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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round behavior of shield TBM lunching area during xcavation 

오태상† 김배식* 신한철** 김상환***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ground behaviour of shield TBM lunching area during excavation. In 

order to perform this study, a scaled model test was carried out in the 1/45 scale for a field tunnel 

in practice where the tunnel had about 7.8 m diameter at Seoul Metro Line 9 construction site. The 

test to simulate earth pressure balance (EPB) shield TBM tunnelling at the lunching area was 

conducted with the developed small scaled shield TBM machin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during simulation of excavation for total jacking thrust force, ground displacements and pres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simulation results, the stability of ground was verified and evaluated. In 

particular, the suitable reinforcement range and methods are also suggested. In addition, these 

results are useful for engineers and technicians to select suitable and serviceable machine operation 

parameters and reduce environmental influence at all stages of tunne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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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심지 지하철도 건설에 있어 무소음, 무진동의 Shield-TBM공법이 용됨에 따라 안정성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NATM터 에서 갱구부가 구조 으로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Shield터 의 경우 발진부에서 가시설을 뚫고 지반측으로 굴진해 들어가거나 지반에서 도달부

로 나오는 발진․도달과정을 거치면서 막장안정  지반침하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Shield-TBM굴진 에 안 성검토를 하므로서 견치 못한 안 사고  추가 인 비용발생 방지와 

측되는 문제 을 시공 에 악하여 안 시공 책을 수립 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Shield-TBM 모형 장비를 이용하여 지반 입특성에 따른 커터헤드 드라이 시스템

의 제어 방법에 한 연구 (Xing Tong, Gong Guofang and Yang Huayong, 2008), EPB Shield 

TBM 굴착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지반거동  지표침하의 측에 한 연구 (Suchatvee 

Suwansawat, 2002)와 연약지반에서 Shield-TBM 굴진시 발생하는 지반의 응력-변  변화에 한 

연구 (D. Branque, CBoutin & H.V. Doan 2007) 등, TBM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Shield-TBM공법에 한 경험 , 실험  노하우가 축 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효율 이며 안정 인 Shield-TBM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매립지 통과 구간에서

의 쉴드터  설계  시공고찰 (김상환 외, 2001),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703공구 구경 쉴드터  설

계 사례에 한 연구 (김용일 외, 2005), 속터  기계화시공을 한 최  굴착설계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학교 외, 2007), 3차원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한 Shield-TBM 굴착시 막장압에 따른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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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닝의 분석 (조 식, 2008) 등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내에서 Shield-TBM공법에 한 연구는 

실제 장의 사례  수치해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험 인 연구에 해서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한 모형 Shield-TBM을 제작하여 축소모형실험을 통한 실제 장의 안정성 검토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9호선 OO공구 발진부를 상으로 설계조건을 분석하여, 계측기를 매설한 모

형지반을 조성하 으며, 실제 Shield-TBM장비에 축소율을 용하여 제작된 모형 Shield-TBM장비

를 이용한 모형 시뮬 이션을 실시하여, Shield-TBM의 굴진에 따른 지반의 거동에 한 분석과 

Shield-TBM 발진부의 보강범 에 한 정성을 단하 다.

2. 과업구간 황  발진부 보강

  복합지반용 EPB Shield-TBM장비를 이용하여 굴착 정인 지하철9호선 OO공구는 다음 표 1 같이 

총연장이 1,560m인 상․하행 병렬터 로서 이  Shield-TBM구간이 1,134m이다. 터 직경은 7.41m

이며 터 간의 간격은 4.4m이다. 구간내 정거장 2개소와 본선환기구 4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  

발진부에서 굴진을 시작하여 상행선 터 을 시공하고, 반 편 정거장에서 Shield-TBM장비가 회  

한 후 하행선 터 을 굴착하게 설계되었다. 

