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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개 요

터널의 지보설계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터널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분야이다. 하지만 지보설계는 일반구조물 설계와는 

달리 다양한 터널굴착방법과 불확실한 지반조건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설계법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터널 기술자는 반세기 전부터 최적 지보설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RMR(Rock Mass Rating) 시스템, Q-분

류법,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및 NMT(Norwegian Method of Tunnelling) 등 다양한 지보설계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지보설계방법은 어떤 이론적 배경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터널 기술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된 경험적 설계법이다. 

이 설계법은 지반조건 이외에 터널굴착방법, 터널시공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터널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험적 설계법은 발파하중에 의해 터널주변지반을 크게 교란시키는 NATM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지보설계방법이다. TBM은 전단면 

터널굴착기계로 터널을 시공하므로, NATM에 비해 터널주변지반의 교란이 현저히 줄어든다. 따라서 Open TBM은 NATM보다 상당히 

경감된 지보량으로도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Open TBM의 지보설계는 설계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NATM의 지보설계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터널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지반조건, TBM 굴진기술 수준 및 제반시공여

건을 반영한 TBM용 지보시스템을 개발하여 TBM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경험적 설계법에서 사용하는 평가점수를 상향조

정하여 지보량을 경감시켰다.

Open TBM 지보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방법에는 경험적 방법, 이론적 방법 및 수치해석적 방법이 있다. 과거의 지보설계는 

경험적 설계법에 많이 의존했으나, 근래에는 지반조사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로 터널안정성과 경제성 확보가 용이한 

수치해석법(FLAC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형터널인 Open TBM에 대해서는 탄성해 및 탄소성해를 이용하는 이론적 설계법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Ashraf, 2006). 이 설계법들은 터널설계 단계별로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Technical Report에서는 Open TBM과 NATM의 거동특성과 지보설계방법을 살펴보고 국내 ‧외 Open TBM의 지보패턴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국내 터널기술자가 Open TBM의 지보설계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1.2 굴착방법에 따른 Open TBM 터널의 거동특성

터널굴착방법은 굴진면의 지반을 굴착하는 수단으로 크게 발파굴착과 기계굴착으로 나눌 수 있다. 발파굴착(Drill and Blast)은 국내에

서 NATM이라 불리우고 있으며, 착암기나 점보드릴 등 천공장비에 의해 천공된 공에 화약을 장약하여 그 폭발력을 이용하여 암반을 굴착

하는 방법을 말한다. 발파굴착은 일반적으로 터널 주위 암반을 크게 손상시키므로 원상태의 지반특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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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TM 시공 개요도(Pelizza, 2005)

기계굴착은 브레이커, 굴착기 및 TBM 등의 굴착기계를 사용한 굴착으로, 본 Technical Report에서는 Open TBM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Open TBM을 이용한 터널 굴착은 터널 주위 암반이 거의 교란되지 않고 원상태의 암반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Open TBM 시공 개요도(Pelizza, 2005)

2. Open TBM의 설계법

2.1 경험적 설계법

경험적 설계법은 터널변형에 대한 관찰과 다양한 지보 적용사례에 기초한 터널 기술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경험적 설계

법은 터널거동적 접근방법과 지반공학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다양한 지반조건과 초기지중응력 상태에서 굴착에 따

른 터널의 변형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시공단계에서 지반등급을 분류할 때 적용되기도 한다. 후자는 지질학적 지반 특성과 지반공학적 

주요 변수를 이용한 것으로 지반을 정량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다. 

