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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unnel excavation by TBMs, a cutterhead, which practically excavates the ground, 

is an important part directly affecting net penetration rate. Most of the researches on 

the cutterhead design that have been carried out until now are on the cutter arrangement. 

It is difficult to find a study for the effect of the scraper installation direction on TBM 

excavation although same cutterheads except for direction of the scraper are used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shows how the direction of scraper installation affects 

shield-TBM excavation. Discrete element method was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craper installation direction on shield-TBM excavation. When the scraper installation 

direction was outward, the amount of particles per unit time flowed into the cutter head 

opening was smaller than when the scraper installation direction was inward, and more 

loads were applied to the cutt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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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TBM 터널굴착에서 실질적으로 지반을 굴착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 커터헤드는 TBM 순굴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현장조건과 TBM에 적합한 커터헤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수행되어온 커터

헤드 설계에 관한 연구는 커터배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동일한 조건에 스크래퍼 설치 방향만 다른 커터

헤드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TBM 굴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크래퍼 설치방향이 쉴드 TBM 굴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나타내었고 개별요소법을 

이용하여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쉴드 TBM 굴진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바깥쪽으로 되어있

는 경우,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안쪽인 경우보다 커터헤드 개구부로 유입되는 단위시간당 입자의 양이 적으며 커터헤드

에 더 많은 부하가 작용하였다.

주요어:TBM, 커터헤드, 스크래퍼, 토사, 굴착

1. 서 론

터널굴착시 현장에서의 막장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성과 작업자들의 안전확보에 유리한 쉴드 TBM 

(shield tunnel boring machine)은 소음 및 진동 등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도심지 터널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Yoo and Jeon, 2012; Woo and Yoo, 2015; Oh et al., 2018). 쉴드 TBM은 이수식(Slurry pressure balance)

과 토압식(Earth pressure balance, EPB)으로 나누어진다.

EPB-TBM은 챔버 내 굴착된 토사에 첨가제를 주입하여 굴착된 토사를 적정 소성유동상태로 만들어 막장압에 

대응하며 장비 내 지하수 유입을 막으면서 굴착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며,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버력을 반출

한다. EPB-TBM은 토사지반뿐만 아니라 암반지반에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복합 지반에 대응

이 가능하며 지상설비가 이수식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SPB-TBM은 챔버 내 이수의 압력으로 막장압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며, 파이프를 통해 이수와 섞인 버력을 

반출한다. 이에 따라 이수와 섞인 버력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입자가 큰 물질을 걸러주는 시스템 및 이수로 인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수플랜트 설비를 지상에 갖추어야 하는 등 EPB-TBM에 비해 버력반

출 공정이 복잡하고 초기비용이 더 투입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SPB-TBM의 경우 파이프를 통해 버력이 배출되는데 EPB-TBM 스크류 컨베이어의 직경보다 SPB-TBM 

버력배출 파이프 직경이 작기 때문에 암반칩 크기에 제약이 있다. EPB-TBM과 SPB-TBM은 암반칩배출과 막장

압에 대응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챔버 내로 반입되는 암반칩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게 커터헤드가 디자인 되어 

연약한 풍화암의 경우 TBM 굴진 조건에 따라 커터헤드에 의해 갈려서 챔버 내로 반입되기도 한다. 굴착에 의해 

파쇄된 토사 및 암반칩 등이 챔버 내로 잘 들어오지 못하면 커터헤드와 막장사이에서 커터헤드에 의해 갈림 현상

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커터헤드 및 커터의 마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막장압에 전달되는 추력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커터에 전달하고자 하는 힘을 작용시키기 위해 더 높은 추력을 가해야 하는 등 TBM부하를 증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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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쉴드 TBM 커터헤드에 스크래퍼라는 비트를 장착한다. 스크래퍼는 커터

보다 덜 돌출되게 하여 커터가 파쇄한 매질을 스크래퍼가 긁어서 챔버 내로 보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Jakobsen 

and Lohne, 2013). 스크래퍼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래퍼의 설치 방식이 굴진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터널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커터헤드에 스크래퍼 설치 방향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달리 하였을 

때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쉴드 TBM 굴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개별요소법(DEM)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

하여 분석하였다.

