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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i호- g후 누틀효
‘-

구조거동 빛 지질.수푼 특성연구 - 굴착영향옳 고려한 지하

공동의 거동연구

II. 연구외 복척 및 중요성

1. 연구의 목쩍

본 연구의 목표는 공동굴착의 전과갱윷 고려하여 굴작에 따

른 방사성빼기물 처분율 위한 지하공동과 주변압반체의 거풍변확률

파악하여 방사성꽤기물 처분공동의 안전하고 경계척인 설계 빛 건

셜율 하고자 합이다.

2. 연구의 중요성

지하암반율 꿀착하여 건설하는 방사성혜기물 처분구조물은

구조체의 크거에 비하여 웅핵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이 상당히 크며

구조물주변 압반체의 역학척 특성이 매우 복잡하여 심한 비션형성

율 나타낸다. 지하압반공동의 구조거동운 꿀착전 압반처l 내어l 존재

하는 초기용핵의 크기와 굴학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용핵재불배에

가장 큰 영향율 밭는다 1’따라서 지하양반공동굴학어l 대한 구조해석

은 꿀확천 단계 , 건설단겨/， 그려고 운영 단계 풍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벌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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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연구내용 빛 범위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율 위한 지하압반공동의 구

조거동율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굴착에 따륜 공동추변 압반

내에서의 거동변확률 검토하였다. 이률 위하여 굴착천 지하암반내

에 존재하는 초기응혁과 굴착후 공동주변에서의 응력재환배애 대한

。l 론척인 내용율 검토하였다. 또한 자하암반체에 대한 해석방법의

비교분석과 공동굴착의 수치모형화방법윷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

율 토대로 지하압반공동의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의 용혁변화률 검

토하기 위하여 지하암반체에 대한 대표척인 천산해석방법인 유한

요소법과 개별요소법에 의한 수치해석율 각각 수행하였다. 해석결

과률 분석한 후 굴착단변형태에 대한 장단첩 , 굴착방법 및 순서 ,

구조척으로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는 공동굴확 전후의 암반체내에서의 거동변화，

암반체에 대한 대표쩍인 탄소성해석모멜 , 압반체에 대한 해석방법 ,

공동굴착의 수치모헝확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지하공동에 대한 굴

착단계벌 구조해석율 수행하였으며 , 이를 요약하변 다음과 잡다.

L 공풍주변에서의 응력변화

o 지표번에서 지하 500m 깊이까지는 초기용혁의 수평성분이 수

직성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500-1000m 짚이에서는 수팽생

본과 수직성분의 크기가 비슷하며 • lOOOm 깊이 이하에서는 수

직성분이 수평성분에 비해 2배 청도 콘 값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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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학단변의 곡률반정이 감소함에 따라 응핵집중계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 심도가 매우 큰 경우에논 공통굴착후 공동주변 압반체내에 매

우 큰 응혁이 발생하게 되어 Rockburst현상과 같은 파괴가 발

생활 수도 있다. 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 심충처분관련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2. 암반체의 탄소성해석모펠

0 토사나 암반체와 같이 마찰을 무시할 수 없는 재료의 탄소성

해 석 모멜 은 Mohr‘-Coulomb항복기준과 Drucker-Pr‘ager‘항복기준

율 주로 사용하고 있다.

o Drucker-Prager‘항복 71 춘은 모든 주응력의 영향율 고려하므로

3차현 응핵상태의 경우 Mohr“Coulomb항복기준에 비해 압반의

거동율 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3. 지하암반공풍굴착의 수치모형화

o 지하암반공동굴착에 대한 영향율 좁뎌 정확히 해석하기 뀌혜

서는 구조해석윷 다음과 잡이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1 단체 ; 공동굴착전 암반체내에서의 응력상태률 파악하기 위

한 초기해석

- 2단계; 단계별 공동꿀학과 보캉과청을 포함하는 건설과청율

모의활 수 있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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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체 ; 공동구조물의 완공후 운전하중 및 외혁하중에 대한

해석

4. 압반체의 수치해석모벨

o 동굴주변 압반체내에 불연속면이 존재하지 않거나 야률 무시

활 수 있는 경우에는 연속체 유한요소모댈율 사용하논 것이

유리하다.

o 몇개의 불연속번이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철리유한요소률

사용하여 불연속먼으로 인한 압반의 벼연속성을 모형화하는

것이 합리척이다.

。 암반내에 산재해 있는 절리들의 영향으로 암반의 비션형적인

거동 이 심한 경우에는 암반율 강체률럭이나 변헝가능률력으

로 가정하는 개별요소모벨율 사용하는 것이 합리척이다.

5. 암반공동의 구조해석

굴착방법 및 순서에 따른 지하압반공동 주변에서의 구조거통

율 보다 청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과 재벌요소법에 의한

천산프로그램융 사용하여 구조해석율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해석결과롤 요약하먼 다음과 같다.

o 유한요소법과 개별요소법율 사용하여 휠형공동해석율 수행해

본 결과 두 해석방법 모두 정확해에 근컵하였으나， 유한요소

법이 개별요소법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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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결과 탄소성해석시 공동 쟁 첨부근에서

국부척인 항복이 발생하지만 보강재률 척절한 사기에 설치하

변 여의 발생율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단체 굴

착경우 최종굴착후 공동저변 중앙점율 저l 외하고는 Type I I(수

형 빛 수직 조합단계올착)에서의 변위값이 Type I{수직단계굴

확)에서의 변위값에 비해 크게 발생하였다 .

o 재벌요소법에 의한 해석결과 공동주변 암반체내에서의 변위값

운 전단먼 꿀학경우가 3단겨l 굴착경우보다 변우l 가 크게 발생

하였다. 또한 인접한 여러개의 공동융 굴착할 때 시차률 두고

굴착하는 경우와 동시 굴착경우률 비교해보면 동시 굴확경우

중앙의 공풍주번에서의 변뀌값이 조금씩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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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Evaluation of structural behavior , geological and hydrogeo

logical characteristics - A study 011 the str’ uctur‘ al behavior

。f undergr‘。und openings considering the effect of excav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 oject

1.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behavior of underground openings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sequential excavation , so as to design and construct a safe

and economic radioactive waste disposal repository.

2 ‘ Importance of the Project

An under훌round str‘ucture , in general , possesses a unique

characteristic in which the mathematical model for the analy

sis of the structure is very large compared to the size of the

underground opening. It is because the sequential excavation

has influences on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e large portion

of rock mass continuum. In addition , the structure shows non

linear behavior because of the geometric oomplex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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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nonlinearity of the rock mass continuum surrounding

the underground opening. The behavior of the underground

structure depends on the magnitude of the initial stress

existing before excavation and on the stress release and re

distribution due to the excavation. Therefore , structural

analyses are carried out for the following three stages:

before excavation , dUl‘ ing construction , and after construc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an underground

structure properly , this report includes the study of initial

stress distribution before excavation and of stress release

and redistr‘ ibution due to the sequential excavation. And com

parison of analysis methods , discussions on numerical simula

tion techniques for the sequential excavation and numerical

modeling are also included.

The structure is then analyzed using the finite element

and distinct element methods 。f analysis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sequential excav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 the followings are discussed: shape of the

opening , distance between openings , methods and sequence of

excavation , and structural reinfor‘ 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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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 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and suggestions are summar‘ ized on the follow

ings: initial stress distr‘ ibution befor‘ e excavation , stress

release and redistribution around underground openings due to

th~ excavation , elasto-plastic model for‘ rock masses , numeri

cal simulation techniques for the sequential excavation and

structural reinfor‘ cements , analysis methods ,numerical analysis

modeling of an underground structure ,

discussions , and suggestions.

analysis results ,

I. Stress distribution around underground openings

o The magnitude of the horizontal component of initial

stress existing before excavation is , in general , bigger

than that of the vertical component up to the 500m depth ,

and the magnitude of the two is approximately the same in

the range of 500-- 1000m depth , and the vert i cal component

is approximately two times bigger‘ than the hor‘ izontal

component.

o The magnitude of the stress concentr‘ ation factor increases

as the radius of curvatur‘ e of openings decr‘ eases.

。 The rna흠nitude of the stress within the rock mass surround

ing underground openings increases as the depth of the

location of openings increases. Hence , a sudden explosive

‘ Xl -



fa i I ur‘ e such as a r‘。ckbuT‘st phenomenon may occur at a

certain significant depth. This kind of phenomenon should

be studied further especially for the deep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2. Elasto-plastic model for rock masses

。 For mater‘ ials such as soils and rock masses with a high

fl‘ iction coefficient , yield critel‘ ia generally used are

Mohr“ Coulomb and Drucker-Prager criteria.

o A thr‘ ee dimensional analysis using Drucker“ Prager cr‘ iteria

gives better r‘ esult than that using Mohr-Coulomb criteria

because all three principal stresses are considered in

Drucker-Prager‘ criteria while only maximum and minimum

principal stresses are considered in Mohr-Coulomb criteria

3. Numerical simulation techniques for the sequential excava

tion and structural reinfor‘ cements.

o In order to analyze the opening behavior due to the se

quential excavation properly , the analysis of underground

structur‘ es should be done in the following three stages:

- 1st stage: to evaluate the initial stress distribution

befor‘ e excavation

- 2nd stage: to analyze the structural behavior du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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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rock bolting and shotcre-

the behavior of underground open

operatin톰 conditions after con-

sequential excavation and structural rein-

forcements

ting

- 3r‘d stage; to analyze

ings under

str‘ uction

4. Numer‘ ical analysis models for‘ rock masses

o When discontinuities do not exist , or are negligible

within rock masses surrounding underground openings , it

is recommended to use continuum finite element model

。 When some significant discontinuities exist , the dis

continuous behavior of rock masses due to discontinuities

can be represented by using joint elements.

o Nonl inear behavior of rock masses due to the discontinui

ties wide spread can be evaluated by using the distinct

element model which includes the rigid block model and

deformable block model.

5. Structur‘ al behavior of under‘ ground structures

In order to understand properly the behavior of rock masses

surrounding undergr‘。und openings considering the method and

sequence of excavation , the structure is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and distinct element methods. The results are summari

zed as fo I I D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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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validation , an under‘gr‘。und structure with circular

cross section is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and distinct

element method. The two results both showed good approxima-

tions to the exact solutions. but finite element solutions

showed faster convergence to the exact solutions.

。 From the elasto-plastic analysis of underground struc-

tures considering the effect of excavation and structural

reinforcements , it is noticed that the local area near

the crown of the opening has gone beyond the yie‘d limit ,

but the local yield area can be reduced by installing

reinforcements. such as rock bolting and/or shotcr‘ eting.

appropriately. And also the displacements after 3-step

excavation in Type II are bigger than those in Type I ,

except at the center of the opening bottom.

o The distinct element analysis shows that the displacements

of rock masses surrounding the opening in the case of

I-step excavation ar‘ e bigger than those in the case of

3-step excavation. In the case of excavating many openings ,

the displacements of r‘。ck masses surrounding the central

。pening in simultaneous excavation are bigger than those

in sequential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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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훌
'--

월자력발전의 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원

자력발전에 의하여 벌생하는 부산물인 각종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매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율 위한 대책

율 쩡부주도하에 이미 수립하였으며 , 현채 처분장 건설율 위한 부

지션청작업올 진행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최상의 방법은 오랜기간동안 자연

생태계로 부터 격리시켜 방사성폐기물이 스스로 안정율 찾율 때까

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동안 션진외국에서 사용확거나 검토된 방

사성폐기물의 처분방법으로는 안정된 지충내의 동굴처분， 지표먼상

구조물내 저장. 해상폐기 , 극지폐기 , 우주폐기 퉁이 있으나， 지충

내 갚용 곳의 양호한 암반율 굴착하여 방사성폐기물율 처분하는 동

굴처분방법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톡히 우리나

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운 반변 , 지총내의 암질이 우

수하기 때문에 동굴처분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이룰 척극척으로 검토하고 있다[ 3 ],

지하암반공동을 굴착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활용할

경우 건셜기간 동안은 물론 건설후 운영기간에도 공동주변의 공학

척 안정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압반공동의

계획단계에서 충불한 부지조사가 필요하며 , 부지조건에 척합한 공

동의 단변형상과 굴착방법 등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암반율 굴착하번 공동주변 압반체와 역학쩍 거동은 암반

의 변형계수， 전단강도 루수성. 응혐의 합수 등에 크게 좌우되며，

륙하 암반체 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변은 공동주변 암반의 역학쩍 거

동에 가장 많운 영향율 준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과거에는 암

반체의 거동에 대한 경험척 판단과 통계적 판단에 의해서반 암반공

동의 설계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근번에 들어와서 컵퓨터의 발달과

수치해석기술의 척용이 본격화 되먼서 효율척인 공동설계률 위하여

공동주변의 거동을 정량적으로 형가하는 전산해석방법에 의한 압반

공동의 공학객 안정성 검토가 펼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션진외국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

한 지하공동의 계획단계에서 부터 전산해석방법에 의한 암반공동의

구조해석작업율 필수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 이와 더불어 모형실

험을 병행함으로서 공동주변에서 발생하는 응혁과 변위률 갱량척으

로 예측하여 이툴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실제로 스웨댄에서

는 방사성펴:171 불 처분공동의 안전성 확보률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인

ABAQUS. UDEC. ADINA 풍을 사용하여 암반공동의 구조해석율 수행하

였으며 , 캐 나다의 지 하시 험 시 설 인 URL(Underground Rock Labora

tory)율 이용하여 모형실험율 통한 계측작업율 수행하고 있다 [4].

지하압반을 굴착하여 건설하는 압반공동은 지상에 축조되는

일반 구조불과 달리 중요한 몇가지 특정율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륙칭으로는 공동구조채의 크기에 비하여 응력의 영향이 미치는 영

역의 크거가 상당히 크다는 첩과 암반체의 역학척 륙성이 매우 복

잡하여 심한 비션형성율 나타낸다는 점이다. 그리고 쳐하공동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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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거동은 굴착전 암반체에 재하되어 있었던 초기용혁의 크기와

공동굴착에 따라 발생하눈 공동주변에서의 응핵재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 따라서 지하암반공동 굴착에 대한 수치해석은 기

하학척 비션형 문제가 되므로 보다 쩡확한 해석율 위해서는 다음과

감윤 단겨I별 수행 이 필요하다 . 즉 공동굴착전 암반체의 응력 상태률

파악하기 위한 초기과쩡 (I nit i a I Phase) , 공동굴착과 보강과정율

포합하는 건설과정 (Construction Phase) , 그리고 공동구조물의 완

공후 시설의 운영과정 (Operational Phase) 등 3단계로 나누어 실시

하여야 한다[5].

본 연구에서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율 위한 지하압반공

동의 구조적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지하공동의 굴착에 따른 공동주

변 암반의 응력이완율 검토하였다. 야률 위하여 굴착전 지하암반

에서의 초기응혁과 굴착후 공동주변의 응력분포， 공동의 파괴형태

등에 대한 이온적인 내용윷 검토하였으며 , 암반체의 탄소성 해석모

멜로 널 라 사용되 고 있는 Mohr‘-Coulomb모 렐 과 Drucker‘우reger‘모 멜

의 71 본개법과 소성 응혁-변형율 관계， 탄소성 구성방쩡식 등에 대

하여 논하였다. 또한 압반공동굴착의 션산해석방법으로 유한요소법

에 의한 암반체의 해석모렐과 개별요소법에 의한 불연속 암반체의

해석모옐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초기응력상태의 모형

화， 굴착의 수치모형화， 정체조건의 처리 , 암반공동의 개법적 해석

모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하암반공동굴착에 혜한 수치해석율 2가지

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첫번째 수치해석작업에서는 유한요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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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공동단번의 굴착순서에 따은 영향율 비교분석하였으며 •

실제 공동의 건설에서 수행되는 과정울 수치모형화함으로서 굴착단

계벌 공동의 구조척 안정성율 검토하였다. 두번째 수치해석작업에

서는 개별요소법을 사용하여 불연속암반체에 공동을 꿀착하논 과정

을 수치모형화하였다. 먼저 불연속암반체에 존재하는 쩔리의 특성

변확에 따른 지존 공동의 거동율 살펴보았으며 , 공동의 굴착에 따

라 인접 공동에 미치는 영향 등율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번쩨 부분

은 제 2장과 제 3장의 내용으로서 , 제 2장에서는 굴착천 저하압반의

초기응력과 꿀착후 공동주변의 응력분포. 그리고 공동의 파괴형태

풍율 서술하였으며 , 져i13장에서는 대표적인 암반체의 탄소성 해석모

웰의 기본개념과 비교훈석율 제시하였다 . 두번째 부분인 제 4장에서

는 압반공동굴착의 전산해석방법에 대한 내용요로서 , 유한요소법과

개별요소법에 의한 암반쳐l 의 해석모벨과 지하암반공동꿀착의 수치

모형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세번째 부분언 제 5장에서는 유

한요소법율 이용한 압반체의 구조혜석프로그램과 개벌요소법율 이

용한 불연속암반체의 구조해석프로그램율 사용하여 굴착에 따른 지

하암반공동의 응력이완에 대한 수치해석율 수행하여 그 결과률 쩨

시하였으며 ,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롤과 건의사항율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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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2 장 공동주변에서의 응력변호}

지하암반내에 공동율 굴착하변 굴착전 암반내의 평형에너지

가 파괴되므로 새로운 명형상태톨 유지하기 위하여 굴착된 공동주

위에는 에너지의 재분배현상이 벨생하게 된다. 이려한 에너지의 채

분배는 굴착부주변에서 용력집중 또는 이완 등의 현상율 유발시키

며 , 만일 새로운 응핵장의 형성시 용력이 동굴주변암반의 강도보다

더 크게 발생하였율 경우 암반은 항복상태에 도달하여 결국 파괴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굴착전 즉 인위적인 변형이 가해지기

천에 압반에 존재하는 자연상태의 응력을 초기용력 (I nitial Stress

Primary Stress , Virgin Stress)이 라 하며 • 굴착 등과 같은 인위 척

인 변 헝 에 의 하여 교란된 웅력 율 2차응력 (Secondar‘ y Stress) , 또

는 유도응럭 (Induced Stress)이 라 한다 .

지하공간활용율 위한 암반공동의 설계 및 시공시 굴착방법

굴작단변형상， 굴착방향의 션청 , 그리고 보강방법 및 보강시기의

선정 등은 지반의 역학척인 특성과 밀첩한 관계가 있다. 실져l 썩으

로 공동꿀착후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벽체에서의 변위는 그렴

2. I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l l.

압질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불언속변의 영향율 무시하여도 무방

한 대부분의 경암에서는 대체척으로 (a)와 같이 굴착후 입의시간이

경과한 후 안정상태로 되지만. Shale 또는 첨토질압반과 잡은 연암

의 경우나 굴착부주변에 수분을 포함한 불연속면이 존재할 경우에

는 (b)와 같이 공동굴착후 시간에 따라 변위가 계속 증가하여 구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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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I 굴착후 시간경과에 따른 공동벽체에서의 변우l

물의 파괴륨 초래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보강율 한다변 불안정율 유발시커는 요인율 제거할 수 있율 껏이다

본 장애서는 굴착전 암반내에 존재하는 초기응혁의 분포특성

과 측정의 펼요성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초기응혁장내에 공폼을

굴착하었율 경우 굴착으로 인하여 공동주변에서 발생하는 응핵의

재분배현상율 지반특성에 따라 검토하였A며 , 굴착후 발생하는 공

동의 일반척인 파괴형태 등에 대하여 서솔하였다.

쳐1 1 절 굴착펀 치하암반의

도효느 71 을훌- 력

압반의 초기응혁은 교란되지 않은 현장암반의 응력 [I]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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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척인 변형이 가해치가 이천의 자연상태에서 압반내에 존채하는

웅혁 [2]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장암반내의 초기응력은 암석의 생성과정과 생성이후와 모

든 지질작용. 지각운동， 암석의 변헝특성뿐만 아니라 암반내의 수

분， 지열， 그리고 인첩암석과의 결속력 등에 따라서 그 크기와 방

향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 이러한 모든 요인울 고려하여 수치적

으로 초기응력융 S헝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암반

내의 초기응력율 정확히 쩡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시험으로부터 직접

촉쩡하여야 한다. 현재 현장압반의 초기응혁측정율 위하여 벼교적

널리 사용되는 시험방법애는 Flat Jack Method , Overcoring Method

Hydrofracturing Method 등이 있다 [3 ， 4 ， 5]. 이 방법률은 주로 변형

도 이완 (Strain ReI ief)윈리률 주로 이용한 것으로서 , 이 방법툴융

사용하변 암반의 노두부， Bor、ehole 또는 갤러리의 벽면 등에서 손

쉽게 초기응핵율 측정할 수 있다.

굴착천 암반내외 초기응핵율 파악할 수 있다변 경제척인 측

면과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잇점이 있다 ‘ 동굴의 방향율 션택할 경

우 동굴의 긴변을 최대주응력의 방향과 수직하게 배열한다변 과다

보강을 방지할 수 있고， 초가응력이 매우 큰 곳에서는 응력집중율

최소화할 수 있는 동꿀형상율 선택할 수 있다 . 야외에도 초 71 응력

의 파악은 동굴과 동꿀간의 쩍절한 거리 산쩡 , 척합한 굴착방법의

션청 , 지진의 잡째위헝평가， 꿀칙후 암반구조물의 파괴에촉 등과

밀컵한 관계가 있다 [1 ， 6].

암반의 초기웅력방향은 불연속변의 분포， 암석의 이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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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지반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립 2.2에 나타낸 바와 같어 지표변의 형상에 따라 초기응력의 주응

핵 방향은 변하고 있다 [1 ， 7].

VJ;!;'τ~‘‘”‘v/，(\v/..c'Iv...·，、ι〈\

낙---<

> <

(a) (b)

그립 2.2 초기응력의 주응력방향

1. 초기응혐의 연직성분

암반내 임의점에서 초기응혁의 연직성분은 단충， 습곡 동과

같은 지질학적운동에 의한 영향과 불연속변의 영향때문에 측점외

위치에 따라 다양한 값율 나타낸다. 그러나 알반적으로 입의 갚이

에서의 연직응혁은 채하된 암반의 중량에 가장 큰 영향올 받기 때

문에 탄생톤에 의하여 다읍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cκ;:;:. y. z (2. I)

g
u



여기서 · r : 재하된 암반와 평균단위충랑

Z : 지표면으로부터의 짚어

av: 깊 이 Z에 서 의 연 직 응 혁

그렴 2.3에 나타낸 바와 갈야 습곡과 같은 변형이 벌생하거

나 그렵 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침식율 경험 한 압반체에서는 식

(2. 1)율 척용활 때 이률의 영향율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립 2.3(8)에 나타낸 습곡의 경우에는 통일깅이의 수형션상

에서 밸생한 연직응핵이 수명션율 따라 째하중량율 달리하기 때문

(a)

3

F‘
’.‘ 1
‘、
ti'

I 도;
、“Q

(b)

그립 2.3 동일깊이에서의 습곡으로 인한 연직용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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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립 2.3(b)와 갑은 변화률 나타낸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지질조사를 통하여 연직용력율 평가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그립 2.4에 나타낸 침식의 경우에서도 침식으로 인하여 AZ

만큼의 재하중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의 깊이에서의 연직응력은

참식된 양만큼의 중량갑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립에서 K 는

연직응혁에 대한 수평응력버의 초기값율 말하며 , 이률 쟁지토압겨I

수라고 청의한다. 또한. II 는 암반의 포아슨 버률 의미한다.

rtf
f
A

i
」

γ짜~
z。

그렵 2.4 침식요로 인한 초기응력의 변화

그립 2.5는 Hoek와 Brown이 제시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연

직응핵촉청결과로서 대체척으로 깊이에 따라 션형증가합율 나타내

고 았다 [8]. 또한 그립 2.6은 외국의 여러 지 역과 한국의 몇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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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깊어에 따라 측정한 연직응핵의 결과로부터 유도된 경험식율 나

타낸 것 [9]으로서 연직응혁은 깊이에 따라 션형비례합율 알 수 있

다. 각각의 경험식에 대한 차이는 측첨에서의 지반상태와 채하중량

의 밀도변화 등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지만 식 (2. I)율 크게 벗어나

지 않읍율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2. 1)은 연직응력율 간접척으로

명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식입윷 알 수 있다.