 

표 1. 공사 개요 

구분 지하철9호선 OO공구

총연장 (m) 1,560

쉴드터  (m) 1,134

정거장 2개소

본선환기구 4개소

공사기간 2009.12 ∼ 2015.12

 

 

(a) 보강그라우  평면도 (b) 보강그라우  횡단면도

(c) 발진부 종단면도 (d) 도달부 종단면도

그림 2. 지하철9호선 OO공구 발진․도달부 보강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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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과업구간인 지하철9호선 OO공구 발진부 지반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지표면을 기 으

로 매립층(1,700mm), 충 층(14,800mm)인 토사층과 풍화암(700mm), 연암인 암반층 순으로 분포하

는 복합지반이며, Shield-TBM터 은 토피고가 17,200mm인 연암구간을 통과한다. 상부지반은 그림 

2과 같이 약액주입공법의 일종인 그라우 공법을 용하여 발진부(14,000×13,000×4,919mm)와 도달

부(14,000×10,000×4,919mm)의 상부지반을 보강하 다. 

3.  발진부 모형시뮬 이션

  TBM공법의 경우 실제장비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이겠지만, 이는 고가의 장비제

작비용과 실험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축소모형실험은 지의 지반물성과 구조

물의 형상 등을 축소율(scale factor)로 환산하여 지의 상태를 재 해 낼 수 있으며, 상사법칙을 

용하여 실제와 근사한 축소장비를 제작하고 굴착지반을 유사하게 모델링하여 실험함으로서 원지

반에 한 굴착시 지반거동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Shield-TBM장비와 굴착

지반에 해 축소율 1/45으로 용하여, 실험장비와 모형지반  보강구간을 제작하 다.

3.1 모형장비

  Shield-TBM 본체의 경우, 다음 그림 3와 같이 실제 TBM 장비에 축소율을 용하여 모형 

Shield-TBM을 제작하 으며, 제작된 축소모형 Shield-TBM의 제원은 다음 표 2와 같이 굴착직경 

175mm, 면 직경 169mm, spoke 4개, 개구율 약 30%, 커터헤드 회 속도 0∼6RPM, 최  토크 

0.07kN-m, 추력 1.50kN으로 제작하 다.

표 2. 실제 Shield-TBM  모형 Shield-TBM의 장비제원

구분 실제 Shield-TBM 축소모형 Shield-TBM

면 직경 (mm) 7,600 169

추 력 (kN) 5,600 1.50

RPM 0 ∼ 3 0 ∼ 6

토크 (kN-m) 1,440 0.07

 

(a) 실제 Shield-TBM (b) 모형 Shield-TBM

그림 3. 차원해석을 통해 제작된 모형 Shield-TBM 

  

  축소모형 Shield-TBM장비를 제작한 후 그 외 각 세부별 장비를 축소 제작하여 그림 4와 같이 

체 인 실험장비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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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형 Shield-TBM 실험장비 경

  장비의 면부터 (a)암반과 토사지반을 함께 굴착할 수 있는 복합지반용 커터헤드와 버럭처리를 

한 스크류 컨베이어  터 굴착에 따른 막장압 변화를 측정하는 Load cell, (b)세그먼트 라이닝, (c)

컨베이어 벨트, 추진력을 얻기 한 Cylinder와 굴진율을 악 할 수 있는 와이어 LVDT, (d)장치제

어를 한 컨트롤박스와 컴퓨터, (e)Data logger, (f)굴착토를 소성유동화 시키기 한 첨가제, (g)주

입량과 주입압을 조 하는 유압장비, (h)모형지반을 조성할 수 있는 토조로 구성하 다.

3.2 발진구간 지반조성

  축소모형실험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해 원지반과 유사한 축소모형지반을 조성하 다. 지

반조성시 Shield-TBM굴진에 따른 지반의 향범 를 감안하여 1260×700×780mm크기의 토조를 제

작하 으며, 지하철9호선 OO공구 발진부 지반은 그림 5의 (a)와 같이 지표면을 기 으로 매립층, 충

층, 풍화암, 연암 순으로 분포하는 복합지반이므로 실험에 사용될 축소지반을 조성하기 하여 토

사층과 암반층을 각각 실내실험을 통해 선정된 실험값을 바탕으로 그림 5의 (b)와 같이 조성하 다.

