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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한되어있는 토지와는 달리 지하철, 도로 등의 각종 사

회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에 지하 건설 공사는 점차 그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

으며 도심지에서의 깊은 굴착 시공 또한 필수불가결의 것

이다. 하지만 도심지의 특성상 지상 구조물과 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굴착 시공이 인접 지상 구조물과 기

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심지에서의 굴착 시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

은 종류의 평가가 진행되며 수치해석 또한 수행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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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concerns the prediction method for ground movement and wall member force due to determination structural 

stability check and failure check during deep excavation construction. First, research related with excavation influence 

parameters is conducted. Then, numerical analysis for various excavation conditions were conducted using Finite Element 

Method and Beam-column elasto-plasticity method. Excavation analysis database was then constructed. Using this database, 

development of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performed for each ground movements and using structural member 

forces. By comparing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with ANN’s prediction, it is validated that development of ANN can 

be used efficient for prediction of ground movement and structural member forces in deep excavation site.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깊은 굴착에 따른 인접구조물의 손상 평가 및 벽체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의 거동 및 벽체 

부재력의 효율적인 예측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우선적으로 지표의 거동 및 벽체 부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굴착 조건에 대해 수치해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벽체의 부재력과 지표의 거동 각각의 해석 결과에 대한 인공신경망 엔진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예측된 결과와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를 비교하여 인공신경망 엔진이 벽체의 부재력 

및 지표의 거동예측에 효율적임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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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굴착현장에 대해 영향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해석을 

실시하는 것에는 제한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는 깊은 

굴착 현장에 대해 지반의 거동을 예측하는 것이 안정성 평

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였으며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기법을 활용하여 주변

의 지반 및 구조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15m 이상의 깊

은 굴착 현장에서의 지반의 거동 및 가시설 구조물의 부재

력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초연구로서 Yoo et al. (2004, 2006, 

2008)은 인공신경망(ANN)과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굴착 및 터널 시공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거동

예측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

과 효율성을 확인하였으며, 인공신경망(ANN) 학습을 위

한 DB 구축 과정에 있어서는 구축 효율성을 고려하여 Bae 

et al.(2005), Jiao and Hudson(1995), Kim et al.(2001)에 

의해 수행되었던 상대강도효과(RSE)와 상대중요도(RI) 분

석 연구를 본 연구에도 적용하여 효율적인 인공신경망

(ANN) 학습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에 진행될 대심도 굴착 현장에서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상 굴착 현장에 적

용하여 지반의 거동 및 구조물의 부재력 예측이 가능한 인

공신경망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ANN을 이용한 깊은굴착 설계개념

본 연구는 굴착 현장을 설계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불확

실성이 존재하는 설계자의 경험이나, 인력과 시일이 소요

되는 기존 설계해석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

의 설계 검토 방안이 아닌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설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방

식은 굴착 현장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영향인자를 모두 고

려하여 굴착에 의한 벽체 및 지반의 거동과 벽체의 부재력

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굴착 단면에 대하여 설계 

검토를 수행하는 것에는 경제적, 시간적인 한계가 존재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향인자에 대한 지반의 거

동과 구조물의 부재력 예측을 손쉽게 함으로써 실무자가 

설계 검토를 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인공신경망 엔진 구축에는 MATLAB 

2017(MATrix LABoratory, 2017)이 사용되었으며 오류역

전파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또한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

하여 가중치별 기울기를 사용하여 적용하는 최급 하강법

이 사용되며, 다층인식자신경망을 적용하여 입력 노드와 

출력 뉴런 중간에 은닉층이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비선형

적 거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원리들을 

적용하여 학습된 인공신경망은 복잡한 대심도 굴착에 대

해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완성된 인공신경망

의 구조는 Fig. 1(Woo et al., 2016)와 같다.

Fig. 1. Organization chart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Fig. 2. Flow chart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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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ANN 학습 DB 

구축

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대심도 굴착조건에 대해 신속하

고 효율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ANN)을 

해당 굴착조건에 대한 지반의 거동과 구조물의 부재력 예

측 시스템으로써 이용하였다. 인공신경망(ANN)은 굴착 

깊이, 굴착 폭, 첫 번째 버팀보 설치 깊이, 버팀보의 강성, 

버팀보의 길이, 벽체의 강성, 벽체의 종류, 버팀보의 수직

간격, 첫 번째 굴착 깊이, 벽체의 근입깊이, 각 지층의 두께

를 입력변수로서 고려하고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Hibbitt et al., 2017)를 이용하여 벽체의 최대 수평 간격과 

벽체의 최대 수직변위, 벽체의 최대 수평변위로 구성된 

DB를 구축하였으며, MIDAS IT GeoXD(MIDAS 2010)

의 탄소성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지보재의 최대 축력, 벽체

의 최대 축력, 벽체의 최대 전단력, 벽체의 최대 휨모멘트

로 구성된 DB를 구축하였다.