2. 초기응력의 수평성분

압반내 임의점에서 초기응핵의 수평성분은 지반특성과 불연

속변의 불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연직용핵크기에 대한 수팽

응력크기의 비로서 정의되는 토압계수 K값은 현창촉청으로부터 직

첩 구하거나 암반의 재료특성과 하중 및 경계조건 풍율 이용하여

수치해석척으토 계산할 수 있지만 이는 많은 가정율 내포하고 있다

초기응력의 수형성분에 대한 가장 간단한 계산방법은 탄성론

에 의한 다음 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10J.

(Jb = K· <Jv = {V I (1- v) }. (Jv (2 .2)

여가서 • (Jb 는 수형응력율 의미하며 • v 는 포아슨버 • (Jv 는 연직응핵

율 의머한다.

그림 2.4와 같이 침식과 같운 지질학쩍운동을 경험한 암반처l

의 깊이에 따른 토압겨l 수 K값은 AZ 만큼의 연직응혁갑소로 인하여

다음과 같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 Ko+{(Ko-괜y-).AZ }충

- 12 -

(2.3)



수평응력버대한연직응력어l정지토압계수로서여기서. Ko는

나타낸다.초기값을의

수팽응협첨에서의동일연직응력이 O'v 일때깊이에서의임의

두개따라지반형태에칩식된바와 갚이나타낸2.7(a) 에은 그렴

여기서 • Ka 는존재하게 된다.범위내에극한값 Ka° O'v 와Kpr6v 의의

토압계수률 말하며 • Kp 는쩡단충조건에서의(b)와 같은2.7의그렴

토압계수롤 의미한다 . 정역단층조건에서의(e)와 같은2.7의그렴

이돼 Ka 값은최대주응혁이 되며，연직응력이조견에서는

Y

단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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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omb법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a = 따2( 45° +￥) -{(펀)∞It2 (45
0
+옹) }훌 (2.4)

여기서. cj)는 압석외 내부마찰각，Qu는 일축압축강도， 'y는 단위종

량율 각각 의미한다.

또한， 역단층의 조건에서는 연직응력이 최소주응력이 되며 ,

이때 Kp값은 Rankine야론에 의하여 아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 p = t뻐2( 45° +오)+( 앞).!2""'y'Z (2.5)

암반내에 규모가 큰 단충이 없다면 토압계수 K값은 Ka 와 Kp

사이의 값율 갖게 된다 (Ka<K<Kp >'

식 (2.2)는 암반체롤 등방성여고 균질한 탄성체로 가쩡하고

있기 때분에 이 식율 사용하여 수형응력율 계산하변 그 결과는 실

제 현장에서 측정한 응혁값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2.8은

Hoek와 Brown이 세계 여러지역에서 측정한 연직짚이에 따른 K값의

변화률 나타낸 것이며 [8 1， 그렴 2.9논 외국의 여러 지역과 한국의

몇개소에서 측정한 K에 대한 경험식의 비교률 나타낸 것어다 [9].

그렵 2.8과 그렵 2.9의 결과로부터 임의 깊이에서의 K값운 측점의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포를 나타냄율 알 수 있다. 일반척으로

현장응력촉쩡결과에 의하면 지표번으로부터 대략 500m이내의 깊아

에서는 수형응력이 수직응력보다 크게 나타나고， 약 1.OOOm깊이에

서는 수직응력과 수형응력외 크기가 서로 겉께 나타나며 , 그보다

- 14 -



보여주일쩡한 분포률0.5--1.0사이의K값야 대략부분에서는갚은

수명응혁율 정확하게현장암반내의있다.따라서알려져것으로

지질조사와 여많은계촉하거나직첩현장에서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타대한 현장응력외유사압충에

것이 필요하다.

토대로지역의 겨l 촉결과훌

구축하는베이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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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VERAGE HORlZC씨TALSTRESS
VERTICAL STRESS

Kb2

/

// Brown; Kbl =

’/

/

/

’

tOO!Z + 0.3 생한제

3.0

Kg
Kbl

2.01.00

soo

m
획
띠
’F따
웅·N

1000

I , 500/Z + 0.5 혀한쳐

=422/Z + 0.37McCutchen; Km

Kb2=

1500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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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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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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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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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Q Kh = 200!Z + 0.8Haimson;Kh

Kg = 24B/Z + 0.45Gay;

Kkl= 80/Z + 0.2 쐐쳐

Kk2= 900/Z + 0.4 히힌치

Korea;

비교경험식국내외수평응력의따른2.9 깊 이 에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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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상태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굴착으로 인한 공동주변

압반의 응력변화롤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가하형상과 굴착져반

특성에 따라 초기응핵장에서의 거동특성파악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초기응협장내에서 압반체률 탄성체로 휘급하였

율 경우와 탄소생체로 취급하였율 경우와 각각에 대하여 여러 형태

의 가하형상율 갖는 공동주변에서의 용협변화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공동의 지하형상운 가장 대표적인 현헝 , 사각형 등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였다. 또한 암반체롤 첩성체로 춰급하였율 경우 발생하

는 Creep현상과 이로 인한 공동주변의 응력변화 등에 대하여도 서

술하였다.

1. 탄성체경우의 공동주변응력분포

2차원 형먼거동율 하는 탄성체지반에서의 공동물착￡로 인하

여 발생하는 공동주변의 웅력분포에 관한 이폰척 연구는 Jaeger와

Cook[7] , Obert와 Duvall[11]. Kirsch[12] , Greenspan[13) , Denk

haus[14] , MuskheJishvili[15] 등과 감운 많은 학자률에 의 하 여 쩨

시된 바 있다. 이률은 초기응력장내에서 적철한 가정율 ￡입하여

구성한 팽형방정식과 쩍합방정식율 경계조건과 재료의 구성관계률

사용함으로서 공동주변의 응혁환포를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률이 제서한 이롤률 중에서 대표척으로 Kir:

soh와 Greenspan이 제안한 이론율 바탕으로 명면거통을 하는 탄성

체내에서의 입의 형상율 갖는 공동추변의 응력분포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 17 -



가 . 단일공동주변에서외 응력분포

Kirsch는 그립 2.10과 강이 수직 빛 수펑방향 등분포하중 (Bi-

axially Uniform Load)을 받고 있는 현형공동주변의 입의점에서 발

생하는 응력과 변위툴 다음과 같이 쩨시하였다[ 12.16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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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수직 및 수팽방향 등분포하종율 받고 있는 월형공동

주변의 응력분포

Or= 월 {(I+K)(l-캘 )+(I-K) (1-짧 +짧 )cos때 }
‘ r‘ I ‘ r

(2.6a)

0'8 =풍 {(1 + K) ( 1+혈 )-(l-K) (l+훨)cos 29 }

~= 뽕{ -(1 - K ) ( 1+싫 - 짧) sin 29 }
~ r2 r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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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 ..P:, .[ ( 1+ K) a 2 + ( 1- K) a2 { 4 ( 1 - v) - 짚 } cos 28 ] (2 .6d)4 Or L" - - -- I - -" - --, - L '" - ., r2

Va =필 [(1- K) a 2 { 2 ( 1 - 2v ) + 쫓 }sin 20 J (2.6e)

여기서 , 아. O'a, 까B ’싹 , Ve 는 각각 원형공동중심점으로

부터 (r ，fJ)만큼 벨어진 첨에서의 법션응력 • 첩션웅력 • 전단웅력 ,

법션변우J. 껍션변워를 나타내고， G와 V 는 각각 암반체의 전단탄성

계수와 포아슨비률 나타내며 , a는 공동의 반경을 의미한다 . 또한 K

는 외부에서 가혜진 수직하충과 수팽하충의 비 , 즉 Ph /Pv 률 의마한

다. 식 (2.6a)으로부터 공동의 굴착경계부분 (r=a)에서의 법션웅핵

은 0이 되고 첩션응력은 식 (2.6b)로부터 다읍과 같은 식으로 계산

할 수 있다.

0'8 =Pv·{(1+K)-2(1-K) cos26}
(2.7)

식 (2.7)에서 탄생체지반의 경우 원형공동의 굴착면율 따라

발생하는 첩션응력은 공동에 작용하는 수직하중과 K값의 합수입율

알 수 있다. 식 (2.이오로부터 계산된 현헝공동주변에서의 응력분

포는 그림 2.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그램에서 공동굴착변에서

의 응핵분포는 수직하중 (Pv)과 K값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 대체

적으로 공동주변에서 급격한 변화롤 나타내고 공동에서 거리가 멀

어질수욕 완만한 변확률 나타냄율 알수 있다 .

Greenspan은 현형공동이외에 그림 2.12와 갑은 직사각형공동

(Rectangular‘ Open ing) , 타원 형 공동 (Ellipsoidal Opening) , 경 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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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공동 {Race Track Shaped Openin홉) 등의 공동형상율 갖는 단번

에 대한 주변웅핵의 이론식율 발표하였다[13]. 외부에서 수직하중

(pv)만이 작용하였율 경우에 Greenspan이 제시한 이론식율 사용하

°a /Py

K = Ph /Py

2

3

3

rIa

!3 I ‘ la

8
(Je /Py

그림 2. II 탄성체지반의 경우 윈형공동주변에서의 응력변확

여 구한 공통의 기하형상별 정점과 측벽에서의 응력집중계수(단위

면척당 작용하는 외부하중 PV 에 대해 발생한 첩션응력 (Je 의 비)는

표 2.1에 나타낸 바와 잘다 . 표 2.1에서 동일한 크기의 수직하중이

재하될 경우에 응력집중계수는 공동의 폭과 높여의 비가 2{W/H=2)

인 타원형의 촉벽에서 가창 큰 값을 나타냄율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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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수직하중만이 작용시 공동의 가하형상별 웅력집중계수[I I 1

Opening Width/Height 응력 집중계수 ( ae /Pv )
Shape (W/H)

Roof Side

EI I ipso id 2 -1. 0 5.0

Race Track 2 -0.9 3.4

Rectangle* 2 -0.9 2.5

Circle -1. 0 3.0

Ell ipso id i 112 -1. 0 2 ‘ o

Race Track 112 -0.9 1. 6

Rectangle-빠 112 -1. 0 1. 7

빠 Round Corners

f

|‘ 삐

w

(a) 직사각형공동

H

H

(b)

w
경기장모양

삐

w
(e) 타현행공통

그렴 2. 12 Greenspan이 고려 한 임 의 의 공동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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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직하중만이 작용하었을 경우에 공통폭과 높이의 비

(W/H)률 변화시킴에 따라 구한 공동경계변에서의 최대응핵집중계수

률 기하형상별로 비교하여 그립 2.13에 나타내었다 . 그렴에서 공

동경계변에서의 최대응력접종겨l 수는 공동의 폭에 대한 높이의 벼가

1 야하일 경우 대체척으로 계란형과 사각형공동이 타원형보다 크게

발생하지만 공동의 높이에 비하여 쪽이 증가합에 따라 타원형공통

이 다른 두 헝태의 지하형상을 갖는 공동보다 최대응력집충계수가

더 크게 발생 함율 알 수 있 다 •

9

8

,

6

(CJafPv)max
s

4

3

4

그렴 2.13 공동의 기하형돼벌 공동주변에서의 최대응혁집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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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칙과 수명의 두방향에서 하충 (Biaxial Load) 이 작용

한닥면 공동주변에서의 응력은 션헝탄성해석의 경우 일축하충이 작

용활 때 적용된 이혼식율 조합함으로서 계산활 수 있다 .

Greenspan이 제시한 방법이외에도 많은 연구가률은 탄생체지

반내의 ;공동주변응력파악율 위한 이폰식율 제시한 바 있으며 [7 ， 11 ，

14.15] , 이률은 각자의 이톤식율 여러 형태외 공동에 쩍용하여 공

동주변의 응혁분포률 파악하였다. 이툴의 연구결과롤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J) 공동의 폭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일축하중이 작용하였율 경우

공통폭이 최대가 되는 방향의 끝단에서 최대응획이 발생하며 .이

때의 응혁은 공동외 최소거리에 대한 최대거리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이 점에서의 곡율반경이 감소합에 따라 증가한다

2) 공똥의 폭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일축하중이 작용하였율 경우

공동폭어 최소가 되는 방향의 끝단에서 최대응혁이 발생하며 여

첩의 응력은 공동의 최소거리에 대한 최대거리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 갑소한다.

3) 최대용혁집중계수는굴착변의 곡률반경이 갑소함에 따라 증가하

게 된다. 따라서 응확집중율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기하

형상결정시 Sharp Corner률 갖는 단변은 피해야 한다.

4) 공통경계변상의 최소응력은 경계변야 최대곡률반경융 갖율 경우

이므로 응력집충이 최소화되기 위한 콩동형상은 원형이다.

5) 계란행과 타원형의 공동에서 응력이 최소로 발생하는 하중조건

은 그립 2.14에 나타낸 바와 갈이 공동의 폭파 높이의 비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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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 l

-ξ-띤-용

(a) 경기장모양

! 추l

(b) 타원형공동

그립 2.14 최소응혁이 발생하는 공동주변에서의 하중조건

형 및 수적방향의 하충크기에 대한 비와 동일할 경우이다.

6) 수직하중크기에 대한 수평하중의 크기의 바가 매우 낮다변 모든

형태의 공동에 대해서 공동주변에 인장응핵이 발생한다.

냐. 다공동 (Multi-Cell)주변에서의 응혁분포

탄성체인 지반내에서의 단일공동주변의 응력분포는 앞에서

기솔한 바와 같이 공동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공

동꿀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변의 응력분포는 지반이 탄성체

일 경우 앞에서 기술한 단얼공동주변의 응력훈포률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각각의 공동주변의 응력율 구한 후 이률 션형척으로 총컵하

여 산쩡하면 된 다 . 이 에 관한 연구는 Ling[17]. Morrison[18]. Du

va II [ 19] 등과 같은 학자툴에 의하여 이폰척으로 계시된 바 있고，

이들의 연구결과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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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공동주변에서의 응핵분포는 공동의 형태와 크가 , 공동간외 거

리 등에 의하여 영향율 받는다 .

2} 그림 2.15에 냐타낸 바와 같이 크기와 형태가 잡을 두개의 원형

공동에서 공동간의 중심첩을 연결하는 션과 수칙한 방향으로 하

중이 작용하였율 경우 공동과 공동사이에서 발생되는 응력은 인

컵공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단일공동일 경우의 동일컴에서의 응

혁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고 공동간의 중심점을 연결하는 션과

명행한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였율 경우에는 공동과 공동사이

에서의 응력이 단일공동의 경우보다 더 작은 값율 나타낸다. 따

라서 초기응혁방향은 공동방향의 설청과 멀첩한 관련이 있음율

알 수 있다.

Gt줬

그림 2.15 하중의 방향이 다공동주변의 응혁에 미치는 영향

3) 수직방향으로 PV 의 하중이 작용하고， 현헝공동의 직경이 Wo.

공동과 공동사이의 거리가 Wp일때 공동주변에서 발생하는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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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그립 2. J6에 나타낸 바와 같여 동일한 크기의 월헝공동

이 명행하게 위치하였융 경우 공동간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촉

션상에서 공동폭에 대한 공동간의 거리의 비 (Wo/wp )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경계먼상에서 최대법션웅혁은 층가한다.

0b -1. 20f1p
opg 4Pv

WO/wp =4

wo/wp =3°L"JOb "'-P
woJwp =0

ι헬앓

wo/wp =1

wo/wp=2

그렴 2.16 원형공동간의 간격이 최대법션응핵에 미치는 영향

2. 탄소성처l 경우의 공동주변응렵분포

지반상태가 매우 양호한 극경암율 계외한 대부분의 암석률은

공동굴착후 공동주변에서 발생한 응혁이 암석의 일축압축장도보다

크게 되번 균열이 헝성되어 압석올 파손시키고 공동주변에 응력의

이완대툴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공동주변에 발생한 응혁의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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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 굴확후 공동주변암석에 별생한 응력이 탄성한도률 벗어난 영

역율 의미하며 이 영역내에서의 응혁과 변형 등은 앞에서 기술한

탄성이롤에 의해서는 예측할 수 없고 소성이론에 의해서 예측이 가

놓하다. 소생이론은 지반에 발생한 응혁의 항복기출 (Yi e ‘d Crite

rion)과 항복이후의 응혁과 변형외 거동양상 등에 따라 흐톰법칙과

경화법척이 척용되며 지반륙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소성모멜이 사

용되어질 수 있다. 현재 암반의 항복조건으로 버교적 덜리 사용되

고 있는 탄소성모옐에는 Mohr-Coulomb , Dr‘ ucker-Prager‘ , Tresca ,

Von-Mises 모렐 등 [20.21.22 ]이 있으며 • 압반의 종류와 거동양상에

따라서 각 모렐율 척용하는데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서슐하었다.

공동의 형 상이 원통헝 ( Cy lindre r )과 구형 (Sphere) 등과 찰이

비 교 척 간단한 경 우에 대 해 서 는 Bray[23] • Fara 와 Wright[24] 등

야 고전척인 Mohr‘-Coulom엉l 항복기준율 이용하여 공통주변의 탄소

성영역과 공동주변의 거동율 이론척으로 명가하는 방법율 제시한

바 있다.

Bray[23]는 그립 2.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훤형공동주변어l

균일한 크기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고(Pv=Ph=P) • 공동내부에 압력

Pi 가 작용활 경우에 공동주변암반의 응핵분포와 소성영역 (PI s:stic

Zone)을 이론척으로 예측한 바 있다. Mohr-Coulomb의 항복이폰으로

부터 소성영역내에서 불연속먼이 a 의 각도로 발생하고， 발생된 불

연속변의 첨착혁과 대부마찰각율 착각 Sj. cf'j 라 하고 암석의 내부

마찰각과 수직응력율 각각 ~J a 라 하변 6 값은 항복시 불연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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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Bray의 탄소생해석율 위한 공동의 가정조건

이 벨생하는 각도. (45° +때if2) 가 되며， 소성영역내부에서의 전단응

력 ( 재 )은 Sj+6taImj 가 된다. 이때 공풍중심으로부터 탄성영역

소성영역이 만나는 위치까지의 거라 (R)는 다읍 식으로 나타낼 수

았다.

2P-파+ (l + tan2 (45° +4> /2)} 8j cot 휘 송
R == a.[

{ 1 + tan2 (45° + 4» / 2 ) } 빠+Sj짜휘) (2.8)

여겨서. a는 공동의 반경 .P는 초기응력 (Pv=Ph=P). qu 는 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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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축압축강도.Pi는 동굴의 내압， 때는 압석의 내부마찰각이고，

Q는 8에 의해서 다음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

Q= tano- -
tan(o- 때~)

(2.8a)

공동주변 탄성영역내의 공동중심점에서 r만큼 멀어진 점에서

의 방사상용핵 (Radial Str‘ess)과 협 션응혁 (Tangential Stress)은

다읍과 강다.

Or = p - b/r2

여가서.

°e=P+b/r2

{ tan2 ( 45° + c\» 12 ) - 1 } P + qu 1 n 2b =[l - " .- . T' -, - I - • -:au ].Rl

ta2 ( 45° + c\» 12 )+ 1

(2.9)

(2.9a)

공동주변 소성영역내의 입의첨에서의 방사상응력과 챔션응핵

은 다음과 같다.

마 = (Pi + 원 cot 휘)(융)Q - 원ωt 꿰

00 =(pi + Sj cot 휘) t없10 <t)Q - Sjcot 뻐
tan(o- 힌) Q - (2.10)

그립 2. 17과 같은 원헝공동주변에 균일한 하충이 작용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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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해석방Bray의탄성해석방법과Ki r‘soh의기술한앞에서우，

그립응력분포는공동주변에서의예측한이온척으로의하여법에

굴가청합에 따라서탄소성체로또는탄성체2.18과 같다. 지반윷

많은등에크기와 분포상태그은렴,응발생하는공동주변에서착후

소성이

발생이 영역내에서

clu = 91 kg I an2
6= 45°
iP= 39.9。

p= 쟁O뼈 lan2

PI =2.8kg I an2

~=30。

공동으로부터R운

것으로서，

그림에서

거리률 나타낸

았다./‘-r알

영역까지의

차이률 나타냄율

발생하는

700

1098

Elas히.c 'lone

76

Plastic
Zone

\ 0'8 힘rsch

\역/
、、

“-CJrKirsch -

아..-
/

l뼈η/

뼈

때O

280

(
N
<ig~
뼈
4)
b

원형공동꿀착후2.18 탄성체지반과 탄소생체지반내에서와

응력분포비교공동주변의

그립

이 완 (Relaxation)아때문에항복강도를 넘어서기압석의은월1。τ된

소성영역대

계산된경우에

나타내며，

취급하였율

값율작은

탄소성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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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이 탄성체로 취급하였율 껑우보다 더 콘 값율 나타낸다. 또한

그립에서 응력집중이 발생하는 영역도 지반이 탄성체일 경우와 탄

소성체일 경우가 다르게 발생합율 알 수 있다. 탄성체지반내에서

공동굴착후 발생하는 법션응핵은 공풍반경의 3.5배의 ￥l 치에서 작

용하충과 근사한 값율 나타내지만， 탄소성체지반에서는 공동반경의

10배청도 떨어진 위치에서 근사한 값올 나타낸다. 따라서 암반내에

두개 이상의 공동율 굴착할 경우 공동간의 거라가 상당히 멀어져

있다변， 탄성체지반에서는 인접공동으로 인한 응력교섭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탄소성체지반에서는 인껍공동의 영향이 발생합율

의미한마.

야상은 지반특성이 Mohr-Coulomb의 파괴기준율 만족하는 탄

소성처l 일 경우 Bray가 제시한 이폰척인 방법으로부터 현형공동주변

에서 발생하는 응력분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실제척인 압

반의 경우에는 압종과 불연속변의 분포 등에 따라서 항복이후의 거

통특생이 매우 복잡하 71 때문에， 보다 쟁확한 해석율 위해서는 실

제암반의 하중과 변위의 구성관계률 적절한 시협율 통하여 구한후

이률 해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점생체경우의 거통특생

일반쩍으로 암반내에는 미세한 크기의 불연속번이 항상 존재

하며 이 불연속번과 암석내부의 공극 등율 통하여 유체흐름이 형생

된다. 실트질암석여나 점토질암석에서는 이러한 유체의 흐톰으로

인한 수분의 합유상혜에 따라 역학척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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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내에 공동율 굴착하었율 경우 공동주변의 압반은 수분의 함유

도에 따라 탄성계수와 변형도 등과 같은 역학척성질이 시간별로 변

화하는 점성의 성질율 나타낸다. 또한 Tar Sand와 같은 역청철암

반에서는 수분의 영향이외애 때우 높은 온도에서도 첨성을 나타내

며 , 화강압， 석회암 풍과 같은 경압의 경우도 편차응력 (Deviatoric

Stress)으로 인한 균열의 생성시에 Creep과 강운 성질율 나타낸다

[11 , 25 , 26]. 이러한 모든 경우， 공동굴학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

동주변압반의 응랩이 변화하기 때문에 굴착직후의 응혁변화는 물론

시간에 따른 응력변확도 보다 정확하계 파악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현장에서는 공동굴착시 암반체내에 발생하는 공동주변의 시

간벌 거동율 파악하고 , 암반의 자립시간 (Stand-Up Time)율 별도로

촉청하여 척절한 지보재의 선정과 보강시 71 동율 결정하여야 한다.

