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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ed development in downtown underground space facilities that 

vertically cross under a railway at a shallow depth, the demand for non-open cut method 

is increasing. However, most construction sites still adopt the pipe roof method, 

where medium and large diameter steel pipes are pressed in to form a roof, enabling 

excavation of the inside space. Among the many factors that influence the loosening 

region and loads that occur while pressing in steel pipes, the size of the pipe has the 

largest impact, and this factor may correspond to the magnitude of load applied to the 

underground structure inside the steel pipe roof. The super equilibrium method (SEM) 

has been developed to minimize ground disturbance and loosening load, and uses small 

diameter pipes of approximately 114 mm instead of conventional medium and large 

diameter pipes. This small diameter steel pipe is called an SEM pile. After SEM piles 

are pressed in and the grouting reinforcement is constructed, a crossing structure is 

pressed in by using a hydraulic jack without ground subsidence or heaving. The SEM 

pile, which plays the role of timbering, is a fore-poling pile of approximately 5 m length 

that prevents ground collapse and supports surface load during excavation of toe part. 

The loosening region should be adequately calculated to estimate the spacing and 

construction length of the piles and stiffness of member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calculations of loosening load that occurs during the press-in 

of SEM pile to obtain an optimal design of SEM.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factors 

in main theoretical and empirical formulas applied for calculating looseni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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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rried out FEM analysis to see an appropriate loosening load to the SEM pile. In order to estimate the soil 

loosening caused by actual SEM-pile indentation and excavation, a steel pipe indentation reduction model test was 

conducted. Soil subsidence and soil loosening were investigated quantitatively according to soil/steel pipe (H/D).

Keywords: Elasto-plastic analysis, Non-open cut tunnel, SEM method, Fore poling method, loosening loads

초 록

도심지 지하공간의 개발과 운행선 하부를 저토피로 입체 교차화하는 시설 증가에 따라 비개착식 공법의 수요는 점차 증

가추세에 있으나 대다수의 공법은 중대구경 강관을 압입하여 루프를 형성하고 내부를 굴착하는 파이프루프(Pipe roof) 

계열의 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강관 압입 시 발생되는 이완영역 및 하중은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게 되나 가장 큰 요

소는 압입하는 강관의 크기에 좌우되며 이는 강관 루프 내 지중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로 볼 수 있다. 지반의 교

란 및 이완하중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SEM공법(Super Equilibrium Method)은 기존의 중대구경 강관 대신 

Φ114 mm 내외의 소구경 강관을 사용한다. 이 소구경 강관을 SEM파일로 명명하였으며 강관의 선 압입 및 그라우팅 보

강을 실시한 후 지반의 침하나 융기 없이 지반 내 횡단구조물을 유압잭을 이용하여 압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SEM공법

의 구성 중 지보역할을 하는 SEM파일은 선단부 굴착 시 지반의 붕락을 방지하고 상재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길이 5 m 내

외의 Fore poling 파일이며 이 파일의 배치간격, 시공연장, 부재의 강성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완영역의 적절한 산정

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SEM공법의 최적설계를 위하여 SEM파일 압입 시 발생되는 이완하중 산정 값을 비교분석하

였다. 이완영역 산정에 근거한 주요 이론식 및 경험식들의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FEM analysis (유한요소 해석)

를 수행하여 SEM파일에 적합한 이완하중 산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SEM파일 압입 및 굴착 시 발생되는 지반이완

을 확인하기 위해 강관압입 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토피고/강관(H/D)에 따른 지표침하 및 지반이완을 정량적으

로 검토하였다.

