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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3,250 meter-long tunnel was constructed beneath the sea bed formed of composite sedimentary 

soils to transport reusable waste heat gas of industrial complex in the west coast of Korea. Some risks such as machine 

settlement always exist due to the uncertainties of geological and construction factors during the subsea shield TBM 

tunnelling. In this construction site, the deviation of tunnel alignment caused by shield TBM settlement was occurred 

during excavation. It was examined that the lack of bearing capacity of soft clay was a main cause. This paper evaluates 

the risk of shield TBM tunnelling considering the ground conditions. Correlation between machine settlement and its 

advance rate was evaluated through the analytical equation in which bearing capacity is considered and a 3-D numerical 

analysis which can simulate the TBM advance condition (in other words, the dynamic condition). It was found out that a 

shield TBM could settle due to the insufficient bearing capacity of soft clay layers. In order to prevent such the problem, 

the best advance rate proper to the ground characteristics is needed to be applied. In the ground conditions of the section 

of interest, it was turned out that if the shield TBM advance rate was maintained between 35 mm/min and 40 mm/min, the 

machine settlement could be avoided.

Keywords: Risk evaluation, Marine sedimentary soils, Subsea shield TBM tunnelling, Settlement

초 록: 최근 우리나라 서해안 산업단지의 폐열과 증기의 재활용을 위한 운송관로 수용목적으로 해저 퇴적층 지반에 3.25km의 해저터

널이 쉴드 TBM으로 시공 완료되었다. 쉴드 TBM 터널은 지반조건 및 시공요인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비 침하 등 많은 

위험요인을 겪게 되는데 터널 시공 중 쉴드 TBM 장비 침하로 인한 선형이탈이 발생하였으며 원인 분석결과 지지력이 부족한 연약한 

점토층 지반조건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조건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지지력을 고려한 

이론식과 TBM 굴진조건 즉, 동적조건을 구현할 수 있는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장비 침하 및 쉴드 TBM 굴진속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연약한 점토층 지반에서 지지력 부족으로 쉴드 TBM 장비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반특성에 적합한 최적 굴진속도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검토 대상구간 지반조건에서는 쉴드 TBM 굴진속도를 

35~40 mm/min로 유지하는 경우에 장비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주요어: 위험요인 평가, 해성 퇴적토, 해저 쉴드 TBM 터널, 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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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에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나 증기 등 에너지원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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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bsoil profile of the subsea tunnel

Fig. 1. Location of subsea tunnel

Table 1. Classification of subsoil layers from borehole

Layer USCS N value

Landfill - 9

Clayey sand - 8

Clay
Upper Silty clay 3

Lower Sandy clay 10

Sand
Upper Sand 5

Lower Silty sand 15

Clayey silt - 18

Sand-gravel - 40

Weathered soil - 50

eTEC E&C, 2013b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재활

용 에너지원의 운송형태는 육상관로 또는 지중관로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서는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해저로도 이용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점성토와 사

질토로 구성된 해성 퇴적층 구간에 3.25 km의 국내 

최장의 해저터널로 시공된 쉴드 TBM 터널의 장비 

침하와 선형이탈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쉴드 

TBM 장비 침하와 선형이탈은 굴진속도와 상관관계

가 있고 지반 지지력이 부족한 연약한 점토층 조건에

서 쉴드 TBM 장비의 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반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굴진속도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 선형이탈 문제 발생 후, 굴진 재개 시 동일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쉴드 TBM 통과구간의 지반조

건을 분석하고 장비 침하 발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을 선정하여 이론식을 이용한 지지력 검토

를 수행하였으며 쉴드 TBM 굴진조건 즉, 굴진속도를 

고려하기 위한 동적조건을 모사한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TBM 침하와 굴진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최적 굴진 시공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2. 현황 및 지반조건 

재활용 폐열 운송관로 수용을 위한 해저터널은 Fig. 

1과 같이 전라북도 군산과 충청남도 사이의 금강 하구

에 위치하고 있다. 터널은 해저 30 m 심도에 연장 

3.25 km, 직경 3.5 m로 이수가압식 쉴드 TBM 장비를 

이용하여 계획되었으며 발진작업구와 도달작업구가 

각각 1개소 계획되었다.