압반의 자립시간이란 공동율 꿀착하였울 경우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래의 공동형상율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그렴

2.19는 Bieniawski[27]가 암 반의 지 반조건율 결 쩡 하기 우l 하여 현 장

에서 촉쩡가능한 6개의 특성(압석의 강도， 굴착의 난이도， 지하수

조건 , 불연속먼간의 칸격 , 불연속변의 륙성 , 불연속변의 방향}각각

에 가중치률 부여하여 지반조건율 5등급으로 나눈후， 각 등급내의

암반에 대하여 실험으로부터 구한 자립시간율 나타낸 것이다. 그렴

에서 지반상태가 불량한 연압일수록 자립시간은 때우 짧게 나타나

고， 지반상태가 양호한 경압일수록 시간에 따른 공동주변의 거동은

거의 없음율 알 수 있다.

그립 2.20은 점성체압석에 일쩡한 크기의 하중이 작용하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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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O
~ --나타낸이상확시쳐변확관계률변형도의따른시간에경우의

그립에있 다 [2 , 28).수구분활3단계로크게관계곡션은이로서，

q.
'-"감소하는시간에 따라 변형도중가윷이Primary Creep(AB)은서

생질윷 나타낸다 .탄성변형외제거하면하중율단계에서。l계로서

증가시간증가에 따라 변형도가 션형쩍으로단계 (BE)에서는두번째

지하충제거시)에서는B첨 (t=T.시첨언단계의이단겨l 로서 ,하는

이러한

임의첨

포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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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일정한 크기의 하중이 재하된 경우 접성체압석의

시간에 따픈 변형도변화곡션

(F점)에서는 탄성척으로 회복이 되지 않논 영구변형(그립의 Perma

nent Set)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 (EI)에서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 변형도의 증가율이 증가하여 파괴률 유발시키게 된다.

실쩨 압반에서는 암석의 종류와 작용하중의 크기 , 측정시의

온도 등에 따라 Creep곡션이 달라전다 . 그립 2.21은 Hofer‘ [29]가

염압 (Salt Rock)에 대하여 여러 하중조건하에서 얼축압축시험으로

부터 구한 Creep시 험 결과이 며 , 그립 2.22는 Ph i II ips [3이가 Shale

에 대하여 여러 하중상태에서 시간변화에 따라 구한 변위의 변화툴

나타낸 것 이 다 . 그림 2.21과 그림 2 ‘ 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갈이

동일한 암반에 작용하는 하중야 크먼 클수록 단위시간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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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1 업 압에 대 한 Creep곡션

변형도증가율운 더 크벼 . 파괴가 발생하는 시간도 더 빠톰율 알 수

있마 . 또한 여러종류의 암반에 대한 이와 유사한 많은 시험결과[ 31

， 32]로부터 Creep변형의 처음 단계인 Primary Creep은 매우 짧은

시 간에 발생하며 , 영 구변 형 (Seoondary Creep과 Ter‘ tiary Creep)은

비교적 긴 시간에 벌생함율 알 수 있다. Evans[33}는 여러 압석에

대하여 갑은 크기의 하중율 재하시켰율 경우의 Creep실험결과를 그

립 2.23파 잡이 나타내었다 . 여기서의 Creep곡션은 지수형 태률 나

타내며 • 압종에 따라 시간-변형도증가율이 상당히 다릅율 알 수 있

다. 이외에도 Idia와 κumazawa[26]논 석회압과 사암의 경우에 대한

점탄성변형을 촉청한 바 있다. 이러한 실험결과플로부터 불때 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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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션시간-변위Shale에 서 의변화에 따룬2.22 작용하중의그립

압반거동변화는공동주변의시간에 따른공동굴착후체지반에서의

차이률등에 따라 많은크기작용하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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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척으로 해석과쩡에서 첩성체압반울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그렴 2.24에 나타낸 바와 같 oJ 암반의 강성도는 Springeμ ), 감쇠

20
M파앨f웅 grit

-‘

，
。
{
M: 15
ω

5

oo 5 10 15

Time, sec x 103

%“

그림 2.23 동일 하중상태에서의 압종에 따른 Cr‘eep변화

μi

η ’

(a) 점탄성해석모텔 (b) 첨탄소성해석모렐

그림 2.24 점성체압반의 재료모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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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ashpot ( 1J ) , 마찰은 Friction Slider(Y)를 사용한다 . 첩 탄성 해

석의 경우에는 Spr‘ fng과 Dashpot율 사용하여 그림 2.20의 Primary

Creep율 모 형 확하고 , 첨 탄소성 해 석 의 경 우에 는 Spring , Dashpot ,

Friction SI idee‘롤 모두 사용하여 그립 2.20의 두번째 포는 세 번째

단계까지툴 모형화한다. 현재 넬라 사용하고 있는 점탄생해석모옐

과 Creep실험결과에 따른 시간-천단변형도의 관계는 그립 2.25에

나타낸 바와 잘다[ 1.28 , 34 J • 이러한 여러 모텔률은 각각 장단정율

갖고 있지만 여러 실험결과의 검증으로부터 암반구조물에 척용시

가장 켜합한 모렐운 그림 2.25(e) 에 나타낸 Burgers Body해석모렐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 .

점 탄소성의 개법은 Bingham파 Perzyna[35]에 의하여 제시된

바 있다. 첨탄소성해석시 사용되는 재료모옐응 항복어후 소성영역

내 에 서 의 누진 변 형 도 (Cumulative Strain)와 지 연 시 간 등에 따라 앞

에서 기술한 n개의 Spring , Dashpot. Friction Slider 동율 직혈구

조 또는 병혈구조로 연결하여 사용하묘로 배열방법에 따라 여러 헝

태의 해석모웰이 존재한다. 이때 해석모.웰에 사용하는 Friction

S 1i der는 임의시간에서의 응력이 항복값 (Y) 에 도달되기전까자는 탄

성거동율 하고 항복이후에는 영구변형 또는 점소성효과훌륭 고려활

수 있도욕 도입된 것이다. 점탄소성해석시 해석과정은 매우 복잡하

기 때문에 Zienkiewicz와 Cor‘meau[36l는 점 탄소성 모멜 에 대하여 유

한요소법율 척용시킨 바 있다. 암반에 대한 첨탄성해석모렐 또는

점탄소성해석모옐운 보다 실제에 가까운 거동융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현장시험과 계측율 롱하여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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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1 3 출훌 즐뜬 즉즘 으1 .n:l-고l 률킹 E.fI

지반고유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에카니즘과 파괴모드

의 형가는 공동위치션쟁 , 굴착방향션정 , 지보시스템의 설계 등율

위하여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공동굴착후 암반의 불안정융

유벌시키는 요인은 일반척으로 다읍과 같다 [37].

1) 공동꿀착후 굴착번주변에서의 응력증가와 응혁이완

2) 불연속변율 통한 압괴의 활동 및 분리

3) 굴착후 웅핵교란으로 인한 압석파괴와 불연속번의 욕합작용

4) 발파， 지진 등과 같은 거타 외부하중

암석의 파괴는 크게 추l 성파괴 (Brittle Failure)와 연성파괴

(Ducti Ie Fai lur‘e)로 구분할 수 있 다 (그림 2.26참조 } . 취 성 파괴 란

Axial
Stress

i
Uncontroll어

•
Axial S빼in

(a) 취성파괴

Axial
Sπ'ess

Axial Strain

(b) 연성 파괴

그립 2.26 압석의 파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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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의 (a)와 갑이 항복이후에 변형이 증가됨에 따라 하중율 지지

할 수 있는i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륨 말하며 , 연성파괴란 그

립의 (b)와 같여 항복이후에도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하중울 지지

할 수 있는 능력율 상실하지 않는 형태률 말한다[ 16] . 대부분의 압

석은 취성거동을 하지만 온도나 감금압력 (Confining Pressure)이

매우 높은 경우나 심하게 균열이 발달된 압석에서는 연성거동이 발

생 한다 . 압반에 추l 성 파괴 가 발생 하먼 주로 Spalling , Slabbing ,

Sp lit t i ng 등과 같은 현상율 유발시킨다.

불연속변율 포합하는 합반에서의 파괴는 불연속변의 형태

방향. 간격 그리고 충진물특성 등에 따라 거동양상이 때우 달라지

며 • 일반척으로 불연속변울 포함하는 압반은 신선한 압반의 경우에

비하여 강도와 안정성이 떨어잔다. 그러나 미세한 균열융 많이 포

함한 압반에서는 감급효과 (Confining Effect)와 때트효과 (Matting

Effect)로 인하여 오히려 안정성율 증대시커는 경우도 있다.

굴착후 벌생가능한 압반의 파괴모드는 암반의 특성과 불연속

변의 분포， 공동의 위치 등에 따라 그림 2.27에 나타낸 바와 갑이

휩 (Flexure) , 전 단 (Shear) , 인 장 (Tens ion) , 압축 (Compression) 에

의한 파괴형태를 나타낸다- 그립에서 (a)는 주로 공동의 상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파괴형태로서 충상지반에 공동율 꿇착하였율 경우

공동상부에 위치한 암반의 자중으로 인하여 굴착으로 인한 자유공

간 (Free Space)방향으로 휩응력이 발생한 경우이다. 또한. 그럽의

(b)는 전단웅력 이 한계상태에 도달합에 따라 파괴변이 형성되고 파

괴변율 따라 미끄러집이 발생하여 전단응핵이 이완되는 현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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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7 굴착후 발생가능한 암반의 파괴모드

타낸 것이다. 이와 갈은 현상은 풍화된 첨토질 압반과 감운 연압

또는 단충지대의 암반 등에 공동울 굴착하였율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 그립에서 (e)는 인장에 의한 파괴를 나타낸 것으로서 습

곡 등과 같은 변형율 받은 퇴척층암반 또는 판장으로 형성된 화성

압에 공풍굴착후 굴착변의 경사가 암반의 내부마찰각보다 클 경우

어} 주로 발생한다. 또한 Cas와 물의 저장율 위하여 굴착된 압혁터

널 (Pr‘ essure Tunne 1)의 경우에도 공동내부에 처 장된 Cas와 물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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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인하여 공동추변의 암석에 균열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인

장파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에서 (d)는 압축에 의한 파괴

의 한 예률 나타낸 것요로서 공동내부의 기풍 (Pillar) 또는 굴착기

기의 타격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변에 매우 큰 압축혁이 발생합으로

서 파괴가 발생한다. 또한， 공동의 가하형상변화가 심한 부왈에는

압축용력이 집중되어 암석의 강도률 넘어서게 되어 파괴툴 발생시

키는 경우도 았다.

그립 2.28은 불연속변의 방향이 공동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

향을 예로서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서 (a)와 같이 굴착방향율 두개

의 불연속면이 만나는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션쩡하였융 경우 공

동상부에는 불연속변으로 본리된 암반의 낙반이 발생활 것이다. 그

(a) (b)

그렴 2.28 불연속변분포에 따른 공동의 방향션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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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동일한 불연속번에 대하여 그렴의 (b)와 같은 방향으로 공동

방향율 션쩡할 경우에눈 불연속먼으로 인한 공동주변의 불안정성운

피할 수 있다.

아와 같이 공동굴착후 발생가능한 불안정성은 지반특성에 의

하여 많은 영향율 받게 된다. 따라서 공동의 안정성율 높아기 위해

서는 정확한 지질조사로부터 지반특성율 파악함이 중요하다.

Hoek와 Brown[ 16]은 십도에 따라 발생가능한 압반공통의 파

괴형태률 그렴 2.29와 같이 4가지로 환류하였다.

그림 2.29에서 (a)눈 지표변으로부터의 심도가 매우 낮은 경

우에 해당되는 컷으로서 이러한 갚이의 암반은 매우 심하게 풍확된

암반이므로 배우 짧은 자립시간율 강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추에는

공동굴착후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보강율 하여야 한다.

일정한 깊이이하의 압반은 그립에서 (b)와 같이 불륙형태의

절리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 어러한 경우애는 공동굴착후 천정이나

벽체에서 불연속먼으로 분리된 블록의 낙반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그립 2.29에서 (e)는 (b)의 경우보다 더 깊은 암반의 경우에

서 혼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암질은 주로 풍확되지 않고 오직 몇

개의 쩔리군만이 촌재할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굴착후 공동주변

암석에 발생한 응핵이 암석의 압축강도에 비하여 작게 발생하기 때

문에 안쟁성에 심각한 영향율 미치지 않는다.

그림 2.29에서 (d)는 지표에서 심도가 매우 른 경우로서 공

동굴착후 공동주변에는 때우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작

거l 는 동굴표변압석에서 Spalling이나 Slabbing현상 등과 같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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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며 크게는 고응력으로 인한 폭발적얀 파괴률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 동굴에서는 아상에서 열거한 파괴형태가 l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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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장 암반처l 의 탄소성

해석모렐

토사나 암반체와 같은 지반재료률 비롯하여 강재 , 콘크리트

등 건설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재료는 와부에서 하충을 가하변 초기

에는 탄성거동율 나타내지딴 하중율 점차 증가시켜 감에 따라 하충

융 계거해도 현래의 상태로 률아가지 않고 영구변형 (Permanent De

formation)율 일으키는 소성척 성질울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낮은

응력율 받고 있는 암반체의 거동은 탄성체의 응력-변형도 관계로

취급하여도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쩡한 깊이

이하에 위치한 암반체는 대부분이 상당히 높은 응력율 받고 있기

때푼에 이들의 거통을 보다 실계에 가깝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성

영역까지 고려할 수 있는 탄소성 해석모탤율 사용하여야 한다[ 11.

탄소성이론에 의한 응혁‘변형도 곡션은 항복응혁에 도달할

여{까지는 초기탄성계수에 의해 결정되며， 항복응혁율 넘어서먼 소

성체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암반처l 의 해석에 사용할 탄소성

해석모멜율 쟁의하기 위해서는 초기탄성계수와 소성계수외에 재료

의 항복이 시작되는 응혁의 수준율 결정하는 항복가준과항복후 거

동특성율 경쩡하는 흐륨법 칙 (Flow Rule)과 정화법 칙 (Hardening

Rule)에 대한 이론척 검토가 필요하다[2 ， 3 1.

본 장에서는 응혁공간에서 형성된 주요 탄소성 해석모웰의

항복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 항복후와 거동특성언 소성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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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논하였다.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표책인 암반체

에 대한 탄소성 해석모멜률의 기본깨법율 요약정리하였고， 항복기

준의 차이점율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금속성재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탄소성 해석모벨의 이론에 대한 차이접에 대해셔도 서술하였

다.

켜~ 1 출훌 탄소/녕 해석모델의 항복

달과 흐}고l 71 등준

금속성재료는 마찰이 없는 재료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복기준과 소성흐름 거동특성운 응력탠서의 l~. 불변량 (F i r、st In

variant of Stress Tensor‘) 크기에 우관하고 최대전단응력운 일청

하다. 이에 버하여 토사나 암반과 감은 지반체는 마찰이 있는 재

료로서 최대전단응혁의 크기는 수직응혁에 버혜하며 , 이에 따라 항

복기준과 소성흐룹 거동륙성이 응혁땐서의 I차 불변량 크기에 좌우

된 다 [4].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여 처l 안된 탄소성이폰의 항복

기준둘 중애서 금속과 같이 마찰율 무시 할 수 있는 재료에는 Yon

Mises항복기준과 Tresca항복기준율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 토사나

압반채와 칼이 마찰성여 있는 재료에는 Mohr-Coulomb항복기훈과

Drucker-Prager항복기준율 주로 사용하고 있 다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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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esc8와 Von Mises항복기 준

금속성재료와 같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재료의 항복가준

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resca항복기준과 Von Mises항복

기준이 널려 사용되고 었다 .

TreSC8항복기준에서는 최대전단응력이 일쩡한 값 k에 도달했

율 때 소성변형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항복조건윤 주응력

이 01 , 02 , 03 일때 다음의 관계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Max(I 01 - <12 I . I <12 - <13 I . I 0'3 - 01 I) = 2k (3 . 1)

그림 3.1 Tresc8항복기출 형 상

식 (3. 1)율 주응력공간상에서 표시하변 그립 3.1과 같이 중심축이

청수압상태( 01 = 02 = 03 )를 나타내고 단변형태가 육각형인 기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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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재료의 응력상태가 그립에서 나

타난 Tresca항복변의 내부에 존재한다면 재료의 거동은 탄성상태에

있옴율 나타내고， 응력상태가 항복기준번에 첩하게 되면 그때부터

재료의 항복이 시작됨율 의미한다.

Von Mises항복기준은 전단변형애 의해 벨생된 탄성변형에너

지가 일청한 값에 도달했율 때 소성변형의 발생이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때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01 - (2)2 + (02 - (3)2 + (03 - Ot>2 =20l

그립 3.2 Von Mises항복기준 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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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y는 일축인장실험율 통하여 얻어진 항복응핵율 의미한다.

주응핵공간상에 식 (3.2)률 표시하변 그립 3.2와 갈이 중심축이 정

수압상태를 나타내고 단변형태가 원형인 실린더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Tresca항복 71 준 형상과 Von Mises항복기준 형상율 청수압

상태의 축에서 바라본 n 명먼상에 동시에 나타내면 그립 3.3과 같

다. 그립에서 Tresca항복 71 준의 단변형상운 Von Mises항복기준 단

변형상에 내첩하는 정육각형입율 알 수 있다. 또한 일축응핵상태에

서는 두 항복거준이 통일한 항복웅핵율 예측합율 알 수 있다 .

03

Von Mises

A•-- Pure sh않r

그립 3.3 n횡면상에 나타낸 Tresca항복기준과 Von Mises항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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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hr-Coulomb항복기 준

Mohr‘-Coulomb의 항복기준은 Coulomb의 전 단강도식율 일 반화

시킨 것으로서 항복이 발생할 때 측정한 최대전단응력을 근거로 정

의하고 있다. 즉 Mohr-Coulomb 항복기준에서의 최대전단응혁은 수

직응혐의 함수로 가정하여 다읍 식과 같이 표현한다 .

.，. -c+atanφ
(3.3)

여 71 서 T 는 전단응력 • c 는 점착력 , φ 는 내부마찰각. 그리고 o 는

수직응력울 의미한다.

만일 Mohr원이 식 (3.3) 에 의해서 정의되는 파괴포락션

(Failure Envelope)에 첩 하채 되 변 소성 변 형 이 발생하게 된 다 .

Mohr-Coulomb의 항복기준은 그립 3.4 (a)에 나타난 바와 갈으며 ,

Mohr‘윈율 이용하변 주융력의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 a... a‘ -• a...
_1-二흐=二!......:.....:으잉 nφ +cα)s φ (3.4)

여기서 , gI 과 0'3는 각각 최대 및 최소주응력율 의미하고， 그립

3.4에서 τf와 O'f는 각각 항복먼상에서의 전단응핵과 수직응력율

의미한다. 또한 식 (3.4)를 주응력공간상에 나타내면 그림 3.4 (b)

와 같이 단변형태가 불규칙한 육각형 형상율 갖는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I1팽변상에 투영한 불규칙한 육각형의 모양은 주

응력 O'J , 0'2 , 0'3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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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 Mohr-Coulomb의 항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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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ucker-Prager‘ 항복기 준

Drucker-Prager 항복가준은 Von Mises 항복기준을 보정하 여

Mohr-Coulomb식율 근사해석하는 것으로서 이 기준에서는 모든 주응

혁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Drucker-Prager 항복기준식은 Von

Mises합수에 응핵텐서의 l차불변량 J. 의 영향율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7 1.

f톨낄J-a4-k (3.5)

여기서 a 와 k 는 각각 첨착력 c 와 내부마찰각 φ 의 합수로 이루

어지논 변수들이며 ，김D는 촉차응력댄서(Deviatoric Stress Tensor)

의 2차불변량율 의미한다.

식 (3.5)를 J1 - 낄J 평변상에 나타내변 그림 3.5와 같다

X三 ν강。 -o:.!l-k=O

VJ;;

J 1

그림 3.5 카-ν끊평면상에서의 Drucker-Prager항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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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에서 응혁상태가 항복←변율 나타내는 f = 0 에 도달하게 되변

소성변형이 시작됩율 알 수 있다. 식 (3.5)롤 주응혁공간상혜 나

타내먼 그립 3.6과 같아 정수압축을 기준으로 투영한 n 평면상의

단변형상이 원형인 현추형의 형태로 표시된다 [8].

Hydrostatic
axiS

그립 3.6 Drucker-Prager항복기준

4. 탄소성해석모웰의 벼교

일반척으로 Mohr‘-Coulomb항복기준융 사용하번 압축에 대한

항복강도가 인장에 대한 항복강도에 비하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운 응력탠서외 3차불변량에 째료의 거동이 확우됩율 의미하고

있다 [6]. 따라서 Mohr-Coulomb항복지준은 토사나 압반과 갈은 지반

재료가 갖는 마찰의 영향올 잘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복기출

은 최대 및 최소주응랙의 항 만으로 표현되므로 중깐추응혁의 영향

R

ω



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 또한 Mohr、-Coulomb항복71 준은 그림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항복번이 모서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정식화 하는 과정에서 특이

점 (Singular Point)이 생성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근에 몇몇 연구가뜰에 의해 Mohr-Coulomb항복기준에 중간주응력의

영향율 추가하여 지하암반체의 수치해석에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9].

Drucker’-Prager항복7] 준은 Mohr-Coulomb조건 에 비 해 실 험 결

과와의 부합성이 멸어자고 파도한 소성부피팽창의 우려가 었으나，

삼축압축시험에 의해 변수 a 와 k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 항복

변이 곡변이기 때문에 수치해석의 정식화가 용이하다. 또한 점착핵

과 내부마찰각율 변확시켜가변서 Mohr‘-Coulomb의 항복조건과 유사

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하압반체의 수치해석에 혼히 사용되고 있

다. 특하 중간주응력의 영향율 고려하고 있으므로 3차원 해석의

경우 Mohr-Coulomb항복기준애 비해 압반의 거동옳 보다 더 정확하

께 나타낼 수 있다 ‘ 그렴 3.7은 n펑먼상에 Mohr-Coulomb 항복기준

과 Drucker-Prager항복기준율 합께 표시한 것이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아 두 항복기준의 관계로 부터 Drucker-Prager의 항복기준

율 결쩡하는데 사용하는 a와 k값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음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I이.

