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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hield TBM technology in soft ground tunnelling. In order to perform this study, a scale 

model test was carried out using the developed small scaled shield TBM machine. The various instrumentations were 

conducted during the simulation of tunnelling. In addition, the ground behavior due to the shield TBM operation parameters 

was measured during the simulation.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the stability of the ground was evaluated and the 

fundamental shield TBM tunnelling technique in the soft ground was suggested. In conclusion, design’s reliability through 

laboratory small scale model test about Shield-TBM section was obtained, and both the improvement plan for safety during 

construction and the construction plan for securing airport runway’s safety during tunnel passing by Shield-TBM propulsion 

were suggested.

Keywords: Scaled model test, Soft ground, Shield TBM tunnelling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연약지반에 건설되는 Shield TBM 터널의 시공기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Shield TBM 

장비를 축소･제작하여 축소모형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쉴드터널 굴착을 모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비들이 적용되었다. 또한 축소모형 

시험 중 Shield TBM 장비로 인해 발생되는 지반의 거동을 계측하였으며, 지반의 안정성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쉴드터널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Shield-TBM 구간에 대한 실내축소모형시험

을 통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공 시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 등과 특히, Shield TBM 추진시 쉴드터널이 통과하는 공항 

활주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축소모형시험, 연약지반, 쉴드 TBM 터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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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00공항 3단계 사업은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진

행중인 사업으로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항공 운송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주변 경쟁공항의 

추진전략, 시설필요 시기 검토 등의 다양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항철도의 고속화 

및 고속철도 운영으로 00국제공항 위상제고 및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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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00 international airport second passenger terminal 

connecting railways route condition

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 공항철도 활성화를 위한 공항

철도 연계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2012년 이후 T1역에 

KTX운행이 예정됨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의 직결운

행 및 지방 공항이용객의 공항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00공항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T2) 운영시 기존여객터

미널(T1)과 동일한 수준의 철도교통서비스 제공 및 

제2여객터미널까지 소요시간 단축으로 여객편의성 

제고와 제2여객터미널에 KTX 및 공항철도 동시운행 

철도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제1여객터미널 수요분산 

효과 등을 위하여 00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

도를 계획하였으며, 계획노선 중 공항활주로 하부 통

과구간은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였다(Fig. 1).

최근 국내에서는 굴착기술의 경우 터널이 장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공사공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으

므로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기계화 시공

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Kim et al., 2012). 

그러나 TBM 공법의 경우 실제 장비로 인한 실험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장소의 제약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 TBM과 원지반

을 차원해석하여 축소한 축소모형실험은 실제 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및 굴착성능을 모사하므로

써 합리적인 공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를 비롯한 국외에서도 TBM과 원지반을 차원해석하

여 실험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Kim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한 

00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공사 중 00공구

를 바탕으로 TBM 장비 및 지반을 스케일에 맞추어 

축소·제작하여 실제와 근접한 지반상태를 이상적으로 

모델링하여 다양한 조건변화에 따른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시 문제점 예측 및 시공중 파괴 메카니즘을 확인

하고 정량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시공전 또는 시공 

중 안전 시공에 대하여 축소모형을 실시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쉴드터널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Shield-TBM 

구간에 대한 실내축소모형시험을 통하여 설계의 신뢰

성을 확보하고 시공 시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며, 특히 Shield TBM 추진시 쉴드터널이 통과

하는 공항 활주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축소 모형장비의 제작과 시험을 통하여 

터널 굴착시 지표침하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지표침

하의 주요 영향인자인 Gap Parameter, 터널의 굴진속

도, 병설터널의 굴착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또한 Shield TBM 장비에 대한 굴진속도와 효율

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지반 현황

00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역은 선캠브리아기 경기편

마암복합체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쥬라기 대보관입암류

로 구성되었다. 육상부는 매립지와 제4기 충적층이 부정

합으로 피복하고 있으며, 영종도는 편암류가 기반암으

로 분포하고 있다. 노선 주변은 화강암이 기반암으로 

분포하며 화강암은 석영, 흑운모, 장석류 등의 광물로 

구성되었고, 중립 내지 조립질 크기로 나타난다. 다음 

Fig. 2는 대상지반에 대한 지층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3활주로 구간에 대한 지층과 Shield TBM

