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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application technique on thrust jacking pressuring of shield 

TBM in the sharp curved tunnel alignment by model tests. Recently, the application of 

shield TBM method as mechanized tunnelling is increasing to prevent the vibration 

and noise problems, which can be occurred in the NATM in the urban area in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plan the sharp curved tunnel alignment in order to avoid the 

building foundation and underground structures, to develop the shield TBM operation 

technique in the shape curved tunnel alignment. Therefore, the main operation 

parameters of shield TBM in the curved tunnel alignment are reviewed and analyzed 

based on the case study and analytica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operation of 

shield jacking force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technique in the shape curved tunnel 

alignment. The simplified scaled model tests are also carried out in order to examine 

the ground-shield TBM head behaviour. The earth pressures acting on the head of 

shield TBM a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wo different shield jacking force systems 

(uniform and un-uniform pressure) and several articulation angl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model tests are analysed. These results will be very useful to 

understand the shield TBM head interaction behaviour due to the shield jacking 

operation technique in the shape curved tunnel alignment, and to develop the operation 

technique.

Keywords: Shield TBM, Sharp curved tunnel, Shield jack, Articulation jack, Scaled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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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축소모형 실험을 통하여 급곡선 터널에서의 쉴드 TBM 추진압력 적용 기술에 대한 논문이다. 최근 한국의 도

심지 지역에서 NATM 터널 공사에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터널공법인 쉴드 TBM 공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기초 및 지하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터널 선형이 급곡선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쉴드 

TBM 추진압력 시스템에 대한 적용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곡선구간에 대한 쉴드 TBM 굴진 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시공자료와 이론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쉴드 TBM 추

진압력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급곡선 터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반과 쉴드 TBM 헤드부의 상

호 거동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하여 축소모형시험을 실시하였다. 2가지의 서로 다른 쉴드 추진력과 

여러 중절각도에 따라 쉴드 TBM 헤드에 가해지는 지반압력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분석

하였다. 이들 결과는 급곡구간 터널에서 쉴드 TBM 추진 압력에 따른 쉴드 TBM 헤드부의 상호거동에 대한 이해와 운영 

기술 발전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주요어:쉴드 TBM, 급곡선 터널, 쉴드잭, 중절잭, 축소모형실험

1. 서 론

최근 국내 도심지의 과밀화로 인해 교통 혼잡 및 주거시설 부족 등에 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지하공간 활

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하철과 상수도 등을 고

려하고, 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접 구조물의 영향이나 사유지 침범 및 먼지, 소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지하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

지 취득이 용이한 도로 하부를 활용 해야 하며, 도로의 하부의 공간만을 활용해 터널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선형을 따라 터널 선형이 급곡선으로 계획 되어야 한다. 

도심지에 터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TBM공법은 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파공법에 비해 

굴착손상 영역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에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Cho, 2008), 그에 따라 쉴드 

TBM 공법을 이용한 급곡선 터널의 시공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쉴드 TBM공법을 이용하여 급곡선 터널 시공 

시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쉴드 TBM 공법이 도입된 이후 국산화 및 국내 실적에 맞는 기술 확보에 대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

행 되었지만, Chang (2013)등에 의한 커터 링의 형상에 따른 디스크커터 작용력의 실험적 평가, Kang (2015)등

에 의한 복합지반에서의 쉴드 TBM 커터헤드의 회전속도에 따른 커터비트 손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등 TBM 굴

착 성능에 대한 연구와 절삭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일 뿐 급곡선 TBM 공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급곡선 TBM에 관한 연구로는 Kim et al. (2002)에 의한 대구경 쉴드 터널 급곡선 시공사례에 대한 연

구, Yoo et al. (2007)에 의한 TBM 굴진 시 Jamming이 발생되는 지반의 공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및 Lee et al. 