- Lower Bound

sin 4'
a= μ향‘(3+ s iii ‘ φ

k 3·c.co-s 4'
-.;-용‘f3+sin ‘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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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m
-션

獅
2
-찮

(3.6b)

Exter‘ ior Corner‘

(3.60)

0'1

Drucker-Prager

Mohr-Coulomb

그렴 3.7 II 명변상에서의 Mohr-Coulomb 항복기준과

Druoker‘-Prager항복기 준

본 연구에서는 지하압반공동의 수치해석율 위해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율 이 용한 Mr.SOIL전 산코드 [ 11 ]와 개 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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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 (Distinct Element Method)율 이용한 UDEC전산코드[12]툴 사용

하였다 . Mr.SOIL에서는 탄소성모벨로써 Drucker-Prager항복겨준율

사용하고 있으며 , UDEC에서는 Mohr-Coulomb항복기준을 사용하고 있

다.

져11 2. 중훌 二쇼二성 돋훌-력-변헝프E 관켜l

앞 절에서는 벼마찰재료인 급속성재료와 마찰재료인 토사나

암반파 같은 지반재료에 넬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탄소성해석

모옐의 항복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본 절에서눈 탄소성해석모

멜의 소성상태에서 응력-변형도 관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률 위하여 소성상태에서의 응력-변형도 관계를 정의하는 소성포

벤살 및 흐릅법칙 , 그리고 경화현상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채료의 거통해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상화된

응혁·변형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그립 3.8 참조>.

- 완전탄성 (Perfectly Elastic)

- 강체 및 완전소성 (Rigid , Perfectly Plastic)

- 강처} 몇 션형변형도 정화 (Rigid ， Linear Strain Hardening)

- 탄성 빛 완전소성 (Elastic , Perfectly Plastic)

- 탄성 빛 션형변형도 경확 (Elastic ， Linear Strain Hardening)

채료의 거동을 탄성으로 가정한다먼 재료에 발생하는 변형은

응력경로에는 전혀 영향율 받지 않고 최종응력상태에 와해 결청된

다- 그러나 소성변형인 경우에는 응력경로에 의해 결정되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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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Model Stress-Strain Idealization

꼈 IVH-N, .. p

Perleetly ela안ie

감꾸.....p
7////M“7//fi‘

Rigid. perfectly pia와ie

t쏘

•

..
f

f
I W ←-~

η7ι~ι~//h’‘ ........P
졌 「잉\to~ I

R1링d. 패1없r strain뼈rde띠ng

o

f

납걱 ·INN., ... p

WA…w///7//h

Elastic. perfectly pia얀Ie

늄 •

•f

I 111 t--"W*←「

ι%“W/h“’‘ ~P
”껏 잉WNO- I

EIa양ie. 1in앓r 뾰하n han::tening

U

f

그림 3.8 이상화된 응력-변형도 관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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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혁-변형도 관계는 일반적으로 벼션형율 나타낸다 [6].

일부 재료에 대해서는 소성포탠셜 Q와 항복기준식 F률 동일

하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는 Associated Flow Rule이 적용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반채료는Q와 F가 서로 다르므로 이 경우

에 는 Non-associated Flow Rule율 적 용하여 야 한다 .

l. 소성포탠셜과 흐릅법칙

재료에 대한 소성 응력-변형도 관계 (Plastic Stress-Strain

Relationship)롤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성흐름법칙(Plastic Flow

R비 e) 이 정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응혁상태가 항복기준변에 도

달하게 되먼 소성변형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률

항복기준식의 형태로 표현하먼 다음과 같다[ 13].

£(6. K) = 0 (3.7)

여기서 F 는 항복기준식을 나타내고 , 6 는 응혁벡터 , 그리고 K

는 경 화변수 (Hardening Parameter‘)률 의 며 한다 . 만일 d£p 률 소성

변형도의 증분치라 하면 식 (3.8) 이 성립한다(그립 3.9 참조>.

aF
d£~ = A~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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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l2)

F{U •• U h JC)

a.(£.)

그립 3.9 2차원 응렉공간에서의 항복기준면과 Normal i ty조건

여기서 A는 비례상수툴 의며한다. 식 (3.8)과 그립 3.9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성변형도의 증불치는 n차월외 응력공간에서 항복기춘변에

수직하묘로 , 식 (3.8)을 Norma I i ty조건이 라 부른다 .

식 (3.8) 에 소성포댄설 Q 툴 마음과 갑아 쟁의 및 도입하면

제 한식 (Constraint Equation)율 제 거 활 수 있 다 .

Q = Q«(J, κ) (3.9)

따라서 소성 변형도의 증분치는 식 (3.8)과 비슷한 형태로 다음과

갈이 표현할수있다.

dB_ = A쩔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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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화현상

초기항복후 소성변형율 일으키는 응력수준은 그 때의 소성변

형 도 (Current Degree of Plastic Strain)에 의 존하게 된 다 . 즉 소

성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항복응력 이 증가하께 되는데 , 이런 현상율

변 형 경 화 (Strain Hardening)라 한다 . 따라서 항복응력율 초과하게

되면 재료의 항복기준변은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며 , 만일 연속적인

소성변형시 재료특성에 따른 항복합수는 소성변형량의 함수이다.

대표쩍인 변형경화외 수학적 모형형태는 그럽 3.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립에서 (a)와 같이 소성변형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항

T

6

(a) Perfectly pi뼈tic

t

(b) Isotropic sσ획n hardening

τ

Initial yi러d

surface 、

G

Current yield
surface

(c) Kinematic strain hardening

그립 3.10 변형경확의 수학적 모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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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수값윷 가질 때 , 이 재료률 완전소성채료 (Perfect Plastic

Mate rial ) et 한다. 이에 비해 (b)와 같이 하중상태에 의해서 초기

항복변여 이동없야 균등하게 팽창하는 재료률 등방생변형경화

(Isotropic Strain Hardening)재료라고 한다 . 또한 항복변의 모양

이낙 방향은 변화하지 않고 현점만 이동하여 (c)와 잡이 용력형변

반 이동하는 재료률 동척변형경확 (Kinematic Strain Hardening)재

료라고 한다.

토사와 찰은 지반재료에서는 경화현상 대신에 연확현상

(Softening)이 발생하므로 소성변형이 증가할 수록 항복응혁은 첨

차 감소한다. 따라서 이때의 등방성재료의 항복기준면은 이동하저

않고 첨차 줄어둘게 된다[ 141.

처1 3 절 탄강二성 구성방청식과

혼t 흔￥- 71 틀은 스J

l. 탄소성 구성방정식

초기 항욕응력수준율 넘어서번 재료의 거용은 부분척으로는

탄성이면서 , 또한 부분척으로는 소성거동율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때의 변형도 증분치는 다음과 감이 표현할 수 있마.

&= dεt+ daI’ (3.10

여 7) 서 dae 와 <fa/•는 각각 탄성변형도와 쇼성변형도의 증훈치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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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탄생변형도의 증불치는 재료특성계수의 역행렬에 응혁의 증

분치률 곱하여 표현하고， 소성변형도의 증불치는 식 (3.10)율 도입

하변 윗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oQd& = D - 1 da+ -A~ A.
oa

(3.12)

여기서 D는 채료특성계수행렬율 의미한다.

소성항복변율 나타내는 식 (3.7)을 전미분하면 마음과 같다.

of ~ . of . of
dF= :- dUl +:‘ dq,+ … + -..- die = 0

86I aqz 2 ax (3.13)

또는 간단히

{앓}rd6-AA= o (3.13a)

여기서

I
-AKAU

F

-
κ

a
-a--A

(3.13b)

식 (3.12)와 식 (3. 13a)롤 행렬식요로 함께 표현하면 다읍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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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 1 oQ'
-_>G I Ida
Oll

0 (떨IT -Alll (3.14)

식 (3.14)에서 A 는 입의의 비례상수이므로 Static Condensation

방법율 사용하변 λ 흘 쩨거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성 응핵-변형도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았다.

여기서，

dfJ' = D다 cia

D; = D-D뽑뚫r먼A+{짧T어짧r

(3.15)

(3.15a)

D따는 딴소성 응력-변형도 구성관계률 나타내는 재료특성행렬로써

소성식이 Associated Flow인 경우에는 대청성율 갖는다. 또한 반얼

A값이 0인 경우에는 이상화된 소성 응혁-변형도 관체가 성립하게

된다[ 15] ‘

2. 항복기춘식의 대안척 헝태

수치해석으로 재료의 거풍율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복기준식

율 응핵불변량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편려하다. 만일 항복기준변

과 재료가 등방성일때 다음의 기호를 도입하면 펀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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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t (0'.r+0',,+0'%)
와= 3-= 3"

if = J/'2 = [월캘+ or: + $:) + t'~7 + t :Z+념:J 1/2

(3.16a)

(3.16b)

3 n-l [-펼혈] -깐<0<깐
• 6 6

(3.16c)

J 3 = s.화와+21'Jr카7Zt'zx-좌따-syf￡-진ti， (3.l6d)

SJr = (1Jr-O'.' 3., = U'- O'lft' Sz = 0'%-0'. (3. 16e)

위의 기호를 도입하여 앞에서 서솔한 바 있는 대표적 탄소성 해석

모멜의 항복기준식율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o Tresca

o Von Mises

o Mohr-Cou 10mb

。 Drucker-Prager ‘

F=2δcos 9- Y(K) = 0

F= 、f3← Y(κ) = 0

F = 0',. sin φ+ Ci cos 0-

월sin φ sin 6-c ∞sφ =0

F = 3(%'0'..+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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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d)



k= _6c∞sφ-

킹(3- sinφ)

a' = 2 sinφ-
、(3 (3- sin φ) •

여기서，

(3.15a)의 계 산율식냐타내는관계식율응력-변형도탄소성

있

(3.18)

-‘...수행할다음과 감이계산은

of I iJF__n iJF__0 iJF__λ
iJa = tO(도M"+켈…'+웰M

U

)

oQ/a" )의필요한 oF/all(또는위해

다.

또한 각 항복기출

iJF π- of . iJF
;~ JJ~ :: J, ::
ikI. ’ V~;Z oJ" ’ ‘ iJJ3 l:::""

3. I 과 같다.표각각MO~ Mit M1은행혈여기서

나3.2에표불변 11J 분치

사용한다.

사용하는

타난 값율

에 따라

MOt Ml~ M1

마 000 000

000 3 -! o 0 0

MO:-- 000
M 1 = 000

90'", 000 200
Sym. o 0 Sym. 2 0

0 2
」‘ - 』 -

행혈(3.18)의식3.1표

nu

nU

AU

nu

nU

AU

nU

AU

nU

nu

nU

nu

--

i3

li

l-

---l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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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울꼬 +%
.!..._ ~t3 τa 3'~

ι1'- ."1:_
3 - 3·~

'ta,y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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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대표쩍인 항복기준의 불변미분치

Yield of ι밍 건F J
1

aF
conditions oa. oJl cJ3

Tresca 0 2 cos (I( 1+ tan (I tan 39)
퍼 sin I}

cos 30

Von Mises 0 Jj 0

co;O[ 피 sin 9+sin φ ∞50
Mohr-Coulomb sin φ 21 (1 +tan 8 sin 38)

2cos 38

+si빼n 뻐-빼 8)/견]
Drucker-Pra양f 31%’ 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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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4 장 암반공똥물착의

해석방법

지하암반공동율 굴착하여 방사성펴l 기불율 처분할 청우 건설

기간 동안은 물폰 건설후 운영기깐에도 공흥주변의 공학쩍 안쟁성

은 필수척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압반공풍의 계획단

계에서 충분한 부지조사가 필요하며 , 부지조건에 척합한 공동의 단

번형상과 굴착방법 등이 션정되어야 할 컷이다[ 1].

압반체는 강재나 콘크리트와 같은 일반 건설채료와는 달려

자연척으로 형성된 재료야므로 그 성질율 정확하게 형가하여 설계

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훈 일이다. 뿐만 아니라 암종. 암반의

강도， 불연속변의 분포상태， 충화상태， 암반의 응혁이력상태， 지하

수 풍의 다양한 요소가 암반체의 거동에 영향율 추고 있다 [2].

암반체의 이러한 복잡아양한 성질로 인하여 과거에는 압반체

의 거동율 확우하는 몇가지 대표척인 요소들의 정성척 혹은 정량척

특성에 의한 경험척 판단과 똥계척 분석에 의해셔만 압반공동의 설

계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근번에 률어와서 컴퓨터 기솔의 발달

과 수치해석거술의 척용이 본격화 되면서 효율척인 공동설계률 위

하여 공동주변의 거동율 정량척으로 팽가하는 전산해석방법에 의한

암반공동의 공학척 안정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께 되었다[1-5].

지하압반율 꿀착하여 건설되는 암반공동은 지상에 축조되는

일반 구조불과 달리 몇가지 중요한 특정율 가지고 있다 [3]. 대표

척인 특정으로는 공동구조체의 크기에 비하여 응혁의 영향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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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점과 암반체의 역학척 특성이 매

우 복합하여 심한 벼션형성율 나타낸다는 첩이다. 이외에도 공동

율 건설하기 이전에 암반체에 존재하는 초기응핵은 공동에 작용하

는 외혁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률 쩡확하게 겨l 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 압반굴착으로 인하여 해석모멜어I 가하학척 버션형

성이 발생한다는 륙정이 있다. 따랴서 지하암반공동의 공학척 안

정성 검토를 위해 전산해석방법윷 사용할 경우 이러한 특징율 수치

혜석 과정에 충본히 반영하여야 활 것이다.

지하압반공동의 설계률 위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작업절차는

그립 4.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4]. 즉 현장부지조사률 통하여 지반

특성치를 구하고， 이률 입력치로 사용하여 척절한 전산해석방법에

의한 수치해석율 수행한다. 수치해석결과롤 토대로 암반공동의 설

계작업율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건설도중 계속척인 현장계측율 통

하여 수치해석결과와 바교검토작업을 반복시행함으로서 보다 공학

척으로 안쩡된 암반공통을 건설할 수 있다 .

공동주변에 발생하는 변위와 웅력의 크기 빛 분포상황 등은

지하암반공동의 설계률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서 이 값률은 공동굴

착전에 압반체애 존째하는 초기응력치와 공동의 굴착방법 , 그려고

공동주변에 설치하는 보강재의 형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3]. 따

라서 보다 경제척이고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동굴율 설계 및 건

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천산해석방법과 지하공동의 구조적 안정성

해석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암반공동굴착의 척절한 전산해석방법을 도출하

- 70 -



Mechanical Parameters

I Invest igat ion ~

Rock Mass
Discontinuities I I --- --- J

Faults 야-녁 Rock Meehan ics J

Intact Rock I ‘ l

In Situ Stress

Numerical Technique - ~
Calculation

Resul ts of
Calculation

IDesig~

Results of
Measurements

Constr‘uction
Measur‘ ements

그렴 4.1 지하압반공동 셜계의 일반척인 절차.

기 위하여 대표척인 암반채의 수치해석모렐인 유한요소모웰과 개별

요소모벨에 대한 기본척인 내용율 검토하였으며 , 실제 압반상태에

따라 적합한 수치해석모멜율 이용한 개념척 전산해석방법율 쩨시하

였다. 또한 지하암반의 공동굴착에 대한 수치모형화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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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I 절 쥬추 혼1-.J:효- 二쇼二 탤콰 어l 으l 훗-1

합반처l 의 해석모렐

1. 연속체로 가쩡한 해석모멜

압반체의 수치해석모옐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반내에

존재하는 균열이나 절리와 같은 불연속변의 영향을 무시하고. 암반

융 연속체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1 ， 6 ， 7]. 이러한 해석모벨

운 암반내에 불연속면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척합하다. 그리고 암반내에 불연속면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암

반공동의 거시적인 구조거동의 파악과 해석경계의 영역결정 등을

위해서는 해석의 초기단계에서 압반율 연속체로 가청하여 해석한다

암반체률 이와같이 연속체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암반체의 채

료특성율 탄성체 로 가정하거 나 [6] Mohr‘-Coulomb 가정 이 나 Drucker

Prager‘가정 등에 의한 탄소성체로 가정하여[ I , 7] 기존의 유한요소

모텔율 별다른 변환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암반체내와

시간의 흐름에 따픈 Creep~ 영향도 해석모웰의 수식화 과정에 반

영시킬 수 있다.

압반체의 또다른 연속체 수치해석모렐인 절리모형에 의한 해

석모멜은 압반내에 절리와 같은 불연속먼이 균일하게 산채해 있다

고 가쩡하여 불연속변의 비션형거동 특성율 유한요소모텔에 포함시

킨 해석모탤이다 [8]. 불연속변에서 발생되는 막표척인 역학적 거동

형태는 기존의 절리번에 명행하게 작용하는 전단혁에 의한 암반체

의 미끄러짐 (S 1i ding) , 가존의 철리변에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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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어l 의한 압반체의 분리 (Opening) ， 그리고 과잉응력에 따콘 새

로운 절리가 생성되는 파쇄 동이 있다. 따라서 철리모형해석모멜의

수식확과정에서 이러한 불연속변의 역학척 거동형태롤 척절하게 반

영시킴으로서 연속체 해석모멜에 불연속변의 영향율 반영활 수 있

다 [8].

2. 절리요소 해석모옐

절려요소는 불연속변의 모형화롤 와해 개발된 유한요소모멜

로써 압반내의 불연속면으로 얀한 불연속성이나 인접압석 간의 상

호거동 퉁율 단순화시켜 비교척 쉽게 보여줄 수 있다 [9-11 ]. 철려

요소 해석모멜율 사용하여 활연속암반체의 구조해석율 수행하는 경

우에는 순수한 암석은 연속체로 가정하여 2차원 평면유한요소 또는

3차현 고체유한요소로 모형화하고， 압반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은

절려요소(Joint Element)률 사용하여 모형확한다 .

암반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변의 모형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

는 4절점 철려요소의 형상은 그립 4.2에 나타난 바와 갈다. 이 요

소는 한 철점당 2개의 변위성환율 가지며 • 강성도행혈 계산과정응

일반적인 평변유한요소의 청우와 동일하다. 다만 요소의 응혁과 변

형도의 관계를 맺어주는 재료특성행혈의 성분륭이 불연속변의 여러

특성치(마찰각， Di Iat i on각， 두께 등)로부터 구해지는 수직강성과

전단강성틀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절리요소에서의 변형헝태

는 그렴 4.3어l 나타난 바와 같이 불연속변의 닫힘 (Closure) , 얼립

(Opening) , 회전 (Rotation) ， 미끄러집 (S lid i ng) 등이 았다. 철리요

꺼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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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4철점 절리요소

소 해석모옐을 사용할 경우 암반체에 대한 강성도행렬이 구해지번

주어진 하중에 대한 절점에서의 변위와 요소에서의 응력을 구할 수

있다 . 구해진 변위와 응력율 이용하여 가쟁된 불연속변의 하중-변

위 관계식에 척합하도록 수청된 강성도 혹운 수청된 하중율 반복계

산합오로써 보다 실제에 가까운 불연속변의 바션형성올 고려혈 수

있 다 [I 2 1.

철리요소는 암반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변의 모형화 이외에도

구조몰-유체상호작용이나 구죠물-지반 상호작용과 갚아 인접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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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철리요소의 변형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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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체의 장성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눈 문제에서 두 툴체의 첩합부분

의 모형화에도 사용되고 있다 [13-15]. 또한 인접한 두 구조물간의

해석문쩨에서 겹합부분의 모형화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첩합요소

(Interface Element)라고 불리워 지 고 있 다 .

불연속변여 존재하는 암반체를 유한요소법으로 구조해석하는

경우 절리요소률 사용하면 비교적 손쉽게 불연속변의 영향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률어 여려 연구가들에 의해 절라요소에

대한 문제점이 계셔되고 있다. 첫째로 절혀요소의 수치해석상의 문

제점이다. 륙히 절리요소의 가로-세로 길이버 (Aspect Rati 이가 많

운 차이률 보일때 수치해석결과에 많은 문제점율 보여주었다[ 16].

또한 불연속변의 모형확에 사용되는 절리요소의 질량과 인첩압석의

모형확에 사용되는 형변유한요소의 질량이 많은 차이률 보이기 때

문에 암반체의 고유치해석 (Eigenvalue Analysis)결과 가묘한 혼률

립 (Spurious Oscillation)현상율 보여주었다[17]. 툴째로 압반체의

동척해석시 외부에서 가해저는 하중의 파장 (Wave Len를th)이 철리요

소와 펑면유한요소의 길이에 벼하여 크게 되는 경우 절리요소해석

모벨을 이용한 해석결과는 많은 오차률 보여주었다[18].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해석영역율 많은 절리요소 해석모벨

을 사용하여 모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석에서 관심의 대상이와

의 지역에도 많은 자유도가 존재하여 수치해석상에 많운 계산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 방법운 매우 벼효울적임이 발표된 바 있다[l8.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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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n 2 좋훌 .711 탤훌 i호- 二쇼二 탤킬 어l 으l 훗f

폴흘 연 들뜯 얄:t 면1-처l 의 흩R 성 조표 뜰펠

압반내에 존재하눈 불연속변의 역학척묵성은 암반체의 구조

거동율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안 중의 하나이다. 일반쩍으로 불

연속먼의 강성은 주변암석의 강성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푼에 압석

내부에 발생하는 미소변형윷 무시한다변 순수한 암석의 거동은 강

체 거 동으로 가청 할 수 있 다 . 개 별요소모벨 (Distinct Element Model

)은 불연속압반을 모벨의 변과 모서리에 의한 첩촉융 통해서만 상

호거통윷 표현활 수 있는 불력으로 모형화하기 때문에 암석의 강체

거동율 나타내는데 펀리하다 [2이. 재벌요소모멜에는 불력이 나타낼

수 있는 변형형태에 따라 강체블릭모델 (Rigid Block Model)과 변형

가능블릭모벨 (Deformable Block Model)로 분류할 수 있 다 [ 21]. 그

립 4.4는 불연속변아 산재한 지역에 지하암반공동이 위치한 경우

개벌요소모멜율 사용하여 모형확 한 예률 나타내고 있다.

810ιks

Joints or
In양rfaces

그림 4.4 개별요소모델을 이용한 지하압반공동의 모형화

기



I. 강체블럭모옐

강체블럭모멜은 불연속암반의 수치해석모옐인 개별요소모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렐로써 불펙내부에 미소변형은 발생하

지 않는 것요로 가정하고있다. 그리고 모옐의 거동은 단지 블럭의

모서려와 모서리 또는 모서려와 변사이에서만 가능하다[22] . 인컵

한 두 개의 블릭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 그립 4.5에 나타난 바와 같

다. 첩촉점에서의 힘-변위 관계는 비션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

척이다. 이에 대한 고려는 힘-변위 관계식율 연속적인 선헝척 중

분으로 취급하면 가능하다 .

New Position

‘+‘ Oldl \ Position
니

Nom뻐I F<πce : ~ Fn = Kn' ~ un Shear Fon:e : AF. = K. ‘ Au.

그립 4.5 강처l 불력모멜의 상호작용

불럭의 모서리와 변사이의 접촉 (Cor‘ner to Edge Contact)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직력증분 AFn 과 전단력증분 AFs 는 각각

션형 힘-변워 관계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Ii Fn == Kn‘ A과1

A Fll = Ks'Aug

(4. 1)

- 78 -



여기서 , AllIl 과 A Us 는 각각 첩촉점에서의 상대척인 수직 및 전단

변우l 증분율 의미하고. Kn과 Ks 는 각각 수직 및 전단에 대한 첩촉강

성도룰 의며한다. 불럭의 첩촉번에서 실제 발생하는 수직력 Fn 과

전단력 Fs 는 식 (4. I)에서 구해지는 두 힘의 증분치를 모두 합함으

로써 구할 수 있다 .