2. 커터헤드 조건

첫 번째 커터헤드 A는 대한민국 경기도 ○○현장에 사용된 커터헤드이며 두 번째 커터헤드 B는 대한민국 전라

도 ○○ 현장에 사용된 커터헤드이다(Fig. 1). 두 커터헤드의 크기는 같고 스크래퍼 설치 방향을 제외하고 같은 소

재와 같은 커터를 장착하고 있다(Table 1). 스크래퍼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설치할 경우, 개구부 가운데에 설치하

기 위해 추가적인 부재가 들어감에 따라 전체 개구율이 스크래퍼가 안쪽을 향하도록 설치할 때보다 17%에서 약 

15%로 약 2%정도 감소하였다.

(a) Cutterhead A where scrapers installed inward (b) Cutterhead B where scrapers installed outward

Fig. 1. Cutterhead designs used in the tunnel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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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tterheads information

Cutterhead A Cutterhead B

Diameter of cutterhead 3.54 m

Material Steel (S355J2)

Diameter of disc cutter 17”

Disc cutter position Same

Scraper installation direction Inward Outward

Opening ratio 17% About 15%

3. 스크래퍼 설치방향의 영향

3.1 스크래퍼 설치방향에 따른 챔버 내 버력반입량

플레이트 타입의 커터헤드에서 파쇄된 암반칩 또는 자갈 등이 스크래퍼에 의해 챔버 내로 쓸어 담길 때, 스크래

퍼가 안쪽을 향하게 설치 되어 있는 경우, 스크래퍼가 설치되어있는 개구부의 폭이 좁을수록 반대쪽 스크래퍼가 

받아주는 역할의 비중이 커지면서 스크래퍼가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된 경우보다 파쇄된 버력이 챔버 내로 상대

적으로 잘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개구부 크기에서 스크래퍼가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 되어 있는 경우, 

개구부 입구 폭이 좁아져 버력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지게 되어 챔버 내로 들어가는 단위 시간당 버

력의 양이 스크래퍼가 안쪽을 향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보다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3.2 스크래퍼 설치방향에 따른 챔버 내 반입 버력크기

스크래퍼가 안쪽을 향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스크래퍼 사이로 들어가는 개구부의 폭이 스크래퍼가 바깥

쪽을 향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다 크기 때문에 챔버 내로 반입되는 버력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크래퍼

가 설치되어 있는 커터헤드의 개구부의 폭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챔버 내로 반입되는 버력의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개구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유입되는 전체 버력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터

헤드 다른 부분에 개구부를 추가로 제작해야 한다. 반대로 스크래퍼가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크

래퍼가 안쪽을 향하고 있을 때 보다 개구부의 폭이 좁아지게 되어 챔버 내로 반입 되는 버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스크래퍼가 안쪽을 향하고 있을 때보다 작아지게 되며 전체 커터헤드 개구율도 기존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개구율을 기존 설계 개구율에 가깝게 유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챔버 내로 반입되는 버력의 크기만을 고려하

였을 때, SPB-TBM과 같이 버력 배출관의 직경 등에 의해 버력크기 제한이 비교적 높은 쉴드 TBM에는 스크래퍼

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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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크래퍼 설치방향에 따른 장비 손상

스크래퍼가 안쪽으로 향하게 설치된 경우, 스크래퍼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설치된 경우보다 개구부 폭이 크기 

때문에 커터헤드에 의해 버력이 더 작게 부숴지는데 소비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스크

래퍼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설치된 경우 개구부의 폭이 좁아져 커터헤드에 의해 버력이 더 작게 부숴지는데 에너

지소모가 발생하게 되며 커터헤드가 받는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스크래퍼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설치

된 경우가 스크래퍼가 안쪽으로 설치된 경우 보다 굴진 시 파쇄된 버력을 더 잘게 부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

너지를 소모하며 커터헤드의 마모속도가 더 증가하여 결국 커터헤드가 받는 부하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사례를 보면 화강암질 편마암지역에서 두 번째 커터 교체시기부터 스크래퍼가 함께 교체되었고 교체주기