주요어:탄소성 해석, 비개착식 터널, SEM공법, 포어폴링 공법, 이완하중

1. SEM공법 구성 및 개요

차세대 지하횡단공법(Super Equilibrium Method, SEM)은 비개착 지하횡단 구조물 시공을 위한 도심지 저토

피 구간 굴착 시 상부 변위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공법이다. 기존 대다수의 공법은 중대구경 강관을 압입

하여 형성된 루프의 내부를 굴착하는 파이프 루프 계열의 공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SEM공법은 소구경 강관을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SEM파일 시공은 SEM공법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지반 내 횡단구조물을 압입

하여 설치하기 전 지반의 응력을 평형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공정이다. Fig. 1과 같이 SEM공법은 지반의 응

력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SEM 파일의 선 압입 및 그라우팅 보강이 이루어지며 전면가압판에 의해 전면부 굴착 

시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지하횡단 구조물에 마찰저감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압입 시 지반과의 마찰을 저감

시킴으로써 지반의 안정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지하횡단 공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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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truction of SEM method and effect on excavation using SEM-pile

SEM파일의 시공은 저토피 구간 굴착 시 전면 및 상부 지반보강 효과로 굴착면의 붕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

반이완을 최소화 한다. SEM구조물이 압입 될 시 하단으로부터의 파괴포락선에 따른 영향을 SEM파일이 효과적

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5 m 내외의 Fore poling 강관을 사용한다. Φ114 mm 내외의 소구경 강관을 다수 압입하고 

저압 그라우팅을 사용하여 지반의 교란을 억제한다. 또한 지반 내 응력평형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지하횡단 구

조물이 시공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단계이다.

2. SEM파일 시공을 위한 이완하중의 산정

본 연구는 SEM공법의 주요 구성요소인 SEM파일의 배치간격, 관경, 파일길이 등의 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M파일은 구조물과 선단부의 압입 또는 굴착 시 약 1.2~1.6 m 구간 내 선단부 붕락면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방

지하여야 한다. 통상 시공되는 파이프루프 형태의 비개착 공법들은 강관루프가 상재하중을 상당부분 분담함에도 

불구하고 본체 구조물 설계 시 강관루프의 자중과 상재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하중을 과다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SEM공법의 상재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SEM파일 시공 시 발생하는 이완영역의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때 생성

되는 이완영역의 면적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험식과 이론식, FEM analysis

를 반영하여 지반이완하중 산정방법에 대한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SEM공법은 토피 2.0~3.5 m 이내의 저토피 

구간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하지만 선단부 붕락방지를 위한 SEM 파일의 관경(Φ114 mm)을 고려한다면 깊은 터

널 또는 대심도 터널로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개착식 구조물 시공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지표면

의 침하이다. 지표면의 침하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전방손실, 반경손실 등 일정 비율의 체적손실을 고려

하여 지표침하를 예측하는 방법(Rowe and Lee, 1992)과 이를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변곡점(Inflection point, i)

으로서 정규확률분포의 표준편차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Leca and New, 2007). 하지만 SEM공법의 경우 지보

개념의 SEM파일배치, 굴착토 제어를 위한 전면가압판, 점착력 증대를 위한 지반보강이 동시 수행되므로 체적

손실을 침하의 중요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지보공 설계 시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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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적용과 FEM analysis를 통하여 산정 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이 국내 터널설계 사례 및 참고문

헌을 바탕으로 제시된 풍화토의 물성치를 이론식과 수치해석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토피고는 2.0~3.5 m로 

변화시켜 분석하였다.

Fig. 2. Settlement curve of cross section surface

Table 1. Application of soil properties

Division
Unit weight

(kN/m3)

Friction angle

(°)

Cohesion

(kPa)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Lateral pressure

Weathered soil 20 30 20 50 0.35 0.5

3. SEM파일의 이론식 적용 및 FEM 해석

본 연구에서는 SEM공법의 요소 중 SEM파일의 최적설계를 위하여 SEM파일 강관 압입 시 발생되는 지반의 

이완하중을 산정하였다. 각 이론식에 적용 시 SEM파일 시공을 터널의 굴착으로 간주하여 대입하였으며, 터널 지

보공 설계 시 적용되는 Kommerell, Engesser, Protodyakonov, Terzaghi의 이론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였고 2차원 