TBM은 발파에 의한 NATM에 비해 여굴과 터널주반지반의 소성영역을 극소화할 수 있다. 즉, TBM은 NATM보다 상당히 적은 지보

량으로도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은 자국의 지반조건, TBM 굴진 기술수준 및 제반시공여건을 반영하여 

자체 TBM의 지보설계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현재 터널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2.1.1 터널거동적 접근방법

터널거동적 접근법은 Stini(1950)와 Lauffer(1958)에 의해 제안되었다. Lauffer은 터널굴착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무지보길이(Active Span)와 자립시간(Stand-up Time)이라는 매개변수를 제시하였다. 무지보길이는 터널직경 및 지보재와 굴진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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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중에서 터널 붕괴를 유발시키는 거리로서, 지반조건과 초기지중응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그림 3). 이에 대해 자립시간은 

터널굴착 후 무지보 상태에서 버력처리와 지보재 설치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Lauffer는 무지보길이와 자립시간에 따라 지반을 7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의 알파벳은 지반분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A는 

대단히 양호한 지반이고 G는 매우 불량한 지반에 속한다.

<그림 3> Lauffer의 무지보 길이 S의 정의(Hoek et al., 1980)

<그림 4> 지반등급에 따른 무지보 길이와 자립시간과의 관계(Lauffer, 1958)

2.1.2 지반공학적 접근방법

지반공학적 접근법은 어떤 이론적 배경에서 출발되었다기 보다는 대부분 터널 현장 기술자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으로 

Q-분류법, RMR(Rock Mass Rating) 시스템 등의 지반분류법이 있다. 이 방법은 지반조건 이외에 터널 시공요인(작업공의 숙련도, 

시공수준, 사용장비 및 굴착방법 등)의 영향이 크므로 시대적 변천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Open TBM은 NATM보다 터널주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굴착에 따른 터널의 안정성을 증진시

킬 수 있다. 즉, Open TBM의 지보량이 NATM보다 적게 요구된다. 따라서 Open TBM의 지보설계법은 NATM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반

분류법의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여 간접적으로 지보량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2 이론적 설계법

이론적 설계법은 균질한 지반조건에서 원형터널의 변형을 추정하고, 다양한 지보시스템과 터널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접근하기 쉬

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암반과 지보간의 상호관계(Rock Support Interaction)는 내공변위제어법(Convergence-Con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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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CCM)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종단변형곡선(Longitudinal Deformation Profile, LDP), 지반반응곡선(Ground 

Reaction Curve, GRC) 및 지보재특성곡선(Support Characteristic Curve, SCC)에 기본개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서만 Open TBM의 거동을 완전히 분석할 수 있다.

∙ 지중응력영역은 등방응력상태이다.

∙ 지반은 등방상태이며 균질하고, 파괴는 주절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 지보 반응은 완전 탄소성 거동을 하며 균등한 지보압을 갖는다.

  - 숏크리트는 폐합되어 있다.

  -강지보는 지반과 완전히 밀착되어 원형터널 종방향으로 균일한 간격으로 설치된다.

  -록볼트는 원형터널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다.

2.2.1 종단변형곡선(LDP)

종단변형곡선(Longitudinal Deformation Profile, LDP)은 무지보터널에서 터널 굴진면을 중심으로 터널종단방향으로 전후방에 대

한 내공변위를 그린 것이다.

2.2.2 지반반응곡선(GRC)

지반반응곡선(Ground Reaction Curve, GRC)은 터널의 내압 

를 원지반의 지압인 


로부터 감소시켜갈 때, 내공변위 


의 증

가양상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2.2.3 지보재특성곡선(SCC)

지보재특성곡선(Support Characteristic Curve, SCC)은 터널의 내공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보재에 작용되는 지보압(

)의 증가

양상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2.3 수치해석적 설계법

지반조건이 등방균질조건(응력지배로서 연속체)이 아닌 3~4개의 불연속면으로 블록이 형성되었거나 초기지중응력이 등방조건이 

아니라면 수치해석을 이용한 터널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수치해석은 토사터널이나 혹은 등방균질조건에 유사한 암반(Rock Mass)에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연속체역학으로서 유한요소

법이나 유한차분법(또는 경계요소법)을 이용하고, 불연속체역학이 지배하는 경우에는 개별요소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3.1 탄성영역의 Open TBM 거동해석

Open TBM 굴착시 터널주변 지반이 균질하고 탄성영역에서 거동한다면 모든 초기지중응력(

) 조건에서 Kirsh의 탄성해를 적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반조건에서는 탄성해를 이용한 이론적 설계법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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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탄소성영역의 Open TBM 거동해석

Open TBM 굴착시 터널 주변지반이 균질한 탄성영역이고 초기등방지중응력(

) 이라면 탄소성해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탄소성해가 터널주변지반의 소성영역 발생에 따른 사하중(이완하중)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터널시공현장에서 불연속체해석(DEM)이 가능하도록 공사 전에 충분히 지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수치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연속체역학일 것이다. 