(2008)에 의한 Double Shield TBM의 단층파쇄대 및 급곡선 통과구간 시공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 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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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 시공 시 세그먼트의 파손 및 소요 여굴량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급곡선 관련 시

공 기술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국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W. Broere (2007)에 의한 연약지반에서 마이크로 터널의 곡선 굴진 시 토압과 쉴

드 TBM의 압축 및 이완 관계와 마찰에 대한 연구, Sugimoto (2007) 등에 의한 복합지반 곡선구간에서 쉴드 터널

링 거동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 Kongshu (2010)에 의한 추력시스템의 배열에 관한 압력 전달 특성에 대해 세그

먼트 균열 방지에 대한 연구 등 급곡선 시공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지반 거동을 고려한 쉴드 TBM 곡선구간 추진 기법에 대해 경험적, 실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

으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급곡선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TBM터널 관련 기준 및 시방서를 

살펴보면 TBM터널의 급곡선 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및 시공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급곡선 시공시 예

견치 못한 안전사고 및 추가비용, 공기 지연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쉴드 TBM의 급곡선 관련 

연구가 미비하여, 핵심 기술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 확보 및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국내 지반조건에 적합한 장비 개발 및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곡선 시공관련 기술 확보를 위하여 모형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쉴드 TBM이 급곡선을 굴착 

할 때 장비에 작용하는 지반 압력과의 상호거동 분석에 관한 연구로써, 국내 쉴드 TBM의 급곡선 관련 연구에 대

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아울러 국내 쉴드 TBM 발전 및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쉴드 TBM 급곡구간 굴착

쉴드 TBM 공법을 이용하여 도심지에 터널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장물을 우회 통과해야 하고, 사유지 

침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지취급이 용이한 도로 하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도로의 지하 공간만을 활용

하기 위해서는 터널 선형이 급곡선으로 설계 될 수 밖에 없다. Fig. 1과 같이 도로 하부에 터널을 계획함에 따라 직

Fig. 1. Plan of sharp tunnel on shield TBM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Si-on KangㆍHyeob KimㆍYong-Min KimㆍSang-Hwan Kim

338

경이 3.5 m(D=3.5 m)인 쉴드 TBM 장비가 6차선 도로(Width=30 m)를 굴착 하기 위해서는 곡선반경 R=30 m 이

하의 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급곡선 추진 시에는 지반조건, 터널선형, 쉴드의 형상 및 구조, 세그먼트 테이퍼

량, 오버커트, 부속설비, 뒤채움 장비 등 다양한 주요 요소들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Kim, 2015). 그러나 국내

에서는 쉴드 TBM 공법을 이용한 급곡선 터널 시공 관련 실적이나 핵심 요소들의 기술 확보가 미비함에 따라 예

견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급곡선 터널 시공 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곡선 시공 

관련 사례를 통하여 급곡선 시공 문제점 및 시공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1 급곡선 시공 사례 문제점 분석

국내의 터널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TBM장비의 중절장치 혹은 보조공법을 사용하여야만 굴진 가능한 곡선을 

급곡선이라 정의하고 있다. 급곡선 굴착 시 중절 장치의 적용은 TBM장비를 전통부 및 후통부, 2분할로 제작하여 

연결한 것으로, 중절각을 주어 소요 여굴량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며, 장비의 원활한 굴진을 위해서는 보조공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대표적인 급곡선 터널 시공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쉴드 TBM 암반구간 곡선부 시공 시 카피커터의 급

속마모로 인해 곡선부를 통과하기 위한 소요 여굴량이 부족하여 막장압이 증가 하였고, 그에 따라 장비 끼임 및 

추진력이 증가하여 편심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쉴드 TBM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 세그먼트의 반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편심에 의해 세그먼트의 파손 및 전반적인 터널 안정에 문제가 생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쉴드 TBM 

장비에 중절장치를 이용해 중절각을 적용하였을 때 직선부 굴착과는 다른 지반 압력 거동에 의해 편압 및 추력의 

증가로 인하여 세그먼트가 손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급곡선 터널 사례 조사의 분석 결과 Fig. 2와 같이 추진력-

소요 여굴량-세그먼트가 상호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국내의 쉴드 TBM공법을 이용한 터널 공사 및 도심지 지

Fig. 2. Interaction of jacking force, over-cut and segment on shield TBM cu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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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공간의 활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급곡선 시공관련 핵심 기술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진력-소요여굴량-세그먼트의 상호 작용 중 지반 거동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추진력 분

석에 중점을 두고, 곡선부 굴진 시 지반 거동, 중절 장치, 잭 추진 방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곡선부 추진 시 쉴드 TBM 압력 거동