블릭의 변과 변사이에서의 접촉은 두 모서리와 변과의 껍촉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경우 컵촉번에서의 응혁운 겹촉길

이가 L 일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On = Fn/L

<J's = Fs/L

(4.2)

또한 응력증분은 단우l 길이당의 강성도플 의미하는 절려의 강성

(Joint Stiffness) len 과 ks 로 다읍과 갈이 나타낼 수 있 다 .

AOn = Ien·Aun

Aos = ks· L\us

(4.3)

매 단계마다 식 (4.3)에 의해 계산된 응력증분은 이미 계산

되어 있는 응력값에 각각 더해진후， 가청펀 불연속변의 응핵-변형

도 관계률 나타내는 구성한계식 {Constitutive Criter‘ is}율 만족하

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장응혁율 완전히 무시한다변 다읍

의 관계식율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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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 0 (4.4a)

여기서 (+) 부호의 응혁은 인장용혁율 의미한다. 또한 전단

응혁은 Mohr-Coulomb의 마찰법칙에 따라 다음의 관계식을 만족하여

야 한다.

as ~ c - ant때@ (4.4b)

여기샤 • c 와 @는 불연속변에서의 접착력 (Cohesion)과 마찰

각 (Friction Angle)율 의 미 한다 .

2. 변헝가능블럭모텔

강체블릭모델율 사용하여 암반체를 모형화하변 불럭내부에

발생되는 미소변형은 무시되고 블릭의 거동은 단지 블럭과 블럭간

의 첩촉첨에서만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외부하종이 암

반체에 작용하여도 강체블릭모멜의 가하학작 형상은 변화하지 않논

다. 그러냐 실제로 불연속암반체의 구조거동응 불연속변의 역학척

특성에 따른 거동변화와 순수한 압석내부에 밸생하는 미소변형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강체불럭모멜율 사용하여

불연속암반체률 구조해석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실제와 상당히 다

른 양상율 보여준다.

변헝가능블럭모벨은장체불력모멜의 분채점율 개션시킨 모벨

로써 마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의 모델이 제안되었다[21 ] .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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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탤은 단솥변 헝 가능블럭 모옐 (Simply Defor‘ mabie Block Model)로

이 모탤은 블릭내부의 미소변형율 3개의 자유도로 표현하고 있다.

두번해 모낼운 완전변 헝 가능블럭모델 (Fully Deformable Block

Model)로 이 모웰에서는 불럭내부를 유한차분영역 (Finite Differ

ence Zone)으로 이 산화 (Discr‘etization)하여 블럭 나{부에 서 발생 가

능한 임의의 변형형태률 표현할 수 았다 [23] .

단순번헝가능불럭모웰에서 표현가능한 블릭내부에서의 변형

형태는 그립 4.6어l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의 평먼변형도( £n. £72, •

£12 +£21) 에 해당되는 것틀이 가늪하다. 이들 변형형태외에 강체불력

모멜 에서 고려 하고 있는 3개의 강체운동 (Rigid Body Motion) 변형

형태 (2개의 이동변위와 l개의 회전변위)가 표현가능하므로 단훈변

£11 £n E 12 + E 21

그립 4.6 단순변형자능불력모웰에서의변행형태

헝가능불혁모텔에서는한개의 블릭당 6개의 자유도률 갖는다 . 따

라서 단순변헝가능블럭모렐율 사용하여도 생제 압반체의 거동율

표현하는데에는 많응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 단순변헝가능불럭모멜

로 나타낼 수 없는 변형형태의 대표적인 예률 그립 4.7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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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7 단순변형가능불혁모넬에서표현할 수 없는 변형형태

완전변헝가능블릭모멜올사용하변 블릭 내부를 유한차분영역

으로 이산확함으로써 단순변헝가능불력모렐의 이러한 제약윷 해결

/‘,...할 있다. 각 블력을은 서로 독립척으로 적절한 재료특성윷 반영

A,...할 있고 유한차분영역의 크기를 조정하여 원하는 정확도를 갖는

해석결과률 얻율 J “-r 있다. 완전변헝가능불력보벨의 벼허처요.
-...;. 0 Q ‘- 쩍용

하는 불럭외 응력-변형도 관계식에 의해 좌우된다. 각 란계마다

유한차분영역에서의 변 형 도율 (Strain Rate) 허와 회전 따j 는 격자

점에서의 속도벡터 (U)로 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활 ........
‘「 있다.

허 = t .(UiJ +뀌 d

해 =f (해j - uj,d
(4.5)

여기서， I ， J는 j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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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요소모옐의 구성관계식

가 . 압석의 구성관계식

순수한 압석의 거동은 압석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전다 .

화강압 (Granite)과 같이 단단한 압석의 거동은 션형탄성거동으로

가정 할 수 있 다 . 그러 나 혈 암 (Shale) 이 나 사암 (Sandstone)과 같이

버교적 연약한 암석에서는 소성항복 (Plastic Yield)에 의한 압석의

파괴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암의 경우 선형탄성거동의 판계식

을 척용하고 연압의 경우는 Mohr‘-Coulomb식과 같은 소성거동의 관

계식율 적용합이 타당하다.

션헝 탄성거동인 경우 명변변형￡ 상태에서 응혁-변형도 관

계식율 증분형태로 나타내변 다음과 같다.

L\Ol1 = λ·L\El1 + μ·L\Ell

L\Oll = μ·L\En + λ·L\Ell

L\<112 = 2 G'El2

AG21 = L\0 12

(4.6a)

여기서 • G는 전단탄성계수를 의미하고 • L\o 와 AE 는 각각 응혁과

변형도의 증분치롤 의미한다 . 또한 λ 와 μ 는 다음과 갈이 구한다 .

λ = K+ (4/3)-G

μ = K - (2/3)-0

여기서. K: 체적팽창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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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r-Coulomb소성 식 의 관계는 그림 4.8에 냐타난 바와 같다 .

ψ

팀j

、
l
I
·

‘‘
냉-2

---o
-

/
，
‘
、
-=q

Non - Associa빼 Flow Rule ψ <C/J

m
@

__ ~-_.Plas히c Potential, Q, ψ <C/J

Associa빼 Flow Rule ψ =C/J

Elastic Region

p-(g1 +02 )-----2

그립 4.8 순수암석에서의 Mohr-Coulomb소성관계

만일 션형 Mohr-Coulomb항복조건율 사용하고 비교류흐름법칙 (Non-

Associated Flow Rule)율 적용하면 소성관체식은 탄성 빚 완전소성

식 (Elasto-Perfectly Plastic Equation)으로 가정 할 수 있마 . 따라

서 총변형도율의 증분운 다음과 같아 탄성거동에 의한 변형도율

( 팩 )과 소성거동에 의한 변형도율( 쩍 )의 합으로 구할 수 있

다.

체=댈+쩍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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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ohr-Coulomb항복조건 f와 소성포댄셜 Q는 주용력과 재료

특성치로 부터 다읍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 :::;: (Jl - N. (J2 + 2 c ( N. )lf1

Q :::;: (Jl - N'l'따 + 2 C ( N'l' )1/2

N~ :::;: (I + sin ~ ) / ( 1 - sin ~). ~ =c1» or 'If

(4.8)

여기서， (Jt • (J2 : 최대 및 최소주응력

c : 점착력

때:내부마찰각

'v : Di Iat ion 각

식 (4.7)에서 소성거동에 의한 변형도율은 다읍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0 oQ
월 ="1τ←

... 11..,

여기서. "(는 응력상태에서 껴l 산되는 상수이다.

(4.9)

나 . 불연속변에서의 구성관체식

불연속압반체의 버션형거동은 압반처l 내에 폰재하는 불연속

변의 거동 특성에 가장 큰 영향율 받는다. 따라서 보다 실쩨에 가

깝게 불연속변의 구성관계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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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대표적얀 불연속변의 구성관계모렐 (Con

stitutive Model)은 Mohr-Coulomb모멜과 연속항복절리 모렐 (Contin

uously Yielding Joint Model)이 있 다 [ 21 l.

(l) Mohr‘-Coulomb모 벨

이 모벨에서는 불연속번에서의 수직융력과 수적변위의 관계

를 션형거동으로 가정하고， 전단응력과 전단변위의 관계는 탄소성

거동으로 가정하고 었으며 , 마찰각과 Di Iat i on각의 값은 일정하다

고 생각한다.

Mohr、-Coulomb모멜의 수직 응력 ( (Jn )과 전 단응력 ( as )은 다읍

식에 의해 구해진다.

on = an + kn·A \ln

(Js =as + k냥Aus

(4.10)

여기서 , <Tn 와 as 는 각각 전단계에서 계산된 수직응핵과 전단응력

이며， kn 과 ks 는 각각 절리의 수직 빛 전단강성율 의미한다. 또

한 AUn 과 Aus 는 각각 수직변위의 증분과 전단변위와 중분을 의

미한다.

식 (4.10)에서 계산된 수직응력과 전단응랙은 식 (4.4) 에 의

하여 매 단계 마다 검 토가 필요하다 . Mohr-Coulomb모멜은 불연속변의

구성관계를 이와 같이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불

연속면의 표먼은 얼정치 않고 거철기 때문에 이 가정사항은 매우

불합리합율 알 수 있다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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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항복절리모멜

연속항복절려모벨에서는 Mohr-Coulomb모멜의 불합리한 첩율

개션하여 불연속변의 구성관계를 보다 실져l 에 가깝게 표현하도록

개발되었다[24] . 이 모멜에서는 전단핵융 받율 때 발생되는 불연속

면의 진행성파괴률 전단변위의 함수로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율 쩍용하변 수치모형화시 예상되는 여러가지 상태에서 일관성

있는 응답율 얻을 수 있으며 , 특히 동적구조해석을 위한 연속자기

이 핵 감쇠 (Continuous Hysteretic Damping)률 사용할 수 있 다 . 연속

항복절라모렐율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연속먼 표변에서의 거친정도

계수 (Roughness Parameter、)가 필요하다 .

수직방향에 대한 응력과 변위관계룰 증분형태로 나타내변

다음파 같다.

aGo =kn,Aun (4.11)

여기서 , 늙은 수직강성으로서 수직응력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가정

한다.

ko = art (J밤 (4.12)

아1 과 en은 구성관계플 나타내는 배개변수이다. 그리고 불연속번에

서의 인장강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단하중에 대해서는 불연속번에서 전단변위가 발생하는 초

기부터 소성변우1-불 연속적으로 합쳐서 나타낸다. 그림 4.9는 일쩡

한 수직응력하에서 전단하중을 점차척으로 늘려감에 따라 나타나는

불연속변에서의 전단응력과 전단변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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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m : Bounding Sh없 SlIcngth

(
‘b
)
%엄
m
엉

s
”

Shear Displacement (u ‘ )

관계대한 전단응혁과 전딴변위의4.9 연속항복절리모델에그림

있다./‘-,-다읍과 같이 계산활분즈
。전단응력의

(4.13)L\O's = F· ks · L\Us

수직응혁의마찬가지로

계산한다.

수직캉성과

다음과 같이

전단강성으로서

계수 F는가정하고，

ks 는여기서，

함수로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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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as 와 es 는 때개변수 률이며 , 자n 은 저l 한전단강도 (Bound

in흘 Shear Str‘ength)를 와미한다 . 또한 T의 값은 초기에는 0이고 ,

새로 계산된 변우l 증분치의 부호( sign ( t1us ) }와 전단계의 변우l 증분치

부호 (sign( Au쁜 ))가 다른 경 우에 는 asl자n 율 사용한다 .

4. 개별요소법에 의한 계산과청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별요소법에 의한 불연속암반체의 구조

해석프로그램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볼렉모옐과 변헝

가능블럭모멜이 사용가능하다. 강체블릭모렐과 완션변헝가능볼력모

벨에 대한 프로그램에서의 계산과정윷 요약하면 그립 4.10과 4. 1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21) ‘

두 모웰에 대한 계산과정은 거의 동일하나 운동방정식의 계

산이 강체블릭의 경우는 블릭자체에 대해서 수행되나 완전변헝가능

불럭모멜의 경우는 격자점에서 수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초기계산

과정에서는 블릭자체 또는 격자점에서의 질량과 한계시간간격

(Critical Time Step)이 계산되 어 야 한다 . 그려고 경 계조건과 외

부의 작용하중 등율 각 블럭이나 격자첨에 작용시쳐 운통방쩡식율

구성함으로서 속도성분을 계산한다. 와부하중의 작용으로 인한 불

력이나 격자점의 우l 치변화는 계산된 속도성분으로 계산이 가놓하다

접촉점에서의 수직변위와 전단변위의 증분치는 각 첩촉변에

서 계산이 가능하다. 이들 값의 계산은 강처l 블럭모멜의 경우는 불

력들의 강체운동 속도로 부터 유도할 수 있으며 , 완전변헝가능불럭

모멜에서는 접촉하는 격자점에서의 변형도율로 표현가능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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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단쩨

• 블럭연척과 칠량의 계산

블럭에 대한 운동방정식의 적용

“

• 외력파 중력가속도로 부터 강혜
...

‘ ‘·
블랙의 속도롤구함.

• 채산된 속도로 부터 블럭의 변화된
위치를구합.

반복

껴산

과정

블력의
변위

접촉에 대한구성관잭

• 수직 및 전단변위의 중운치 껴산

.‘.
• 수직 및 펀단용력 계산

• 블럭도심애셔 발생되는 힘성분
7홉산

그림 4.10 강체블럭모벨에 대한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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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껴

@ 격자점에서의 질량 7예산

격자점애서 운동방정식의 척용

‘· • 외력과 중력가속도호 부타 격자정
I....

’

에서약 속도률구함.

• 속도값으훌 푸터 격자점의 변화된
위치를구함.

반복

격자점에서의

변위
접촉용력

계산

과정

접촉에 대한구성관채

• 수칙 및 전단변위의 증운쳐 계산

.‘ .‘...
• 수직 및 전단용력 계산

...

• 접촉에 의한 힘성분을 격자점의
험성분혜 더 함.

영역에서의

변형도

영역에서의 구성관계

껴 • 영역애서의 응력 껴산

그림 4. 11 완전변헝가능볼력모벨에 대한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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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접촉점에서의 수직혁과 전단혁은 불연속먼에 대한 구성관계식

으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 수직력은 대체로 수직변완와 션형척인

관계률 가지나 전단혁은 Mohr‘-Coulomb관계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쳐1 3 좋훌 .Al 동} 닫후 면1- 꽂뜬 즉를 필룰 츠1 으}

二듀 흐l 투표 훗킹 호:J-

지하암반을 굴착하여 건설하눈 암반공동의 구조거동은 굴착

전 암반체에 재하되어 있었던 초기응혁의 크기와 공동굴착에 따른

꽁동주변에서의 응력재분배에 가장 큰 영향율 받는다[1， 3]. 따라서

지하압반공동 굴착에 대한 수치모형화 작업은 굴착전 암반체에서의

응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과정 (I nit i a I Phase). 공동꿀착과

보강과정을 포함하논 건설과정 (Constructional Phase) , 그리고 공

동구조불의 완공후 시 설의 운영 과정 (Operational Phase) 등 3단계

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수치해석과정에서 초기응핵의 영향율 반영하는

모형화71 합 , 공동굴착에 대한 모형화방법 , 그라고 해석모멜에 대한

경계조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압반체에 존재하

는 불연속변의 분포상태에 따른 개냄척 수치해석모텔율 제시하였다

l. 초기응혁상태의 모형화

지하암반공동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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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공동의 굴착이전 상태에서 암반체에 작용하고 있는 초기응혁의

크기와 환포상태롤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한 값들은 그 지

역에 현재 째하되어있는 외혁의 크기외에 지질학척안 과거역사에

따른 응협경로 (Stress Path) 에 확우되므로 이률 쩡확하게 고려하는

컷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초기응핵의 영향율 파악하기 위한

수차모형화 과정에서는 복잡한 암반처l 의 역학척 특성율 보다 단순

화 시키는 것이 합려척이다 [3].

수치해석방법율 사용하여 공동굴착 주변에서의 초기응력의

크기와 분포상태률 해석하고자 할 때 , 일반척으로 굴착전 상태에서

굴착하고자 하는 지점 상부에 작용하는 암반체의 자중과 기타 외부

에서 작용하는 하충율 고려하여 계산한다. 압반처l 롤 션헝채료로 취

급하면 한번의 계산과정율 통하여 각 지점에서의 초기응력상태롤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압반체툴 비션형재료로 가정하먼 새

로운 명형상태에 도달한 초기응협상태률 계산하여야 하므로 반복척

인 계산과갱어 필요하다.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공동굴착이전상태에 대한 초기응혁의

크기와 분포상태툴 해석하고자 활 때 다음과 감야 수행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24.25] . 먼저 해석영역의 크거를‘공동꿀착으로 인한 영

향이 영역외곽경계에 거의 미치지 않도록 충혼히 크게 설정하고 압

반체에 대한 척철한 역학척 특성치률 정의한다. 그리고 이 해석영

역에 척합한 유한요소망율 구성하고 해석경계에 적절한 경계조건융

부여한다. 다읍에 해석모멜에 암반체 상부의 자중을 재하시켜 암반

체에 대한 구조해석율 수행한다 . 해석절과률 현장측정치와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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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두 결과가 합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석영역의 크

기 , 암반체의 역학척 특성치 , 그리고 해석경계조건 등에 대한 재검

토를 통하여 해석결과와 현장촉정치에 대한 비교작업율 반복적으로

수행 한다 [24] .

2. 굴착의 수치모형화

지하압반공동 굴착후 공동추위에는 응력의 째분배가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암반공동의 구조거동은 공동굴착의 순서와 건설방

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하 굴착후 공동주위에는 항복응

력의 발생이 예상되고， Creep현상과 같야 시간에 따른 응력의 재분

배현상이 계속척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공동굴착

순서와 견설방법은 큰 영향율 주눈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3}. 따라

서 압반공동의 구조해석은 공동굴착에 대한 영향율 반드시 고려하

여야 한다.

공동굴착의 순서에 따른 구조해석의 복척은 초기응혁율 받고

있던 구조체의 일부분율 제거함으로써 발생되는 변위 , 변형도， 응

력 등의 변화를 보다 청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이다. 굴착전에는 초

기응력이 가해져 있으나， 굴착후 바로 보강재률 설치하지 않으변

재하되어 있었던 초기응럭운 소별되고， 결과척으로 굴착단변의 용

괴률 초래하기도 한다 .

유한요소법이나 개별요소법과 같은 수치해석법을 사용하여

암반공동의 굴착단계별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은 그림 4.12에 나타

난 바와 같다 {261. 즉 초기응력이 가해진 굴착천 상태에서 굴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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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경계위치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한 후(그립 4.12(a» 이 힘융

굴착후 굴착단변의 정겨l 에 반대로 작용시켜서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그립 4. 12(b» . 이 방법은 지반문체의 해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전산코드 Mr. SOIL[27]과 개별요소법에 의

한 천산코드 U_DEC[21]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pxx

(a) Pre-excavation State

generation of
t어etlon-free

sur혐ce creates
unbalanc:빼 forces
and subsequent
바ock dIsplacement
Into excavation

(b) Immediately after Excavation

그립 4.12 개별요소법에 의한 공동굴착 수치모형화 방법

그렴 4.13은 암반콩홍의 굴착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

우 꿀칙단먼의 경계에 설치하는 Shotcrete어l 단계별로 발생하는 응

혁의 변화률 보여주고 있다 [4 ]， 그립에서 (a)는 l 단계 굴착율 수행

한 직후툴 나타내고 있으며 , (b)논 굴착으로 인한 응력의 재분배가

100%밸생한 후 Shotcrete률 설치한 상횡율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01 때 Shotcrete에는 응력이 천혀 발생하지 않는다. (e)는 다시 2단

계 굴작율 수행한 직후롤 나타내고 있으며 , (d)논 굴착후 다시 2단

겨l 굴착단번에 Shoterete를 설치한 것율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b)과정에서 설치한 Shotcrete에는 응력이 벌생하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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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과정에서 설치한 Shotcr‘ete에는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3단계 굴착직후와 Shotcrete설쳐에 대한 과정이 (e)와

(f) 에 나타나 있다. 최종적으로 공동굴착후 Shoterete에 발생하는

응력은 (f) 에 나타난 바와 같다.

(a) (b) (e)

(d) (e) (f)

그림 4.13 공동굴착에 따른 단계별 응렉변화

3. 경겨l 조건의 처리

수치해석방법율 사용하여 지하암반동굴과 같운 무한영역와

문쩌l 를 해석할 때 해석모멜의 영역크71 와 사용하는 경계조건에 따

라 해석결과가 많은 차이률 보여주고 있다. 정척해석인 경우 해석

모멜의 경계조건으로 자유단， 고정단， 혹은 회전단율 사용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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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경 계조건 (Element Boundary Condition)율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그러나 지진과 같은 동척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시 요소경껴l 조건만율

사용하번 해석모멜의 최외각경겨i 변에서 외부로의 애너지발산이 허

용되지 않으며 , 요소의 크기에 따라 고주파의 영향이 걸려지는 여

과현상 (Filtering Effect) 등의 문제점이 벌생한다(26). 따라서 이

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경계요소법과 같응 척분방법 [27-29]이나

유한요소룰 변형시켜서 만든 무한요소(Infinite Element)를 이용하

는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방법들 역시

기본해률 구해야 하는 어려움 (27)과 수치적용상 많은 난점 [28 ， 29)

때푼에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쩡이다.

압반동굴과 같이 무한영 역율 갖는 문제의 해석시 껑겨l 에서의

에너지발산율 허용함으로서 먼거리 영역의 영향까지 고려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은 특수경계조건을 사용하는 컷이다. 동척구조해석시

사용가능한 특수경계조건으로 홉수경계조건 (Absorbing Boundary

Condition)과 전달경계조건 (Transmitting Boundary Condition)이

있다.

홉수경계조건운 암반공통의 수치모텔과 껑체에서 경계밖의

무한영역으로 파의 전파률 가능하도록 하는 역활을 해주며， 지진파

가 경계번에 40· 보다 큰 각도로 부딪허는 경우에만 작용한다. 따

라서 Rayleigh파와 같이 비교척 간단한 표먼파의 영향은 고려할 수

있으나. 복잡한 표먼파의 영향율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눈 단첨을

가지고 있다.

전달경계조건은 이러한 홉수경계조건의 단점율 보완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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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형태의 체척파 및 표면파의 영향율 고려할 수 있도룩 한

것으로， 수평방향의 토충을 진동수의 합수로 표시되는 스프령과

Damper로 나타내고 있다. 이 경계조건율 사용하변 특히 켠고한 암

반충의 충상지반의 경우 청확한 결과률 얻율 수 있다.