공사를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Fig. 4는 대상지반 

및 공사현황에 대한 1/48 축소 지반조성모델의 단면도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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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logical longitudinal profile

Fig. 3. Cross section of third runway Fig. 4. Cross section of 1/48 scale down 

ground composition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oft clay

Unit weight 

(kg/m
3
)

Water content

(%)

Initial void 

ratio

(e0)

Undrained 

shear strength

(kPa)

Pre 

consolidation 

pressure

(kPa)

Over 

consolidation 

ratio

(OCR)

Compression 

index

(Cc)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cm
2
/sec)

Coefficient of

permeability

(cm/sec)

18.0 35.0 0.970 26.0 120.0 2.7 0.270 0.0049 1.6E-07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ground

Division
Unit weight 

(kg/m
3
)

Cohesion, c

(kPa)

Friction angle, 

(deg.)

Young’s 

modulus, E

(MPa)

Poisson’s ratio, 

Coefficient of

permeability

(cm/sec)

Fill 19.0  8.0 29.0  18.0 0.32 9.0E-04

Sedime

ntary 

layers

Cohesive 

soil

N≤6 18.0 25.0 20.0   3.0 0.35 5.0E-06

N>6 18.5 30.0 22.0   8.0 0.34 3.0E-06

Sandy soil
N≤10 18.5  5.0 26.0  10.0 0.34 9.0E-04

N>10 19.0 10.0 27.0  15.0 0.33 7.0E-04

Gravel 19.0  5.0 30.0  20.0 0.31 3.0E-03

Weathered soil 20.0 20.0 28.0  50.0 0.32 3.0E-04

Weathered rock 21.0 30.0 33.0 250.0 0.30 8.0E-05



한명식ㆍ김영준ㆍ신일재ㆍ이용주ㆍ신용석ㆍ김상환

486

Table 3. Result of soil test

Boring

No.

Depth

(m)
U.S.C.S.

M/C

(%)
e


(g/cm

3
)

Atterberg

Limits (%)

Unconfined

Test

Direct-shear

Test

LL PI
qu qr

St

C

KN/m
2

Ø

(o)kN/m
2

LB-3
Clay

4.0 CL 34.8 - 2.689 38.5 15.3 - - - - -

LB-3 6.0-6.8 CL 31.6 0.88 2.683 33.3 11.8 68.9 22.2 3.1 10.5 26.6 

LB-4 Silt 6.0 ML 29.1 - 2.677 34.4 9.8 - - - - -

Fig. 5. Ground behavior on shield tunnel excavation Fig. 6. Prediction of ground surface settlement (Peck, 1969)

대상지반에 대한 시추조사, 실내토질시험 및 암석시

험을 수행하여 다음 Table 1～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 쉴드 TBM 굴착 시 지반거동의 이
론적 배경

Pantet (1991)은 깊은 터널과 얕은 터널에 대하여 

두 가지 파괴모드를 제안하였으며, 토피(C)/터널직경

(D) < 2.5에서 지보가 부족한 경우 터널굴착으로 인한 

영향범위가 지표면까지 연장된다고 제시하였다. 터널 

상부에 발생하는 지표침하 중 종방향 지표침하는 누

적 가우스 정규분포함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Attewell, 

1977), 횡방향 침하발생 한계영역은 침하형상폭 변수

(i)의 2.5배로 알려져 있다(Schmidt, 1969, Attewell, 

1977) Fig. 5는 Shield TBM 굴착 시 지반거동에 대하

여 나타낸 것으로 터널 굴착 후에도 지속적인 거동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위치별 문제점

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막장의 안정과 지표면의 침하곡선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접근이 설계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1) 지표침하예측

지표침하는 Fig. 6과 같이 Error Curve Method에 

의해 예측한다. 이는 단일터널 굴착 시 지표침하분포-

정규분포곡선(Error curve)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 (1)을 활용할 수 있다(Peck, 1969).

  
max




 
 (1)

여기서, i : 침하형상폭 변수, s = 0.61 smax for 

x = i; s < 0.012 smax for x > 3i

체적변화가 없는 상태(No change in volume) 즉, 

비배수상태 일 때 침하형상폭의 체적 VS는  

 
max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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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fication of real shield TBM