쉴드 TBM이 직선구간을 굴진 할 경우 Fig. 3(a)와 같이 압력이 작용하며, 장비 전면의 압력과 외벽에 작용하는 

마찰(Friction force)을 고려하여 추진력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곡선구간을 굴진 할 경우에는 여굴량을 감소시

키기 위해 중절장치를 이용해 굴진 하게 되며, 이 때 중절장치로 인한 TBM 장비의 전체적인 압력 거동이 Fig. 3(b)

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곡선구간 굴진 시 추진력 산정을 위해 장비 전면의 압력, 외력에 작용하는 마찰

뿐만 아니라 장비 본체 모멘트에 의해 작용하는 저항 토압 및 쉴드 TBM 헤드부에 작용하는 저항 토압 등을 고려

하여 산정해야 한다(W. broere et al., 2007).

(a) Forces acting when driving straight (b) Forces acting when driving curve

Fig. 3. Soil reaction by jacking force of shield TBM

쉴드 TBM 운영 중 곡선부를 굴진함에 있어 잭의 편축 추진에 의해 모멘트가 발생하여 증가하는 저항 토압과, 

장비 회전에 따라 쉴드 TBM 헤드부에 발생하는 최대 저항 토압은 추진력 산정 및 여굴량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

야 한다. 작용하는 잭 압력에 의한 모멘트는 Fig. 4와 같으며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다.


  ∙ ∙ (1)

여기서,  : 사용한 잭의 합력( )

 : 쉴드의 중심으로부터 잭의 합력까지의 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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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 TBM 곡선구간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토압에 의한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ax ∙∙ 

 (2)

여기서, max : 최대 저항 토압 ()

곡선부 추진 시 장비 앞쪽과 뒤쪽에 발생하는 최대 저항 토압(max )은 
 로 다음과 같이 최대 저항 

토압을 구할 수 있다.

max




∙


∙ 


 ∙ 
  (3)

급곡선 추진 시 토압 작용에 대해 반드시 완화 하여야 하며, 완화하기 위해서는 Over cut을 하거나 중절장치를 

적용하여 지반과 장비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

Fig. 4. Earth pressure during curved on shield TBM

2.3 쉴드 TBM 중절 장치(중절 형식)

중절기구는 일반적으로 일체형 원통의 모양으로 제작되는 쉴드의 본체를 전통부 및 후통부, 즉 2분할로 제작

하여, 양자를 복수의 중절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중절 방식으로는 Fig. 5와 같이 크게 X형 중절 장치(a)와 V

형 중철 장치(b)가 있다.

X형 중절 장치(a)는 전 후 몸통의 굴절 형상이 X형으로 되는 기구로서, 중절각의 중심에 전 후 몸통을 연결하는 

핀이 위치해 있다. 회전 핀은 중절각의 중심을 규정하는 것으로, 후통부의 선단을 구면에 가공하여, 회전각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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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도 동체 간 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사유입 방지 기능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

러나 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구조이므로, 핀을 축으로 하여 미소각도의 굴절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V형 중절 기구(b)는 전 후 몸통의 굴절 형상이 V형이 되는 기구로서, 중절각의 중심이 스킨플레이트 근처에 위

치하게 된다. V형 중절 기구에서는 기본적인 전 후 몸통을 연결하는 핀이 없으므로, 임의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

이 가능하지만 회전 각도가 커지면, 곡선 외측부의 동체 간 틈이 커지므로 토사 유입 방지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

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2.4 중절에 따른 쉴드잭 추진 방법

중절 쉴드 구분으로는 중절 기구의 차이에 의한 분류 외에도, 잭의 추진방법에 따라 구별이 가능하다. Fig. 6 과 

같이, 전통부 측에 쉴드잭 반력을 받는 구조(전통부 추진, a)와 후통부 측에 반력을 받는 구조(후통부 추진, b)가 

(a) X-articulation (b) V-articulation

Fig. 5. Articulation system of shield TBM 

(a) Reaction of shield jack by front (b) Reaction of shield jack by rear

Fig. 6. Operation of Shield Jack system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Si-on KangㆍHyeob KimㆍYong-Min KimㆍSang-Hwan Kim

342

있다. 