전달경계조건은 경계의 위치에 따라 큰 영향율 받지 않지만

홉수경계조건은 설정위치에 따랴 해석결과의 정확도에 큰 영향율

미치게 된다. 경계의 위치결정은 수치해석모멜의 요소 크기와 수의

결쩡율 좌우하며 , 해석의 정확도와 정제성 등에 직첩척 인 영향올

주므로 암반동굳와 구조적 특성과 지진파 및 반사파의 특성 。감
』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암반공동의 굴착단계에 따른 이차환 구조해석율 수행할때 해

석모멜의 경계조건은 일반적으로 해석단계에 따라 나누어 처리한다

[3]. 즉 초기응력의 겨l 산을 하여 굴착전 상태에서의 해석모멜의 좌

우측 경계에서는 수형변위툴 구속하고， 상부의 경계에셔는 자유경

계로 처리하며 , 하부의 경계에서는 수직변위를 구속하여 구조해석

율 수행한다. 초가옹혁의 크기와 분포상태률 계산한 후에는 해석모

벨의 좌우측에 있는 경계조건을 자유경계조건으로 번환시카고 굴착

단변에 해당하는 수처해석모멜율 제거하여 구조해석율 수행한다 [3 ]

지하암반공동의 굴착단계에 따른 구조해석율 보다 챙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계조건의 처리방법에 대한 보다 많은 Parame

ter연구가 필요하다 [24 , 25] .

4. 암반공동의 개냄적 해석모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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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반공동의 구조해석은 공동주쭈l 암반의 상태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불연속합반의 수치해석모옐율 척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수행

아 가능하다. 압반의 상태에 따라서 암반동굴의 개냄척인 해석모렐

은 그립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계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3이.

그립에서 (a)와 경우는 공동주위의 압반에 불연속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툴 나타낸 것아다. (b)의 경우는 압반에 버교척

콘 규모의 불연속면이 존재하여 분할된 영역안에서는 연속척이며，

이 영역들용 불연속먼율따라 미끄러짐 또는 분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0)와 같이 암반내에 불연속변이 빈번하게 존재하는 경

우에는 불연속변에서의 마끄러집과 분리 그리고 블력의 강체명진운

통과 회전 등아 동굴주변 영억에서의 거동율 지배한다. 그리고 (d)

의 경우는 암반내에 미세한 균열이나 절려가 산재하는 경우률 냐타

낸 것이다. 그렴 4.14에 나타낸 압반공똥의 개법척 해석모멜에서

각 겸우에 대한 응답형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i므로 암반공동의 보

Continuous PIW1CS

of Weakness
Joint Sets

(a) (b) (0) (d)

그림 4.14 암반공동의 개념척 해석모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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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쩡확한 구조해석과 설계률 위해서는 척합한 해석방법의 도출이

필요하다.

공동쭈변의 암반에 그림 4.14(a)와같이 불연속면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부시하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연속채 유한요소모

벨을 사용하는 것이 팬리하다. 이 겸우 압반체의 거동은 션형탄성

혹은 탄소성 거동으로 가정함으로써 기존의 유한요소법율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b)와 같이 몇개의 불연속번이 뚜렷하게

존재활 경우에는 절리유한요소를 사용하여 불연속면으로 인한 암반

의 비연속성율 모형화하는 것이 합리척이다. (0)와 같이 압반내에

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암반의 비션형적인 거동이 심한 정우에

는 연속체 유한요소모벨이나 절리유한요소의 척용이 곤란하다. 따

라서 야 경쭈에는 암반율 강체불력이나 변헝가능불럭으로 가정하여

개발된 개별요소모벨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야다. 그리고 (d)와

같이 암반체내에 미세한 불연속변이 산재한 경우에는 연속체 유한

요소모멜의 일종인 절리모형에 의한 해석모벨을 쩍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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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5 장 암반공동외 구조해석

과거에는 대부분 공동굴착전 암반체에 작용하고 있눈 초기응

력율 고려하지 않고 지하암반공동의 구조해석율 수행하였으며 , 해

석시 공동굴학의 단계별 영향율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결과

에 많은 푼쩨첨율 보여주었다. 더우기 Rockholt와 Shotcrete 같은

보강재률 사용하여 압반공동굴착에 대한 보강효과률 구조해석과정

에 반영혈 경우， 응력이완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 또는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져l 와 상당히 다른 해석결과

롤 보여주었다[1 L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갈이 지하압반공동은 지상구조물과 달

리 구조체의 크기에 비하여 발생하는 응력의 영향권이 상당히 크고

공동주변 압반채의 역학적 특성이 매우 복잡하여 공동의 거풍운 심

한 벼션형성율 나타낸다. 또한 초기응력의 분포상태와 굴착방법 •

보장시기 등이 지하공동의 거동에 많은 영향율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하암반공동의 구조해석응 압반재료의 비션형성과

굴착영향율 고려활 경우 기하학적 비션형거동특생율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구조해석율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굴

착전 암반처I 내에서의 응력상태툴 파악하기 위한 초기과청 , 굴도O고
。

착과 보강과정율 포함하는 건설과정 , 그리고 공동구조물의 완공후

시설의 운영과정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수치해석율 실시하여야 한다

[ 1].

본 장에서는 지하암반의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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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응력이완현상율 정량척으로 겁토하거 위하여 굴착영향율 고

려한 지하암반공동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유한요소법

율 사용하여 작성펀 지하공동의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R.SOIL[2]과

개별요소법율 사용하여 작성된 불연속암반체의 구조해석 프로그램

인 UDEC[3]율 아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두개의 구조해석 프로그램율 사용하여 정확혜가 존재하

는 원형공동의 응핵해석문제룰 수행하여 두 해석방법에 의한 해석

결과율 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MR.SOIL율 사용하여 공동단변의 굴

착순서에 따른 영향율 비교분석하였으며 , 실제 공동의 견셜과청율

수치모형화합으로서 굴학단계별 공동의 구조척 안정성율 검토하였

다. 또한 UDEC율 사용하여 불연속암반체에 존재하는 절리외 특성변

화에 따른 가존 종동의 커동율 살펴보았으며 , 공동의 굴착에 따라

인접 공동에 미치는 영향 동을 검토하였다.

체 1 렬 원 형 곧갖L 될튼의 二규三즙해 석

본 연구에서는 지하압반체의 수치해석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유한요소법과 개벌요소법에 대한 해석결과률 버교분석하기

위하여 청확해가 존채하는 원형공동의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MR.SOIL과 UDEC율 사용하여 무한영역체내에 존재하는 치하공동의

응핵해석율 다읍과 같은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

o 이축응혁율 받고있는 탄성체내에서의 지하공동주변응혁분포

o 정수압율 받고있는 탄소성체내에서의 지하공동주변웅핵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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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축응력율 받고있는 탄생체내에서의 라이너로 보강된 지하

공동의 주변융력분포

해석대상인 윈헝단변의 공동윤 무한영역체내에 촌재하고 공

동주변 암반체의 재료특성은 다음과 같다.

탄성계수

포아슨비

첨착력

내부마찰각

E= 6.12 x lOS 야n2

v=0.2

c = 1020 야n2

~=20

1. 이촉용력하에서의 탄성해석

그림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한영역의 탄성체내에 반경 5

m획 현형공동의 좌우수맹방향으로 3060tl nf , 상하수직방향으로

1530t/nf 의 외부압축응력 이 작용하는 경우 공동주변에서의 응력과

변위의 분포롤 검토하였다. 이축응력하의 탄성체내 원형공동에서의

응력해석의 쟁확해는 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Kirsch에 의해 발

표되었다 [4].

먼저 MR.SOIL을 사용하여 그립 5.2에 나타난 바와 잡이 해석

대상 구조물의 대청성율 고려하여 전체 구조물의 114만율 모렐렁하

였고， 공동반경의 6배까지률 해석영역으로 쩡하였으며， 신뢰할 만

한 해석결과률 얻을 수 있도록 4절점 평번변형도요소 3247" 롤 사용

하여 모형화하였다. 해석모멜의 경계조건은 구조물의 대청성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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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대칭축에 해당되는 절점들은 모두 로.울러조건으로 취급하였

다. 따라서 좌측에서의 수펑변위와 저번에서의 수직변위률 구속하

고 수직하충만에 의한 해석영역내의 응력분포률 계산한 다음 K(수

형응력 /수직응력 )=2.0 으로 하여 초기응력율 계산하였다 . 그리고

그림 5.2에서와 같이 해석모델의 모든 외곽경계를 로울러조건으로

변확시킨 후 앞에서 계산된 초기응력을 작용시켜 원형공동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1530 야n2

3060 야n2

그림 5.1 이축응력을 받고있는 탄성체내에서의 원형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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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

꿇

5
mN B

E
It"l .

‘--_ .... -_ .. 빼를 X,U
v=o

L5m 」 一
r- I~ 커

그림 5.2 원형공동의 유한요소해석모멜

그림 5.3에서와 같이 동일한 문채를 UDEC율 사용하여 응력해

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텔은 공동반경의 6배까지룰 해석영역으로

정하였으며 , 블럭의 변형도툴 고려할 수 있도록 완전변헝가능불력

모멜율 사용하여 모형화하였다. 구조물의 대칭축에 해당되는 절점

들은 앞의 경우와 같이 로울러겸계로 처리하였으며 , 외곽경계눈 경

껴l 요소법으로 처리하여 무한영역에서의 영향까지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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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3 원형공동의 개별요소해석모벨

MR.SOIL과 UDEC에 의한 응력해석 결과는 그림 5.4에서 그립

5.8 까지 나타난 바와 같다 . 모든 해석결과는 해석모델의 x축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30 ‘ 만큼 휘천시킨 축방향 (A - B 축)에서의 응력

과 변위분포률 Kirsch에 의한 정확해와 같이 나타내었다. 유한요소

법과 개벌요소법에 의한 해석결과 변위의 분포는 모두 쩡확해와 거

의 벼슷한 분포상황올 보여주고 있지만， 응혁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결과가 조금 더 정확함율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5.4에 나타난 원형공동의 전단응력분포와 같이 응력외 분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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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확야툴개별요소법에 의한 해석결과는경우변화하는급격하게

겨l소요된해석에또한있다 ..,A‘,..알。를
았못하고나타내지하거l

있었수알
t:: 。

"'E'"을호쩍게의한 경우가 훨씬유한요소법에역시산시간

다.

있t ‘,..설명할원인에 의해몇가지다읍과 같은이러한 결과는

해석방법인유도된개념에서연속체의본래유한요소법은즉,다.

해석방법야유도된개념에서불연속체의개별요소법은벼하여더l

더유한요소법이경우에는연속체인따라서 해석대상구조물이다.

개별요소법에 의한 계또한있다 .......,..알좁을정확한 해석결과률

있으며 ,사용하고혼합하여블럭모텔과 경계요소법율산과청에서는

때문에 계해석하기취급하여

있다.

문제로

/“,..알

동척인

소요됨을

경우도

많이

문제의

훨씬

정척인

산시간이

•J
10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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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전단응핵탄성처l 내 윈형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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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1cal Solut1 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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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캡션응력원형공동의탄성체내5.5 이축응혁하에서의그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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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원형공동와 원주응력탄성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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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7 이촉응력하에서의 탄성체내 원형공동의 윈주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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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8 이축용협하에서의 탄성체내 원형공동의 접션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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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수압상태에서의 탄소성해석

그립‘ 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한영역의 탄소성체내에 반

경야 5m인 현형공동에 좌우수펑 및 상하수직방향에서 1530tl nf 의

동일크기의 외부압축응혁이 작용하는 경우 공동주변에서의 응력불

포를 검토하였다. 해석모옐은 유한요소법과 개별요소법외 경우 모

두 앞의 문제와 통일하다(그립 5.2와 그림 5.3 참조). 정수압율 받

고 있는 탄소성체내 원형꽁동에 대한 정확해는 Salencon에 의해 저l

시 된 바 있 다 [5].

본 문제에서 사용된 탄소성 해석모댈은 유한요소법에 의힌

MR.SOIL에서는 Drucker-Prager모벨을 사용한 완천 탄소성해석모멜

율 사용하였요며 , 개 별요소법 에 의 한 UDEC에서는 Mohr-Coulomb

모펠율 사용한 완전 탄소성해석모벨을 사용하였다. 암반체의 첩착

력과 내부마찰각 값은 UDEC에 의한 해석시에는 주어진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 MR.SOI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rucker‘-Prager모텔에

필요한 α 와 x 의 계산을 위해 다음 식율 사용하였다 [6].

α=
t뻐@

~9 + 12 tan뻐I)lfl
t 1<:=

3c

(9 + 12 tan얘)lfl '(5. I)

MR.SOIL과 UDEC에 의한 응력해석 결과는 그렴 5.10과 그렵

5. 1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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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νm2

그립 5.9 정수압 상태인 탄소성체내에서의 현형공동

2000

N될! _.
Uui,
월 1000

iii AnalytIcal Solution[5]

훌 JI • DEN

• FEN

o
5 10 15 20

Radius(m)
25 30

그림 5.10 정수압 상태에서의 탄소성체내 원형공동의 원주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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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tcal Solut1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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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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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체내 윈헝공동의

lS 20

Radiu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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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정수압 상태에서의

1400
5

그렴

x촉에서해석모벨의마찬가지로경우와앞문제의해석결과는모든

응핵분포를축방향에서의회전시킨30· 만큼시계반대방향으로

유한요소법과 개별요나타내었다.정확해와 함께Salencon에 의 한

보여비슷한 분포상황율

있지만，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결과가 탄소성해석에서도

정확해와 거의보두소법에 의한 해석결과

~
~주고

탄소해석방법에 사용된c-r그러나있다./ι-r알정확함을더

정확대한 객관척인해석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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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어려운

성해석모탤이 서로

것은도를 형가하는



3. 라이너 영향율 고려한 탄성해석

그림 5.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한영역의 탄성제내에 반경

이 5m인 월형공동에 확우수평방향에서 3060t/of , 상하수직방향에서

1530tl uf 의 외부압축응력이 착용하는 경우 공동주변에서의 응력과

변위의 분포률 검토하였다. 이 문제가 앞의 경우와 다른 것은 원형

공통에 다음과 같은 재료특성을 갖는 라이너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이다.

두꺼II ; t = 0.5 m

탄성 계수 ; E = 2.04 x 1(f' ν'm2

포아슨비 ; v = 0.2

해석모멜응 유한요소법과 개별요소법의 경우 모두 앞의 문제

와 동일한 형태률 가지고 있으며(그립 5.2와 그립 5.3 참초). 다만

라이너의 모형화률 위해 보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첩이 다르다. 본

해석모웰에서는 기존 해석모벨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법에 의한 해석에서는 18개의 보요소률 추가하였고. 개별요소법에

의한 해석에서는 12개의 보요소률 추가하였다. 이축응력하에서의

탄성체내 라이너가 설치된 원형공동의 응력해석의 정확해는

Einstein에 의 해 발표되 었 다 [ 7].

MR.SOIL과 UDEC에 의 한 해 석 결과와 Einstein에 의 해 계 시 된

정확핵는 그립 5.13에서 그림 5.15까지 나타난 바와 같다. 원형

공동의 단변율 따라 위치한 라이너에서의 축력과 모멘트의 분포상

황은 그립 5.13과 그림 5.14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 x축에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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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으로 30· 회전한 촉방향으로 발생한 변위의 분포상태를 그

립 5.15에 나타내었다 .

유한요소법과 개별요소법에 의한 해석결과 모두 정확해와 거

의 벼슷한 분포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한요소법에 외한 라이너

에서의 축력이나 모멘트， 그리고 변위분포상태 등이 조금 더 정확

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해석방법에 사용된 보요소의 숫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석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도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530 tJm2

3060 t/m2

그립 5. 12 이축응력하에서의 라이너가 설치된 원형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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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 400

‘ r Analytical Solutionl6Jζ〉 꾀

C 300 • 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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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셔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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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degree)

그림 5.15 라이너가 설치된 원형공동의 원주변위

저1 2 훨 추준훗l-~효-二￡二법어l 의혼-l-

~l 동} 푹극」 즉즘 의 듀:L..:::::r느 늄헤 석

본 절에서는 지하암반체를 연속체 또는 유사연속체 (Quasi

Continuum Mater‘ i a I)로 가정하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수치해석방법

인 유한요소법율 사용하여 중.저준워 방사성폐기올 쳐분율 위한 가

상의 지하공동에 대한 구조해석율 수행하였다. 이률 위하여 본 연

구얘서는 유한요소법에 의해 작성된 지하압반체의 구조해석프로그

램인 Mr. SOIL{2] 율 아 i용하여 지하공동의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의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 공동굴착시 보강채의 영향검토， 굴착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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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동주변의 응력어완 검토 등을 목척으로 수치해석올 수행하

였다.

해석에 척용된 지하공동은 한국윈자력 연구소와 스웨댄 SKB가

공동으로 연구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불시설 개냄설정”

[8]보고서에서 제시된 여러종류의 공동형태 중에서 가장 큰 단먼율

갖는 중준위 폐기물용 공동의 크기와 단면형태롤 갖고 있으며 , 지

표면으로 부터 약 150m 깊이에 공동아 와치하는 것으로 하였다{그

렴 5.16 참조).

-
152.7 m

5m

12m

뉴현민-커

그립 5.16 해석에 적용된 지하공동

- 117 -



v = 0.24

c = 330 t/m2

때 =40

p = 2.68 t/m3

K = 1.S

E = 3.3 x 106 t/ m2

점착럭

내부마찰각

단위종량

수직응력에 대한 수평응력의 벼

또한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입해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주로 해안지역에 대한 야외조사와 실내시험에서 얻어진

암반의 재료특성값 [9]을 수치해석에 사용하였다. 본 해석에 사용한

암반의 재료특성값은 다음과 같다.

탄성계수

포아슨 바

1.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그립 5.16에 나타난

지하공동의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을 수행하여 두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지하공동이 전단번 굴착후 즉시 100%응혁

이완이 발생하는 것요로 가정하였다.

해석대상 구조불은 좌우대칭이므로 전체구조물의 112만율 모

형화하였으며 • 해석영역와 크기눈 그립 5.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동굴착의 영향이 모텔의 경계에 거의 미쳐지 않율 만큼 크게 설

정하였다. 굴착단면율 포함한 모든 해석영역의 암반체는 절리가

없으며 균절한 채료로 가정하였고. 2357" 의 4철첨 평면변형도 유한

요소를 사용하여 모형화하였다. 또한 해석모멜와 좌우측 수평변위

와 하단에서의 수직변위를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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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탄소성해석모옐은 Drucker-Prager 항복기춘율 사용하

였으며 , 변형경화가 없는 완전탄소성체로 가정하였다. Drucker-

Prager항복지준율 사용하는데 필요한 와 값은 주어진 점착력

과 내부마찰각으로부터 식 (5.1)율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E
m

딛
엄

g
m*

-X,U
10m

뉴十

v=o90m
냐

그림 5.17 초기응혁계산율 위한 해석모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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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굴작전 압반체에 존재하는 초기응력의 계산율 워하여 그

립 5.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표면으로부터 해석모벨상부까지의

자충어l 해당하는 외부수직하충 (302tl nl )을 째하시켜 초기응력의 수

직성분율 먼저 구한 후 K값율 압력시켜 수명성분의 값도 계산하였

다. 그리고 계산된 초기웅혁율 해석모벨에 작용시칸 후 그립 5.18

과 같아 굴착단변에 해당하는 요소둘을 제거시켜 수치해석율 수행

하였다.

u=o

X,U

그립 5.18 공동굴착후의 혜석모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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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의 전단먼 굴착후 100% 응혁이완이 발생하였다고 가

정하여 해석한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의 결과를 그립 5.19와 그림

5.20에 나타내었다. 그림 5.19는 OA방향율 따라 발생한 최대주응

력의 분포률 나타낸 것 A로서 , 그립에 나타난 바와 같어 두 해석결

과의 차이는 공동주위에서 벼교척 크고. 공동에서 벌어질수록 그

차이는 매우 작음율 알 수 있다. 야러한 이유는 탄소성해석시 공동

주변 암반체에서 국부척인 항복 (Local Yield) 이 발생하여 응력재분

배현상이 발생하기 때푼이다.

o
，，-、

E

; -1OO

용
m

홉 -200
o
￠

￡
E -300a
E
없
~ -400

o

o

20

힌- Elastic Solution

.- Elasto-Plastic Solu빼I

40 60 80 100

Di앙ance(m)

그렴 5.19 OA를 따라 발생한 최대주응력의 변화

그림 5.20윤 08방향율 따라 발생한 수직변위의 변화률 나타

낸 것으로서 공동의 상부변에서의 수직변워의 크기는 탄소생해석의

경우 더 크게 발생함율 알 수 있다. 특허 굴착단변의 청첨인 C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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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해석시이것은었다.보여주고차이를15% 정도의약에서는

인장주국부척으로응혁아완현상이 두드러져정첨부근에서공동의

탄성한도률 벗어나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압반체의 거풍이

증가가변위의

인하여이로

비해

발생하고，

변화어l응력의

응력이

서

Elastic Solution

Elasto-Plastic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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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5.20 OB를 따라 발생한 수직변위의그립

효과2. 보강재 설치의

효보강재의건설과쟁에 설치하는지하공동의연구애서는효ι

‘-

굴착후 굴착단체전단변.2.s:.. 01
。 o --,검토하기 워하여청량척으로과률

대한 구조해설치에보강재반영하여이완율율응혁의척절한벌로

경우에 대해서도않은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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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대상 구조불은 그립 5.16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 앞의

문계와 통일한 압반체의 재료특성치률 사용하였다. 그리고 재료

의 탄소성해석모벨은 Drucker-Prager‘항복기준율 사용하는 완전탄소

성해석율 수행하였요며 , 초기응혁의 계산과정은 앞의 문제와 동일

철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

본 해석에서는 공동굴착과 함께 설차되는 보캉채인 Rockholt

와 Shotcrete의 모형확률 뀌해서 봉요소 (Rod Element)와 보요소

(Beam Element)를 각각 추가로 사용하였 다 . 용요소는 축방향의 압

축과 연장반을 전달하며 , 보요소는 축방향의 압축과 인장외에 전단

과 회전력을 천달한다. 해석에 사용된 보장재의 재료특성치는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초기응력 계산시에

는 그립 5.17과 같은 해석모멜율 사용하였으며 , 공동의 굴착단계벌

해석시에는 그립 5.18의 해석모멜에 봉요소 16개와 보요소 16개률

추가한 해석모옐율 사용하었마.

초기응혁의 계산후 공동굴착은 전단번으로 가쩡하였으며 , 굴

착후 이완단계별 보강효과률 고려한 혜석절차는 그렴 5.21 에 나타

난 바와 같다. 본 해석에서는 단계벌 응력이완율과 보강재의 설치

과정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여러 결과 [10 ， 11 ， 12]를 종합칙으

로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초기응협의 계산후 해석절차는 굴착단체에 따라 그립 5.2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 수치해

석시에는 3단계로 수행하였다. 즉， 계산된 초기응력을 공동굴착전

해석모텔에 재하한 상태률 초기상태 (Stage 이라 하먼 • 전단변 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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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해석에 사용된 보강재의 재료특성값

탄성계수 단면척 단위길어당 중량 단먼 2차 모멘트

(x 1()6야n2) (x 1σ4 m:까 (x 1σ3 tim) (xlσ4(냄)

Rock Bolt 2 1. 1 4.91 3.54
Shotcrete 3.0 1100.00 231.00 III .00

--
전 단면 굴착후 Rock Bo I t 30% 추가 Shotcreting
등가절첨하충 의 삽입 이완

의 50% 이완

20%최종

이완

(l단계 } (2단계 ) (3단계 }

그림 5.21 야완단계별 보강효과률 고려한 해석절차

후 전체응혁의 50% 이완여 발생한 어후의 상태는 Stage I 이고，

Rockholt의 설치후 30%추가이완이 발생한 야후의 상태는 Stage 2

이며 • Shotcrete의 타설후 20%최종이완이 발생한 이후의 마지막

상태가 Stage 3이 다 .

