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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세계적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하·해저 등의 대

심도 구간이나 도심지의 근접시공 구간 등 지하구조물 건설이 어려운 

조건에서의 시공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시공 조건이 까다로운 현

장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쉴드 TBM 장비를 사용한 공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

아 경제적 손실 등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쉴드 TBM 적용 시에는 대부분 리크스 관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Jung(2020)은 지질리스크 요인의 발생확률

을 줄일 수 있는 막장 전방 예측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쉴드 TBM 운용 

데이터만으로 막장 전방의 지반 조건을 예측하기 위해 머신 러닝 기

법을 적용하였다. 

본 고는 이러한 Jung(2020)의 논문을 요약하여, 쉴드 TBM 적용 시 

지질리스크 관리에 용이한 머신러닝 기법의 적용 방법을 간략하게 소

개하였다.

 2.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한 분야로 최근 딥러

닝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머신러닝은 크

게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뉘는데, 지도 학습은 학습에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고, 비지도 학습은 학습에 출력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내 주어진 데이

터를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설명하는데 사

용한다. 따라서 모델링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절한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연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지도 학습의 종류인 신경망(Neural Network)과 회귀

(Regression) 분석을 주로 적용하였으며, 개발된 엔진의 토사 터널 적

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지도 학습의 한 방법인 군집화(Clustering) 분석

을 사용하였다.

2.1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란 인간의 판단 및 학습능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체계화한 제어 기법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

의 관계를 찾아내기 위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의 

종류 및 인공신경망 계층 구조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모델링이 될 

수 있으며,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반복 적

용하여 해당 문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쉴드 TBM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전방

의 지반 조건을 출력 데이터로 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림 1] 막장 전방 예측 개요도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의 계층 구조는 [그림 2]와 같은데, 은닉층

(Hidden Layer)의 유무와 수에 따라 단층과 다층 신경망으로 나눌 수 

있다. 은닉층의 수는 많아질수록 예측 정확도는 높아지나 학습에 많

은 시간이 투자되므로, 얻고자 하는 결과 수준에 맞는 계층 구조를 선

택해야 한다. 따라서 은닉층의 수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반복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 토 목 

쉴드 TBM 막장 전방 예측을 위한
머신 러닝 기법의 적용 연구
글 정지희 / 토목기술팀 대리 / 전화 02-3433-7882 / E-mail jhjung@ssyenc.com



건설기술 | 쌍용    53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

[그림 2] 인공신경망의 계층 구조

학습 알고리즘으로는 다층 신경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차 역전

파(Back Propagation) 법을 사용하였으며, 오차 최소화를 위한 가중

치(Weight) 갱신에는 Levenberg-Marquardt(L-M)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노드 입력 데이터를 출력 데이터로 변경해 

주는 활성화 함수는 쌍곡 탄젠트 함수(Hyperbolic Tangent Sigmoid 

Transfer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면 학습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르게 수렴할 수 있으며, 은닉층의 수가 많아질

수록 발생하는 기울기 값 소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시계열 분석이란, 어떤 자료가 과거 시점에서 얻어진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분

석 방법에는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델(Box-Jenkins 방

법), 선형 회귀분석, 비선형 회귀분석, 신경망 분석 등이 있다. 이 중에

서 단기예측에 적합한 ARIMA 모델(Box-Jenkins 방법)과 신경망(시간

지연신경망) 분석을 조합하여, 막장 전방 지반 타입의 예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계열 엔진을 개발하였다.

ARIMA 모델은 시계열 자료 자신에 대한 회귀형태를 취하는 

Autoregressive(AR) 모델과, 현재와 과거의 연속적인 오차항이 영향

을 미치는 Moving Average(MA) 모델의 종합모델이다. 이때 AR 모델

의 차수를 p, MA 모델의 차수를 q로 나타낸다. 차수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시점을 말한다. 또한 ARIMA 모델은 비정상 시계열 자

료를 정상적 시계열 자료로 변환하는 차분 과정을 거치는데, 차분의 

차수를 d로 나타낸다. 따라서 ARIMA 모델을 나타낼 때, ‘ARIMA(p, d, 

q)’로 차수까지 함께 표현한다. AR과 MA의 차수는 대부분 1이나 2를 

사용하고, 차분의 차수는 3 이하로 가정된다. 

