다(Fig. 8). 지반조성이 완료되면 지표침하 및 trap door의 강하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

치하였다. 모든 실험조건에서 계측기의 위치는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였다(Fig. 9). 실험변수는 Trap door의 형태

(등변위, 오목곡선, 볼록곡선 형태)와 모형지반의 토피고(0.5D, 1.0D, 1.5D, 2.0D; D = Trap door 폭)로 하여 실험

하였다(Table 3). 

Fig. 10은 모형 실험완료 후 지반에 일정간격으로 포설한 염색사가 변화된 형태를 사진촬영하여 실험조건별 

지중변위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Fig. 7. Measurement of the ground subsidence

Table 2. Instruments for model tests

Category Load Cell LVDT Data Logger

Instruments

Location Trap door Bottom of test box Ground surface Trap door -

Object Earth Pressure Measurement Trap door, Surface settlement measurement Data measurement

Capacity 0.5 kN (Precision 0.1 N) 50mm (Precision 0.01mm) Measurable data 47

Quantity 3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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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del test ground Fig. 9. Measurement of the trap door deformation

Table 3. Cases of tunnel model test

Deformation shape Case Overburden depth

Uniform deformation
DT-L05

DT-L10

DT-L15

DT-L20

0.5D (150 mm)

1.0D (300 mm)

1.5D (450 mm)

2.0D (600 mm)

Concave deformation
DT-C05

DT-C10

DT-C15

DT-C20

0.5D (150 mm)

1.0D (300 mm)

1.5D (450 mm)

2.0D (600 mm)

Convex deformation
DT-E05

DT-E10

DT-E15

DT-E20

0.5D (150 mm)

1.0D (300 mm)

1.5D (450 mm)

2.0D (600 mm)

(a) DT-L15 test (b) DT-C15 test

(c) DT-E15 test

Fig. 10. Type of mode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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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3.1 Trap door의 변위와 하중관계

Trap door에 작용하는 하중변화와 변위의 관계곡선 즉, Q-s Curve는 지반의 파괴시점 및 아칭효과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세로축은 Trap door의 초기하중에 대한 하중변화율을 의미하고 가로축은 Trap door 폭과 강하량에 대

한 비로 나타내었다. 

등변위 형태(DT-L)의 경우 Trap door의 가동 시 변위가 일정하게 발생되지만 DT-C, DT-E의 경우에는 Trap 

door의 형태에 의해 각 하중판의 강하량이 다르므로 최대변위점을 기준으로 시험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시험은 Trap door의 폭과 변형형태에 대한 터널의 횡방향 하중전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2차원 실험으로 

시험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횡축의 폭과 강하량을 기준으로 시험결과에 대해 무차원화 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실험조건의 Q-s Curve에서 Trap door의 변위초기에 하중변화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일

정변위에 이르면 하중변화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구간( )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Trap door의 변위가 지속되

면 하중은 증가하였다. 여기서 변위초기의 하중감소현상은 Trap door 상부의 지반이완으로 인해 작용 연직하중

이 주변지반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며, Trap door의 강하가 지속될수록 하중이 증가하는 것은 지반이 파괴된 후 

Trap door 상부의 응력이 재분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 Q-s curve (DT-L) (b) Q-s curve (DT-C)

(c) Q-s curve (DT-E)

Fig. 11. Q-s curve of mode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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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 door의 변위형태에 따른 하중변화율을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큰 폭의 하중감소 경

향을 나타냈고, 등변위 형태에서 가장 큰 하중감소를 나타내고 오목곡선형태, 볼록곡선형태의 순서로 Trap door

에 작용하는 하중감소 경향이 작았다(Fig. 11). 

하중변화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지점의 변위량 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전반적으로 Trap door폭의 

1%를 전후하여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등변위 형태가 가장 작은 변위에서 파괴상태에 이르고 오목곡선 형태가 가

장 큰 변위에서 파괴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는 동일한 변위에서 Trap door의 형태가 등변위일 때 가장 큰 변형면적

이 발생되고 오목곡선과 볼록곡선 형태는 작은 변형면적을 나타내므로, 변형면적이 클수록 지반이완이 크게 발

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rap door의 변위형태 즉, 지반의 이완형태는 Trap door 상부의 최대 하중변

화율과 지반이 파괴되는 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Table 4). 여기서 최대하중변화율

(Qmin)은 최초 지반조성시 초기값(q0)에서 트랩도어 가동으로 인한 지반파괴시 트랩도어에 잔류되는 하중을 의

미한다.