수치해석(FEM analysis)을 수행하여 산정된 이완영역 및 이완하중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 때 SEM공법 자체는 

저토피 구간의 시공이 목적이지만 소구경 강관인 SEM파일 압입에 따른 이완하중 산정이 목적이므로 심도에 따

른 분류가 존재하는 식들은 얕은 터널이 아닌 깊은 터널의 경우를 고려하였다. 또한 각 이론식의 터널의 형상은 

NATM 및 BOX 등 다양한 형태로 이완영역을 도시하였으나, 깊은 터널의 개념으로써 터널 형상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SEM파일의 형상인 원형 터널로 이완영역을 검토하였다.

SEM파일에 사용되는 강관의 직경은 Φ114 mm 내외로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 시 확장형 드릴비트 및 해머식 

직천공 방식으로 압입하므로 과굴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이론식에 의한 검토 시 SEM파일의 직경을 Φ

150 mm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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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ommerell

Kommerell (1912)은 사질지반에서 경암지반까지 각 지반의 터널토압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반의 이완하중을 

고려하였다. SEM공법의 경우 저토피 비개착 굴착 시 작업이 어려운 느슨한 지반의 경우까지 고려하였기 때문에 

Table 2의 원지반 변형률 중 느슨한 입상체의 흙(모래)에 해당하는 1~3%의 값을 적용하였다. 이완영역 역시 동

일하게 Kommerell의 느슨한 지반의 모델을 고려하여 Fig. 3(a)의 형상으로 적용하였다. 단, 깊은 터널의 개념으

로써 터널 형상에 의한 영향이 크게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래 Kommerell이론의 NATM터널의 형상

이 아닌 원형터널의 형상으로 대체하였다. 폭 tB는 터널의 지름이 되며 원형 터널의 접선 중 양측 하단으로부터 

45° + Φ/2를 이루는 선과 터널의 천단을 지나는 수평선과의 교점 간의 거리는 이완영역의 폭 B가 된다. 이에 따

라 이완영역의 폭 B를 단축, 이완하중고 h를 장축으로 하는 타원을 이완영역으로 근사시킴으로써 이완면적을 산

정한다. 이 때 h는 식 (1)과 같이 상부의 지표침하량 sv와 원지반 변형률 εs에 따라 정해진다.

  



 (1)

Table 2. In-situ soil strains

Division of ground Strain rate (%)

Loose particle assembly soil (sand) 1~3

Medium clayey soil (dry clay) 3~5

Clayey soil, Marl, Mixed clay 5~8

Weak rock (sand stone, limestone)  8~12

Hard rock 10~15

(a) Model for loosening region (b) Loosening loads graphs

Fig. 3. Kommerell’s model and graphs

이 때, 상부표면의 횡단면 지표침하량 sv는 Clough and Schmidt의 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Lee et al., 1992). 

Fig. 2와 같이 중심부에서 침하 변곡점까지의 거리인 i를 식 (2)에 적용하여 구한 뒤 과굴착량 VL과 함께 식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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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하게 되면 토피에 따른 상부표면의 횡단면 지표침하량 S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 토피고가 작아질수록 지

표침하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토피고가 작아질수록 이완하중이 증가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된다. 이

때, zo는 터널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이며, y는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대침하가 발생되는 굴착 중

심부로부터 침하가 발생되는 최장거리이다.