터널통과구간의 해성퇴적층 지층 종단현황은 Fig. 

2와 같으며 금강하구에서 퇴적되는 모래와 서해 연안

에서 퇴적되는 점토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단계에서 발진 작업구 구간, 도달 작업구 구간, 

해저터널 구간에 대해 40개소의 시추조사 및 현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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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Deviation Total Deviation

Fig. 5. Devia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alignment of Shield 

TBM

Table 2. Dimension of tunnel & shield TBM

Item Component Value

Tunnel

Vertical slope gradient -0.04%

Overburden depth 30 m

Seawater level G.L(+)4.5 m

Outer radius of segment 3.5 m

Width of segments 200 mm

Shield

TBM

Excavation Dia. 3.520 mm

Type of TBM Slurry

Length of Shield 7,510 mm

Strata type Soil, WR & SR

Rpm / Max. Thrust 4 rpm / 9,600 kN 

eTEC E&C, 2013a

Liquid Limit, LL(%)

Fig. 3. Subsoil profile(%) and soil classification (eTEC E&C, 

2013b)

험 등 체계적인 지반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시추조사 

결과를 이용한 토질 구성분포 및 토질 분류결과는 

Table 1, Fig. 3과 같다. 터널 통과구간 지층은 실트질 

점토, 점토질 실트, 점토질 모래, 모래, 모래자갈, 풍화

토, 기반암 등 복합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심을 

고려한 수압의 영향은 약 3 bar로 예상되었다.

3. 쉴드 TBM 위험요인 평가

3.1 쉴드 TBM 개요

터널 공법은 해저를 통과하는 터널 특성과 3 km이

상의 굴진연장과 막장압 관리 및 버력처리의 시공성

을 고려하여 이수가압식 쉴드 TBM (Park and Lee, 

2013; Park et al., 2014)이 적용되었으며 터널통과 

구간 지층 조건을 고려하여 복합지층에 대응할 수 

있는 커터헤드가 계획되었다. 터널단면 및 쉴드 TBM 

적용제원은 Table 2 및 Fig. 4와 같다.

Fig. 4. Layout of a shield TBM (eTEC E&C, 2013a)

3.2 쉴드 TBM 선형이탈 현황 및 원인 분석

해저 쉴드 TBM 터널 굴진 중 발진 작업구로부터 

초기 굴진구간인 약 40 m 구간은 굴진 및 선형관리에 

문제가 없었으나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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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 self-weight of shield TBM

(b) Without self-weight of shield TBM

Fig. 6. The trends of vertical settlement in clay layer

(a) Clay layer

(b) Sand layer

Fig. 7. The trend of vertical settlements in clay & sand layer

작업구로부터 약 40~150 m구간에서 선형이탈 현상이 

발생하였다. 

터널선형 계측결과에 의하면 하부로 발생하는 침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형의 좌우 변동

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선형이탈 발생 원인은 지질 불확실 요인, 장비의 기계

적인 요인, 굴진속도, 막장압, 뒤채움 관리 등 시공관리

에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검토대상 구간은 Fig. 

2의 지층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쉴드 

TBM 하부에 모래층이 분포하는 구간에는 선형관리

에 문제가 없었으며 반면에 점토층이 출현한 구간에

서 침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지반 

지지력이 부족한 연약한 점토층 지반조건이 쉴드 

TBM 자중으로 인한 장비 침하와 선형이탈의 주원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성토지반에서 쉴드 TBM 자중을 고려한 침하 

발생 경향에 대한 정성적인 수치해석을 PLAXI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쉴드 

TBM 자중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침하량이 약 2.59 m로 

크게 발생하고 자중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하고 미소한 침하 발생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굴진이 진행되고 있는 동적 거동상태가 아닌 정적인 

상태에서는 쉴드 TBM의 자중과 상부 토피하중으로 

인한 장비 침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쉴드 TBM 하부 지반조건이 사질토인 경우와 점성토