(a) 지하철 9호선 OO공구 발진부 단면도 (b) 발진부 모형지반조성

그림 5. 발진구간 지반조성

3.2.1 토사지반 지반조성

1) 실험개요

  충 층, 매립층과 같은 토사지반의 경우, 강사를 통한 건조단  량을 원지반 건조단  량에 

맞추어 조성하 으며, 원지반에 합한 건조단 량을 구하기 해 강사폭, 강사 높이에 변화를 주

어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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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원지반의 건조단 량과 실내 강사실험의 건조 단  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 표 3와 같이 

산정되었다

표 3. 원지반과 실내강사실험 실험값 결과

구분 매립층 충 층

건조 단  량()
원지반 () 13.6 14.4

실내시험 () 13.5 14.4

선정
강사 체 (mm) 4(5번 체) 4(5번 체)

강사 높이 (mm) 100 300

  매립층의 경우 강사구 폭 4mm, 강사높이 10cm에서 강사하 을때, 건조 단  량이 13.5

으로 원지반 건조단 량 13.6와 가장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충 층의 경우 강사구 폭 4mm, 

강사높이 30cm에서 강사하 을때, 건조 단  량이 14.4로 원지반 건조단 량 14.4

로 그 값이 같게 측정되었다.

3.2.2 암반지반 지반조성

1) 실험개요

  풍화암  연암과 같은 암반지반의 경우, 다짐에 의해 지반을 조성하 으며, 높이 10cm, 면  

19.625의 몰드 이스에 모래, 석고, 물의 배합비에 변화를 주어 혼합한 후 각 Case별 3가지의 다

짐에 지를 산정하 다. 각 Case별 다짐함으로서 변화하는 몰드의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한 후, 원지반 

설계정수의 1/45의 축소값과 비교분석하여 축소모형지반에 사용될 각 지층의 강도를 결정하 다. 

2) 실내 다짐실험 결과

  실내실험을 통한 다짐에 지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실험값과 원지반 설계지반정수를 1/45로 축소

한 일축압축강도값을 비교 분석하여, 표 4와 같이 각 암반층에 한 유사한 실험값을 선정하 다. 

표 4. 원지반 설계지반정수에 따른 실험지반정수 선정(일축압축강도)

구분 단 풍화암 연암 보통암

원지반 설계 지반정수 kPa 1400 49500 65700

31 1100 14601/45 축소시 지반정수 kPa

축

소

모

형

실

험

실험지반정수 kPa 33.42 1042.74 1376.16

배

합

비

모래량 g(%) 1200 (83%) 1200 (76%) 1200 (67%)

석고량 g(%) 60 (4%) 180 (12%) 360 (21%)

함수비 g(%) 189 (13%) 207 (13%) 234 (13%)

다짐횟수 횟수 1 1 1

0.05 0.05 0.05다짐에 지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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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보강구간  계측기 설치

  지하철9호선 OO공구의 가시설을 1/45로 축소하여 설치하고 보강구간 한 축소율 1/45을 원지반 

발진부의 보강구간(14000×13000×4900mm)과 도달부의 보강구간(14000×10000×4900mm)에 용하여 축

소모형지반 발진부의 보강구간(311×288×108mm)과 도달부 보강구간(311×222×108mm)을 조성한 후, 다음 

그림 6과 같이 모형지반을 조성하 다. Shield- TBM굴진으로 인한 지반의 거동을 측정하기 하여 

다음 그림 5와 표 5와 같이 계측기를 매설하여 지반의 거동을 분석하 다.

(a) 토조 체 (b) 토조 측면 (c) 토조 평면

그림 6. 모형지반에 설치된 계측기 치

표 5. 실험시 사용된 계측기 종류

계측기기 계측항목 측정개소 측정번호

압력계
Shield-TBM 막장압 측정 1개소 1

지 응력 측정 5개소 3∼7

변 계

Shield-TBM 굴진거리 측정 1개소 2

지반 횡방향 변형률 측정 6개소 8, 10, 12, 14, 16, 18

지반 종방향 변형률 측정 6개소 9, 11, 13, 15, 17, 19

  계측기 설치는 축소모형 Shield-TBM의 경우, 실린더와 메인드라이  연결부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Shield-TBM에 변 계를 설치하여 각각 굴진거리와 면 과 막장사이의 압력을 악하 다.  

