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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ehavior of a circular vertical shaft wall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a groundwater 

table. The effects of wall deflection, backfill settlement, and earth pressure distribution around the circular vertical shaft 

caused by sequential excavations were quantified. The vertical shaft was numerically simulated for different excavation 

depths of the bearing layer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soft rock) and transient and steady-state flows in the absence 

of a groundwater table. The backfill settlements and influential area were much larger under transient flow conditions 

than in steady-state flow. On the contrary, the horizontal wall deflection was much larger in steady state than in the 

transient state. Moreover, less settlement was induced as the excavation depth increased from weathered soil to weathered 

rock to the soft rock layer. Finally, the horizontal stresses under steady- and transient-state flow conditions were found 

to exceed Rankine’s earth pressure. This effect was stronger in the deeper rock layers than in the shallow soil layers.

 

요   지

도심지 원형 수직구 굴착 시 주변 지반의 침하는 포장 하부에 설치된 인프라시설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상부구조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배면지반의 침하량을 예측하는 방법은 지반조건, 벽체 변위, 해석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

므로 근접시공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침하량을 예측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하여 굴착심도

별로 지하수의 침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비정상류, 정상류, 지하수를 고려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면지반의 

침하와 벽체의 변위 그리고 토압분포를 검토하였다. 수치해석결과, 배면지반의 침하량과 침하영향범위는 비정상류 

상태가 정상류 상태보다 크게 발생하였으나 벽체의 수평변위는 반대로 정상류 상태가 비정상류 상태보다 크게 나타났

다. 침하량의 크기는 굴착 깊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굴착 깊이 별로 토사층에서 가장 크고 풍화암층, 연암층 

순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수압을 포함한 수평응력값을 기존의 Rankine 토압식과 비교했을 때 토사지반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암반층에서는 수치해석 결과보다 작은 토압형태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eywords : Circular vertical shaft, Numerical analysis, Rankine’s earth pressure, Transient state flow, Steady 

stat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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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properties (Seoul Ground Investigation Manual, 2006)

Stratum
Unit weight
 (kN/m3)

Cohesion
(kPa)

Internal friction 
angle

Deformation 
modulus
(MPa)

Poisson’s
ratio

Coefficient of 
permeability
(cm/sec)

Soil layer 18 1 29 8.0 0.35 8.0×10-4 

Weathered soil layer 19 16 30 25 0.33 3.8×10-4  

Weathered rock layer 21 32 32 290 0.30 9.0×10-5  

Soft rock layer 24 500 35 2,200 0.27 3.0×10-5 

1. 서 론

도심지에 건설되는 터널이나 수직구의 굴착시 지반

침하와 지표면 함몰은 지중에 매설된 상･하수관, 통신

선로 등과 상부 고층 빌딩 등의 구조물에 심각한 위험요

소로 작용한다. 국내에서는 굴착공사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

사 및 터널공사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시 주요 평

가항목인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간편하게 예

측하기위해 Park(2018)은 침하량 평가차트를 도출한 바 

있다.

수직구의 경우 개착공법에 의해 시공되는 수직방향

의 구조물로 굴착 폭에 비하여 굴착 깊이가 크기 때문에 

설계 시 수평방향으로 긴 터널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

요하다. 이러한 원형단면의 수직구에 작용하는 토압은 

응력이완에 따른 벽체의 변위와 3차원 아칭효과의 작용

으로 인하여 평면변형률 조건의 2차원 Rankine 토압식

보다 작은 토압이 작용하게 된다. 아칭효과에 대한 연구

는 많은 연구자들(Fara and Wright, 1963; Wong and 

Kaiser, 1988a)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원형 

수직구에 작용하는 토압과 관련(Kim et al., 2009; Kim, 

2013; Jeong et al., 2015)하여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 또한 벽체해석법에 대하여 Jeong, et al.(2009)은 탄

소성 해석과 유한요소법을 비교하여 상황에 따른 해석 

적용성을 검토한 바 있다.