전통부 추진(a)의 경우, 중절각을 적용한 경우에 전통부가 회전 함에 따라 후통부에 비해 추진 잭의 축이 기울

게 되므로, 잭과 세그먼트의 접촉면이 일정하지 않아 편심이 발생한다. 그러나 후통부 추진(b)의 경우에는 후통부 

측의 반력을 이용하며, 전통부가 회전 하더라도 추진 잭의 축이 변하지 않아 세그먼트와의 접촉면에 편심이 발생

하지 않는다. 또한, 중절한 경우에도 세그먼트에 가해지는 잭 압력이 비교적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급곡선 

대응의 잭 추진 방법으로서 적합하다.

3. 모형시뮬레이션

3.1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지하공간에 터널을 축조 함에 관하여 쉴드 TBM 공법을 이용해 R=30 m급 급곡선을 

굴착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모형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추진력-소요 여굴량-세그

먼트의 상호 거동 문제에 관하여 중절각이 적용된 쉴드 TBM 장비에 추진력이 작용 했을 때 장비에 작용하는 토

압의 상호 거동을 분석하고, 국내 쉴드 TBM 공법 기술 향상과 안전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모

형시뮬레이션 장비를 이용하여 TBM이 곡선부 추진 시 작용되는 압력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R = 30 m 굴착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장비에 대하여 공학적 상사성을 고려한 축소율 1/17.7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3.2 실험 장비 구성

모형시뮬레이션 장비를 이용하여 쉴드 TBM이 곡선부 추진 시 장비 외벽에 작용하는 압력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구축하였다.

실험 시 추진력이 증가함에 따라 동 시간 때에 장비 외벽에 작용하는 토압을 계측하기 위하여 Fig. 7의 (a)에서 

(a) Data Logger, (b) scale modelling of Shield TBM, (c) Soil ground tank (d) Cylinder, (e) Power Supply

Fig. 7. Foreground of scaled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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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과 같이 계측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b)는 R=30 m급의 급곡선 터널을 시공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에서 설계 하고 있는 실제 쉴드 TBM 장비에 대하여 축소율을 적용하여 제작된 모형 장비이며, (c)는 모형 지

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작 된 모형 토조이다. 지반의 자중과,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600 · 800 · 500 mm(가로 ·

세로 ·높이)로 제작하였다. (d)는 모형 장비의 후방부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한 실린더이며, 추진력을 조절하기 위

하여 전압조절이 가능한 (e)를 설치하였다. 

3.2.1 쉴드 TBM 축소모형장비 설계

급곡선 추진 시 쉴드 TBM장비에 작용하는 압력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설계된 TBM 장비에 1:17.7의 

축소율을 적용하여 Fig. 8과 같이 축소모형장비를 제작하였다. R=30 m 급곡선 굴착이 가능하도록 중절 장치가 

적용된 소단면 쉴드 TBM(D = 3.54 m, L = 7.4 m(전통부 = 3.9 m, 후통부 = 3.15 m, 중절간격= 0.35 m))을 바탕

으로 축소율 1/17.7을 적용 하여, D = 200 mm, L = 418 mm (전통부 = 220.3 mm, 후통부 = 178 mm, 중절간격=

19,8 mm)인 장비를 제작 하였으며, X형 중절장치의 압력거동 분석을 위해 실제 작용위치에 맞추어 중절잭 장치

를 장착하였다. 또한 쉴드잭의 위치도 실제 추진의 작용 위치에 맞추어 실린더를 장착하여 일정한 힘을 줄 수 있

도록 제작 하였다. 장비 외측에서 발생하는 토압과 중절잭 및 쉴드잭 압력과의 상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실험하기 

위해 실제 평면도면을 토대로 사각형 박스 형태로 제작하였다.

Fig. 8. Scaled modelling of shield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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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계측 및 중절 장치 시스템

쉴드 TBM 장비가 곡선부 추진 시에는 직선구간 추진과는 달리 장비 외측 측면에 불균일한 토압이 발생하게 

된다. 토압 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드셀을 이용하여 장비 측면의 토압을 측정하였으며 Fig. 10과 같이 설계 하

였다. 축소 제작 된 모형장비의 크기를 고려하여 D=27 mm, H=21 mm의 소형 로드셀을 선정하였고, 추력 작용 

시 동일 시간 때의 전면, 측면, 중절장치에 대한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드 셀은 500 N의 

용량의 센서로 측정 위치에 D=27 mm의 원형 판을 이용하여 면적당 압력을 측정 할 수 있게 하였다. 로드 셀의 위

치는 토압이 가장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Fig. 9와 같이 총 14개의 로드 셀을 설치 하였으며, 굴진 전