당 1개 또는 2개의 스크래퍼가 교체되었으며 많은 경우는 3개가 교체되었다(Wang et al., 2015). 따라서 스크래

퍼가 바깥쪽으로 설치되었을 때, 암반에서의 굴착 시 마모로 인해 커터교체 주기당 최대 3개 이상의 스크래퍼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토사에 섞인 호박돌과 자갈에 의해 스크래퍼의 마모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Köppl et al., 2015) 스크래퍼를 바깥쪽 방향으로 설치하여 개구부 폭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큰 크기로 파쇄된 버력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커터와 커터헤드의 마모가 일어날 수 있으며, 커터의 교

체주기 또한 약 1/3로 짧아지게 된다(Li et al., 2017).

따라서 굴착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파쇄된 버력의 재 파쇄가 힘든 극경암지반에서는 1차적으로 파쇄된 버력의 

크기를 수용 가능한 커터헤드와 버력 배출시스템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스크래퍼 설치 방향은 

안쪽으로 개구부 폭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4. 개별요소법을 이용한 스크래퍼 설치방향의 영향 검증

앞서 제시한 TBM굴진시 스크래퍼의 설치 방향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개별요소법(Discrete element 

method, DEM)을 이용하여 스크래퍼의 설치 방향에 따른 챔버 내로 들어가는 입자의 수를 통해 스크래퍼 설치 방

향에 따른 상대적인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4.1 토사지반 모델링

스크래퍼의 설치 방향에 따른 챔버 내로의 입자 반입을 상대적으로 비교 검증하기위하여 경향성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해석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단일 구형의 입자로 수압조건이 없는 토사지반을 모델링 하였다

(Lee et al., 2017). 입자간의 접촉방식은 탄성조건에서의 비점착력 모델인 Hertz-Mindlin (no slip)을 사용하였다. 

Hertz-Mindlin 모델은 Hertz가 제안한 탄성조건에서의 두 입자간의 동일선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력과 이에 대

한 변위를 나타내는 모델(Hertz, 1882)에서 Mindlin과 Deresiewicz가 추가적으로 입자간의 접선방향으로의 힘

과 변위에 대한 모델(Mindlin and Deresiewicz, 1953)을 추가 함으로써 여러 연구자들을 거쳐 아래와 같이 나타

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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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n은 입자간의 수직력을 나타내며, E*는 Equivalent Young’s modulus, νi는 i번째 입자의 Poisson’s ratio, 

Ei는 i번째 입자의 Young’s modulus, R*은 두 접촉 입자간의 Equivalent radius, Ri는 i번째 입자의 반지름, δn은 

두 입자간의 겹쳐진 부분의 수직길이를 의미한다. 수직방향에서의 Hertz-Mindlin 접촉 모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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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t는 두 입자간의 전단력이며, G*는 Equivalent tangential modulus, δt은 두 입자간의 겹쳐진 전단방향

의 길이를 의미한다. 토사입자는 구형태로 크기는 스크래퍼와 스크래퍼 사이의 가장 작은 개구부 폭으로 입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50 mm로 설정하였고 커터에 의해 이미 파쇄된 토사에 대해서 스크래퍼에 의해 커터헤

드 뒤쪽으로 반입되는 입자 수와 입자가 커터헤드에 끼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모래의 물성치를 기준으로 입자의 

물성치를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Das, 1997; Asaf et al., 2007; Ucgul et al., 2014). 토사지반의 규모는 굴착 

주변의 영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커터헤드로부터 상하좌우 커터헤드 직경의 1/4만큼 여유를 두고 커터헤드의 

길이를 고려하여 5.31 m × 5.31 m × 1.2 m 로 설정되었다. 토사지반을 구현하는데 소요된 총 입자 수는 239,957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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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 and interaction properties

Parameters Value Reference

Density of sand particle 2,600 kg/m3 Das (1997)

Shear modulus of sand 4.3*104 MPa Asaf et al. (2007)

Poisson’s ratio of sand 0.3 Asaf et al. (2007)

Density of steel 7,850 kg/m3 Measured

Young’s modulus of steel 200 GPa Measured

Poisson’s ratio of steel 0.3 Measured

Coefficient of restitution of sand to sand 0.6 Das (1997)