지하수위를 고려한 해석 등은 가설 흙막이 구조물이

나 터널의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실무에서는 굴

착 단계별로 배면 지하수위를 굴착면 보다 2∼3m 높게 

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Kim et al., 2009)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터널 등 지하 굴착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

로 지하수위를 간접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Yang et al., 2007; Shin et al., 2005; Yoo et al., 

2004). 그리고, 원형수직구의 경우 지하수위에 대한 영

향을 여러 인자에 대해 수행되었으나(Kim, et al., 2011; 

Lee et al., 2007), 정상류･비정상류 거동 비교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Jang(2007)이 시간이 고려된 

비정상류 거동을 흙막이 구조물에 대해 수치해석으로 

설계수압과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원형수직구에 

대해서도 비정상류를 고려한 거동분석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칭효과를 받는 원형수직구

를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의 저하량이 지반침

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지반침하 영향요소 중 

굴착심도와 지하수위(정상류･비정상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굴착에 

따른 배면지반의 침하 영향과 토압분포, 벽체의 변위, 

전단력, 휨모멘트 등의 확인을 통해 수직구 설계시 굴착

배면지반의 거동 및 영향범위를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자 하였다.

2. 3차원 수치해석

2.1 지반조건 및 해석Case 선정

지층조건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심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사, 풍화토, 풍화암, 연암 4개의 지층으로 단순화

하여 적용하였다. 해석에 적용한 지반 물성치는 서울시 

지반조사편람(2006) 및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안전영

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적용하였다.

수직구 굴착 시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

변수로는 지반특성, 굴착심도, 굴착 공정 및 지하수위 

조건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 시공되는 수직

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반침하특성 경향 분석을 

위한 매개변수로 지하수와 굴착심도를 고려하였다.

굴착 심도별 배면지반의 침하 영향분포 분석을 위해 

Fig. 1과 같이 직경 13m, 최종 굴착깊이 Case I : 15m(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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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 Case II Case III

Fig. 1. Cross Sectional-view of shaft embedment

(a) Typical Finite element mesh and boundary condition (b) Mesh of vertical shaft

Fig. 2. GTS NX 3D finite element modeling

화토층), Case II : 25m(풍화암층), Case III : 40m(연암

층)의 총 3가지 Case로 적용하였다. 각각의 Case별로 배

면에서의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지반침하 영향과 벽체

의 변위 및 토압분석을 위해 시간에 따라 수위가 변하는 

비정상류의 상태와 비배수 조건의 수위변화가 없는 정

상류 상태, 지하수위가 없는 지하수 미고려의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2.2 해석모델링

Fig. 2는 Midas GTS NX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요소

망이다. 해석영역은 경계조건의 구속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터널설계기준(2016)에 따라 좌우로 최대굴착심도

의 3배, 하부 2배 이상을 모델화하여 경계구속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응력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검토를 수행하였다. 해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하

여 수직구 주변의 부위는 요소망 크기를 세분화 시켰으

며, 모델 외곽부분의 지반은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요소망의 크기를 크게 설정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반모

델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ohr-Coulmb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구조 재료는 Elastic모델을 적용하

였다. 구조물 주변지반은 Solid요소, 흙막이 벽체 및 숏

크리트는 2D Shell요소, 링빔은 1D Beam요소를 사용하

여 모델링 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적용된 구조물의 물

성은 Table 2와 같다. 

CIP 벽체는 철근이 배근된 콘크리트 기둥과 H-pile이 

설치된 콘크리트 기둥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3차원으로 해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콘

크리트 기둥들의 강성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연속벽

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2차원 평면 변형률조건으로 해

석하였다. 등가의 물성치 산정은 다음의 식 (1)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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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haft wall properties

Division Properties

CIP wall
Diameter, D = 0.5m

Young’s modulus, E = 2.8X103

H-pile
Type, H-300X305X15X15

Horizontal spacing, SH = 1.8m
Young’s modulus, E = 2.1X104kPa

Shotcrete
Young’s modulus, E = 5.00X103

Strength, fck = 10MPa

Waterproof 
grouting

Coefficient of permeability, K = 1.0×10-8 (m/sec)

Ring beam
Type, H-300X305X15X15

Young’s modulus, E = 2.1X104kPa

Fig. 3. CIP+H-pile wall section transformation 

Table 3. Construction steps

Stress-Penetration Coupled Analysis Stress-Penetration Coupled Analysis

STEP 1 Grouting+CIP STEP 2 1st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3 2nd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4 3rd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5 4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6 5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7 6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8 7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9 8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10 9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11 10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12 11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13 12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14 13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15 14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16 15th excavation (2m) + Ring beam

STEP 17 16th excavation (1.5m) STEP 18 17th excavation (1.5m)

STEP 19 18th excavation (1.5m) + Shotcrete STEP 20 19th excavation (1.5m) + Shotcrete

STEP 21 20th excavation (1.5m) + Shotcrete STEP 22 21st excavation (1.5m) + Shotcrete

STEP 23 22nd excavation (1.5m) + Shotcrete STEP 24 23rd excavation (2.5m) + Shotcrete

STEP 25 40m excavation complete

하여 Fig. 3과 같이 연속벽체의 탄성계수(E)와 단면 2

차 모멘트(I)를 단위폭 1m의 흙막이 벽체로 치환하여 

적용하였다.