Shield-TBM의 굴진에 따른 터  상부 보강구간의 응력 변화를 측정하기 해 굴진거리(0.5D, 1.5D, 

2D)에 따라 압력계를 설치하 으며, 한 굴진시 가시설에 한 응력을 측정하기 해 터  상부 1D 

높이의 벽채에 설치하 다. 마지막으로 병열터 간 향성을 검토하기 해 굴진거리 1D의 터  이격

거리 심에 설치하 다. 변 계의 경우, 각 치마다 횡방향  종방향의 변 를 측정하 으며, 설치

치는 보강구간의 변 를 측정하기 해 보강구간 상부에 0D, 1.5D, 2D간격으로 설치하 다. 한 

터  지면의 변 를 분석하기 해 터  상부로부터 2D높이에 1.5D, 2D간격으로 설치하 으며, 마지

막으로 병열터 간 향성을 검토하기 해 굴진거리 1.5D의 병렬터  이격거리 심에 설치하 다.

3.3 모형 시뮬 이션 실험 결과

  축소모형 Shield-TBM을 통한 모형 시뮬 이션 실험을 바탕으로 굴착에 따른 응력  변형률의 

변화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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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굴진거리에 따른 막장압  굴진시간 계측결과

(a) 굴진거리에 따른 막장압 변화 양상

(b) 굴진거리에 따른 굴착시간 변화 양상

그림 7. 굴진 거리에 따른 막장압의 변화 양상

  그림 7은 굴진거리에 따른 막장압  굴진시간을 분석한 그래 로 축소모형 Shield-TBM에 설치된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막장압을 측정하 다. 막장압의 경우, 보강구간인 200mm지 까지는 막장압의 

변화가 미미하 으나, 일반구간에 근 함에 따라 막장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보강구간과 일

반구간으로의 변화구간에서 최  막장압이 발생하 다. 굴진시간의 경우, 보강구간에서는 빠른 굴진

률을 보 으나, 막장압을 분석한 그래 와 동일하게 보강구간인 200mm지 에서 굴진시간이 일정하

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한 막장압과 굴진시간을 비교하여 분석하 을 경우, 보강구간 범 안

에서는 막장압의 큰 변화없이 빠른 굴진률을 보 으나, 일반구간으로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막장압이 

증가함과 동시에 굴진시간 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강구간 범 안에서는 터

굴착으로 인한 주변지반의 거동을 보강구간이 일정부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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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굴착에 따른 지 응력 계측 결과

그림 8. 굴착에 따른 지 응력변화 양상

  그림 8은 터  굴착에 따른 지 응력변화 양상을 분석한 그래 로 가시설  지반에 장착된 압력계의 

거동을 굴진거리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보강구간 하부(P-5)센서의 경우, 굴진거리 0.5D의 터  상부에 

설치한 계측기로서 그래 와 같이 보강구간인 200mm인 지 에서 토압이 증가하여 일반구간 시작지 인 

300mm에서 최  토압이 발생하 으나, 서서히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강구간 하부에 설치된 (P-6)

센서의 경우, 보강구간 범 안에서는 지 응력의 변화가 없었으나, 일반구간을 굴착함에 따라 지 응력이 

증가한 후, 다시 수렴되는 경향을 보 다. 일반구간 터 상부 설치된(P-7) 센서의 경우, 굴착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 응력이 증가하여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터  벽체(P-3)와 가시설(P-4)센서의 경우, 토압의 변

화가 미미하 으며, 터  굴착에 따른 주변지반에 한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3.3.2 굴착에 따른 가시설  터 주변지반 변형률 측정 결과

(a) 횡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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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방향 변

그림 9. 굴착에 따른 가시설  터  벽체 변 발생 황(종∙횡방향)

  

  그림 9는 터  굴착에 따른 가시설  터  벽체의 변형률을 나타나는 그래 로 각 굴진거리에 따른 

변형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굴진거리 1.5D의 병렬터  이격거리 심에 설치된(S-8, S-9)센서의 경우, 