  
 

 


 (2)

 
 



exp
   (3)

터널에 작용하는 토피별 이완하중 P를 산정하는 과정은 식 (4)와 같으며 지반의 단위중량과 이완영역의 곱으

로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

Table 3. Kommerell’s loosening loads according to the depth of cover

Depth of cover (m)
Cross-sectional 

subsidence (m)

Loosening loads 

height (m)

Loosening region 

(m2)

Loosening loads 

(kN)

3.5 0.007 0.372 0.076 1.517

3.0 0.008 0.419 0.086 1.712

2.5 0.010 0.483 0.099 1.973

2.0 0.011 0.099 0.117 2.345

Kommerell의 식은 다른 이론식들에 비하여 이완하중산정에 비교적 많은 매개변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토피

고가 줄어들수록 이완하중의 크기가 증가하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이완하중산정에 필요한 상부지반의 지표침

하량 sv를 구하는 과정 중, 변곡점과의 거리를 이용한 상부지반의 침하량 산정과정에서 토피고가 낮을수록 상부 

지표침하량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3.2 Protodyakonov

Protodyakonov는 원형 터널 굴착 후 생성된 포물선형 지반아치의 외측은 자립하고 내측 지반의 이완된 영역이 

하중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Fig. 4(a)와 같이 이완영역만을 모델화 하였으며 이완영역의 폭 B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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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식 (5)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이 때 b는 터널의 폭, m은 터널의 높이를 의미한다. 원형 터널 굴착에 의한 지반아

치의 수평 및 연직방향의 각 분력은 식 (6), 식 (7)과 같이 계산하였다.

    tan °  (5)

  



tan      (6)

  



 (7)

(a) Model for loosening region (b) Loosening loads graphs

Fig. 4. Protodyakonov’s model and graphs

A점으로부터 모멘트 평형식을 적용한 후, h에 대해 미분하여 구한 수평토압이 최대일 때, 식 (8)과 같이 이완하

중고 h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완영역의 면적 및 하중은 식 (9)와 식 (10)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산출된 값은 

Table 4와 같다.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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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todyakonov’s loosening loads according to the depth of cover

Depth of cover (m) Loosening loads height (m) Loosening region (m2) Loosening loads (kN)

3.5 0.225 0.039 0.779

3.0 0.225 0.039 0.779

2.5 0.225 0.039 0.799

2.0 0.225 0.039 0.779

Protodyakonov의 이완영역은 지표침하량과 관련이 없으며 토피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직 터널의 크기에 

의해 이완하중고 및 이완면적이 결정되므로 지반단위중량, 내부마찰각 값의 변화가 없다면 토피고 별 이완하중 

산정 값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Engesser

Engesser의 식은 3힌지형 지반아치가 일부 수직압력을 지지, 나머지 수직압력과 아치 하부지반 자중을 지지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완하중은 식 (11)과 같으며 산정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완영역의 폭 B는 원형 터널

의 접선 중 양측 하단으로부터 45° + Φ/2를 이루는 선과 터널의 천단을 지나는 수평선과의 교점 간의 거리로 정

의되어 있으며 식에 제시된 단위중량 γ과 내부마찰각 Φ는 앞서 언급된 풍화토의 물성치를 고려하여 20 kN/m3, 

30°를 적용하였다.

  












tan



tan

 ° 

tan
 ° 



tan 









 (11)

Table 5. Engesser’s loosening loads according to the depth of cover

Depth of cover (m) Loosening loads (kN)

3.5 2.288

3.0 2.285

2.5 2.280

2.0 2.273

다만, SEM 공법의 파일 압입 시 발파에 의한 파쇄영역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Fig. 5(a)의 이완모델에서의 발파

파쇄영역은 제외하였다.

Engesser의 이완영역 및 하중은 터널의 형상이나 크기 또는 지반단위중량, 내부마찰각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비해 토피별 차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피 3.5 m일 경우 2.288 kN, 토피 2.0 m일 경우 2.273 kN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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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중이 산정되었으며 토피고 1.5 m의 차이가 날 경우 0.66%의 하중변화를 확인하였다.