Segment

internal diameter

Segment external 

diameter
Shield nominal diameter

Cutting nominal excavation

diameter
TBM face opening rate

7,250 mm 7,950 mm 8,220 mm 8,280 mm

NFM : 50% 

Herrenknecht : 30%

T2 : 30~35%

Table 5. Application of 1/48 reduction rate about real shield TBM

Segment

internal diameter-ⓐ

Segment external 

diameter-ⓑ

Shield nominal 

diameter-ⓒ

Cutting nominal excavation 

diameter-ⓓ

Gap parameter-ⓔ

ⓔ=ⓓ-ⓑ

151 mm 165 mm 171 mm 173 mm 8 mm

Table 6. Specification of model shield TBM

Segment external diameter-ⓕ=ⓑ Cutter Head diameter-ⓖ
Added excavation 

diameter-ⓗ=ⓓ-ⓖ

Modified chip bit 

thickness-ⓘ=ⓗ/2

165 mm 168 mm 5 mm 2.5 mm

(2) 막장의 안정성검토

Broms & Bennermark (1967)는 점성토지반에 대하

여 터널막장의 안정성 판단은 N (Stability Ratio) 또는 

Overload Factor를 이용하여 예측하며, 다음과 같은 

식 (2)를 제시하였다.




 




  (2)

여기서, 는 surface load,   는 overburden, 는 

support pressure, 는 undrained shear strength

상기 식 (2)에서 얻은 N값으로부터 N > 6 인 경우는 

불안정, N < 4～5 인 경우는 일반굴착작업, 그리고 

N < 1～2 인 경우는 탄성지반거동을 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4. 모형실험

4.1 쉴드 TBM 모형 장비 축소

TBM공법의 경우 실제장비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고가의 장비제작비

용과 실험장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축소모형시험은 원지반 지반물성과 구조물의 

형상 등을 축소율(scale factor)로 환산하여 원지반의 

상태를 재현해 낼 수 있으며,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실제와 동일한 거동을 하는 장비를 제작하고 실험함

으로서 원지반에 대한 굴착시 지반거동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0국제공항 Shield-TBM 

단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축소모형 이론(차원해석)을 

이용하여 1:48로 축소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실제 Shield TBM 제원

불량한 지반에서 굴착속도가 빠르고 터널안정성이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Shield TBM공법이 적용되었으

며 Single shield TBM EPB Mode로 다음 Table 4와 

같이 제안하였다. 또한, 축소 모형장비는 실제 장비에 

대한 상사율을 적용하여 Table 5와 같이 적용하였다.

(2) Shield-TBM 모형장비 제원

상기 실제 Shield TBM 장비에 대하여서 성능이 

동일한 축소모형장비의 제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의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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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l shield TBM (b) Small-scaled model shield TBM

Fig. 7. Comparison of Shield TBM equipment

Fig. 8. Consolidation by overburden

Table 7. Characteristics of In situ ground and test composition ground

Division

In situ ground Test composition ground

Water content

(%)

qu

kN/m
2

Cohesion, c

(kPa)

Friction angle, 

(deg.)

Water content

(%)

qu

kN/m
2

Cohesion, c

(kPa)

Friction angle, 

(deg.)

Clay 25.38 55.97 4 13.04 29.41 34.58 2.18 22

Silt 27.64 63.34 5 11.64 31.56 - 3.35 24

4.2 쉴드 TBM 모형 장비 제원

Shield TBM 공사에 대한 실내 시뮬레이션을 위하

여 개발된 모형장비에 대하여 실제 공사용 장비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Fig. 7과 같다.

4.3 지반조성 및 지반물성

(1) 조성지반물성

굴착모형시험을 위한 지반조성을 위하여 원지반의 

특성과 조성지반의 특성을 실내실험을 통하여 실시하

였다.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Table 7과 같다.

(2) 모형시험 지반조성방법

모형시험용 지반조성을 위하여 현장 시료를 채취하

여 기본적인 토질시험을 통하여 물성치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다. 모형시험용 지반은 시료 혼합기를 이

용하여 기존시료에 함수비 5%를 추가하여 실험지반

을 조성하였다. 조성 후 Fig. 8과 같이 성토하중을 

가하여 지반 내 압밀 촉진 및 배수유도와 함께 장기간 

압밀을 실시하고 지반 물성치 실험을 통하여 현장상

태와 조건이 동일한 Shield 굴착 시뮬레이션용 지반을 

조성하였다.