모델의 분석 방법은 Box-Jenkins가 제시한 3단계 모델적합법의 순서

를 따르는 것인데, 이 단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Box-Jenkins의 3단계 모델적합법

이러한 3단계 모델적합법을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ARIMA 모델은, 

과거에 획득한 실제 기계데이터로부터 전방의 기계데이터를 예측하

는데 사용된다. 또한 예측된 기계데이터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다음 

단계인 시간지연신경망의 테스트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게 된다.

시간지연신경망(Time Delay Neural Network)은 인공신경망에 메모

리 구조를 더한 모델로, 출력층의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이 메모

리 구조를 가질 수 있어, 다른 인공신경망 모델에 비해 시간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 이 모델은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현재와 

과거의 입출력을 동시에 사용해 비선형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는 동

적 신경망임을 알 수 있다.

시간지연신경망의 학습은 일반적으로 다층 신경망과 같은 학습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 따라서 인공신경망과 같은 ‘Levenberg-Marquardt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다만, 시간 지연에 의해 각 층의 

연결 구조가 달라지므로, 최종 모델의 세부 사항은 반복 학습을 통해 

선별하였다. 최종 선별된 시간지연신경망 모델은 ARIMA 모델에서 예

측된 기계데이터를 사용해,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4] 입출력 신호를 위한 시간지연신경망

2.3 군집화(Clustering) 분석

군집화는 비지도학습을 통해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해 비슷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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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가지는 군집으로 분류해주는 방법이다. 군집화의 방법 중 Self-

Organizing Map(이하 SOM)은 신경망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으

로, 학습 단계에서 다차원 공간의 특징 벡터로 표현되는 객체들이 경

쟁층에서 스스로 유사한 패턴끼리 2차원의 특징 지도를 조직화하여 

영역 지도를 형성한다. SOM은 경쟁, 협동, 적응의 세 단계로 학습이 

이뤄진다. 먼저 경쟁의 과정에서는, SOM 경쟁층 상에 있는 각 뉴런이 

연결된다. 다음으로 협동 과정에서는 경쟁 과정의 승자 뉴런과 인접 

뉴런들이 학습된다. 마지막 적응 과정에서는 선택된 뉴런들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 연결 강도를 갱신한다. 이러한 SOM 분석은 학습이 상당

히 빨라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토

사터널의 지반 타입 분류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기계데이터 특징을 분

석할 때 SOM 군집화 방법이 사용되었다.

 3.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구축                                                                                           

3.1 현장 개요

본 연구에서 모델 구축을 위해 사용한 쉴드 TBM 운용 데이터는 총 4

개의 TBM 터널 현장 데이터이며, 각 현장의 개략적인 조건은 아래 <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계데이터는 3개의 다른 

국가에서 수집되었다. 각 현장의 모암은 다음과 같은데, 현장 1과 2

는 ‘Granite’, 현장 3과 4는 ‘Gneiss’이다. 이때 현장 2의 경우에는 핵석

(Core Stone)이 포함된 구간이 존재하는데, 핵석 구간 역시 복합 지반

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현장 3의 경우에는 토사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4개의 현장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는데, 이러한 다양한 조

건들이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표 1> 모델 구축을 위한 현장 조건 비교표

Site 1 Site 2 Site 3 Site 4

Site Location Country 1 Country 2 Country 3 Country 3

Route
Length (km) ~2.30 ~2.00 ~1.56 ~0.42

Ground 
Conditions

soil, mixed 
ground (soil + 

rock), rock

soil, mixed 
ground (soil + 

rock), rock

soft rock, 
mixed ground 
(soft rock + 
hard rock), 
hard rock

soil, mixed 
ground  

(soil + rock), 
rock

External 
Diameter (m) 6.35 7.10 4.20 7.28

Type of TBM Slurry Slurry EPB EPB

Quantity of 
TBMs 3 2 1 1

다음으로 개발된 엔진의 토사터널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으로 

<표 2>와 같은 조건을 가지는 현장을 채택하였다. <표 2>의 현장은 

터널 통과 구간 지반이 토사로만 이뤄진 현장으로, 쉴드 TBM 중 토사

터널에 적합한 토압식 쉴드 TBM이 사용되었다. 또한 토사층의 경우

는 퇴적층으로 점토, 실트, 모래 등이 혼재하여, 터널 막장면을 이루는 

토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2> 토사터널 현장 조건표

Route 
length (km)