 × 
  × 

  (1)

여기서,  = H-pile의 탄성계수(kPa)

 = H-pile의 단면2차모멘트()

 = 단위폭 1m당 H-pile의 개수

 = 콘크리트 벽체의 탄성계수(kPa)

 = 콘크리트 벽체의 단면2차모멘트()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조건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

여 CIP+H-pile 시공을 시작으로 단계별 굴착을 통해 2m 

간격으로 링빔 설치 및 숏크리트 타설이 반복되는 시공

단계를 모사하였다. 또한 벽체로의 급격한 지하수 유입

을 방지하기 위해 불투수층인 암반까지 그라우팅이 천

공되도록 하였다. 본 해석에서 고려한 시공단계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2.2.1 경계조건 선정

3차원 굴착 모델은 2차원 해석과는 달리 구조물의 방

향과 경계조건이 해석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실제 

현장 조건과 유사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모사할 수 

있다. 해석 영역에 대한 경계조건은 모델영역 지반경계

부분에 전체좌표계 축방향에 따라 하부경계는 연직변

위 구속, 좌우경계는 수평변위 구속, 상부경계는 자유면

으로 각각 변위구속을 설정하였다.  

흙막이 벽체를 시공 후 벽체 안쪽의 지반영역은 굴착

으로인해 응력해방상태가 되며 지반과 벽체의 분리거

동 모사를 위해 3D 인터페이스 요소를 적용하였다. 인

터페이스 요소는 흙과 벽체 사이에 발생하는 상대변위

를 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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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rface reduction factor (Lee et al., 2001)

Soil & material Rinter

Sandy soil / steel material 2/3

Cohesive soil / steel material 0.5

Sandy soil / concrete 1.0∼0.8

Cohesive soil / concrete 1.0∼0.7

Soil / geogrid 1.0

Soil / geotextile 0.9∼0.5

(a) Sequential Analysis procedure (b) Ground water level condition

Fig. 4. Transient state flow analysis with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Fig. 5. Steady state flow analysis with varying water level conditions지 않을 경우 요소간의 아칭 효과에 의해 벽체 첨두 부

근의 지반이 침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인터페이

스 요소 사용시 흙과 구조물 재료별 강도감소계수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인터페이스 요소 생성 시 아직 굴착이 진행되지않은 

원지반 상태에서는 절점이 분리된 상태가 되며 해석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절점을 연결시켜 주는 강체

링크를 적용하였고 인터페이스 요소를 활성화 시키는 

시공단계에서는 제외시켰다.

2.2.2 지하수 해석조건

본 연구에서는 경계면의 수두에 대해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지표 포화를 가정하였고 굴착이 진행되는 수직

구의 방향으로 배수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지하수의 침

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비정상류, 정상류, 지

하수를 고려하지 않은 조건으로 분류하였다. 

시간에 따라 수위조건이 변하는 비정상류 해석을 모

델링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굴착에 대한 모델링

은 굴착이 되는 부분의 요소를 시공단계에 따라 제거하

고, 대기와 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조건을 굴착시간에 

맞추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지정함으로써 시공 기간에 

따른 비정상류 해석을 실시하였다. 경계조건의 시간변

화는 단계별 굴착 시공에 맞췄으며 굴착단계마다 굴착

부분의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시간과 수압의 함수를 벽

체 전면과 굴착저면에 추가로 적용시켰다. 굴착이 진행

됨에 따라 굴착부의 수위는 점점 낮아지게되고 이것을 

수압으로 나타내면, 굴착부분에 접하는 요소의 절점인 

벽체 전면부는 초기수압에서 굴착진행 시간에 맞게 수

압을 0이 되도록 함으로써 해석시 굴착의 효과를 반영

하였다. 또한 굴착바닥면에 간극수압 0의 수두를 설정

하여 굴착 단계별로 배수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정상류 

침투해석은 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설정

한 경계조건에 대해 해석시간동안 변화를 고려하지 않

았다. 이에 배면지반의 지하수위를 고정시키고 벽체 경

계부에 유효응력과 정수압이 작용하며 수직구 주변에

는 정상류 흐름이 발생하도록 비배수 조건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침투 모델에 대한 경계