4.4 슬럼프 시험

이 시험은 Shield TBM장비의 버력처리과정에서 

배토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Shield 

TBM의 챔버내로 굴착되어 들어오는 버력을 원활하

게 배토되게 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첨가제의 용량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실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슬럼프 시험을 통하여 물을 첨가하는 

경우와 폴리머를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 사

전 분석을 실시하였다. 슬럼프 실험의 경우 기존 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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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lump Test equipment improvement and test method

Fig. 10. Result of slump test according to water content

Table 8. Slump test results of clay and silt on mixing ratio of polymer

Sample

Natural water 

content

(%)

Sample 

weight

(g)

Added water 

content
5% 10% 15% 20%

Polymer (g) 1 2 3 4 2 4 6 8 3 6 9 12 4 8 12 16

Clay
C1 25.38

1000

Value of

slump

(mm)

0 0 1 2 0 1 4 12 12 27 32 37 32 35 47 50

C2 26.79 12 13 15 16 14 17 19 20 17 17 19 22 20 37 40 57

Silt
S1 27.64 7 8 10 12 10 13 15 20 17 21 30 44 25 28 40 42

S2 21.66 7 8 8 9 9 12 17 17 22 27 32 32 32 37 42 52

Fig. 11. Slump test results of clay (mixed of polymer) Fig. 12. Slump test results of silt (mixed of polymer)

프 시험 장비를 1:3.33으로 Fig. 9와 같이 축소하여 

함수비 및 폴리머 배합비에 따른 슬럼프 시험을 실시

하였다.

(1) 함수비 조건

윈지반 시료를 자연함수비가 25.38%인 점토와 

27.64%인 실트를 구분하여 5%씩 함수비를 증가 시켜 

실시한 함수비 변화에 따른 슬럼프 시험 결과를 정리

하면 Fig. 10과 같다.

(2) 폴리머 배합비

이 실험은 폴리머의 배합비에 따른 점토와 실트의 

슬럼프 시험 결과이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8과 같으며, Fig. 11～12와 같이 각각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축소실험으로부터 얻은 슬럼프값은 

실제 슬럼프 값의 10/3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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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lump test results of clay and silt on mixing ratio of form

Sample

Natural water 

content

(%)

Sample 

weight

(g)

Added water 

content
5% 10% 15% 20%

Form (g) 1 2 3 4 2 4 6 8 3 6 9 12 4 8 12 16

Clay
C1 25.38

1000

Value of

slump

(mm)

0 0 1 2 0 1 4 12 - - - - - - - -

C2 26.79 12 13 15 16 14 17 19 20 - - - - - - - -

Silt
S1 27.64 7 8 10 12 10 13 15 20 - - - - - - - -

S2 21.66 7 8 8 9 9 12 17 17 - - - - - - - -

Fig. 13. Slump test results of clay (mixed of form) Fig. 14. Slump test results of silt (mixed of form)

Table 10. Material property of sample and specification of screw conveyor

Material property of sample Specification of screw conveyor 

Clay (g) Natural water content (%) RPM angle (deg.)

3500 29.41 40 22

(3) Form 배합비

이 실험은 Form 배합비에 따른 점토와 실트의 슬럼

프 시험 결과이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9와 같으며, Fig. 13～14와 같이 각각 정리할 수 있다. 

이 결과도 축소실험으로부터 얻은 슬럼프 값은 실제 

슬럼프 값의 10/3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실험결과로부터 검토 대상지반에 있어서는 

폴리머를 이용한 배토의 Conditioning 방법의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5 배토효율 실험

(1) 스크류 컨베이어 축소모형시험 장비

스크류 컨베이어 축소모형시험은 지반의 버력을 

Shield TBM 챔버 내에서 최상의 배토효율을 분석하

여 최적의 버력배출에 대한 폴리머 배합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험이며, 이를 위해 시험용 축소

모형장비를 개발하였다. 사용된 시료의 물성치 및 스

크류 컨베이어의 장비제원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Table 10과 같다.