면부(F1, F2)를 측정하기 위한 2개, 굴진부 내 외측(L1~L4, R1~R4)을 측정하기 위한 8개, 중절잭(A1, A2) 2개, 

쉴드잭(SJ1, SJ2)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설계 도면과 같이 회전중심이 전통부 중심에 위치하는 X형식의 중절을 적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으며, 

중절각을 적용하기 위한 중절잭을 제작 하였다. X형식의 중절은 중앙 회전 핀을 중심으로, 곡선부 바깥 측면의 중

Fig. 9. Location of sensor on scaled modelling

Fig. 10. Earth pressure load cell Fig. 11. Artic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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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잭은 길어지는 반면에 안쪽의 잭은 짧아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므로, Fig. 11과 같이 신축이 가능하도록 

모형 중절잭을 제작하였다. 중절각도에 따른 모형 중절잭의 길이를 Table 1과 같이 계산하여 중절각 8°(max= 

142 mm, min= 120 mm)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Table 1. Length of X-articulation jack

Articulation Angle (°) Left length of articulation jack (mm) Right length of articulation jack (mm)

0 131.0 131.0

2 128.5 (-2.5) 133.5 (+2.5)

4 126.1 (-4.9) 135.9 (+4.9)

6 123.6 (-7.4) 138.4 (+7.4)

8 121.2 (-9.8) 140.8 (+9.8)

3.3 실험 방법

3.3.1 실험 Case 선정

쉴드 TBM 장비가 급곡선을 굴진하기 위해서 중절장치를 이용해 중절각을 적용해야 한다. 장비가 굴진을 시작

한 이후부터는 후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절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ig. 12와 같이 굴착을 진행하며 중절각을 

Fig. 12. Application of articulation angle during curved drive

Table 2. The scaled model test case

Case The scaled model test

Ground model Soil Ground

Shield jack pressure Uniform Un-uniform

Articulation Angle () 0 2 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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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장비에 중절각도(0°, 2°, 4°, 6°, 8°)를 적용하였을 때, 추력이 작용함에 따라 장비에 작용

하는 지반 압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중절각을 적용하였을 때 장비 전면부와 중절잭에 편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장비의 양측에 설치된 쉴드잭 중 회전 방향 안쪽 쉴드잭에 더 큰 추진력을 분배하여 그

에 따라 장비에 작용하는 지반 압력을 계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비 측면에 작용하는 토압과 각 중절잭에 발생

하는 응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장비를 매설하여 쉴드잭으로 하중을 가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3.2 지반조성

모형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 장비뿐만 아니라 축소모형지반의 조성 또한 매

우 중요하며, 이로 인해 원지반과 유사한 축소모형지반을 조성해야 한다. 토사 지반을 모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강사에 의한 지반조성을 하였으며 모래를 낙하하여 건조단위중량을 원 지반 건조단위중량에 맞추어 조성하

였다. 원지반에 적합한 건조단위중량(Dry unit weight)을 구하기 위해 낙하폭(Sieve), 낙하높이(H)에 변화를 주

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Table 3과 같이 낙하 높이와 낙하구 폭에 따른 건조단위중량과 상대 밀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낙하 통과 체 폭이 감소함에 따라, 낙하고가 높을수록 건조단위중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 지반

의 건조단위중량과 실내 낙하 실험 결과 값을 비교 검토한 결과 낙하구 폭 4 mm, 낙하높이 30 cm에서 건조단위중

량이 14.4 으로 원 지반 건조단위중량과 가장 유사하게 측정 되어서 이를 선정하였다. 

Table 3. Dry unit weight test

H (cm)
Dry unit weight()

Sieve (1 mm) Sieve (2 mm) Sieve (4 mm)

5 14.5 13.4 13.2

10 14.8 13.9 13.5

20 15 14.5 13.9

30 15.4 14.6 14.4

4. 쉴드 TBM 급곡선 모형시뮬레이션 결과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모형시뮬레이션 장비를 이용하여 중절각이 적용된 쉴드 TBM에 추진력을 가했을 때 장

비 측면에 측정된 압력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는 측정된 압력에서 초기 압력을 제외 

하고 나타낸 것이다.