Coefficient of restitution of sand to steel 0.6 Das (1997)

Coefficient of friction of sand to sand 0.52 Ucgul et al. (2014)

Coefficient of friction of sand to steel 0.5 Ucgul et al. (2014)

Coefficient of rolling friction of sand to sand 0.2 Ucgul et al. (2014)

Coefficient of rolling friction of sand to steel 0.05 Ucgul et al. (2014)

4.2 수치해석 조건 및 절차

스크래퍼의 설치 방향에 대한 영향력을 보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3.54 m급 커터헤드의 크기에 스크래

퍼와 개구부로만 지오메트리를 단순화하였다(Fig. 2). 커터헤드의 개구부와 스크래퍼는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회전방향에 대한 차이는 없다. 커터헤드의 밀도와 Poisson’s ratio는 각각 실제 제작된 수치인 7,850 kg/m3와 

0.3으로 설정하였다. 커터헤드가 토사지반에 0.7 m 들어가 있는 상태(Fig. 3)에서 자갈지반에서 Amoun et al. 

(2017)의 연구에 따른 평균굴진속도인 2.34 m/h로 일정하게 굴진하도록 하였다. 토사지반을 모사할 때 커터헤드

안으로 입자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커터 안에 입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설정한 후 커터헤드 굴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커터헤드 안으로 입자가 들어오게 하였다. 커터헤드의 회전 속도는 4 rpm으로 1 회전 시 15초가 소요되

었다. 커터헤드 굴진 시 스크래퍼가 안쪽으로 설치되었을 때와 바깥쪽으로 설치되었을 때의 1회전 시 개구부로 

들어가는 입자의 수에 따른 부피와 커터헤드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a) Cutterhead where scrapers installed inside (b) Cutterhead where scrapers installed outside

Fig. 2. Cutterhead geome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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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tterhead start position and 3D ground model

4.3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개구부를 통해 커터헤드 뒤쪽으로 들어오는 입자의 양은 스크래퍼의 설치 방향이 안쪽으로 되어있는 경우, 약 

1.6 m3로 스크래퍼의 설치 방향이 바깥쪽으로 되어있는 경우의 약 3배로 나왔다(Fig. 4(a)). 개구부를 통해 커터

헤드 뒤쪽으로 들어오는 시간당 입자의 양은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안쪽으로 되어있는 경우, 약 0.1 m3/s로 나왔

으며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바깥쪽으로 되어있는 경우, 약 0.03 m3/s가 나왔다(Fig. 4(b)).

(a) Amount of inflow particles (b) Inflow particle rate during 1 rotation of cutterhead

Fig. 4. Inflow particles into the cutterhead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바깥쪽으로 되어있는 경우,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안쪽으로 되어있는 경우보다 스크래

퍼와 개구부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구부로 들어오는 입자의 수가 적으며 개구부로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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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입자는 결국에 커터헤드 앞에서 커터헤드와 스크래퍼에 저항하며 더 큰 압력을 가한다(Fig. 5).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안쪽인 경우, 커터헤드의 주 면판과 스크래퍼가 받는 압력은 시간에 따라 다소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바깥쪽인 경우,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안쪽인 경우에 받는 압력의 3배가 되는 압력

이 커터헤드 주 면판과 스크래퍼에 가해진 후 커터헤드가 반바퀴를 지나서 약 216°만큼 회전한 9초 이후 어느정

도 커터헤드 주 면판과 스크래퍼에 가해지는 압력이 안정화되었다(Fig. 5).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바깥쪽으로 되

어있는 경우, 커터헤드 주 면판과 스크래퍼에 가해지는 압력은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안쪽으로 되어있는 경우보

다 대략 2배 이상 크게 나왔다.