토피가 작아질수록 이완하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차이가 매우 미세하므로 Engesser의 이론식은 발

파파쇄영역에 의한 이완하중을 비교적 크게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SEM파일 압입 시 발생되는 이완하중에 

대한 검토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a) Model for loosening region (b) Loosening loads graphs

Fig. 5. Engesser’s model and graphs

3.4 Terzaghi

Terzaghi는 Trapdoor실험(Terzaghi, 1946)을 통해 굴착에 따른 응력전이 현상을 규명하고 사일로 이론을 적용

하여 터널에 작용하는 이완하중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Terzaghi의 이론 모델 중 Fig. 6(a)와 같이 대심도 터널에 

적용되는 식 (12)로 이완하중을 산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EM공법 자체는 저토피 구간에 적용되

는 공법이나 본 연구의 목적은 공법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인 Φ114 mm 소구경 강관 SEM파일 1개 압입 시의 지

반이완을 선 고려하는 것이므로 Terzaghi의 대심도 터널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Model for loosening region (b) Loosening loads graphs

Fig. 6. Terzaghi’s model and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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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터널적용의 입증을 위하여 Table 6과 같이 Rose (1982)에 의해 수정된 Terzaghi의 암반분류표에서 모

래와 자갈에 해당하는 이완하중고 H1을 산정하였다. SEM파일이 최저토피인 2.0 m에 압입된다고 가정할 시 H1

이 H/5인 0.4 m에 미치지 못하므로 대심도 터널의 적용범위인 H1 <  H/5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erzaghi’s rock load classifications (Rose, 1982)

Distribution Rock condition RQD Rock load Hp (m) Remarks

1 Hard and intact   95~100 0
Light lining required only if spalling 

or popping occurs

2
Hard stratified 

or Schistose
90~99 0~0.5tB

Light support, mainly for protection 

against spalls

3
Massice, 

moderately jointed
85~95 0~0.25tB

Load may change erratically from 

point to point

4
Moderately blocky 

and seamy
75~85

0.25B~0.20 

(tB + tH)
No side pressure

5
Very blocky 

and seamy
30~75

(0.20~0.60) 

(tB + tH)
Little or no side pressure

6
Completely crushed 

and chemically intact
  3~30

0.60~1.10 

(tB + tH)

∙ Considerable side pressure

∙ Softening effect of seepage towards 

requires either

6a Sand and gravel   0~30
1.10~1.40 

(tB + tH)

Continuous support for lower ends of 

rebs or circular ribs

7
Squeezingrock, 

moderate depth
NA

(1.10~2.10) 

(tB + tH)
∙ Heavy side pressure invert struts 

required

∙ Circular ribs are recommended8
Squeezing rock, 

great depth
NA

(2.10~4.50) 

(tB + tH)

9 Swelling rock NA
Up~250 ft (75 m)

Irrespective of value of (tB + tH)

∙ Circular side are required

∙ In extreme cases use yielding support

Terzagi에 제시된 이완영역의 폭 B는 원형 터널의 접선 중 양측 하단으로부터 45° + Φ/2를 이루는 선과 터널의 

천단을 지나는 수평선과의 교점 간의 거리로 정의되었다. 또한, 식 (12)에 제시된 단위중량γ, 측압계수 k와 내부

마찰각 Φ는 앞서 언급된 풍화토의 물성치를 준용하여 20 kN/m3, 0.5, 30°를 적용하였다.

 
 tan


 (12)

Terzaghi의 대심도 터널을 적용하여 이완영역을 고려한 결과 각 토피별 이완하중이 9 kN/m2으로 동일하게 산

정되었다. 이론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터널 크기에 따른 이완영역의 폭과 지반 단위중

량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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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FEM analysis (2D)

SEM파일의 형상을 Beam요소로 모델링하는 해석기법 도입을 통해 2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관경 114.3 mm

의 강관 압입은 과굴착을 고려하여 150 mm의 직경을 적용하였다. 원지반은 구속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

고자 천공경의 수평방향으로 20배 이상, 연직방향으로 18배 이상인 3 m × 2.25 m로 모델링 하였으며 구속조건은 

일반적인 응력해석에 대한 지반조건으로 모델 좌/우측에 대해서는 x방향 변위구속을, 앞/뒤축에 대해서는 y방향 

변위구속을, 지반 저면에 대해서는 x, y 방향 변위를 구속하였다. 지반의 재료 모델로는 Mohr-Coulomb모델을 사

용하였으며 해석 프로그램으로는 MIDAS GTS NX를 사용하였다.