3. Open TBM의 지보설계

3.1 Open TBM 설계시 고려사항

Open TBM의 지보설계는 TBM의 굴착특성, 용도, 지보재의 특징 및 지반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 4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Open TBM의 굴착특성은 그 직경에 따라 지보재 설치시기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 TBM은 커터헤드 바로 

후방에 받침대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 이곳에서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등 주지보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소구경 TBM은 

커터헤드로부터 0.5D~2.0D(D는 굴착경) 이격된 위치에 지보재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보재의 설치시점은 NATM에 비해 그만큼 길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반의 자립시간이 지보재의 설치시점보다 짧은 단층대 또는 파쇄대 등 불량한 지반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조기에 지보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TBM 제작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TBM의 용도는 교통터널(일반터널, 장대터널, 도심지터널, 산악터널), 수로터널(도수/하수 터널), 파이롯트 선진갱 터널로 나

눌 수 있다. 교통터널과 수로터널 등의 지보재는 장기적인 지보기능이 요구되고, 대단면 터널용인 파이롯트 선진갱 등은 단기적인 

지보기능이 요구된다.

셋째, TBM의 지보재 특징은 발파굴착과 달리 TBM의 굴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보재의 시공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한다는 것

이다. 즉 TBM 굴착의 목표는 빠른 굴진율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지보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계단계시 TBM공법의 지보설계는 일반적으로 시공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반등급에 근거로 한다. 시공중에는 TBM 

굴착면을 관찰하고, TBM 장비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종합함으로써 지반여건을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 지반등급별 지보설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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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Open TBM 지보재의 특징

3.2.1 숏크리트

대구경 TBM에서는 작업공간이 넓어, NATM에서 사용하는 숏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소구경 TBM에서 숏크리트는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섬유보강 모르터를 주로 사용한다(그림 6).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암 반

(a) 철망보강 숏크리트 (b)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그림 6> 보강 재료에 따른 숏크리트

3.2.2 록볼트

대구경 TBM에서 록볼트 천공장비는 커터헤드와 그리퍼 사이에 배치되어 있고, 록볼트 적용범위는 그림 7과 같이 천장부와 인버트

부에서는 록볼트를 굴착면과 직각에 가깝게 설치할 수 있으나 좌우 측벽부에서는 방사형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① 기계 지지대

② 철근망 타설 장비

③ 컨베이어 벨트

④ 아치 시공 장비

⑤ 보링 받침틀

⑥ 록볼트

⑦ 보호 덮개가 있는 작업 스테이지

⑧ 보호 덮개가 있는 작업 바스켓

⑨ 시공 가능한 록볼트 영역

<그림 7> 지보재 설치장비(직경 9.43m, Herrenknecht)

3.2.3 강지보재

Open TBM의 강지보재는 NATM과 같이 굴진면의 천단 붕락이나 본체 후방의 붕락 및 붕괴의 우려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하고 

있다. 강지보재의 종류로는 H-형강, U-형강, 격자지보재(Lattice Girder) 및 ㄷ-채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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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철 망

철망설치는 최근까지 인력작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철망 설치 장비가 장착되어 기계식으로 설치하고 있다.