조건을 Fig. 4(a)와 같이 설정하였다. 지하수 흐름조건에 

따른 굴착단계별 수위변화에 대하여 비정상 침투해석

에서의 변화는 Fig. 4(b)와 같으며, 정상류 침투해석에

서의 지하수위 변화는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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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m excavation (b) 15m excavation

Fig. 6. Transient flow-induced Ground settlement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7. Comparison of ground settlements

3. 결과 및 분석   

3.1 비정상류 시간조건 설정

앞에서 산정한 해석조건을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 수

행하여 지하수 유동에 따라 수직구 및 배면지반의 거동

을 분석하였다. 지하수의 하강을 고려하는 조건인 비정

상류를 해석하기 위해선 시간조건 설정이 필수적이다. 

Fig. 6은 비정상류 조건에서 침투 시간에 따라 침하량의 

크기를 확인한 그래프이다. 해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

듯이 40m까지 굴착하여 최종 굴착층이 암반까지 확보

되었을 경우 암반층의 투수계수가 작아지게 되어 지하

수가 배수되어지는 시간의 차이에도 지반침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토사지반까지 

굴착되어 굴착지반의 투수계수가 커질수록 유출속도에 

따라 침하곡선이 변하였으며 유출시간 6시간 이상부터

는 침하곡선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출단면적이 동일한 상태에서 침투속도가 증가하게되

면 지반의 투수성이 바뀌고, 침투할 수 있는 응력의 변

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장조건을 고려하여 비정상류 해석에 적용되는 시간을 

3일로 가정하여 해석에 적용하였다.

3.2 배면측 지반침하

굴착깊이에 따른 조건별 최대 벽체 배면지반의 침하

량 및 지하수위 저하량 검토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

으며 침하 발생경향은 Fig. 7과 같다. 침하량의 분포는 

침하곡선의 변곡점을 보이는 가우스 분포곡선의 경향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벽체 선단부로부터 거리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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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ion result of Ground Water Table - Ground 
Settlement

Division Case I Case II Case III

Fluctuation of G.W.T -2.487m -0.996m -0.457m

Settlement (Transient) -23.30mm -13.07mm -8.57mm

Table 6. Comparision result of displacement 

Case I Case II Case III

Transient Steady Dry Transient Steady Dry Transient Steady Dry

1.64mm 1.84mm 1.24mm 1.94mm 2.02mm 1.34mm 1.95mm 1.98mm 1.32mm

Table 7. Comparision result of bending moment

Case I Case II Case III

Transient Steady Dry Transient Steady Dry Transient Steady Dry

9.0kPa 13.07kPa 7.14kPa 13.4kPa 15.7kPa 12.4kPa 17.0kPa 20.1kPa 11.1kPa

Table 8. Comparision result of shear force

Case I Case II Case III

Transient Steady Dry Transient Steady Dry Transient Steady Dry

12.2Kpa 9.2kPa 11.4kPa 4.9kPa 5.9kPa 4.7kPa 9.7kPa 10.7kPa 5.9kPa

질수록 침하량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벽체 

부근에서 지반과의 상대변위가 발생하여 실제 거동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지하수의 침투에 따른 응력변화

량을 고려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Case I에서 비정상류 상태의 최대 지표침하는 -23.30mm

로 가장 큰 침하량이 발생하였으며 해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표침하량은 지하수의 침투에 영향을 받게되

며 적절한 차수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배면 지반의 

침하량이 커지며 주변지반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Case II에서는 Case I과 마찬

가지로 비정상류 상태에서 최대의 침하량이 발생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3.07mm로 Case I보다 10.27mm 

감소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충분히 확보되고 최종 굴착바닥면이 암반층에 확보될

수록 침하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 III에

서는 Case II와 마찬가지로 근입장이 연암층에 근입되

고 최종 굴착지반의 상태가 양호해 질수록 지하수의 침

투 발생량이 작아지고 침하량은 이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수위의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를 고려하지 않은 

지반에서는 거의 변화량이 없었다. 정상류 상태와 비정

상류 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최대침하량은 토사지반 굴

착시 4.6%, 풍화암 지반에서 7.2%, 연암 지반에서 12.5%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굴착에 따른 배면