각 이론식에 적용한 Table 7의 풍화토의 물성치를 수치해석상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2.0~3.5 m로 토피고

를 변화시켜 분석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본 해석은 탄소성 해석 모델로서 미세한 변형까지 고려되어 이론식의 

이완영역 모델보다 넓은 영역으로 모델링 되었다. 또한, 하부영역의 이완영역 역시 해석되므로 각 이론식과의 비

교 검토를 하기 위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Table 7. Terzaghi’s loosening loads according to the depth of cover

Depth of cover (m) Loosening loads (kN)

3.5 9

3.0 9

2.5 9

2.0 9

(a) 2.0 m (b) 2.5 m (c) 3.0 m (d) 3.5 m

Fig. 7. FEM analysis result (depth of cover)

본 논문에서 이완영역 검토의 목적은 SEM파일 시공을 위한 천공 시 발생되는 상부지반의 이완하중을 고려한 

최적 지보설계이므로 굴착면 바닥을 기준으로 하부에 발생하는 이완영역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변형발생의 범위

의 선택은 산정된 이론식들의 결과 값에 비추어 보아 10-4 mm 이하의 미소변위를 보이는 구간을 제외한 관경 150 

mm 굴착면적의 0.026%의 발생변위를 범위로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교검토를 위하여 설

정한 이완영역의 범위는 그림 Fig. 8(a)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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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for loosening region (b) Loosening loads graphs

Fig. 8. FEM analysis model and graphs

단면 해석결과는 Table 8과 같다. 토피고 2.0 m일 때는 이완하중이 7.48 kN, 3.5 m일 때는 10.17 kN으로 산정

되었다. 산정 결과는 다른 이론식들과는 다르게 토피에 따른 이완영역 및 이완하중의 차이가 명확하며 특히 토피

고 2.5 m에서 3.0 m로 변화 시 이완하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Fig. 8(b)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수치해석

상 고려되는 인자의 개수가 많으며 입력된 물성치의 반영으로 이론식에 비해 신뢰도 높은 분석이 이뤄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Table 8. FEM analysis loosening loads according to the depth of cover

Depth of cover (m) Loosening loads (kN)

3.5 10.17

3.0   8.86

2.5   7.52

2.0   7.48

3.6 이론식에 대한 고찰

Kommerell 외 3개의 이론식과 유한요소 2차원 단면해석(FEM Analysis)을 수행하여 SEM 파일 압입 시 상부

지반 이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 때 고려된 계수들을 Table 9와 같이 정리하였다. 각 이론식의 특징에 따라 고

려된 인자들이 서로 상이하나 이완하중 산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터널의 폭과 이에 근거한 이완영역의 폭, 지

반의 내부마찰각임을 알 수 있다. 이론식 중 Kommerell이 이완영역 및 이완하중 산정에 있어 가장 많은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Terzaghi의 대심도 터널 이론식에 적용되는 고려 요소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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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mpact factor

Division
Width of 

tunnel
Depth

Width of 

loosening 

loads

Height of 

loosening 

loads

Unit 

weight

Internal 

friction 

angle

Amount of 

Cross-sectional 

subsidence

Strain rate 

of ground

Kommerell ○ ○ ○ ○ ○ ○

Protodyakonov ○ ○ ○

Engesser ○ ○ ○ ○

Terzaghi ○ ○ ○ ○

각 이완영역 모델 및 이완하중 값은 Fig. 9와 같다. Fig. 9(a)는 각 이완 모델들을 중첩시켜 영역을 비교하였고, 

Fig. 9(b)는 그에 대한 이완하중 값을 토피고에 따라 산정하여 수치를 비교하였다. 이완영역 모델의 면적은 FEM, 

Terzaghi, Engesser, Kommerell, Protodykonov순으로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물성치 및 고려인자들

에 대한 수치를 통일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완하중의 값 역시 이에 비례한다.