3.3 표준지보패턴의 선정

TBM 굴착은 발파굴착과 비교할 때 지반의 교란정도가 적으므로, 터널 주변지반의 지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요 주지보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3.3.1 표준지보패턴 사례

TBM의 굴착직경과 주지보재의 관계는 일본에서 연구된 결과인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표 1> TBM 굴착직경에 따른 주지보재 선정기준(일본)

구분
TBM 굴착직경

지보규모
소구경 중구경 대구경

숏크리트
일반숏크리트 ○ ○ △ 두께(20~50mm)

SFRS × △ ○ 두께(100~150mm)

철망 ○ △ △

록볼트 × △ △ 길이(1.5~2.0m)

강지보재 ○ ○ ○
ㄷ-40×75, ㄷ-50×100, 

H-100, H-125, H-150

3.3.1.1 파이롯트 선진갱(표 2, 3)

<표 2> 국내 파이롯트 선진갱 Ø5.0m (00철도, 2004)

구분 패턴-1 패턴-2 패턴-3 패턴-4

지반

등급

RMR 60 이상 60~45 45~30 30 이하

Q 10 이상 10~1 1~0.1 0.1 이하

굴진장(m) 1.5 1.5 1.2 1.0

숏크리트(mm) - 50(일반) 50(일반) 100

록볼트

길이(m) 2.0 2.0 2.0 2.0

간격(종/횡,m) 랜덤 1.5/2.0 1.2/1.5 1.0/1.2

설치위치 랜덤 90° 135° 135°

강지보재 - - - H-100

보조공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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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 파이롯트 선진갱 Ø4.5~5.0m (일본 터널표준시방서(산악공법), 2006)

구분 B-T CⅠ-T CⅡ-T D-T E-T 

지반조건 B CⅠ CⅡ D E 

지반

등급

RMR 80~61 60~41 40~21 20 이하

Q 10~2 2~0.1 0.1~0.004 0.004 이하

굴진장(m) 1.5 1.5 1.5 1.0 이하

별도

지보검토
숏크리트(mm) -

20(강섬유)

120°

20(강섬유)

180°

30(강섬유)

180°

강지보재 - H-100×100 H-100×100

3.3.1.2 파이롯트 피난갱(표 4, 5)

<표 4> 국내 피난갱 Ø5.0m (○○도로터널, 2012)

구분
패턴 1

(본선패턴1,2)

패턴 2

(본선패턴3)

패턴 3

(본선패턴4)

패턴 4

(본선패턴5)

Q 5이상 5~0.93 0.93~0.28 0.28이하

RMR 60 60~45 45~35 35이하

굴착방법 TBM TBM TBM TBM

굴진장(m) 3.0 2.0 1.5 1.0

S/C(mm) 일반 50 강섬유 50 강섬유 100 강섬유 150

보호공(mm) 50 50 50 -

R/B

길이(m) - 2.5 2.5 2.5

횡(m) -
2.0

(상반90°)

1.5

(상반150°)

1.2

(상반150°)

종(m) - 2.0 1.5 1.0

강지보(m)

(격자지보)
- - -

1.0

50×20×30

<표 5> 일본 피난갱 Ø4.5~5.0m (일본 터널표준시방서(산악공법), 2006)

구분 B-T CⅠ-T CⅡ-T D-T E-T 

지반조건 B CⅠ CⅡ D E 

지반

등급

RMR 80~61 60~41 40~21 20 이하

Q 10~2 2~0.1 0.1~0.004 0.004 이하

굴진장(m) 1.5 1.5 1.5 1.0 이하

별도

지보검토
숏크리트(mm) -

20(강섬유)

 260°

20(강섬유)

260°

30(강섬유)

260°

강지보재 - - H-100×100 H-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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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산악터널(표 6~9)

<표 6> 국내 철도터널 Ø9.6m (○○전철, 2007)

구분 패턴-1 패턴-2 패턴-3 패턴-4 패턴-5 패턴-6

개념도

지반

등급

RMR 65 이상 65~59 59~50 50~35 35~27 27~20

Q 10 이상 4~10 4~1.0 1.0~0.1 0.1~0.03 0.01~0.03

굴진장(m) Random 3.0 3.0 1.5 1.5 1.0

숏크리트(mm) 50(일반) 50(강섬유) 50(강섬유) 80(강섬유) 120(강섬유) 150(강섬유)