Table 4. Displacement of trap door () and max load transfer ratio (
min

)

Sort
0.5D 1.0D 1.5D 2.0D

  (%) 
min

 (%)   (%) 
min

 (%)   (%) 
min

 (%)   (%) 
min

 (%)

DT-L 0.83 59.65 0.97 33.45 0.98 23.46 0.97 21.45

DT-C 1.00 70.44 1.10 41.79 1.10 34.47 1.11 28.32

DT-E 0.90 63.73 1.00 39.84 1.00 33.20 1.01 27.79

변위형태별 최대하중 변화율은 등변위 형태를 기준으로 오목한 형태는 18~30%가 크며 볼록한 형태는 7~30%

의 증가가 나타났다. 

Fig. 12는 지반이 파괴상태에 이르렀을 때, Trap door 상단의 하중변화율을 나타낸다. 하중변화율의 감소추세

는 토피고 0.5D와 1.0D에서 크고 토피고 1.5D 이상에서는 감소추세가 완만해지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토피

고가 높아질수록 아칭효과의 발현이 분명해지고 이완영역이 일정한 영역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Fig. 12. Max load transfer ratio at ground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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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변위 형태(DT-L)에서 Trap door 상단의 하중변화가 크게 발생하였고, 오목곡선 형태(DT-C)와 볼록곡선 형

태(DT-E)의 경우는 하중변화가 더 작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Trap door 상단의 하중변화 경향을 통해서도 아칭

영역의 형성, 즉 이완영역의 크기는 터널천단 상부지반의 이완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2 Trap door상단의 이완하중 분포

Trap door 상단에 작용하는 이완하중의 분포는 Trap door의 변위 형태에 따라 다른 분포를 나타내고, 횡방향 

하중전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횡방향 하중전이 분석에 앞서, 지반파괴시 Trap door 상단의 하중

분포를 통해 변위형태에 따른 이완하중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등변위형태(DT-L)에서 토피고 0.5D일때 Trap door 상단의 이완하중 분포는 중앙부가 가장 크고, 중앙에서 이

격될수록 완만하고 주변지반과의 경계에 근접하면 급격히 감소하는 분포형태를 나타냈다(Fig. 13(a)). 토피고 

2.0D에서는 중앙부가 가장 크고 주변지반과의 경계에 근접하면 완만하게 감소하는 분포경향을 나타냈다(Fig. 

13(b)). 토피고가 낮으면 지반아칭의 형성이 원활하지 않아 Trap door 중앙의 이완하중이 크므로 Trap door 내에

서 급격한 편차를 나타내지만, 토피고가 증가되면 지반아칭의 형성이 원활하게 되어 완만한 곡선형태로 분포하

였다.

오목곡선 형태(DT-C)에서 Trap door 상단의 이완하중의 형태는 중앙부의 이완하중이 가장작고, 중앙에서 이

격되고 주변지반과의 경계에 근접할수록 이완하중이 커지는 분포형태를 보였다. 토피고 0.5D에서는 중앙부가 

가장 작고 주변지반과의 경계에 근접할수록 선형적으로 작아지는 분포형태를 나타내고(Fig. 13(a)), 토피고 2.0D

에서는 주변지반과의 경계에 근접할수록 급격히 작아지는 분포형태를 나타냈다(Fig. 13(b)). 이와 같은 분포형태

는 중앙부에서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하고, 이격 되어있는 경계부에서 변위가 작아지는 Trap door의 변위형태에 의

한 것으로, Trap door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변위가 작은 경계부로 하중이 전이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볼록곡선 형태(DT-E)에서 Trap door 상단의 이완하중 분포형태는 중앙부의 이완하중이 가장 크고, 중앙에서 