(2) 실험 결과

굴착 실험 전 스크류 컨베이어 축소모형실험을 실

시한 결과는 Fig. 15와 Fig. 16과 같다. 이들 결과로부

터 배토량이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배합비는 폴리머

혼합액/점토의 경우 30%로 나타났으며, 폴리머/물은 

0.2%에서 최대의 배토량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굴착시 EPB Shield-TBM의 최적 

배토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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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Overview of small-scale model test Fig. 18. Overview of settlement gauge installation

Fig. 19. Location of settlement gauge set up

Fig. 15. Amount of discharged muck vs. rate on polymer 

mixed liquid / clay 

Fig. 16. Amount of discharged muck vs. rate on polymer / 

water

4.6 Shield TBM 굴착 시험

(1) 굴착 모사 

Fig. 17～18은 Shield TBM 굴착 시뮬레이션을 위

하여 지반조성 및 축소모형장비 그리고 계측시스템을 

모두 설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2) 지중 침하계 

본 연구는 지반 거동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축소모형시험으로 터널 굴착시 대상지반의 침하

거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검토지반을 조성 

후 Shield-TBM 굴착시 발생하는 지중 침하량을 측정

하기 위하여 Fig. 21와 같이 터널 중심 상부와 병행터

널 중앙 상부, 터널을 중심으로 1D 간격으로 9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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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Measuring point and excavation location Fig. 21. Operation panel

Fig. 22. Change of excavation speed and driving force on excavation distance

침하계를 설치하였다. Fig. 19는 침하계 설치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3) 터널굴착 Simulation

터널의 굴착은 1차와 2차 터널을 구별하여 실시하

였다. 1, 2차 터널 굴착시 측정한 자료는 지반과 Shield 

TBM장비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1) 지반 거동

- 지표침하 : 9개소 측정, Fig. 20 참조

- 지하수위 : 변화 측정

2) Shield TBM 장비 : Fig. 21 참조

- Cutter Head 회전속도 : rpm

- 추진압력 : 굴착전진에 따른 터널 막장압력

- 추진속도 : 터널 굴착속도

- 배토속도 : 스크류 컨베이어의 rpm

3) 부속설비 시스템 

- 폴리머 첨가량

- 배토량 : 첨가제와 혼합된 상태의 버력 배출량, 

배토의 물리적 특성

(4) 터널굴착 Simulation 결과

터널굴착 Simulation은 1차 2차 터널에 대하여 서로 

다른 굴착제원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현

장에서 적용할 최적의 굴착속도와 기타 방법을 규명

하기 위함이다. 상기와 같이 실시한 터널굴착 Simulation 

결과는 크게 추진압력과 굴진속도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하고 굴진거리 및 굴진속도에 따른 지표거동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1차 터널의 경우는 일반적인 굴진속

도를 유지하며 실시하였으며 2차 터널은 굴진속도를 

1차 터널 굴진속도의 2배로 실시하였다. 터널굴착 

Simulation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Fig. 22～24와 같다.

1) 굴진속도에 따라 추진압력(막장압)변화

Fig. 2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굴진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추진압력이 증가되며 따라서 막장압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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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hange of surface settlement on excavation distance

Fig. 24. Shape of ground settlement after completed excavation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 적용 시 상재하

중을 고려하여 굴진속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2) 단계별 터널굴진에 따른 지표침하거동

Fig. 23에서 나타나듯이 1차 터널 굴착 시 지반침하

가 2차 터널 굴착 시 보다 많은 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굴진속도에 따라 굴착 주변지반의 

거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

은 특히 연약지반에서 터널굴진속도가 느리고 Shield 

TBM의 배토를 지속할 경우 굴착되기 전 막장의 연약

지반이 장비의 Chamber 내로 압입되어 결국 지반침하

를 야기시 킬 수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공사구간에 대하여서는 지반거동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굴진속도를 가능하면 빠르게 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는 지반거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의 굴진속도에 

따른 계측을 시행하여 적정 굴진속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터널별 굴진완료 후 지반침하량의 양상 

Fig. 24와 같이 1차 터널 굴착 후 2차 터널 굴착 

시 1차 터널 터널부에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침하량은 언급내용과 같이 막장압과 