Ground 
conditions

External 
diameter (m)

Type 
of TBM

Soil 
conditioning 

materials

1.15 Clay, Silt, Sand, 
Weathered soil 7.8 EPB Foam,

Polymer

3.2 지반 타입의 분류

인공신경망 및 하이브리드 시계열 모델 구축을 위해 하나의 현장에 

대하여 총 3 가지의 종류로 지반을 분류하였다. 이때 ‘Type 1’은 상대

적으로 단단한 지반, ‘Type 3’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반, ‘Type 2’는 

‘Type 1’과 ‘Type 3’이 혼재하는 복합 지반을 의미한다. 여기서 ‘Type 2’

의 경우는 서로 다른 지반의 종류가 커터헤드 지름의 25% 이상을 차

지할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 임계값 이상이 되어 복합 지반으로 분류

되면 디스크 커터의 불균형 마모, 주변 지반의 이완(침하), 싱크홀 발

생 등의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TBM 운용이 자주 방해 받게 된다.

토사터널 현장의 경우는 암반과 토사가 혼합된 현장처럼 상대적 단단

함의 크기로 지반 타입을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토사터널의 기계데이터 특징에 맞게 지반 타입을 분류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SOM 군집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5] SOM 군집화 분석 결과

[그림 5]의 결과를 세그먼트 순서에 맞게 터널 노선에 표시하고, 이

를 첨가제 주입량 그래프와 함께 표시하면 [그림 6]과 같은데, 이를 분

석하여 토사의 조·세립질 여부에 따라 지반 타입을 분류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세립질 구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200체 통과량을 기준으로 지반 타입을 분류하였다. 



건설기술 | 쌍용    55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

암반과 토사가 혼합된 현장과 토사로만 이뤄진 현장의 최종적인 지반 

타입 분류 기준은 <표 3>과 같다.

[그림 6] 첨가제와 기계데이터 비교 그래프

<표 3> 지반 타입의 분류 기준

Ground
conditions Type 1 Type 2 Type 3

Mixed ground
Rock

(Relatively hard)
Rock + Soil

(Mixed)
Soil

(Relatively soft)

Soils -
Fine-grained soil 

(≥ 35% pass #200)
(Relatively sticky)

Coarse-grained soil 
(< 35% pass #200)
(Relatively loose)

3.3 기계데이터 전처리

지반 분류 단계 적용 후 각 지반 타입별 기계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계데이터는 TBM 타

입에 상관없이 획득할 수 있는 대표적 기계데이터인 굴진율, 총추력, 

커터토크이다. 다만, 본 연구는 어느 하나의 현장 기계데이터를 분석

하여 특정 지반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양

한 현장 조건 및 지반 종류에 상관없이 막장 전방 지반을 예측하는 보

편적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굴진율(Penetration Rate, 

P.R.), 총추력(Thrust Force, T.F.), 커터토크(Cutter Torque, C.T.)의 단

일 인자만으로는 인공신경망의 높은 정확도 및 신뢰도를 기대하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세 개의 단일 인자를 조합한 복합 인자 6

개(T.F./P.R., C.T./P.R., P.R./T.F., C.T./T.F., P.R./C.T., T.F./C.T.)를 추가하

여 인공신경망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각 현장의 기계데이터 중 위에서 선정한 단일 인자의 raw 데이터 평균

값을 나타내면 <표 4>와 같은데, 그 차이가 약 2,000배에 달할 정도

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현장에 상관없이 3개로 나뉘는 지

반 타입의 대푯값으로 학습시키면, 인공신경망의 예측 정확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전치리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

과물의 평균값은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매우 비슷한 영역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는 총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 자

세한 과정은 Jung(2020)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4> 전처리 전후 데이터 범위 변화

Raw Data Preprocessing

Minimum Maximum Minimum Maximum

Penetration Rate 157.442 1,650.29 0.311 2.209

Thrust Force 3,860.09 23,390.01 0.58 1.54

Cutter Torque 1.463 1,175.733 0.564 1.404

3.4 모델의 적용

막장 전방 예측을 위한 최종적인 엔진은 크게 두 가지로, 현장 특징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1막장 전방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엔

진, 현장 특징을 반영하여 10막 전방까지 예측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

계열 엔진이다.