인 경우에 쉴드 TBM 자중을 고려한 침하 영향에 

대한 정성적인 수치해석 결과는 Fig. 7과 같으며 쉴드 

TBM 하부지반이 점성토인 경우에 하부 점토층 지반

에서 변위가 하향으로 집중적으로 크게 발생하며 모

래층인 경우에는 변위가 미소하게 발생하여 상대적으

로 약 97%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성적 

해석결과에 의하면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 굴진 시공

되는 쉴드 TBM은 사질토 지반에 비해 장비 침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3 쉴드 TBM 터널 시공 위험요인 검토

쉴드 TBM 터널 시공 시 주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일본에서 조사된 결과(Shimizu and Takatsu, 

2001)에 의하면 지질적 요인이 86%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장비의 기계적 요인이 14% 정도 차지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TBM 현장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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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isk evaluation results using N-value

Fig. 9. Risk potential standard section

Component Weight (kN)

Cutterhead 230

Front/middle machine 600

Tail machine 320

Fig. 10. Schematic diagram and weight of shield TBM (eTEC 

E&C, 2013a)

10년 이상인 국내 TBM 시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계요인, 지질요인 및 시공요인 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Hyun et al., 2012)가 수행되었다. 이중에서 

지질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의 사전분석은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시공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6과 Fig. 7의 정성적인 수치해석

을 통해서 검토된 바와 같이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쉴드 TBM 장비의 침하와 선형이탈의 직접적인 원인

으로 예상되는 지지력 측면 즉 지질 불확실 요인을 

중점 검토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지반의 N값을 기준

으로 위험요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N값 분석은 쉴드 

TBM 상부, 중앙부, 하부의 평균 N값을 적용하였으며 

구간별 쉴드 TBM 통과구간의 N값 분포현황은 Fig. 

8과 같다. 이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Fig. 9와 같이 N값

이 상대적으로 낮고 점토층과 모래층이 교호하는 특

성을 보이는 Section A (Sta. 2+100 m)와 점토층이 

하부에 출현하고 모래와 점토가 혼재된 지층으로 위

험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Section B (Sta. 2+790 m)를 

주의시공 대표구간으로 선정하였다. 

3.4 쉴드 TBM 자중을 고려한 지지력 검토

지지력과 쉴드 TBM 장비 침하의 상관관계 검토를 

위해 TBM 자중을 반영한 지지력 검토를 수행하였으

며 쉴드 TBM 장비의 중량은 Fig. 10과 같으며 총 

중량은 1,150 kN으로 계산되었다. 

지지력 검토대상구간은 정성적 검토를 위해 시공위

험예상 구간 중 Fig. 9의 대표단면 B의 지반조건을 

사질토 조건 대표단면 Section C와 점성토 조건 

Section D로 단순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지지력 검토에 

사용된 사질토 및 점성토 특성을 대표하는 단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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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stimation of bearing capacity of shield TBM

TBM Shield Length
Grout Elements Liner Segments

Fig. 13. General numerical simulation models for the analysis 

of shield TBM (Mooney et al., 2016) 

검토조건은 Fig. 11과 같다. 

Fig. 11. Simplified standard section for the bearing capacity 

calculation

점성토는 압밀침하가 완료된 점성토로 가정하였으

며 쉴드 TBM의 중량을 정사각형 형태의 기초로 환산

하여 기초 지지력 공식을 이용한 지지력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지지력은 Terzaghi (1943)와 Vesic (1975)

의 이론식 (1), (2)를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1)

         

     



     (2)

쉴드 TBM 자중을 고려한 지지력 검토결과는 Fig. 

12와 같으며 사질토 통과 구간에서는 지지력이 충분

히 확보되고 있으나, 점토층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TBM 장비의 자중과 상부토사 하중으로 인한 지지력 

부족으로 장비 침하가 발생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즉, 

쉴드 TBM 굴진이 현격하게 저하되거나 장비가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쉴드 TBM 장비 침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쉴드 TBM 장비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

의 지반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굴진속도의 적용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지반조건별로 최적의 굴진

속도를 산정하기 위해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한 쉴드 

TBM 종방향 거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4. 수치해석을 통한 쉴드 TBM 
거동분석

4.1 쉴드 TBM 종방향 거동 분석 수치해석 

모델링 

쉴드 TBM 터널의 안정성 검토는 Fig. 13과 같이 

시공단계를 고려한 해석이 중요한 사항으로 막장압 

및 침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쉴드 TBM 모델링에서 

스킨플레이트에 해당되는 면요소, 배면 그라우팅 및 

세그먼트 라이닝을 고려하는 방법(Mooney et al., 

2016)이 적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Gap parameter 유무에 따라서 발생되는 