(a) Cutterhead base plate pressure (b) Scraper pressure during 1 rotation of cutterhead

Fig. 5. Pressure on the cutterhead base plate and the scraper

5. 결 론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쉴드 TBM 굴진에 끼치는 영향을 개별요소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커터헤드 전체 개구율

은 약 2% 차이가 나지만 개구부를 통해 커터헤드 뒤쪽으로 들어오는 시간당 입자의 양은 스크래퍼 설치방향이 바

깥쪽인 경우,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안쪽인 경우의 약 1/3이며 커터헤드 주 면판과 스크래퍼가 받는 압력 또한 스크

래퍼 설치 방향이 바깥쪽인 경우, 스크래퍼 설치 방향이 안쪽인 경우보다 약 2배 이상 크게 나왔다. 즉, 스크래퍼

를 바깥쪽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구부를 통해 들어오는 단위 시간당 입자의 양을 감소시키며 커터헤드가 받

는 부하를 가중시킨다. 따라서 SPB-TBM과 같이 버력 배출관의 직경에 따른 버력크기의 제한을 받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스크래퍼 설치 방향을 안쪽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인 굴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해석시간을 고려하여 토사지반(사질성 지반)을 모사하는데 있어서 입자의 크기가 실제

와는 다르나 경향성을 통하여 스크래퍼 설치방향에 따른 굴착효율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Gi-Jun LeeㆍHuntae KimㆍTae-Hyuk KwonㆍGye-Chun ChoㆍShin-Hyun Kang

698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5년 건설기술연구사업의 ‘도심지 소단면(Φ 3.5 m급) 터

널식 공동구 설계 및 시공 핵심기술 개발(15SCIP-B105148-01)’ 연구단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지원에 감

사드립니다.

References

1. Amoun, S., Sharifzadeh, M., Shahriar, K., Rostami, J., Azali, S.T. (2017), “Evaluation of tool wear in 

EPB tunneling of Tehran Metro, Line 7 Expansio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 61, pp. 233-246.

2. Asaf, Z., Rubinstein, D., Shmulevich, I. (2007), “Determination of discrete element model parameters 

required for soil tillage”, Soil and Tillage Research, Vol. 92, No. 1-2, pp. 227-242.

3. Das, B.M. (1997). Advanced soil mechanics, Taylor & Francis.

4. Hertz, H. (1882), “Über die Berührung fester elastischer Körper”, Journal für die reine und angewandte 

Mathematik, Vol. 92, pp. 156-171.

5. Jakobsen, P.D., Lohne, J. (2013), “Challenges of methods and approaches for estimating soil abrasivity in 

soft ground TBM tunneling”, Wear, Vol. 308, No. 1-2, pp. 166-173.

6. Köppl, F., Thuro, K., Thewes, M. (2015), “Suggestion of an empirical prognosis model for cutting tool 

wear of Hydroshield TBM”,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 49, pp. 287-294.

7. Lee, C., Chang, S.H., Choi, S.W., Park, B., Kang, T.H., Sim, J.K. (2017), “Numerical study of face 

plate-type EPB shield TBM by discrete element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Geosynthetics Society, 

Vol. 16, No. 4, pp. 163-176.

8. Li, X., Yuan, D., Huang, Q. (2017), “Cutterhead and cutting tools configurations in coarse grain soils”, 

The Open Construction and Building Technology Journal, Vol. 11, No. 1, pp. 182-199.

9. Mindlin, R.D., Deresiewicz, H. (1953), “Elastic spheres in contact under varying oblique forces”, Journal 

of Applied Mechanics, Vol. 20, pp. 327-344.

10. Oh, R.O., Park, S.K., Sung, S.K., Lee, J.Y., Kim, H.H. (2018), “Flexural performance evaluation of fiber 

reinforced segments with GFRP plate”,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20, No. 5, pp. 839-854.

11. Ucgul, M., Fielke, J.M., Saunders, C. (2014), “Three-dimensional discrete element modelling of tillage: 

Determination of a suitable contact model and parameters for a cohesionless soil”, Biosystems Engineering, 

Vol. 121, pp. 105-117.

12. Wang, L., Kang, Y., Zhao, X., Zhang, Q. (2015), “Disc cutter wear prediction for a hard rock TBM 

cutterhead based on energy analysis”,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 50, pp. 324-333.

13. Woo, S.J., Yoo, C.S. (2015), “A study on the member forces of segmental linings considering key segment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7, No. 3, pp. 363-382.

14. Yoo, C.S., Jeon, H.M. (2012), “A comparative study on methods for shield tunnel segment lining sectional 

force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4, No. 3, pp. 159-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