이격될수록 이완하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오목곡선 형태와는 반대로 중앙부의 변위가 가장작고, 중앙부와 이격

(a) Load transfer at ground destroy Overburden 0. 5D (b) Load transfer at ground destroy Overburden 2.0D

Fig. 13. Load transfer at ground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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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계부에서 변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Trap door의 변위형태로 인해 중앙부로 일부 하중이 전이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토피고 0.5D에서는 중앙부가 가장 크고 폭이 넓으며 주변지반과의 경계에 근접할수록 급격히 작

아지는 분포형태를 나타내고(Fig. 13(a)), 토피고 2.0D에서는 중앙부가 가장 크고 폭이 좁은 형태로 분포하고 주

변지반과의 경계에 근접할수록 서서히 작아지는 분포형태를 나타냈다(Fig. 13(b)).

3.3 횡방향 하중전이

토피고 및 trap door의 침하양상에 따른 지반의 하중전이 경향은 가로축을 trap door 폭에 대한횡방향 이격거리

와 세로축을 하중변화율로 나타내어 도식화 하였다.

등변위 형태(DT-L)는 토피고 0.5D에서 하중전이 영역이 좌 ․ 우 0.65D, 토피고 1.0D에서 1.65D, 토피고 2.0D

에서 2.15D로 토피고가 낮으면 하중이 전이되는 영역이 좁고, 토피고가 높아지면 전이영역이 넓어졌다. Trap 

door 상단의 이완하중의 형태는 중앙부가 가장 큰 이완하중이 작용하고 중앙에서 이격될수록 이완하중이 작아지

는 분포형태를 보였다(Fig. 14(a)).

오목곡선 형태(DT-C)에서도 토피고가 낮은 0.5D에서 하중이 전이되는 영역이 가장 좁고 토피고 2.0D에서 가

장 넓은 전이영역을 나타냈으나 횡방향으로 전이되는 영역은 등변위 형태보다 좁은영역에서 분포하였다(Fig. 

14(b)).이는 중앙부의 변위가 크고 경계부가 작아지는 Trap door의 변위형태로 인해 지반아치가 작은 영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 Load tranfer (DT-L) (b) Load tranfer (DT-C)

(c) Load transfer (DT-E)

Fig. 14. Load transfer depending on the deformation shape zone of load transfer zone(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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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곡선 형태(DT-C)에서도 토피고가 낮을 때 전이영역이 좁고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전이되는 영역이 넓어

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오목곡선 형태보다 넓은 영역에서 하중전이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중앙부의 변위

가 가장 작고, 중앙부와 이격되는 경계부에서 변위가 증가하는 Trap door의 변위형태로 인해 하중전이 영역이 넓

어진 것으로 판단된다(Fig. 14(c)).

Table 5는 Trap door의 변위 형태별로 토피고에 따른 하중전이 영역에 대해 Trap door의 경계면에서 주변지반

으로 이격되는 영향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5. Load transfer zone (horizontal)

0.5D 1.0D 1.5D 2.0D

DT-L 0.65D 1.65D 1.88D 2.15D

DT-C 0.65D 1.05D 1.25D 1.65D

DT-E 0.65D 1.05D 1.45D 1.88D

전체적인 횡방향 하중전이의 경향은 토피고가 낮을 때 전이되는 영역이 좁고,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하중전이 

영역이 넓어졌다. Trap door의 변위형태에 따라서는 오목곡선, 볼록곡선, 등변위 형태의 순서로 하중전이 영역이 

넓어졌으며 Trap door 상단의 하중 변화량이 클수록 영역이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3.4 지표침하

Trap door의 변위형태에 따른 지표침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림의 가로축은 지표침하의 측점위치이고 세로

축은 지표침하비(  )로 표현하였다. 지표침하비는 Trap door의폭( )과 지표에서 발생한 침하량()의 비로 

무차원화 하였다. 