록볼트

길이(m) 3.0 3.0 3.0 3.0 3.0 3.0

간격(종/횡,m) Random 3.0/2.0 3.0/2.0 1.5/1.5 1.5/1.2 1.0/1.0

설치범위 Random  90°  135°  260°  260°  260°

강지

보재

규격 - - - 50×20×30 70×20×30 70×20×30

간격 - - - 3.0 4.0 4.0

<표 7> 국내 도로터널 Ø4.5~5.0m (○○도로터널(현장변경안), 2002)

구분 패턴 1 패턴 2 패턴 3 패턴 4

RMR 61~100 41~60 31~40 30 이하

S/C(mm) - 30(레미탈) 50(레미탈) 100(레미탈)

록볼트 - 0.833개/m 6개/m -

강지보 - - - 1.25조/m

<표 8> 일본 철도터널 Ø6.82m (일본 터널표준시방서(산악공법), 2006)

구분 ⅣNP-T ⅢNP-T ⅡNP-T ⅠNP-T ⅠIP-T

지반

등급

RMR 60~41 40~21 20 이하

Q 2~0.1 0.1~0.004 0.004이하

숏크리트(mm)

(설치범위)
-

20

(상반 90°~180°)

30

(주로 상반 180°)

주로 30

(주로 240°)

50

(180°)

록볼트(길이×본수) - - 1.5×4 또는 6 1.5×0~10 1.5×6

강지보재 - - - H-125 @1.2m H-125 @1.2m

보조공법 - - - -
선진파이프

선진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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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럽 알프스 터널 Ø6.0m (Scolari, 1995)

구분 F1 F2 F3 F4 F5 F6 F7

지반

등급

RMR 80~65 65~59 59~50 50~35 35~27 27~20 20~5

Q 100~10 10~4 4~1 1~0.1 0.1~0.03 0.03~0.01 0.01~0.001

숏크리트(mm) - 50 50 80 100  150

굴착전 전방지반 보강

철망(m2) - 1.0 이하 1.0~1.5 5.0~9.0 9.0~18 18~27

록볼트
길이 2.0m 2.0m 2.0m 2.5m 2.5m 2.5m

개수 0.5 이하 1.0 이하 1~3개 3~5개 5~7개 7~10개

강지보재 - - - 40~80kg/m 80~160kg/m 160~300kg/m

3.3.1.4 수로터널(표 10, 11)

<표 10> 국내 도수로터널 Ø3.8m (○○댐, 2002)

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지반등급(RMR) 70 < 70~55 55~35 < 35

개요도

록볼트
길이 3.0m 3.0m - -

간격(m) Random 3.0 - -

강지

보재

규격 - - H-100×100×6×8 H-100×100×6×8

간격 - - 1.5m 1.0m

<표 11> 일본 도수터널 Ø3.52m (일본 터널표준시방서(산악공법), 2006)

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지반등급 CH 이상 CH ~ CM CM CM ~ CL

개념도

RMR 100~51 40~21 20 이하

Q 100~2.0 2.0~0.1 0.1~0.004 0.004 이하

굴진장(m) 1.5

숏크리트(mm) - 20(120°) 20(180°) 30(270°)

강지보재 - - - ㄷ-150×75×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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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Q-시스템에 의한 표준지보패턴의 선정

Scolari(1995)는 Ilbau가 개선한 오스트리아 TBM 지보설계와 경험적 설계법(Q-시스템, RMR 분류법)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Open 

TBM의 지보량을 제시하였다. 그는 알프스를 통과하는 6m직경의 Open TBM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지보패턴과 지반거동의 관

계를 규명하였다. 