4.1 쉴드 TBM의 추진 잭 양측에 같은 압력을 작용한 경우

Fig. 13(a) ~ (d)는 곡선부를 추진하기 위해 중절장치가 적용된 쉴드 TBM 모형 장비에 중절각을 적용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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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쉴드잭(SJ1,SJ2)에 같은 압력을 적용 하였을 때, 장비 측면에 측정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쉴드 TBM이 중절장치가 적용되어 전통부와 후통부로 나누어 짐에 따라 결과 값을 나타내었으며, (a)는 장비

의 굴진 전면부, 회전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b)는 전통부의 내 외측, (c)는 후통부의 내 외측, (d)는 중절잭과 추진 

잭의 압력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d)의 SJ1, SJ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쉴드잭 양 측에 약 450 N의 추력이 작

용 되었고, 중절각이 적용됨에 따라 장비의 회전 방향을 중심으로, 전면부와 중절잭에 편압이 발생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중절각이 증가할수록 전면부와 중절잭의 양측의 압력의 차이가 더욱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부

(b)와 후통부(c)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통부(b)의 곡선부 외측에서는 작용 하는 압력이 중절각이 증가함에 따라 

작용 압력이 점차적으로 증가 하였고, 곡선부 내측에서는 작용하는 중절각이 증가함에 따라 작용 압력은 감소하

였지만, 곡선부 외측의 증가량에 비해 비교적 미미한 감소량을 보여주고 있다. 후통부에서는 전통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내 외측의 변화가 미미 하였으며, 지반과의 마찰에 의한 압력 거동 정도가 측정되었다.

(a) Face pressure (b) Front pressure

(c) Rear pressure (d) Articulation and shield jack pressure

Fig. 13. Result of earth pressure by uniform jack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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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쉴드 TBM의 회전 방향 내측 쉴드잭에 더 큰 압력을 작용한 경우

쉴드잭의 양측에 추진력을 동일하게 적용 하였을 때, 중절각에 따라 전면부와 중절잭에 편압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편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회전 방향을 중심으로 내측의 추진 잭에 더 큰 압력을 작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내측의 쉴드잭에 외측의 쉴드잭 보다 약 2배의 더 큰 압력을 적용하였다. 그에 따른 실험 결과는 Fig. 

14(a)~(d)로 나타내었다. 

(d)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J1은 약 450 N, SJ2는 약 250 N의 추진력이 작용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중절각이 증가함에 따라 전면부 및 중절잭의 편압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부(b)와 후통부

(c)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통부(b) 에서는 중절각이 증가함에 따라 곡선부 진행방향의 외측의 지반 압력이 점차

적으로 감소함을 나타 내었으며, 후통부(c) 에서는 중절각이 증가함에 따라 작용 압력의 변화가 미미 하였지만, 

(a) Face pressure (b) Front pressure

(c) Rear pressure (d) Articulation and shield jack pressure

Fig. 14. Result of earth pressure by un-uniform jack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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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방향 외측부의 계측 압력의 값이 비교적 큰 값을 나타내었다.

4.3 쉴드 TBM 곡선부 추진 시 작용 토압 실험 결과 분석

Fig. 13과 Fig. 14에서 나타낸 실험 결과로부터 축소모형 쉴드 TBM에 중절각을 적용하여 추진력을 가했을 때, 

장비와 지반의 상호거동에 대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ig. 15는 회전 방향을 중심으로 양측의 쉴드잭에 동일한 추진압력을 작용했을 때 장비에 작용하는 지반 압력 

Fig. 15. Pressure behavior of each angle by uniform jack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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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절잭의 압력을 중절각도 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양측의 쉴드잭에 추진력이 동일하게 작용 했을 

때에, 중절각이 증가함에 따라 전면부와 중절잭에 편압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회전 방향 외측의 저항토압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진력이 증가함에 따라 편압 과 저항토압의 압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된

다. 이는 편압 작용에 의해 굴진면 외측부의 마찰력이 증가함에 따라 커터비트 및 디스크 커터의 마모율을 증가시

킬 것으로 예상되며, 커터 헤드부의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측부의 굴착속도가 