등변위 형태(DT-L)는 Trap door 상부에서 침하가 크고 횡방향으로 이격될수록 침하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토피고가 낮을수록 침하량이 크고 좁은 범위에서 침하가 발생하는 반면, 토피고가 높아질수록 침하량이 작아

지고 넓은 영역에서 침하가 발생하였으며. 토피고 1.5D이상에서는 유사한 침하경향을 나타냈다(Fig. 15(a)).

오목곡선 형태(DT-C)는 등변위 형태보다 침하량은 작지만, 토피고에 따른 침하경향은 유사하였다. 그러나 

Trap door의 중앙이 오목하게 변화하는 변위형태에 의해 Trap door 중앙에서 지표침하가 집중되는 형태로 침하

가 발생하였다. 또한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지표침하는 일정한 형태로 분포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15(b)).

볼록곡선 형태(DT-E)는 다른 변위형태에 비해 지표침하가 가장 작게 발생하였다. Trap door 상부 지표에서는 

중심부의 지표침하가 가장 작고 Trap door와 주변지반의 경계부에서 가장 큰 침하가 발생하였다. 이는 Trap door

의 변위형태로 인한 것이며, 토피고가 낮을때에는 지표침하가 Trap door의 양 끝단에서 크고, 토피고가 커질수록 

최대 침하위치는 Trap door 중앙으로 이동하며 완만한 형태의 침하곡선을 나타냈다(Fig. 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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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surface settlement (DT-L) (b) Ground surface settlement (DT-C)

(c) Ground surface settlement (DT-E)

Fig. 15. Ground surface settlement

위 실험에서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Trap door 중심에서 지표침하가 크게 발생하였고, 침하영역은 점차 넓은 영

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침하량과 침하영역은 점차 일정한 크기와 형태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Trap 

door의 변위형태에 따라서 침하량과 침하형태는 달라지지만, 변위 형태별로 일정 토피고 이상이 되면 이완영역

의 범위가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터널천단의 변형형태에 따른 아칭효과와 횡방향 하중전이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

해 토피고와 침하형태를 변화시켜가며 Trap door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Trap door의 침하형태에 따른 아칭효과와 횡방향 하중전이 영역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지표침하를 

측정하여 Trap door의 변위형태와 지표침하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Trap door에 변위가 발생하면, Trap door에 상부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이 감소하였다. 연직하중의 감소는 

변위초기에는 선형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파괴상태에 근접할수록 완만한 기울기로 하중이 감소하였다.

2. 지반이 파괴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Trap door 변위량( )은 등변위 형태가 가장 작고 오목곡선 형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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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변위량을 나타냈으며, Trap door에 작용하는 하중변화율도 등변위 형태에서 가장 크고 오목곡선 형태

가 가장 작은 하중변화율을 보였다. 

3. Trap door에 작용하는 하중변화율이 Trap door의 변위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크기로 수렴하는 것을 통해, 

이완영역은 터널 굴착시 지반의 이완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토피고가 증가할수록 Trap door에 작용하는 하중변화율의 감소경향이 일정한 크기로 수렴하는 경향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 토피고가 높아질수록 아칭효과의 발현이 확연해지고 이완영역이 일정한 영역을 형성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터널굴착에 의한 횡방향 하중전이 영역은 터널천단의 변위형태와 토피고에 따라 다르며, 토피고가 낮을 때

는 변위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영역에서 하중이 전이되는 반면, 토피고가 커질수록 변위형태

에 따라 하중전이 영역이 달라졌다. 특히, Trap door 상단의 하중변화가 큰 변위형태 일수록 하중전이 영역

이 넓어졌다. 

6. Trap door 내에서도 변위형태에 따라 하중분포 경향이 달라지는데, 등변위 형태(DT-L)는 중앙부가 크고 

경계부가 작은 완만한 볼록곡선, 오목곡선 형태(DT-C)는 중앙부가 작고 경계부가 커지는 오목곡선, 볼록

곡선 형태(DT-E)에서는 중앙부가 크고 경계부가 작은 뾰족한 볼록곡선 형태로 이완하중이 분포하였다. 

7. 터널 천단의 변형형태에 따른 아칭효과로 등변위 형태대비 오목한 변위형태는 평균 30%, 볼록한 변위형태

는 평균 24%의 하중변화율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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