3.3.2.1 Q-시스템에서 Open TBM의 지보량 산정(표 12)

<표 12> Q-시스템에 의한 TBM(직경 6m)의 지보량 산정

지반등급 A ․ B C D E F-1 F-2 G

Q 100~10 10~4
4~1 1~0.1 0.1~0.04 0.04~0.01 0.01 이하

Q보정 100~20 20~8

숏크리트(mm) - - 40~70 70~130 130~150 150~200 200 이상

록볼트

(m)

길이 2.5 2.5 2.5 2.5 2.5 2.5 2.5

간격 - 1.9 이상 1.7~2.1 1.3~1.7 1.2~1.3 1~1.2 1 이하

강지보재 - - - - - RRS RRS 또는 CCA

3.3.2.2 Q-시스템과 시공실적의 지보량 분석(표 13)

Scolari(1995)가 직경 6m의 TBM으로 알프스를 굴착하면서 시공실적에 의해 정립한 지보량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터널 시공실적에 따른 TBM(직경 6m)의 지보재 재선정(Scolari, 1995)

구분 F1 F2 F3 F4 F5 F6 F7

지반조건

시공시

지반거동
안정

소규모 낙석 

발생가능
소규모 낙석 소규모 붕락

잦은 붕락 

발생가능

전면부 대단위 

붕락가능
자립불가

RMR 80~65 65~59 59~50 50~35 35~27 27~20 20~5

Q 100~10 10~4 4~1 1~0.1 0.1~0.03 0.03~0.01 0.01~0.001

개념도

숏크리트(mm) - 50 50 80 100  150

굴착전 

전방지반 보강

철망(m2) - 1.0 이하 1.0~1.5 5.0~9.0 9.0~18 18~27

록볼트
길이 2.0m 2.0m 2.0m 2.5m 2.5m 2.5m

개수 0.5 이하 1.0 이하 1~3개 3~5개 5~7개 7~10개

강지보재 - - - 40~80kg/m 80~160kg/m 160~300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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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탄소성해석에 의한 표준지보패턴의 선정

내공변위제어법(Convergence-Confinement Method, CCM)은 지반반응곡선(GRC), 지보재특성곡선(SCC) 및 종단변형곡선(LDP)

을 조합함으로써 작성할 수 있다. 지반반응 곡선과 지보재특성곡선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한다(그림 8).

지반반응곡선과 지보재특성곡선을 통한 지반과 표준지보패턴의 상호작용결과는 평형지보압, 안전율 및 소성반경 크기로 나타난다. 

평형지보압과 안전율은 그림 8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림 9는 무지보상태일 때와 표준지보패턴 상태일 때 소성영역의 범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지반반응곡선과 지보재특성곡선(RocSupport, 2004) <그림 9> 지보시와 무지보시의 소성영역(RocSupport, 2004)

3.4 지보패턴 적정성 검증 및 활용

3.4.1 수치해석

설계단계의 Open TBM의 지보설계는 최종설계가 아닌 사전설계 또는 예비설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설계단계에서 수치해석은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반의 거동 및 터널 주변에의 영향을 예측하고, 설계구조물의 안정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며, 시공단계에서 실시하

게 될 현장계측의 관리 기준치를 결정하는데 유효한 방법이 된다.

Open TBM은 불량한 지반에서 굴진율이 현저히 저하된다. 이러한 취약구간에 대한 수치해석은 Open TBM의 표준지보패턴에 대한 

안전율과 터널주변지반의 소성 발생 범위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지보패턴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3.4.2 계측계획

Open TBM의 계측은 NATM처럼 설계단계에서 내포된 공학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고, 시공단계의 

안정성과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계측흐름도는 그림 10과 같으며, 계측결과에 따라 기존 시공방안대로 추진 또는 

설계변경, 시공법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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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계측에 의한 표준지보패턴의 재선정

3.4.3 시공중 피드백 시스템

터널변위는 설계단계에서 수행한 수치해석결과와 시공단계에서 수행하는 계측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해야 하며, 필요시 역해석 기

법을 도입하여 터널거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공중 역해석은 시행오차방법, 직접법, 역산법 등의 역해석 방법보다는 입력치를 재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재평가된 지

반특성치는 향후 시공될 구간에 대한 터널거동을 사전에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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