변위, 세그먼트 응력뿐만 아니라 쉴드 TBM 장비 후방

에서 발생하는 지표침하 및 터널 막장 전방의 지반침

하를 평가하는 데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쉴드 TBM의 

굴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조건을 반영하고 있으므

로 실제 쉴드 TBM의 굴진율 등 시공 특성을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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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nalytical method considering self-weight of shield 

TBM (Komiya et al., 1999)

Fig. 16. Three-dimensional analysis model (FLAC-3D)

못하는 제한요소가 있다. 100 tonf 이상 중량의 쉴드 

TBM은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연약지반에서 굴진

이 중단된 휴지기간이나 굴진속도가 낮은 구간에서 

선형이탈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형이

탈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 휴지기간 및 커터교

체 위치 검토 등 장비의 기계적 위험요인과 지질적인 

위험요인을 선행적으로 예측하고 사전대책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쉴드 TBM의 중량 및 굴진조건을 고려한 

해석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 자료에 의하

면 쉴드 TBM 굴착 안정성 평가에 쉴드 TBM 자중과 

동적 거동을 고려한 개념이 일부 소개된 바가 있다.

Sugimoto and Sramoon (2002)는 Fig. 14와 같이 

쉴드 TBM 장비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 관계 및 작용조

건들을 고려하여 막장압과 추력 등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고 이 결과를 현장굴진 데이터와 비교 검증 하였

으며 쉴드 TBM 터널의 시공단계별 종방향 거동

(longitudinal behaviour)특성을 쉴드 TBM 터널 설계

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제안하였다. 

Fig. 14. Schematic diagram of load on the shield TBM (Sugimoto

and Sramoon, 2002)

그러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예측은 지반조

건과 쉴드 TBM 종방향 거동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에 적용된 쉴드 TBM 

안정성 검토와는 다른 접근방법인 지반조건과 쉴드 

TBM 자중을 고려한 종방향 거동 해석 기법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점성토 지반의 검토 대상 단면에 

대해서 쉴드 TBM 굴진조건 즉, 굴진속도를 고려하기 

위한 동적조건을 고려한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해석 개념도와 3차원 수치해석 조건은 각각 

Fig. 15 및 Fig. 16과 같다. 쉴드 TBM 장비의 자중, 

추력, 이수챔버 내의 이수압력 및 배면그라우팅의 압

력 등을 Fig. 16과 같이 고려하고 지층조건을 고려한 

해석모델을 적용하였다. 쉴드 자중 및 굴진속도를 고

려하기 위한 동적조건을 모사한 해석(Kasper and 

meschke, 2004)은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해석법으로 

지지력이 부족한 복합지반 출현구간, 특히 연약점성

토 구간에서 굴진관리대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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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face modelling (b) Self-weight modelling

Fig. 17. Details of shield TBM Modelling

Table 3. Ground properties

Layer
γt

(kN/m
3
)

c

(kPa)

ϕ

( ∘ )

E

(MPa)
u

Landfill 18 0 25 15 0.35

Clayey sand 18 0 25 15 0.35

Clay
Upp. 16 15 0 3 0.40

Low. 17 20 0 10 0.35

Sand
Upp. 17 0 25 10 0.35

Low. 18 0 35 20 0.35

Clayey silt 17 25 0 20 0.35

Sand-gravel 19 0 32 40 0.32

Soft Rock 21 100 35 2,000 0.25

eTEC E&C, 2013b

(a) Without self-weight  (b) With self-weight 

Fig. 18. Analyzed results of displacement contour 

(a) 10 mm/min  (b) 20 mm/min

(c) 30 mm/min  (d) 40 mm/min

Fig. 19. Trends of displacement corresponding to different advance 

rate

으로 판단된다.