이러한 해석과정율 통하여 얻어진 해석결과는 그렴 5.22와

그립 5.23 , 그리고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렵 5.22는 보강

재의 설치유무에 따라 공동의 정점안 C점에서와 단계별 수직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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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out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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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Number

4

그렴 5.22 공동정접에서외 이완단계별 수직변위의 변확

변확률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서 Stage 1까지는 보강재의 설치 이

천율 나타내므로 두 해석결과가 동일하지만. Stage I 이후의 두 해

석결과는 미소한 차이률 보임율 알 수 있다. 그립 5.23은 보강재의

설치유무에 따라 Stage 3에서 발생한 공동주변에서의 최대주응력

분포률 나타낸 것이다. 공동주변의 암반체에는 보장채륨 설치한 경

우가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강재의 효과로 인하여 전반척으

로 변위가 작게 발생하는 대신 압축응력야 더 크게 나타남율 알 수

있다 . 그리고 보강재률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굴착단번 주변압반에

는 미소하지만 인장주응력이 발생하여 암반채에 균열이 생성될 가

능성율 보여주었다 .

표 5.2는 Stage 3에서 벌생한 굴착단번 주번에서의 최종변위

률 나타낸 것이다. 보강재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두 경우 모두

공동의 측벽에서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 공동하부의 충앙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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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띠
n.
φ
m
l

(b) 보강째률 설치한 경우경우않은(a) 보장재률 설치하지

분포공동주변의 최대쭈응력설치유무에 따른5.23 보강재의그림

( xlσ4 m )

\\\
보장채률 설치 보강재률 설치

하지 않운 경우 한 경우

A점에서의 -20.57 -20.31 A

수직변우l
--II“

B점에서의 21 .51 21.29
C

수직변위

C점에서의
x

-29.01 -28.89 --‘-
수형변우l

B

변우l공폼주변에서의설치유무에 따른보강재의5.2표

야유는

수적방향응력에

이러한있다.

외부압축응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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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얄변쭈l 가 발생합율

수형방향의

상당한 크기의

작용하는해석모멜에

에서도



비해 1. 5배 크기 때푼이다. 또한 두 해석결과의 차이률 검토해 본

결과 보강재률 설치한 경우의 변위가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공동굴착시 보강재를 설치하면 굴착변의 변위가 미소하게 줄

줄어들게 되고， 공동주변 암반처l 에 발생하는 응력이완을 크게 줄이

게되어 공동의 구조척안정성율 확보하는 효과를 얻율 수 있율 것

이다.

3. 굴착형태에 따른 공동주변의 거동변화

대규모 지하공동 굴착시 일반척으로 전단변율 동시에 굴착하

지 않고 몇단계로 나누어서 굴착올 하게 되며 필요시 굴착단계마

다 적절한 보강율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눈 굴착단계 및 굴작형태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응혁 및 변형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에

대한 수치해석율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즉 Type I 은

그림 5.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l 에서 부터 차례로 3단계 굴착율

수행하는 경우이고， Type II는 그림 5.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l단

계에서는 Type I 과 통일하게 굴착하고 2 ， 3단계에서는 다른 형태로

굴착율 수행한 경우이다.

해석에 사용한 암반체의 째료특성과 해석모텔의 형태는 앞의

경우와 동일하나， Type II의 경우 구조물이 기하학척으로 비대칭

이므로 두 경우 모두 공동의 전체부환을 모형확하여 해석율 수행하

였다. 또한 본 해석에서는 굴착형태에 따른 공동추변에서의 거동

변화 만올 검토하기 위하여 보강재의 설치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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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는 470개의 4절첨 형먼변형도 유한요소(그렴 5.17의 모형화에

사용된 유한요소의 2배임)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탄소성해석모멜

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rucker-Prager항복기준을 사용하였다.

B

c

초기응핵 산정

-

완
완

:

이
，
이
，

감%

가%

좋$

추%

분
분

분

뱀
써
야
맴

과
의

착
혁

굴
점

완

L

-
-
절
이

-‘
가
%

댐
등%

(l단계 ) (2단계 )

C부분 굴착후

A부분 : 20% 추가

이완

B부불 : 50% "
C부불 : 100% 이완

(3단계 )

그립 5.24 꿀착형태별 이완율율 고려한 공통해석 절차 (Type I)

A

B c

초기응렵 산청

완
완

L

이
，
이
，

냐%

가%

환$

추%

분
분

분

맴
뻐

쁨

과
의

착
핵

굳
점

완

L

·
절
이

나
가%

μ뻐
드
。
%

(l단계 } (2단계 )

-

C부분 굴착후

A부분 : 20% 추가

이완

B부분 : 50% "
C부분 : 100% 이완

(3단계 )

그립 5.25 굴착형태별 어완율을 고려한 공동해석 절차 (Typ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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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응핵 계산후 지하공동의 굴착단계멸 해석과청은 그림

5.24와 그림 5.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굴착과정의 모형화에 사용

한 공동추변에서의 응력이완율 값은 여러 연구결과 [10 ， 11 ， 12]를 검

토하여 얻어진 값을 사용하였다 . 해석결과 구해진 꿀착단계별 변형

형상과 최대주응력 환포， 그리고 공동주변에서의 소성영역의 분포

률 그립 5.26부터 그립 5.31까지 나타내었으며 , 표 5.3에는 굴착단

번 주요지첩에서의 최종굴착후 변위값율 나타내었다.

그림 5.26과 그립 5.27은 굴착형태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단계벌 변형형상율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Type I

의 변형형상은 중심수직축율 기준으로 대칭인 반번에 Type II의 변

형형상은 비대칭형상율 나타내었으며 , 최종굴착후인 3단계에서의

Displacement Scale

Omrn 10mm

(I단계 ) , (2단계 ) (3단계 )

그렵 5.26 굴착에 따른 굴착단먼의 변형형상(Typ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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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형상은 큰 차이률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Type II의 경우 2단

계에서 Type I 에 비해 공동청점에서의 수직변위가 크게 발생하였

다. 아것은 Type I 에서는 공동주변의 큰 압축웅혁아 아아치의 수

형반랙과 같은 작용율 하여 굴착단변상부에 축방향응핵율 증가시 91

는 대신에 휩모벤트률 감소시컴￡로서 변위률 작제 발생시카기 때

푼이다.

Displac앙뼈li Se외e

Omm lOrom

(l단계 } (2단계 ) (3딴계 )

그렵 5.27 굴착에 따른 굴착단변의 변형형상(Type II)

표 5.3은 공동의 최종굴학후인 3단계에서의 굴착단면 주요지

점에서의 변위값율 나타낸 것이다. 공동의 저변중앙첨에서의 수직

변위율 제외하고는 전반척흐로 Type II얘서의 변위값률이 Type I 의

값들에 벼해 크게 발생합율 알 수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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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탄생해석율 수행하게 되면 최종굴착후의 해석결과

는 응혁경로 (Stress Path) 에 무관하기 때문에 두 해석결과가 동일

하게 되지만， 탄소성해석의 경우 최종결과는 용력경로의 영향율 받

게되어 서로 다륨을 알 수 있다.

표 5.3 3단계 굴착후 굴착단번에서의 최종변위 ( x 1O- 4 m )

-------- Type I Type II

A점에서의 -20.35 -20.39
수직변위

B컵에서의 21.28 20.77 A

수직변위

D C
C점에서의 -28.81 -29.06
수팽변위

--‘-
B x

D점에서의 -28.81 -29.14
수평변뀌

그립 5.28과 그렴 5.29는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최대

주용핵분포률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경우 모

두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의 정컵과 측벽， 그라고 저변에서

응력이완현상이 벌생함율 알 수 있다. Type I 의 경우 I단체에서

공동청점 주위에서의 주응력은 -268.661 t/nf 이었으나 2단겨l 에서

-99.601 t/rl로 감소되었으며 , 최종 3단계에서는 부분척으로 인장

주응혁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 경우 공동의 저변모서리부분에서는

굴착으로 인한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하므로 압축파괴에 대한 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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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단계 ) (2단계 ) (3단계 )

그립 5.28 굴척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최대주응력 환포 (Type I)

(Unit : tinY-)

(l단체 ) (2단계 ) (3단계 )

그립 5.29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최대주응혁 분포(Type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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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 I 、 \、、、

/ / I 、 、 、

{ 1 단계 ) {2단계 ) (3단계 )

그립 5.30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소성영역 (Type I)

(를 : Yield Element)

i""./ / I 、 \、‘、
/ / I 、、、

(I단계 ) (2단계 ) (3단계 )

그립 5.31 꿀착에 따른 공동추변에서의 소성영역 (Typ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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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활 것이다. Type II의 경우 2단계 굴착후 공동의 상부번과

좌측벽변이 자유면이 되므로 음력이완이 크게 발생하여 변위의

증가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아러한 응력이완과 변뀌의 증가는

굴작후 최종상태에서 공동의 구조척안정성에도 영향율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립 5.30과 그림 5.31은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소성

영역율 나타낸 컷이다. 우 경우 모두 I단계에서는 소성영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단계에서는 Type I의 경우 공동의 정접주변

에서반 발생한 반변에 Type II의 경우 정첨주변외에 공동저면에도

국부척으로 발생하였다. 3단계에서는 두 경우 모두 공동의 정점주

변과 저번에 광법위하게 발생하였으며， Type I 의 경우는 촉번에

소성영역이 국부작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Type II의 경우는 돔과

우측벅이 만나는 부분에서 소성영역이 형성되었으며 , 전체척요로

비대칭척 거동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저1 3 철 올률연같닫훈놓면1- o-n 서의 들룰츠후

二프- 츠료 인 흔f 을릎- 력 고l 흔f

방사성폐기불처분율 위하여 암반공동을 굴착하였율 경우 굴

착전 암반내의 초기응혁운 공동굴착으로 인하여 재분배 (Redistri

bution)된다. 초기응력의 재분배시 공동의 안청성은 공동의 형상과

압반내의 복합척 인 재료특성 , 그리고 불연속변의 분포와 륙성 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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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처분동굴의 설계률 위

해서는 굴착천 암반에서의 초기응력과 지질분포 및 특성 등율 정

확하게 조사 및 명가하여 이들의 모든 영향을 해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불연속암반체내에 굴착된 지하공동에 대한 탄소

성해석율 수행하였다. 암석의 거동은 변헝가능한 불력의 개냄으로

취급하고， 이를 불럭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불연속면의 거동율 모

형화할 수 있도록 개별요소법에 의해 작성된 전산프로그램인 UDEC

131율 사용하였다 •

압반공동의 기하학쩍 데이타는 제 2절의 유한요소법에 의한

구조해석에서 적용된 것과 동일하다(그림 5.16 참조). 다만 본 해

석에서는 공동주변 암반체내에 그립 5.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연

속번이 규칙척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공동추변의 불연

속변의 분포와 특성값은 국내에서 계측된 자료가 부족하여 차나

다 Ontario주의 Fraser광산주변 불연속변 분포 [3]툴 참조하였다 .

해석영역의 크기는 여러 연구결과 [13 ， 14]률 토대로 하여 굴

착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응력변확률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상

하겸계률 공동높이의 6배 , 좌우경겨l 률 공동폭의 10배정도로 정하였

으며 , 대상구조물의 대칭성윷 고려하여 전체 구조물의 112만율 모

형화하여 해석하였다(그림 5.33 참조). 또한 공통굴착천 불연속암

반체내에 존재하는 초기응력의 계산은 체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해

석모엘의 상부에 302 tl nf 롤 재하시키고 , 초기응력의 수직성분율

계산한 후 수칙응력에 대한 수펑응혁의 벼 (K)률 1. 5로 입력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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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32 공동주변의 불연속먼 분포

기응혁의 수평성분율 구하였다.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좌변경겨l

에서의 수명변위와 저변에서의 수작변위를 구속하였다.

암석과 불연속변내에서의 소성응력윤 Mohr-Coulomb의 항복기

준에 의하는 것으로 가쩡하였으며 , 암석에서의 변형은 완전변형가

능한 불럭으로 모형화하였고， 불연속변의 거동은 불력과 촬혁의 변

과 변사이의 첩촉 (Edge-to-Edge Contact)으로 모형화하였다 .

본 연구애서는 그림 5.33에 나타난 불연속암반체내에 존재하

는 지하공동의 구조해석을 다읍의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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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33 지하공동의 해석영역과 경계조건

죽 첫번째 경우는 불연속변이 산재한 암반처l 내애 공동을 굴착하였

을 때 불연속변의 째료특성변화가 공동주변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율 파악하였다. 실제척으로 공동주변에 위치한 불연속변의 채료특

성율 쟁확하게 측쩡하고 l헝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얼이므로 해석

과정에서 척절한 값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척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변의 재료특성중 수직 강성 (JKN)과 전단강성 (JKS)의 변화가

굴착후 공동추변의 거동에 마치는 영향율 파악하였다. 두번째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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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불연속압반체내에서의 굴착단계벌 공동주변에서의 거동변화

률 검토하기 위하여 공동의 전단먼율 수직방향으로 3단계로 나누어

굴착하는 과정율 수치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연속암반체내에 일

정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여러개의 공동율 굴착할 경우 인접공동

의 굴착으로 인한 거동변화률 파악하였다 .

1. 불연속변륙성에 따른 공동주변의 거동변화

그렴 5.32어} 나타낸 바와 같야 초기응력이 존재하는 암반내

에 불연속변야 일정한 방향으로 산재해 있율 경우， 불연속변의 전

단강성 (JKS)과 수직 강생 (JKN)값율 변화시 켜 가변서 공동굴착에 따

른 공동주변에서의 거동변화률 검토해 보았다. 불연속압반체의 채

료특성값은 표 5 .4에 나타난 바와 감다.

표 5.4 불연속암반체의 재료특성값

구분 재료특성 단 우l 값

탄성계수 tIl냥 3.3 x 106

포아슨비 - 0.24

암석 첨 학 력 tl nf 330.0

내부마활각 • 40.0

단위중량 t/of 2.68

xI1l 착 혁 tl nf 330.0
불연속변

내부마찰각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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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응핵융 계산하고 공동을 굴착한 후의 해석모벨은 그립

5.3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불연속면들에 의하여 분리되는 압석블

럭의 내부거동율 고려하기 위하여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형

가능블릭모멜율 사용하였다. 또한 굴착후 응력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변의 불럭들은 보다 많은 수의 유한차환영 역오로

세분화하였다.

불연속변의 전단강성과 수직강성값을 변화시킴에 따른 동

그립 5.34 공동굴착후 해석모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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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변에서의 거동변화는 그렴 5.35와 그립 5.3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립 5.35는 불연속먼의 전단강성과 수직강성값의 변화에 따른 굴

착단변 주요지점에서의 변위변화툴 나타낸 것으로서 • (a)는 공동정

첩에서의 수직변위변화. (b)는 공동저변 종앙점에서의 수직변위변

화， 그리고 (0)는 공동측벽과 불연속면이 만나는 점{그림 5.33 참

조)에서의 수펑변우l 변확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주변에서 발생한 수직변위와 수평변위는 공통주변에 산

채한 불연속변의 전단강성과 수직강성값의 크 71 변화에 따라서 많은

차이률 나타내지만， 대체척으로 불연속변의 수직장성과 전단장성값

의 크기자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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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동저변 중앙점의 수직변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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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동촉벽과 불연속번이 만나는 갱에서의 수명변위 변화

107

그립 5.35 불연속변의 강성변화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번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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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35의 결과로부터 불연속먼의 수직강성값이 102ν'm2 보

다 작을 정우 공동주변에서의 수직과 수펑변위는 불연속변의 수직

강성값외 크기변확에 따라 그다~I 큰 차이률 나타내지 않고， 전단

강성값의 크기가 107νm2보다 작아질수록 많은 변화률 나타냄율 알

수 있다. 불연속변의 수직강성값이 102t/m2보다 작올 때 불연속변

의 전단강성값의 변화에 따랴 구한 공동주변에서의 변위를 살펴보

면 불연속변의 천단강성값이 100 t/:πF 일 경우의 변뀌는 불연속변의

전단강성값이 107tlm2 일 경우의 변위에 버하여 대체척으로 9배 -15

배 정도 큰 값율 나타내고 있다(그립 5.35(8)의 경우; 14.3배 , 그

립 5.35(b)의 경 우 ; 13.6배 • 그 혐 5.35(0)의 경 우 ;9배 ).

불연속먼의 수직강성값이 102νIn2 보다 클 경우 공동추변에서

의 변워는 불연속변의 수직강성값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

소하는 경향율 나타내며 , 수직강성 값의 증가에 따른 변위의 크기

는 전단강성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쩡한 값으로 수혐하고 있읍울

알 수 있다. 불연속변의 수직장성이 107ν(n2일경우 공동정점에서의

수직변위는 하향으로 대략 1.2mm이고， 공동저변중앙점에서의 수직

변위는 상향으로 대략 1.3mm이며 , 공동측벽과 불연속면이 만나는

첩에서의 수팽번와는 좌측방향으로 대략 2.0mm정도률 나타내었다.

2. 굴착단계별 공동주변의 거동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대규모의 암반공동을 굴착할 경

우에는 전단변을 한번에 굴착하는 경우눈 도물고 암반의 조건과 불

연속먼분포 등을 고려하여 척절한 크기로 나누어 단계별로 굴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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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불연속변의 영향을 무시하였율 경우 단계별굴착에 따른 공동주

변의 거동변화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제 2절에서 검토한 바 있

다. 그러나 공동주변에 불연속면이 산재해 있융 경우 단계벌 굴착

에 따른 공동주변의 거동변확눈 굴착방법과 굴착형태뿐만 아니랴

불연속변의 분포와 특성 등에 따라서 거옹이 다르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렵 5.32와 같이 공동주변에 불연속면이 산재할

경우 단계벌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의 응력과 변위변화를 파악하였

다. 앞 절의 그립 5.24(a)와 동일하게 공동의 전단변율 위에서부터

차혜로 3단계로 나누어서 굴착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

암석과 불연속변의 재료특성은 표 5.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5 암석파 불연속변의 재료특성값

구분 재료특성 단위 값

탄 성 계 수 t I nf 3.3 x 106

포아슨비 - 0.24

합 석 점 차「 력 t I of 330.0

. 내부마찰각
。 40.0

단위중량 t I rrf 2.68

첨 착 핵 t/of 256.0

내부마찰각 。 27.0
불연속변

5.0 x 105수직강성 t I of

전단강성 t/of 5.0 x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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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석과 불연속변에는 Mohr‘-Coulomb의 항복기준율 척용하였으

며 , 또한 압석은 완전변헝가능불확모웰로 모형화하었다 . 대상구조

물의 기하학적 대칭성율 고려하여 전체구조물의 112 만율 모형화하

었으며 , 공통굴착전 져하암반체내에 존재하는 초기응혁은 앞의 경

우와 통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 각 굴착단계마다 굴착변 주변

의 응력은 즉시 100%이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초기응혐의 계산후 굴착단계별 구조해석결과 공동주변에서의

변위벡터와 주웅력벡터는 그립 5.36과 그립 5.37에 각각 나타내었

다.

그렴 5.36의 (a) , (b). (e)는 각각 1.2.3단계의 단계 벌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변위벡터와 주응력벡터툴 나타낸 것이다. 그

수직 변우J : 8; -6.76
(mm) b; -3.67

d; 3.42
e: 4.37

수명 변뀌 : b; -0.97
(mm)

(a) 1 단체 굴착후 공동주변의 변위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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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직 변 우I : a; -8.18
(mm) b; -4.73

k“ 3.70
3.74

수형변~I: b; -1. 11
(mm) f; -8.65

(b) 2단계 굴착후 공동주변의 변위백터

수직변위: a; -8.53
(mm) b; -4.88

4.26
m 5.88
n. 4.55

수평변우I: 0; -4.54

1:~폈‘ ; l i l?<· |
,‘t‘ mm 、’‘’l f; -10.51

” ’ ’‘, I A l'\. J

(0) 3단계 굴착후 공통주변의 변위벡터

그렴 5.36 단계멸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의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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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5.36(8)얘 서 의 l단계 굴착후 공동주변에서의 변위는 공동정점

각각 하향과 상향오로 변위가 벌생하였다.

(8첩 )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으며 , 공동상부변과 공동저변에서는

공동저변과 불연속변이

만나는 첨 (e점 )에서외 변위값은 저변 중앙점에서의 변우l 값보다 대

략 20%청도 크게 나타났다.

2단계 굴착후 공동주변에서의 변위는 그립 5.36(b)와 같이

수직방향으로는 공통정점에서 가장 크고， 수평방향으로는 공동촉벽

과 불연속번이 만나는 f점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f점에

서 발생한 수형변위값은 공동정점에서 발생한 수직변위값보다 5%

정도 더 크며，측벽에서의 변위는 그립 5.36(b) 의 c첨으로부터 f첨

까치 깅이가 층가함에 따라 변위도 증가하는 경향율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f첨율 연결하논 불연속변율 따라서 c점율 포합하는 불럭에

머끄러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단계 굴착후 공동저변에서의 수직

변위는 공동저변과 불연속변이 반냐는 h첩과 i 점에서 가장 큰 값율

보여주고 있요며.이 점에서의 변위값은 공동쟁점에서의 변위값의

45%정도률 나타내고 었다. 2단계 굴착후 공동주변불력의 옴직임은

c첨율 포합하는 불릭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므로 2단계 굴착후에는

공동측벽부분에 가장 많은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 굴착후 공동주변에서의 변위는 그림 5.36(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단체굴착후의 변우l 와 마찬가지로 수직방향요로는 공동

정첩에서 가장 크고， 수평방향으로.는 공동측벽과 불연속면이 만나

.....‘- f점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었다. f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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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의 수직변위값보다 19% 정도 더 크채 발생하였다. 또한 측벽

에서의 변위는 c첨에서 f첨까지는 깊이가 증가함어l 따라 변위도 증

가하였으나. f점에서 최종굴착후의 공동저변코너인 k접까지는 김이

가 중가합에 따라 변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 3단계 굴

착후 공동저변에서의 수직변위는 공동저변과 불연속번이 만나는 m

점과 n첨에서 가장 큰 값율 보었다. m점에서의 변위값은 공동정첨

에서의 변위값에 비해 70%쩡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 공동저변의 중

앙점인 l 첨의 변워값보다는 약 1. 4배 청도 더 크게 나타났다.

그렴 5.37윤 단체별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주응펙벡터

를 나타낸 것으로서 l단계 굴착후 공동주변에서의 응혁은 (a)와 같

이 수직응혁의 경우 공동상부면과 저변이 만나는 c점에서 가장 크

수직응펙 : a: 76.2
(νm2 ) b; 300.4

c: 1401.0

수명응력 : a; 431.3

(t/m2 ) c; 362.1

(a) 1 단체 굴칙후 공동주변의 주응력빽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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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응력 : a; 34.5
(야n2 ) b; 321.7

f; 353.9
g; 390.5

수평웅력 : a; 410.3
(t/m2 ) b 434.7

f; 538.9
g; 529.1

(b) 2단겨l 굴착후 공동추변의 주응혁 빽터

~ξE、 ;까얀; ‘ ... ~ “ :까l“ “
‘ l、 “ “ ‘ -’ - ‘ a; 2 1.6

b; 377.4
f; 379.8
k; 608.9

b; 482.3
0; 537.6
f; 543.8
k; 609.8

(0) 3단계 굴착후 공동주변의 주응랩벡터

그림 5.37 단계별꿀착에 따른 공동주변의 추응력빽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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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하였고， 수명응력은 공동정점과 불연속변이 만나는 a점부근

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c접에서의 수직응력은 공동상부변과

불연속면이 만냐는 b점에서의 수직응력보다 4.7배 정도 크며 • a점

에서의 수직응확보다는 18 .4배 정도 콘 값율 나타내었다. 공동쩡첩

에서의 수명응혁은 c첩에서의 수평응력보다 1. 2배쩡도 크다. 1 단계

굴착후 에측되는 블릭의 움직입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a점과 b

점을 포합하눈 블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묘로 l단계굴착후에는

공폼상부변을 다른 블력보다 더 많이 보강하여야 할 것여다.