굴진속도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4) 배토된 버력에 대한 물성치 결과 

배토된 버력의 물성치 결과는 Chamber내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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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Discharged muck

Table 11. Material property of discharged muck and result of slump test

Weight of muck (kg) Water content (%)
Result of slump test (cm)

30 cm 9 cm (1/3.33)

27 kg 46.43 12.6 3.8

Fig. 26. Slump test (h=30 cm) Fig. 27. Slump test (h=9 cm, 1/3.33 small-scaled test)

Fig. 28. Ground behavior on propulsion pressure

어지는 Soil Conditioning에 있어서 첨가재의 량과 

Mixing 상태를 알아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

서 본 Simulation에서도 Fig. 25와같이 배토된 버력에 

대하여 슬럼프 시험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Fig. 26, 27). 

이 결과로부터 폴리머 배합비에 다른 사전 슬럼프 

시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Chamber내에서의 Mixing

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Table 11).

(5) 터널굴착 Simulation결과의 활용

상기 터널굴착 Simulation 결과로 부터 본 Shield 

TBM 공사구간에 대한 설계와 시공 방법 및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 시 막장의 안정성을 위한 막장압의 정확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imulation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추진압력을 크게 하여 막장압력

이 크게 될 경우 지표면의 융기가 야기 될 수 있으며 

굴진압력을 작게하고 굴진속도를 느리게 할 경우 지

표면의 침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반의 상재압

력과 지반의 강도를 연계시켜 분석을 하여 굴진압력

과 굴진속도를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Fig. 28).

또한 배토량과 굴진량과의 관계 도출하여 지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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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Relationship of discharging rate and excavation 

rate

변형거동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Fig. 29는 Shield TBM 굴착 시 배토량과 굴진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최적의 굴진조건은 다음

과 같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in + Qadd = Qout  (3)

여기서, Qin은 굴착량(굴착속도)을 의미하며, Qadd는 

첨가재(챔버 내에서 Mixing)량이며, Qout은 배토량(버

력처리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굴진속도에 좌우되는 굴진량의 설계는 배

토량을 좌우하는 배토시스템의 제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비의 

Chamber 내에서 첨가재를 이용하여 Soil Conditioning

이 잘되도록 할 수 있는 Mixing Brad 등과 같은 장치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Gap Parameter에 대한 그라우팅재료의 시간 의존

적 강성변화를 규명하고 이에 따라 굴진속도에 반영하

여야 할 것이다(Fig. 29의 Qgrout 참조). 특히 Simulation 

과정에서 Shield TBM의 Head가 지반의 지지력부족

으로 하향되어 굴진의 어려움이 나타난 바 실제 현장

에서는 Head 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차 터널 굴착 후 장기적으로 

주변지반의 추가적인 압밀침하가 야기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굴착시는 비배수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00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공사 중 Shield-

TBM 구간에 대한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공시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시키기 위하여 실내축소

모형시험(터널굴착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소모형장비를 제작하

였으며 시험으로부터 굴진 시 지표침하의 영향과 장

비운영에 대한 거동영향 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

다. 이 결과로부터 설계 및 시공 지침에 대하여 제언하

였다. 그 결과들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Shield TBM의 배토량 효율실험으로부터 폴리머 

혼합액이 검토구간 대상지반에 30%를 추가했을 

때 배토량이 2.07～2.50 (g/s)로 배토효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 굴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압력이 증가되며 

따라서 막장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

장 적용 시 상재하중을 고려하여 굴진속도를 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굴진속도에 따라 굴착 주변지반의 거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약지반에서 터널

굴진속도가 느리고 Shield TBM의 배토를 지속할 

경우 굴착되기 전 막장의 연약지반이 장비의 

Chamber 내로 압입되어 결국 지반침하가 발생되

므로 지반거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진속도를 

가능하면 빠르게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1차 터널 굴착 후 2차 터널 굴착 시 1차 터널부에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하고 침하량은 막장압과 굴

진속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터널굴착 Simulation결과에 따라 설계 및 시공시 

요구되는 사항으로 막장의 안정성 예측과 시공방

안, 배토량과 굴진속도, Gap parameter의 그라우팅 

방안, 굴진시 지표침하 예측 및 저감방안 등을 다각

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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