쉴드 TBM 장비의 동적인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는 지반요소와 쉴드 TBM 장비를 모사한 요소가 개별

적으로 거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FLAC-3D의 

“Zone separate” (ITASCA, 2009) 기능을 활용하여 

지반과 쉴드 TBM 장비를 분리한 후에 쉴드 TBM 

장비의 동적효과가 적용되도록 하는 기법을 적용하였

다. Fig. 16과 같이 강성차이가 크고 주면마찰력이 

작용하는 쉴드 TBM skin plate에는 인터페이스 요소

를 적용하였으며 쉴드 TBM 자중을 해석에서 반영되

도록 커터헤드, 후방 장비 각각의 단위중량을 고려하

였다. 분리된 요소인 쉴드 TBM 장비 영역은 굴진속도

에 해당되는 값을 변수로 입력하여 전방으로 해당 

속도만큼 굴진(이동)이 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굴진

과정 모사에 필요한 뒤채움 주입을 시간경화에 따라

서 구분하였고 세그먼트 설치 등도 고려하였다. 해석

모델링은 Fig. 17과 같으며 대표지반의 특성치는 

Table 3과 같다.

4.2 쉴드 TBM 침하와 굴진속도 상관관계 분석

예비해석을 통해 쉴드 TBM 자중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자중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Fig. 18(a)

와 같이 막장압이 작용하는 부분과 세그먼트 설치 후면

부에서 변위가 상당량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면에 

쉴드 TBM 자중을 고려한 경우에는 Fig 18(b)와 같이 

쉴드 TBM 하부에 침하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비해석의 경향을 활용하여 쉴드 TBM 장비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굴진속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동적인 조건인 굴진속도를 고려한 해석 수행 결과 각 

굴진속도별 변위발생경향은 Fig. 19,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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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mm/min  (b) 20 mm/min

(c) 30 mm/min  (b) 40 mm/min

Fig. 20. Trends of displacement at equivalent displacement 

20 mm with advance rate 

Fig. 21. Comparison of the shield behaviour (settlement 

analyzed by FLAC-3D analysis)

Table 4. Proposed construction management chart

Component
Soft ground

Sand Clay

Advance  

rate

Velocity (mm/min) 25~30 35~40

1 ring delay time 25~30 min

Jack force (kN) 6,000~6,500

Backfill grouting Every ring (simultaneously)

3차원 해석결과를 반영한 굴진속도별 쉴드 TBM 

장비 침하 경향 분석 내용은 Fig. 21과 같으며 사질토

구간의 굴진속도는 25~30 mm/min를 유지하고 점성

토구간의 굴진속도는 35~40 mm/min를 유지하는 경

우 장비 침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시공 중 발진 작업구로부터 약 40~150 m구간에서 

선형이탈이 발생한 이후 구간에서는 본 연구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Table 4와 같이 제안된 시공 관리안

으로 관리되어 추가의 장비 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선형관리 시공품질을 확보하였다.

5. 결 론

점성토와 사질토로 구성된 복합 해저 퇴적층 지반

을 통과하는 3.25 km의 해저터널 시공 중에 쉴드 TBM 

장비 침하로 인한 선형이탈이 발생하였으며 원인 분

석결과 연약한 점토층 지반에서 쉴드 TBM 장비의 

지지력 부족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토되었

다. 연약한 점토층 지반조건에서는 쉴드 TBM 장비 

지지력 부족으로 장비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반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굴진속

도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질 불확실 요인을 중점검토대상으로 선정하고 

쉴드 TBM 통과구간의 지반조건을 고려한 위험요인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시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의 시공구간에 대해 지지력을 고려한 장비 침하영

향 검토와 쉴드 TBM 굴진조건 즉, 굴진속도를 고려하

기 위한 동적조건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3차원 수치해석 방법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쉴드 

TBM 침하와 굴착속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의하

면 쉴드 TBM 굴진속도를 모래층에서는 25~30 mm/min, 

점토층에서는 35~40 mm/min로 유지하는 경우에 쉴

드 TBM 장비 침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

으며 추가 시공구간에서 본 검토결과를 적용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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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리를 한 결과 유사한 쉴드 TBM 장비 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점성토와 사질토로 구성된 해

저 복합지층조건, 특히 연약점토 지반에서 쉴드 TBM 

설계 및 시공 위험요소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분석하

고 설계단계에서 지반조건에 부합되는 쉴드 TBM 

굴진속도를 제안함으로써 안전한 시공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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