지반의 최대침하량과 검토영향범위 산정시 지하수의 

침투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수평변위 및 발생 휨모멘트, 전단응력 비교

조건별 최대발생 변위, 휨모멘트, 전단응력은 Table 

6∼8에 정리하였으며 발생경향은 Fig. 8∼10과 같다. 굴

착 깊이별 수평변위의 경향을 확인한 결과 흙막이벽체

의 근입장이 충분히 확보되어진 Case I과 II의 경우 지

반조건이 불량한 토사지반에서 최대의 변위값을 나타

내다가 굴착이 완료되는 구간에서부터 변위값이 작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굴착깊이가 벽체 근입깊이보

다 깊어지는 Case III의 경우 수평변위량이 감소하지 않

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벽체에 설치된 링빔 지보재가 

변위를 억제하고 굴착 주변에 재분배된 응력이 벽체하

단부로 전달되는 응력전이현상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지하수의 흐름에 따른 변위를 비교하였을 때 투수계

수가 큰 풍화토 이하의 지층에서는 정상류 상태의 지

반에서 가장 큰 변위값을 나타내었고 지하수를 고려하

지 않은 지반이 가장 작은 변위값을 나타내었다. 하지

만 벽체의 근입장이 연암까지 확보되어있고 풍화암 이

상의 투수계수가 작은 지반으로 굴착이 진행될수록 지

하수 흐름에 의한 변위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투수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풍화토까지의 지반에

서는 지하수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풍

화암 이상의 지반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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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8. Analysis result of horizontal displacement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9. Analysis result of bending moments

으로 판단된다.

부재의 휨, 전단응력 확인결과 굴착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응력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벽체를 한쪽지점이 고정된 캔틸레버보로 보았을 때 

발생되는 변위량과 휨모멘트, 전단응력이 비례하는 결

과임을 알 수 있다.

3.4 수평응력(수압포함) 비교

기존 원형수직구 설계에 적용되고있는 Rankine 토압

은 평면변형률 상태의 굴착 단면에 적합하며 원형 단면

에 적용했을 때 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물리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수평응력의 비

교를 위해 수치해석결과와 Rankine 토압식의 응력분포

도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원형단면의 특성상 각 nodal 

point마다 수평응력 발생이 다르게 발생하는 이유로 벽

체요소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의 응력 확인을 위하여 반

단면의 각 지점마다의 평균응력값을 수직방향으로 1m

깊이마다 구하였고 이에 대한 개념도를 Fig. 11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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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10. Analysis result of shear forces

 

Fig. 11. Horizontal soil stress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12. Comparison of horizontal stresses

수치해석결과 지반에 발생된 수평응력은 깊이에 따

라 증가하고 있으나 삼각형 형태의 응력분포를 나타내

는 Rankine 토압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토

사지반이 나타나는 20m까지는 Rankine토압과 해석결

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반의 공학적 특성

이 양호한 암반층으로 굴착이 진행될수록 수치해석 결

과값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수가 고려되지 않은 지반

에서는 토체의 압력만이 작용하므로 수압 및 지하수 흐

름이 작용하는 비정상류와 정상류 상태에서보다 작은 

응력이 발생되었다. 마찬가지로 수압이 고려된 Ran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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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압식보다도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정

상류 상태에서의 토압은 Case I에서와 같이 굴착지반이 

투수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토사지반인 경우 지하수위 

저하량이 커지면서 유효응력이 증가하고 침투손실로 인

하여 정수압이 작용하는 정상류 상태에 비해 작은 수평

토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Case II와 III의 경

우 투수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암반층까지 굴착

이 진행되면서 수직구로의 침투량이 작아지고 이로 인

해 정상류 상태에서와 비슷한 토압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이를 통해 최종 굴착단계에서의 지반의 투수성이 벽

체의 변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포화상태의 지반에 원형수직구를 건

설할 경우 지하수의 영향에 따른 토압분석 및 주변지반

의 지표침하 영향범위를 분석하기 위해 Midas GTS NX

를 통해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여 지표침하 영향

범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배면지반의 침하량과 영향범위는 비정상류 상태가 

정상류 상태보다 크게 발생하였지만 벽체의 수평 변

위는 정상류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결과값을 나

타내었다. 이는 비정상류상태에서는 시간에 따라 수

위가 감소함으로 배면지반의 유효응력증가가 발생

하고 그 결과 수직침하가 커지며, 벽체의 수평변위

는 수위변화가 없는 정상류상태가 일정한 정수압 작

용으로 큰 수평변위를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원형수직구 굴착시 굴착깊이가 깊어지고 상대적으

로 투수계수가 작은 암반층에 굴착이 진행되면서 

최대 침하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굴

착깊이가 토사지반인 경우 가장 큰 침하량이 발생

하였고 풍화암, 연암 순으로 감소하였다. 