인공신경망 엔진 개발을 위해 사용된 기계데이터는 약 5,000개의 데

이터이며, 최종적인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300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MATLAB R2016a’ 버전을 

사용하였다. 또한 반복 학습을 통해 선택된 최종 모델의 상관계수는 

0.99로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은데, 이를 자동적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면, 데이터 전처리부터 1막장 

전방 지반 타입 예측까지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시계열 엔진은 ARIMA 모델과 시간지연신경망을 조합한 

엔진으로, 엔진 개발을 위해 총 4개의 현장 중 현장 특징이 뚜렷한 2개

의 현장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 현장 1은 터널 굴착 중 지반 변

화 구간이 많은 대표 케이스, 현장 2는 지반 변화 구간이 적은 대표 케

이스로 보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케이스는 총 

120개로 각 현장별로 60개의 케이스를 선정하였으며, 모든 케이스별

로 [그림 8]과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기

준을 제시하였다. 이때 ARIMA 모델 분석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IBM) 24’이며, 시간

지연신경망은 ‘MATLAB R2016a’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

한 과정에서 사용된 파라미터 및 최종 모델 선택 기준은 <표 5>에 나

타낸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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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막장 전방 예측 시스템의 순서도

[그림 8] 시계열 엔진 개발을 위한 분석 순서

<표 5> 신경망 학습 방법 및 최종 모델 선택 기준

Details

Type of ANN TDNN (Time delay neural network)

Input delays 1

Hidden layer and node 2 (27 nodes for layer 1;
9 nodes for layer 2)

Train function Levenberg–Marquardt backpropagation

Convergence tolerance 0.05

Maximum number of learning 
inputs

900 (limited to 300 
when divergence occurs)

Final model 
selection 
criteria

TDNN Maximum R (coefficient of correlation) or 
minimum error (on condition that R ≥ 0.7)

ARIMA

(1, 1, 1) When percentage of one ground type
in the past 50 segment rings < 75%

(1, 2, 1) When percentage of one ground type
in the past 50 segment rings ≥ 75%

 4. 결과                                                                                           

4.1 인공신경망 엔진 적용 결과

최종적으로 선택된 인공신경망 엔진의 전방 지반 예측 정확도는, 약 

1,3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하여 획득한 출력 데이터와 각 현장

의 실제 지반 타입을 비교하여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도출

한 예측 정확도를 현장별, 지반 타입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그림 

9~10]과 같다. 

[그림 9] 현장별 전방 지반 예측 정확도

[그림 10] 지반 타입별 전방 지반 예측 정확도

[그림 9]를 보면 4개의 현장에서 모두 90%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나

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0]에서 지반 타입별 예측 정확도

가 대부분 95%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인공신경망 엔

진의 우수성 및 효용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현장

에 적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1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할 수 있어 

TBM 운영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하이브리드 시계열 엔진 적용 결과

제시한 하이브리드 시계열 엔진을 사용하여 막장 전방 10링의 지반 

타입을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실제 지반 타입과 비교하였다. 

이들의 평균 예측 정확도는 <표 6>과 같은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80%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평균값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하이브리드 시계열 엔진이 10막

장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 예측 정확도 평균 비교표

Site 1 Site 2 Sections of frequent 
ground type 

variation
All

TBM 1 TBM 3 TBM 1

Mean of Prediction 
Accuracy (%) 92.14 95.36 95.69 83.93 94.74

다만 지반 변화 구간의 경우는 전체 평균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더 자세히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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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반 변화 구간의 지반 타입 분포 비교표

Ground type distributions

Site1

Case4

True Value

Prediction

Case16

True Value

Prediction

Site2

Case75

True Value

Prediction

Case84

True Value

Prediction

<표 7>을 보면, 지반 변화 구간이 실제와 완전히 다르게 예측되는 것

이 아니라, 변화 시작 위치만 조금씩 다르게 예측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지반 변화 구간의 예측 정확도가 전 구간의 평균 예측 정확도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제안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10막장 전방에서 지반 

변화를 미리 인지하면 TBM 운영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실

제 현장에서는 정확도와 상관없이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3 토사터널의 적용

암반과 토사가 혼합된 현장의 기계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발된 인공신

경망 엔진과 시계열 하이브리드 엔진을, 토사터널 현장에 적용하여 

그 적용성을 판단하였다. 