(a) Each model for relaxation (b) Each loosening loads graphs

Fig. 9. Each model and graphs

Terzaghi와 Protodyakonov는 토피별 이완하중이 모두 동일하게 산정되어 토피고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FEM 해석과 Engesser는 토피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완하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EM 

analysis에 비해 Engesser는 이완하중이 증가하는 범위가 매우 미세하므로 발파파쇄영역에 의한 이완하중을 비

교적 크게 고려한 산정식 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SEM파일 압입 시 발생되는 이완하중에 대한 검토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반대로 유일하게 Kommerell의 이론식은 토피고가 낮아질수록 이완하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는 이완하중의 높이 산정방법 중 변곡점을 적용한 지표침하 산정 값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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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1992)에 의하면 터널 굴착 시 토피고가 작을수록 횡단면 상부지표의 침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이론 모델은 Table 9와 같이 매개변수의 선택과 적용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완영역 및 그래프의 양상

에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지반이완하중을 공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산정된 이완하중 값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Fig. 9(b)와 같이 토피고에 따른 이완하중 산정 시 FEM Analysis

와 Terzaghi의 값이 7.48~10.17 kN으로 확인된 반면, Engesser, Protodyakonov, Kommerell의 값은 0.97~2.345 

kN으로 이완하중의 영역차이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식 중에서 Terzaghi의 이완하중이 비교적 과다

하게 설계되는 것으로 비교되었으나 지반 물성치 및 고려 인자가 다수 반영되는 FEM analysis결과는 Terzaghi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신뢰성 있는 하중 값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터널의 지보설계 시 Terzaghi의 이론식을 적용하나 SEM파일 압입 상황과 유사한 Terzaghi 대심도 터

널 이론식의 경우 고려되는 인자가 비교적 적고 토피별 이완하중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FEM analysis가 SEM

파일 압입 시 발생되는 이완하중 산정 및 상세한 지보설계에 적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강관압입 축소모형실험

4.1 실내 토조실험 계획

강관의 압입과 굴착에 따른 지반이완영역 평가를 위하여 실내 토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제 비개착공법과 유

사한 지반이완을 확인하기 위해 상사율을 적용하여 모사하였으며 토피고/강관(H/D)의 비율을 2, 3, 5로 정하여 

실험하였다. 강관은 알루미늄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지반은 강사기를 이용하여 상대밀도 80%의 표

준사로 조성하였다. 압입하기 위한 강관직경은 정해진 토조 규격(1.5 m × 1.0 m × 0.8 m)에 따라 토피고/관경 비

를 맞추기 위해 Φ = 40~100 mm로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실제 강관압입 시 복합거동을 검토하고

자 하였으며, 종 ․ 횡 방향별 강관 5개씩을 압입함에 따라 침하량과의 상관관계로부터 지반의 이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4.2 횡방향 강관압입

실내 토조 사이즈를 고려하여 횡방향 압입 강관직경은 Φ = 40 mm, 67 mm, 100 mm로 선정하였으며, 토피고/

관경은 H/D = 2, 3, 5로 정리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강관압입 순서를 토대로 실내 실험에 적용하였으며 

각 강관직경과 토피고의 비율을 고려하여 토피고는 200 mm로 조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0과 같이 토피고/강관에 따른 침하량을 수치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와 같이 H/D = 3에서 최

대 침하량은 약 30 mm로, H/D = 2일 때보다 약 62.5% 정도 감소하였고, H/D = 5에서 최대 침하량은 약 10 mm

로, H/D = 2일 때 보다 약 87.5% 정도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토피고에 따른 강