2단계 굴착후 공동주변의 응력은 (b)와 같이 수직응혁의 경

우 공동저변코너인 g첩에서 , 수명응혁의 경우에는 공동상부와 측벅

이 만나는 c점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g점에서의 수직응력

응 공동상부변과 불연속면이 만나는 b첨에서의 수직응협의 1. 2배

청도이며， 공동쩡컴에서의 수직응력보다는 1 1. 3배 청도 크다. 수평

응력은 G점에서의 값이 g점에서의 값보다 1. 1 배청도 크게 발생하였

으며. b점에서의 값보다는 1. 3배 정도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2단

계 굴착후 수평변위가 가장 크게 발생한 동굴의 촉벽과 불연속변이

만나는 f점부근에서는 변위의 증가로 인하여 응력의 이완대가 발생

하였다.

최종굴착후 공동주변의 용력은 공동저변코너부환에서 가장

크며 , 이 점의 수직응렉운 공동벽면과 불연속번이 만나는 f점에서

의 수직응력보다 1. 6배 정도 크고， 공동상부먼과 불연속번이 만나

는 b점에서의 수직응력보다는 1. 6배 정도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수평옹력의 경우에서도 공동저변코너가 b점보다 1. 3배정도 크며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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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다는 1. 1배쩡도 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립 5.36과 그립 5.37에서 굴착단계별 공동정첨에서의 수직

변위는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율 나타내고 , 이

점에서의 수직응혁은 꿀착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공동정점에서의 수직변위는 최종굴착후의 전체 수직

변위에 비하여 I단계 굴착후가 79%정도이며 . 2단계 굴착후에는 96%

정도로 발생하였다. 또한 이 점에서의 수직응력은 l 단계 굴착후보

다 2단계 굴착후가 54%갱도의 응핵감소가 발생하였고 , 3단체 굴착

후에는 l 단계 굴착후보다 대략 72%의 웅혁감소가 발생하였다. 또한

공동상부변과 불연속면이 만나는 b점에서의 굴착진전에 따른 변위

와 응력은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율 나타

내었으며 , 수직변위는 최종굴착후 수직변위에 비하여 i단계 굴학후

가 75%청도， 2단계굴착후가 97%정도로 발생하였으며 , 이 점에서의

굴착에 따른 응력변화도 수직변위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경향율 나

타내었다.

그립 5.38은 콩동의 전단면율 한번에 꿀착하였융 경우 계산

된 굴착후 공동주변에서의 변위벡터와 주응력벡터 분포를 나타낸

것 이 다 . 그립 5.36(0) , 그립 5.37(0) 및 그립 5.38의 결과률 비교

해보먼 공동율 3단계로 나누어서 굴착한 경우의 최종 굴착후 공동

주변외 변위벡터와 주옹혁벡터는 굴착단계률 무시하고 공동단변율

한번에 굴착하였율경우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지만， 공동주변에서

의 변위와 응혁의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 공동상부

변에서의 수직변위는 굴착단계률 무시하고 공동을 한번에 굴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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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동주변의 변위벡터

주응력벡터

수직응력 : a: -8.50
(mm) b: -4.78

7.20
m; 7.88
n: 6.48

수평응혁: c; -5.28
，‘/‘빼、I‘- f; -11.25

수직응혁: a; 20.9
(야n2 ) b; 394. 。

k; 594.2

수펑응혁 : b: 500.8
(야n2 ) k; 664. 1

그렴 5.38 전단번굴착시 공동주변외 변위벡터와 주응력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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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경우가 3단계 굴착후의 변위보다 약간 작은 값(대략 1%이내)을

나타내고 있으며 , 공동흑벽에서의 수평변우l 와 공동저변에서의 변위

는 공동단변율 한번애 굴착하였율 경우가 3단계 최종굴착후의 변위

보다 약간 콘 값을 나타내고 있다 . 공동상부변과 불연속변이 만나

는 b첩에서의 응혁은 공동단변울 한번에 굴착하였율 경우가 3단계

최종굴착후 동얼점에서의 응력보다 더 큰 값(대략 4% 이내)율 나타

내고 있으며 , 공동저변코너부환에서의 응력도 공동단변율 한번에

굴착하였올 경우가 3단계 최종굴착후 동일첩에서의 응혁보다 약간

큰 값(대략 8%이내}율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의 거동변화롤 본석

한 결과 불연속암반내에 공통융 굴착하였윷 경우 공동의 변형형태

는 공동주변에 위치한 불연속먼율 따라서 변화가 크게 벌생하며 ,

변위는 공동경계변과 불연속먼이 만나는 점에서 크게 발생함율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 절에서 검토된 불연속변의 영향율 무

시한 해석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계별 굴착에

의한 해석결과는 굴착과정율 무시하고 공동단먼율 한번에 굴착하였

융 경우의 해석결과와 다소 차이가 었읍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쩡확하고 합리척인 암반공동의 해석율 위해서는 쩡확한 지질

조사률 통하여 공동주변의 지 질특성 및 불연속면분포률 파악한 후

단계별 굴착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해석율 수행하여야 활 것이다.

3. 굴학순서에 따른 다공동주변의 거동

방사성펴1171 물처분율 워하여 단일공동만율 굴착하여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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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도몰고， 진입터널 (Access Tunnel)외 굴착후 처분공동율 여

러개 굴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척이다. 한개의 공동을 굴착한

후 일정한 거리만큼 멀어진 위치에 또다른 공동을 굴착하였다변 가

존의 공동주변의 거동은 인컵공동의 굴착으로 인하여 변화가 발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번이 존재하는 암반내에 한 개외 공동

을 꿀확한 후 기 존 공통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20m 만큼 옐 어 진 위

치에 형태와 크기가 통일한 또다른 공동율 좌우에 1개씩 동시에 추

가 굴착하였율 경우 인접공동의 굴착으로 인한 기존 공동의 거동변

화률 검토하기 위하여 개별요소법에 의해 작성된 전산프로그램인

UDEC율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불연속변 분포와 공동의 형상용 그림 5.32와 같다. 압석의

째료특성과 불연속먼의 내부마찰각 및 접착력운 앞의 경우와 동일

하게 표 5.5의 값을 사용하였으나， 불연속변의 수직강성파 전단강

성값은 모두 50.000 ν'm2률 사용하였다. 암석볼럭의 모형화에는 앞

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완전변헝가능블럭모멜율사용하였으며 , 압석

빛 불연속변의 탄소성해석모멜은 Mohr‘-Coulomb 항복기준을 사용하

였다 .

대상구조물은 공동의 굴착전후 모두 좌우대칭이므로 그립 5.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구조물의 112만율 모형화하였으며 , 추

가공동꿀착율 고려하여 공동주변의 불럭운 많은 유한차분요소융 사

용하여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굴착전 불연속압반제내에 폰재하는

초기응력을 겨l 산한 후 그림 5 .40과 같운 해석모옐율 사용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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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불연속암반체내에서의 l과공동 굴착모델

그림 5.40 다공통 굴착에 대한 완전변헝가능해석모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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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가지 경우얘 대한 구조해석율 수행하였다 .

첫번째는 중앙의 공동율 굴착하고 좌우측의 공통율 나중에

굴착하는 경우(그립 5.39에서 A꿀착 후 B굴착)률 해석하였고 , 투번

째는 3개의 공동을 동시에 굴착하였율 경우(그림 5.39에서 A와 B

공동 동시굴착)를 해석하였다 . 모든 공동은 전단변 동시굴착되고 ,

굴착후에는 공동주변의 응력이 즉시 100%이완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다공동굴착시 굴착순

서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변위와 용혁은 그립 5.41에서 그립 5.44

까지 , 그려고 표 5.6 , 표 5.7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립 5.41운 중앙의 공동굴착후 좌우촉의 공동올 나중에 굴

착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결과중 공동주변에서의 변위벡터분포률 나

타낸 것이다. 그립에서 (a)는 중앙의 공동을 꿀착한 후 공동주변에

서의 변위벡터 분포이고， (b)는 좌우측 공동굴착후 공동주변에서의

변우l 벡터 분포률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돗이 (a)와 (b)

의 경우 모두 중앙의 공동주변에서의 변위형태와 방향은 거의 유사

하고， 크기만 약간 차이가 발생하였다(표 5.6 참조>. 흑 중앙의 공

동주변 압반체내에 존재하는 내부에너지가 좌우측 공동의 추가굴착

으로 인하여 좌우측 공동방향으로 전달됨에 따라서 , 중앙공동주변

에서의 최종변위값응 (b)의 경우가 (a)의 경우보다 전반척으로 조

금씩 작게 나타남율 알 수 있다.

그림 5.42논 중앙공동과 좌우측공동율 동시에 굴착한후 공동

주변에서의 변위벡터분포상황율 나타낸 것이다. 그립 5.4 I( b)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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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의 A공동만율

(b) A공동굴착후 B공동율 굴학하였율 경우

그렴 5.41 다공동꿀착후 공동주변에서의 변위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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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A와 B공동 동시굴착경우의 공동주변변위백터

표 5.6 굴착순서에 따른 공통주변에서의 변위값
(x 10' 3 m)

구 부」 A굴착후 A와 B
변우l 성분 A만 굴착 B굴착 동시굴착

철챔

a -6.53 -6.26 -6.34

b -0.83 -0.77 -0.78
수직변위

c -1.52 -1.50 -1.51

e 3.74 3.51 3.57

b -2.04 -1 .91 -1.94
수명변위

c -11 .08 -10.61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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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5.42률 버교해 보먼 공동의 굴착순서에 따라서 종앙의 공동주변

에서의 변위형태와 방향은 거의 비슷하나， 동시공동굴착경우의 변

위가 1%정도 크게 발생함율 알 수 있다(표 5.6 참조).

표 5.~ 해석결과률 버교해 보면 3경우 모두 중앙공동의 확

우측 벽먼과 불연속변이 만냐는 c점에서 가장 큰 수명변우l 가 발생

하였으며 , 이 첨애서의 수명변위값은 공동정첨에서의 수직변위값의

1. 7배로 나타나고， 공동저변과 불연속번이 만나는 점에서의 수직변

위값의 1. 3배를 나타냄율 알 수 있다.

여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먼 여러책의 공동을 굴착활 때 굴작

순서에 따라서 공동주변에서의 변위형태는 거의 비슷하지만 변위의

크기는 약간씩 다륨율 알 수 있다. 종앙공동주변의 변뀌는 중앙의

공동만율 굴착하였율 때 가장 크게 발생하였으며 , 충앙의 공동굴착

후 응핵이완이 100%발생한 후 인접한 좌우측공동율 굴착하는 것이

중앙공동주변에 가장 작은 변위를 나타나게 한다.

그립 5.43과 그림 5.44는 각각 공동굴착후 공동추변 암반체

에 벌생한 주응력벡터와 소성영역의 분포률 나타낸 것으로서 (8)는

중앙의 공동만을 굴착한 후롤 의미하고. (b)는 3개의 공동율 풍시

에 굴착한 후의 분포상황율 나타낸 것이 다 . 또한 표 5.7은 중앙 공

동주변의 주요 지첩에서의 응력값율 나타낸 것이다.

그렴 5.43과 표 5.7에서 중앙의 공동주변에서의 주응혁방향

과 분포는 두 경우가 거의 유사하며 , 그 크기만이 약간의 차이률

보여주었다. 중앙 공동정첨에서의 수직응력은 (a)의 경우가 (b)의

경우보다 3.0%정도 작은 값율 나타내고 , 공동벽변과 불연속번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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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앙의 A공동만율 굴착한 경우

(b) A와 B공통 동시굴착 경우

그림 5 .4.3 공동굴착후 주응펙 벡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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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앙의 A공동만을 굴확한 경우

(b) A와 B공동 동시굴착 경우

그.립 5.44 공동굴착후 소성 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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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중앙의 공동주변에서의 응혁값
( 야n2 )

구분 A와 B
응력성분 A만 굴착 동시출착

절첨

a 173.7 179. 1

b 962.4 964.8

수칙응력 c 180.9 187.4

d 1016.0 1019.2

e 72.9 74.0

a 479.4 482.7

b 401.0 400.0

수평응혁 c 148.7 158.1

d 809.1 812.9

e 720.9 734.5

나는 첩에서의 수직응력도 (a)의 경추가 (b)의 경우보다 3.5%정도

작은 값율 나타낸다. 또한 중앙 공동저변코너에서의 수평응핵도

(b)의 경우가 (a)의 경우보다 1- 2%정도 크며 , 중앙 공동의 저변중

앙점에서의 수형응력도 (b)의 경우가 (a)의 경우보다 0.7%청도 큰

값율 보여주었다.

그립 5.44에서 T는 인장에 의한 항욕영역율 나타낸 것이고，

x는 압축에 의한 항복영역을 나타낸 것요로서 , 공동주변에서 발생

한 소성영역운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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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그립에서 인장에 의하여 항복이 발생하는 부분은 공

동의 청첨부근， 공동의 벽변과 불연속변이 만나는 첨부근， 공동저

변과 불연속면이 만나는 점 부근이며 , 압축에 의한 항복은 공동주

변의 인첩불획에서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불연속번에서 인

장에 대한 지지력이 압축에 대한 지지혁보다 때우 작기 때푼에 굴

착후 공동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하변 공동에 인첩한 불럭운 불연속

변율 따라서 미그1 려짐아 발생하고， 이빼 불연속변주변에서는 변뀌

의 증가로 인한 인장항복이 발생하며 변위가 구속되는 블릭부분에

서는 압축에 의한 항복이 벨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변에 위치한 불연속변의 분포와 방향 및 재료

특성 등은 굴착후 공동주변의 거동에 많은 영향율 주게 되므로， 방

사생폐기물처분공동을 굴착할 경우에는 해석과 설계에 앞셔 정확한

지질조사률 통하여 공동주변에서의 불연속먼훈포와 특성 등율 정확

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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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6 장 결 프료
L ‘

본 연구에서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불 처분율 위한 지하압반공

동의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 암반에서의 거동변화를 검토하였다 . 이

률 위하여 굴착전 져하암반내에서의 초기응력과 굴착에 따른 공동

주변에서의 옹혁변화， 공동의 파괴형태 등에 대한 이론척인 내용옳

검토하였으며 • 암반체에 대한 대표적 인 탄소성 해석모멜의 기본척

인 개념율 살펴보았다. 또한 지하암반체에 대한 해석방법의 비교

분석과 공동굴착의 수치모형화방법에 대한 내용율 검토하였다. 이

러한 내용율 토대로 지하암반공동의 굴착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거동변화률 검토하기 워하여 지하암반체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방법

인 유한요소법과 개별요소법을 아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읍과 같다 .

1. 공동주변에서의 응협변화

지하암반공동율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번저 굴착

이션 상태에서의 초기응혁의 크기와 분¥.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현장계측율 통하여 수집된 세계 각 지역의 초기응혁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체쩍으로 지하 500m 깊이까지는 초기응력의 수팽성분이 수

직성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500-1000m 깊이까지는 수평생분과

수직성분의 크기가 비슷하며 • 약 lOOOm 깊야 이하에서는 수직성분

아 수평성분에 비해 2배 정도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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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혁의 환쪼상태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압반체롤 탄성체로 가정하였율 경우 공통굴착후‘:주변암

반어l 서외 거동변화률 검토해 보변 공동의 형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

롤 보여주고있다 . 즉 굴착단변의 곡률반경아 감소함에 따라 응력

집중계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율 알 수 있다. 따라서 응력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기하형상 결쟁시 Sharp Corner률 갖는

단먼은 피해야 활 것이다. 그라고 크기와 형태가 통일한 우개의 현

형공동율 인첩하게 굴착혈 때 공동간에 중심점율 연결하는 션과 수

직한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번 공동사이 암반체내에서의 응력값은

증가하고， 수형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먼 응력값은 감소하는 경향

율 보여준다 . 따라서 다공동 굴착시 하중상태에 따라서 공동의 위

치를 결청하는 컷이 바랍직하다.

공동의 파괴형태는 심도에 따라 암반체의 륙성과 초기응혁의

크기가 다르므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심도가 낮은 경우에서는

공풍주변 암반응 심하게 풍화되어 있으므로 공통율 굴착하였윷 때

윈래의 공동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시간은 매우 짧다. 따라셔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굴착후 빠흔 시간내에 척절한 보강율 하여

야 한다. 풍화된 암반체가 존재하는 지역보다 더 깊은 지역의 암반

은 블록형 절리꾼이 형성되어 았으며 , 아러한 경우에는 공동굴착후

천청이나 벽처l 에서 불연속면으로 훈리된 블록의 낙반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지억보다 더 깊은 지역에 위치한 압반은 뚜

렷한 몇개의 절리군만이 존재하묘로 보강율 쩍절히 한다번 공동의

안전성 확보가 수월활 것이다. 그러나 섬도가 때우 큰 경우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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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불착후 주변압반체내에 매우 콘 응혁이 발생하게 되어 Rockburst

현상과 같은 폭발적인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율 위한 심도가 콘 공동구조물에서는 아러한 현상옳

반드샤 고려하여야 한다.

2. 압반체의 탄소성해석모멜

토사나 압반체와 같은 지반재료는 하중을 첨차 종가시켜갑에

따라 초기에는 탄생거동율 나타내지만 어느한계률 지나면 하중율

제거해도 원래의 상태로 톨아오지 않는 영구변형율 얼으키는 소성

척 성질율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일청한 갚아 이하에 위치한 압반

체는 상당히 콘 응력을 받고 있으므로 이률의 거동율 보다 실제에

가깝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성영역까지 고려 할 수 있는 탄소성해

석모옐율 사용하여야 한다.

탄소성해석모델의 항복기준들 중에서 금속과 같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재료에는 Von Mises항복기준과 Tresca항복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 토사나 암반체와 같이 마찰윷 무시 할 수 없

는 재료에 는 Mohr-Coulomb항확기 준과 Drucker-Prager‘항복기 준율 주

로 사용하고 있다. 암반체에 대한 항복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Mohr‘-Coulomb항복기준은 최대 빛 최소주응협의 항만율 고려하고

었으며 항복변에 대한 수식화과정에서 욕이성 (Singularity) 야 생성

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벼하여 Drucker-Prager항복기준은

중간주응력의 영향도 고려하므로 3차원 혜석의 경우 Mohr-Coulomb

항복기준에 비해 암반의 거동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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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암반공통굴착의 수치모형화

지하암반공동굴착에 대한 수치해석운 공동굴착전 압반체내에

서의 응력상태률 파악하기 위한 초기과쩡 • 공동굴착과 보강과정율

포함하는 건설과정 , 그라고 공동구조물의 완공후 운영과청 등 3단

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첫번째 단계인 공동굴착천 상태에서의 초지응력의 크기와 환

포상태흘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해석영역의 크기률 충분히 크

게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해석영역은 공동굴착으로 인한 영

향이 영역외곽경계에 미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해석윷

위한 척합한 요소와 경계조건율 척절하게 갱하여야 한다. 압반체의

자중에 의한 해석결과는 현장에서 계측한 현장측갱치와 벼교하여야

한다.

두번째 단계인 암반공동의 굴확단계별 해석과정에서는 초기

응혁이 존재하는 굴착전 상태에서 굴착단먼의 경계에 작용하는 힘

융 계산한 후， 이 힘율 굳착후 굴착단변의 경계에 반대로 작용시켜

서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세번해 단계안 공동건설후에 대한 해석과정에서는 지속적인

현창계측융 통하여 수치해석결과와 현장계촉결과의 비교분석율 수

시룩 하여야 한다.

4. 암반체의 수치해석모벨

지하암반공동의 구조해석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석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동주변 암반체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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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탤율 사용하여야 한다.

공동주변 암반체내에 불연속면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야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속체 유한요소모멜율 사용하는 컷이 쩍

합하다. 이 경우 암반체의 거동은 션형탄성 혹은 탄소성거동으로

가쩡하여 기촌의 해석방법을 그대로 척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개의 불연속변이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절리유한요소률 사용

하여 불연속변으로 인한 암반처l 의 비연속성을 모형화하는 것이 합

리쩍이다. 압반내에 절리가 발달되어 있어서 압반체의 비션형적인

거동이 심한 경우에는 연속체 유한요소모멜이나 절려유한요소의 적

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압반체률 강체블럭이나 변헝

가능불혁오로 가정하여 개별요소모멜율 사용하는 것이 합리척이다.

5. 압반공동의 구조해석

방법 및 순서에 따른 지하압반공동주변에서의구조거동율 보

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및 개별요소 구조해석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구한 해석결과를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가 . 원형공동의 구조해석

유한요소법과 개별요소법을 사용하여 원형공동의 구조해석율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해 본 결과 모두 정확해에 근껍하는 결과

률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확도와 계산에 소요된 사간번에서 유한요

소법에 의한 해석이 개별요소법에 의한 해석보다 조금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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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한요소법에 의한 지하공동외 구조해석

- 공동굴착시 공동주변 암반체내에서의 변위는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 결과가 많은 차이률 보이지만 공동으로 부터의

거려가 벌어질수록 두 해석결과의 차이는 점점 줄어듭율

알 수 있었다. 또한 탄소성해석시 공동의 정첨부근에서는

응력이완현상이 두드러졌고 국부척으로 인장주응혁이 발

생하였다-

- 공동굴착시 Rockbolt와 Shotcrete같은 보강재률 척 절한 시

기에 설치하변 굴착단변에서의 변위값율 줄일 수 있으며，

공동주변의 암반체내애서의 인장주응력 발생율 막율 수 있

다.

- 3단계 굴착시 굴착형태에 따른 공동주변에서의 거동변화롤

검토해 본 결과 최종굴착후 굴착단번 주요지첨 에서의 변

우l 값은 공동저변 중앙점율 체외하고는 Type II에서 발생한

변워값이 Type I 에 비해 크게 발생하였다.

다. 개벌요소법에 의한 지하공동의 구조해석

- 불연속변의 전단강성과 수직강성의 변확에 따른 공동주변

에서의 수직 및 수명변￥|률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전

단강성과 수직강성값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변워값은 증

가하는 경향율 나타내었다.

- 3단계 굴착과 션단면 굴착경우률 비교해 보번 불연속변의

의 환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공동주변의 변위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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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부의 변우l 앓을 체외하고는 대체척으로 전단먼 굴착

시가 조금씩 크게 발생하였다.

인첩한 여러개의 율동고。 굴착할 때 시차를 두고 굴착하는

경우와 동시굴착 경우툴 비교해 보면 두 경우 모두 버슷한

변우l 와 응력분포를 보이지만， 동시굴착 경우 충앙 공동주

변에서의 변위값여 조금씩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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