먼저 인공신경망 엔진을 적용하였는데, 이 엔진은 현장의 기계데이터

가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정규화 과정이 진행되고, 1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이 예측되게 된다. 따라서 해당 현장의 기계데이터를 입력하여 

전 구간의 1막장 전방 지반 타입을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표시하였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99%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이 결과는 시간지연신경망 단계에서 학습의 출

력데이터로 사용된다.

<표 8> 인공신경망 엔진 적용 결과 

Type 2 Type 3 All

Number of ground types 195 566 761

Prediction accuracy (%) 98.97 99.12 99.08

다음으로 시계열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여 10막장 전방의 지반 타

입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평균 예측 정확도는 <표 9>와 같은데, 지반 

변화 구간과 유지 구간에 상관없이 모두 90%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도 98%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시계열 엔진 평균 예측 정확도 비교표

Cases of
maintained ground type

Cases of
changed ground type All

Mean of Prediction 
Accuracy (%) 98.82 93.33 98.00

3.2절에 언급하였듯이, 토사터널에서 지반 타입은 #200체 통과량 

35%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기준이 토사터널의 기계데이터 특징

과 첨가제 주입 특징 모두를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계

열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98%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므로, 예

측되는 지반 타입에 맞는 첨가제를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표 10>과 같이 예측 지반 타입별 첨가제의 종류

를 제시하였다. <표 10>에 제시한 첨가제는 총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폼만으로도 컨디셔닝이 가능한 경우와 폼

과 폴리머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나뉜다. 폴리머를 함께 사용

해야 하는 경우는 #200체 통과량이 35% 이상인 경우로, 점착력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터널 굴착 시 커터의 마모, 굴착토의 챔버내 부

착, 배토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막장 전방 예측 시 

지반 타입 2로 판단될 경우, 폴리머를 함께 주입하여 원활한 굴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0> 예측 지반 타입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

Predicted 
ground types Type 2 Type 3

Ground 
conditions

Fine-grained soil
(≥ 35% pass #200)

Coarse-grained soil
(< 35% pass #200)

Soil conditioning 
materials Foam+ Polymer Foam

 5. 맺음말                                                                                          

Jung(2020)의 논문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터널 막장 전방의 

지반 타입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반 종류에 따른 

쉴드 TBM 운용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인공신경망과 시계열 

분석에 적합한 기계데이터 정규화 방식을 연구하였다. 또한 인공신경

망의 효율적 학습과 예측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반 타입 분류 

방법도 연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인공신경망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계열 엔진을 통해 터널의 10막장 전방 지반 타입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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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였으며, 예측 결과와 실제 지반 타입을 비교해 예측 정확도를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TBM 운용 데이터 중 굴진율, 총추력, 커터토크는 지반 타입에 따른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다소 약한 경향성을 보이는 단일 인자도 

 복합 인자로 변경 적용하면, 인공신경망 학습 데이터로써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하는 중요 인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장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규화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어느 현장에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공 

 신경망 엔진을 개발하였다. 이때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예측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 개발된 하이브리드 시계열 엔진은 지반 타입 분류 개수에 상관 

 없이 10막장 전방 세그먼트 링의 지반 타입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제안된 하이브리드 시계열 엔진을 사용하면, 단순한 설정만으로도 

 새로운 현장에서의 10막장 전방 지반 타입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쉴드 TBM 

 운용 중의 지질 리스크 요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지반 타입 변화 구간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전체 평균보다는 작게  

 나타나지만, 10막장 전방에서 지반 타입 변화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가 매우 용이해진다. 

• 토사터널의 지반 타입 구분에 #200체 통과량 35% 기준을 적용 

 하면, 지반 타입별 기계데이터 특징과 첨가제 주입 특징이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사터널의 경우 예측되는 지반 타입에 따라 폼과 폴리머 등의  

 첨가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므로, 전방 예측 엔진이 원활한  

 굴착을 위한 쏘일 컨디셔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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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대리는 토목기술팀에서 지반분야 기술지원 및 
입찰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
신러닝 기법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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