관의 직경이 작을수록 침하량 및 이완영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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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D = 2

(b) H/D = 3

(c) H/D = 5

Fig. 10. Lateral steel pipe jacked

4.3 종방향 강관압입

실내 토조 사이즈를 고려하여 종방향 압입 강관직경은 Φ = 50 mm, 67 mm, 80 mm로 선정하였으며, 토피고/

관경은 횡방향과 같이 저토피고를 기준으로 H/D = 2, 3, 5로 정하였다. 따라서 토피고는 160 mm, 200 mm, 250 

mm로 조성하였으며. 아래 그림 8.1.5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강관압입 순서를 토대로 실내 실험에 적용

하여 계획하였다.

그래프 해석 결과 Fig. 11과 같이 H/D = 3에서 최대 침하량은 약 80 mm로, H/D = 2일 때보다 약 44.8% 정도 감

소하였고, H/D = 5에서 최대 침하량은 약 20 mm로 , H/D = 2일 때 보다 약 86.2% 정도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

었다.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종방향 또한 횡방향과 비슷한 형태로, 토피고와 강관 직경의 비가 커질수록 지반 

침하량 및 이완영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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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D = 2

(b) H/D = 3

(c) H/D = 5

Fig. 11. Longitudinal steel pipe jacked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토피 비개착 공법인 SEM공법 적용 시 굴착면의 붕락을 억제하며 구조물을 압입할 경우 SEM

파일이 부담하는 이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주요 이론식과 경험식의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고려대상으로는 

지보공 설계에 범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Kommerell (1912), Protodyakonov (1968), Engesser (1882), Terzaghi 

(1948)의 이완영역 산정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EM analysis 결과를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제 SEM파일 

압입 및 굴착 시 발생되는 지반이완을 확인하기 위해 강관압입 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토피고/강관(H/D)

에 따른 지표침하 및 지반이완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Kommerell (1912)의 경우, 지반조건에 따른 변형률을 주요 영향인자로 보았으며 터널의 폭과 높이는 고려하

지 않았다. 또한 토피고가 낮아질수록 이완하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이완하중의 산정방법 중 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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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용한 지표침하 산정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Protodyakonov 또한 터널의 폭과 높이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터널굴착 시 생성되는 지반아치가 상재하중을 지

지하고 지반아치의 외측은 자립하고 내측은 상재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Engesser의 경우, 영향인자는 토피(Ht)와는 무관하며 내부마찰각과 지반의 단위중량을 주요 영향인자로 고려

하였다. 

Terzaghi는 터널 굴착 시 작용하는 하중은 주변지반으로 전이되어 터널 측부에서는 토피압보다 크게 작용하고 

터널 천단부에서는 토피압보다 작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영향인자로는 터널의 형상과 토질별 하중과 

내부마찰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완영역의 범위는 Terzaghi가 가장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보았으며 Kommerell, Protodyakonov, Engesser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토피조건을 변화시키면 그 차이는 점차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SEM공법의 탄소성검토를 수행하여 이론식에서 나온 이완영역을 비교하였으나 주요 이론식에 비하여 매우 

크게 발생하며 토피변화에 따른 차이 또한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였다. 

각 모델에 의한 이완영역 및 그래프의 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매개변수의 선택과 적용방법이 각기 달라 

지반의 주요 이론식을 근거로 이완영역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토질조건별, 토피별 실험을 수행하

여 차이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관압입 축소모형실험 결과 토피고/강관(H/D)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침하량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종방향 강관압입 시 횡방향 강관압입 경우보다 지반이완이 쉽게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토피고가 깊어질수록 천단 상부지반에서 지반아치가 형성되어 하중이 주변지반으로 전이됨에 따라 지반

이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공 시 지반 이완영역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향후 

SEM파일 시공에 따른 지반이완영역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밀 현장계측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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