Shield-TBM 굴진으로 인한 병렬터 간의 향을 단하기 해 터 벽체의 변형율을 측정하 다., 그 결

과, 보강구간 범 안에서는 미소한 변형률의 변화를 보 으나, 일반구간 굴진시작지 인 300mm지 에서 

변형률이 상승한 후, 다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터  상부 0.5D높이의 가시설에 부착된 센서(S-10, 

S-11)의 경우, 터 굴착이 가시설에 미치는 향을 단하기 해 변형률을 측정하 으며 체 으로 일정

범 안의 미소한 변형률을 보 다. 이는 보강구간이 터 굴착으로 인한 가시설에 미치는 주변지반의 거동

을 방지하고 일반구간에서는 터 굴착으로 인한 주변지반의 거동의 향범 를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단

된다. 

(a) 횡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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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방향 변

그림 10. 굴착에 따른 터  상부 변 발생 황(종∙횡방향)

  

  그림 10은 터  굴착에 따른 보강구간  일반구간 터 상부 지반변형률을 나타낸 그래 로 각 굴진

거리에 따른 변형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보강구간인 굴진거리 1.5D의 터  0.5D상부지반에 설치된 센서

(S-11, S-12)의 경우, 일정범 안의 미소한 변형률을 보 으며, 보강구간이 터 굴착으로 인한 주변지반

의 거동을 방지하여 측정값이 미미하게 측정되었다고 단된다. 일반구간인 굴진거리 2D의 터  0.5D상

부지반에 설치된 센서(S-14, S-15)의 경우, 보강구간 범 안에서는 일정 변형률의 증가를 보인 후, 일반

구간의 굴착시작지 인 굴진거리 300mm지 에서 변형률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그 후 다시 수렴되

는 경향을 보 다. 

(a) 횡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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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방향 변

그림 11. 굴착에 따른 충 층 상부 변 발생 황(종∙횡방향)

  그림 11은 터  굴착에 따른 충 층 상부 변 발생 황을 나타나는 그래 로 각 굴진거리에 따른 지

반 변형률을 분석한 결과, 보강구간인 굴진거리 1.5D의 충 층 상부지반에 설치된 센서(S-16, S-17)의 

경우, 굴진 기에 미소하게 변형률이 증가하 으나, 차 수렴되는 경향을 보 다. 일반구간인 굴진거리 

2D의 충 층 상부에 설치된 센서(S-18, S-19)의 경우, 미소범 안에서 변형률의 변화가 있었으나, 보강

구간에 설치된 센서와 동일하게 일반구간 한 터 굴착으로 인한 충 층 상부지반의 향은 미미하다

고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Shield-TBM과 지하철9호선 OO공구 발진부를 상으로 축소율을 용하여 모형

실험장비를 설계ㆍ제작한 후, Shield-TBM 발진부의 보강범 에 한 정성을 단하기 한 기본 인 

모형실험연구을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형 시뮬 이션을 통한 분석결과, Shield-TBM 발진부 굴진시 발생하는 토압  변 의 거동이 일

부지 에서 상승하 으나, 체 으로 보강구간을 지나는 시 부터 수렴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를 바

탕으로 본 과업구간의 보강범 가 정하다고 단되어 진다.  

(2) 발진부 보강범 설계시 모형 시뮬 이션을 통해 측정된 응력  변 의 수렴구간을 검토하여 보강

범 에 산정에 용한다면 안정성  경제 인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3) Shield-TBM 발진부의 보강범 에 한 정성 검토 이외에도 압입깊이, 순굴착 속도, 디스크커터 소

모량 등을 분석한다면 실제 터 장에서 Shield-TBM의 실질 인 굴착성능을 악할 수 있다고 단되어

진다.

(4) Shield 터  시공시, 거동분석  다양한 조건 변화에 따른 경제 인 설계와 시공시 문제 을 사

에 검토하므로서 경제 이며 안정 인 시공이 가능하다고 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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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모형 Shield-TBM실험장비를 설계ㆍ제작하여 실제 Shield-TBM 굴착시 발생하는 지반의 거동을 

측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Shield-TBM 터 공사에 용함으로서 환경 인 향을 이고, 

Shield TBM장비의 Operation Parameter의 한 선정 등, Shield-TBM 기술발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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