내측부 보다 빠르게 진행 될 수도 있으며, 이는 터널 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압력 거동에 의해 추진력이 불균일하게 작용하여 전반적인 터널 시공에도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16은 회전 방향을 중심으로 양측의 쉴드잭에 추진력을 분배하여 가했을 때 장비에 작용하는 지반 압력을 

Fig. 16. Pressure behavior of each angle by un-uniform jack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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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며, 편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회전방향 외측의 쉴드잭보다 내측의 쉴드잭에 더 많은 추진

력을 작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분석 결과로부터 중절각이 증가함에 따라 전면부 및 중절잭의 편압발생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비측면에 작용하는 토압은 쉴드잭에 힘을 일정하게 가했을 때보다 

크게 작용하였다. 중절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편압이 감소하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쉴드잭의 압력을 분배하여 적

용하면 장비에 작용하는 편압 및 모멘트에 대해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는 추진력을 얻기 위한 

세그먼트에 편압을 작용시켜야 하며, 세그먼트의 안전성 및 터널 구조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기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중절각이 적용된 쉴드 TBM의 추진잭에 회전 방향 중심으로 양측에 동일한 압력을 

적용하여 굴진을 하게 되면, 중절각이 증가 할수록 장비 전면과 중절잭에 편압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편압의 크

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추진력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굴진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시공기

간이 늘어남의 단점이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편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그먼트

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쉴드잭 배열을 통하여 힘의 분배를 함으로써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쉴드잭

의 최적의 배열 설계모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측면 압력과 쉴드잭의 상호작용 관

계에 중점을 두고, 급곡선 굴착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사각형 박스로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 하

였으므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굴착이 가능한 모형을 제작하고, 여러 지반 조건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쉴드TBM이 급곡선 굴진 시 중절각(0°, 2°, 4°, 6°, 8°)이 적용됨에 따라 추진력에 의해 장비에 작용

하는 압력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R=30 m급 급곡선 굴착이 가능하도록 설

계된 실제 쉴드 TBM에 대하여 1:17.7의 축소율을 적용하여 모형시뮬레이션 장비를 제작하였다. 중절각이 적용 

된 쉴드 TBM에 추진력을 적용시켜 장비에 작용하는 압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편압 작용을 고려하여 추진력을 분

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어진 중절각도 별 작용압력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쉴드잭의 압력이 동일할 때 

각도에 상관없이 후통부 측면에 발생하는 토압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장비 전면과 전통부 측면, 중절잭에

서는 각도가 변함에 있어 작용하는 압력도 큰 차이를 보였다. 중절잭의 경우 중절각 8°일 때, 0°일 때보다 외

측이 약 46%증가, 내측이 45% 감소하는 가장 큰 편압이 발생하였다.

2. 장비 전면부에 발생하는 토압의 차이도 중절각도가 클수록 더욱 증가 하였다. 중절각 8°일 때, 0°일 때보다 

곡선부 굴진 방향의 외측은 약 70%증가 하였고, 내측은 약 60% 감소하는 편압이 발생하였다. 또한 장비 전

통부의 외측에서는 중절각이 증가함에 따라 토압의 계측 값도 증가하였으며, 내측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쉴드 TBM의 추진잭에 힘을 분배하여 적용한 결과 중절각이 증가함에 따라 전면부 및 중절잭의 편압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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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곡선부 굴착 시 편압 작용에 대하여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4. 중절각도에 의한 장비의 변위가 크지 않다면 쉴드잭을 동일한 압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만, 중절각도가 

6° 이상으로 커진다면 곡선부 굴진 방향 내측의 쉴드잭에 더 큰 추진력이 가해 질 수 있도록 힘을 분배하여 

추진하는 것이 장비에 가해는 편압과 모멘트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그러나 쉴드잭에 힘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향후 세그먼트의 안전성을 고려한 쉴드잭 배

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내 모형시뮬레이션 실험이며 측면 토압과 잭 압력에 중점을 두어 사각형 박스형태의 장비로 급곡

선 굴진 시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 결과로 실제 원통형 장비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 되지만, 급곡선에서 작

용하는 지반압을 고려한 쉴드잭 추진력 산정, 최적의 장비 위치 및 자세와 같은 급곡선 시공 주요 요소 연구에 매

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진력-소요 여굴량-세그먼트의 상호거동 분석에 대하여 활용 할 것이며, 향후 

쉴드 TBM 급곡선 터널 굴착 시 핵심 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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