(3) 비정상류 해석을 통해 산정한 최대 침하량 및 배면

지반 영향범위를 기존에 제안되었던 정상류해석 경

험식들과 비교하였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

므로 지하수위의 하강정도를 고려하는 비 정상류 

해석이 중요한 영향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2018R1A6A1A08025348)’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1. Cho, J.Y., Lim, H.S., Jeong, S.S., and Kim, K.Y. (2015), “Analysis 

of Lateral Earth Pressure on a Vertical Circular Shaft by Considering 

the 3D Arching Effect”,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48, pp.11-19.

2. Fara, H. D. and Wright, F. D. (1963), “Plastic and Elastic Stresses 

Around a Circular Shaft in a Hydrostatic Stress Field”, Society of 

Mining Engineers, pp.319-320.

3. Jeong, S.S. and Kim, Y.H. (2009), “Characteristics of Collapsed 

Retaining Walls Using Elasto-plastic Method and Finite Element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ol.25(4), 

pp.19-29.

4. Jang, J. B. (2007), “A Study on Design Water Pressures by Transient 

Flow on Walls due to Excavation”, PhD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5. Kim, D. H., Lee, D. S., Kim, K. R., and Lee, I., M.(2009), “Earth 

Pressures Acting on Vertical Circular Shafts Considering Arching 

Effects in    Soils: I. Theory”, Journal of Tunnelling Technology, 

Vol.11, No.2, pp.117-129.

6. Kim, D. H., Lee, K. H., and Lee, I. M. (2011), “Seepage-induced 

behaviour of a Circular Vertical Shaft”, Journal of Tunnelling 

Technology, Vol.13, No.6, pp.431-450.

7. Kim, S. I. (2009), “Foundation Engineering”, KyoboBook, pp.290-291.

8. Kim, K.Y. (2013), “Analysis of Three Dimensional Active Earth 

Pressure on the Vertical Circular Shaft by Centrifuge Test and 

Field Measurement”, PhD thesis, Yonsei University.

9. Land & Housing Corporation (2001), “Design and Construction 

Manual for Waterproof Method of Earth Retaining Wall”, pp.33.

10. Lim, H. D., Park, S. Y., and Ko, K. S.(2001), “Settlement Prediction 

of Adjacent Ground Due to Urban Ground Excav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1(1C), pp.39-47.

11. Midas GTS NX manual.

12. Next train Corportaion (2020), “Shinansan Line Double Track Electric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Report”, pp.420-480.

13. Oh, S.Y. (2008), “Analysis of Settlement trough of Railroad by 

Adjacent Circular Shaft Excavation”, Yooshin Engineering Co., 

No.15, pp.104-112.

14. Park, C.M. (2018), “A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Chart for 

Tunnelling-induced Ground Settlement in the Process of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PhD thesis, Suwon University.

1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6), Ground Investigation Manual, 

pp.4.

16. Shin, Y. W., Park, T. S., and Lee, I. K. (2005), “A Method of 

Estimating Earth Pressure on a Shaft Wall and Ground Settlement 

Caused by Excavation”, KSCE Tunnel Committee Special Conference, 

pp.151-167.



지하수 유동을 고려한 원형수직구 거동분석 39

17. Shin, B. W. and Lee, H. G. (2005), “Seepage Behavior with 

Unsaturated Soil-Water Characteristic in Reclaimed Deep Excavation 

Area”,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ornmental Society, Vol.6, No.4, 

pp.47-58.

18. Wong, R. C. K. and Kaiser, P.K. (1988a),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Vertical Shafts : Rational Shaft Design Method and 

Verifcation of Design Method”, Can. Geotech. J., Vol.25, pp.320-337.

19. Yang, K.S. (1997), “Analysis of Perimetrical Ground Settlement 

Behavior for Deep Excavations in Urban Areas”,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ol.13(2), pp.101-124.

20. Yang, T.H., Liu, J., Zhu, W.C., Elsworth, D., Tham, L.G., and Tang, 

C.A. (2007), “A Coupledflow-stress-damage Model for Groundwater 

Outbursts from an Underlying Aquifer into Miningexca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Vol.44, No.1, pp.87-97.

21. Yoo, C.S. (2004), “Investigation on Tunneling and Groundwater 

Interaction Using a 3D Stress-pore Pressure Couple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ol.20, No.3, pp. 

24-32.

Received : February 24
th
, 2022

Revised : May 12
th
, 2022

Accepted : May 12
th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