DB 구축 간에는 각각의 입력변수를 변형하여 총 338개

의 해석조건을 적용하였으며 ANN 학습을 위한 DB 구축에 

대한 본 논문의 연구 내용 및 적용 범위는 Table 1과 같다.

3.2 대상 굴착 조건

3.2.1 지반 조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굴착 단면을 대상 

지반으로 하였으며, 흙막이 벽체로는 H-Pile, CIP(cast-in- 

place), SCW(soil cement wall), CS-H의 4종류의 벽체가 

적용되었다. 추가적으로 지보재로서는 버팀보를 적용하였

으며 해석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된 지반의 역학적 특

성은 Table 2와 같다. 지층의 종류는 충적토, 풍화토 그리

Table 1. Input parameters and output parameters

Input Parameters

Excavation Depth

Output Parameters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Wall

Excavation Width

Max. Vertical Displacement of Ground1st Strut Location

Stiffness of Strut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Ground

Strut Length

Max. Axial Force of StrutStiffness of Wall

Wall Type
Max. Axial Force of Wall

Vertical Spacing of Strut

Max. Shear Force of Wall1st Excavation Depth

Embedment depth of wall

Max. Bending Moment of Wall
Thickness of soil layers

Table 2. Ground conditions

 (kN/m3) C (kPa)  (deg) E (kPa) K0 Kh (kN/m
3) 

Alluvium 20 5 30 15,000 0.50 20,335 0.3

Weathering soil 20 5 33 35,000 0.46 23,602 0.3

Weathering rock 20 20 35 80,000 0.70 47,088 0.2

 =Unit weight; C=Cohesion;  =Friction angle; E=Young’s modulus; K0=Static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Kh=Horizontal coefficient of 

subsoil reaction; =Poisson’s ratio

Fig. 3. Cross section of excava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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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풍화암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굴착 조건에 대하여 

입력 변수에 변화를 주어가며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2 굴착 조건

굴착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반의 거동 및 구조물의 부재

력 산정 결과는 굴착 공사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굴착 

폭, 굴착 깊이 등의 입력변수 뿐만이 아닌 첫 번째 버팀보

의 설치 깊이 및 첫 번째 굴착 깊이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치해석 간에 시공단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입력변수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정립된 시공단계는 최초 굴착 이후에 지보재의 설치와 

지보재의 수직간격 만큼의 굴착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최종 시공단계에는 항상 굴착단계를 적용하

여 마지막으로 설치된 버팀보까지 응력이 가해지도록 하였다.

3.2.3 굴착 조건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굴착 깊이, 굴착 폭, 첫 번째 버팀보 설치 

깊이, 버팀보의 강성, 버팀보의 길이, 벽체의 강성, 벽체의 

종류, 버팀보의 수직간격, 첫 번째 굴착 깊이, 벽체의 근입

깊이, 각 지층의 두께를 입력변수로서 고려하여 해석 조건

을 구축하였으며, Table 3에서와 같이 사용된 입력변수의 

최대･최소값을 설정하여 정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

도록 하였다.

3.3 Abaqus를 이용한 지반 거동 DB 구축

본 연구에서 지반 및 벽체의 거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모델 구축에 있어서는 소성인 지반에 사용

Step 0. Initial condition Step 1. Excavation

∙ Excavate ground as deep as vertical spacing of strut.

∙ Install struts after ground excavation.

∙ Repeat both construction steps.

Step 2. Installation of Struts

Fig. 4. Excavation construction steps

Table 3. Range of input parameters

Excavation 

depth

(m)

Excavation 

width

(m)

1st strut 

location

(m)

Strut 

stiffness

(kN/m2)

Strut 

length

(m)

Wall 

type

Wall 

stiffness

(kN･m2/m)

Vertical 

spacing of 

strut

(m)

1st 

excavation 

depth

(m)

Embedded 

depth of wall

(m)

Thickness 

of soil layer

(m)

Max 35 50 2.5 134,176 37.5 4 700,000 3 3 2.5 26

Min 15 12 0.5 33,544 5.0 1 19,040 1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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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정하며 상용화된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2018을 사용하였다. 지반해석에 있어서는 Plain strain 조

건의 4절점 사각형요소(CPE4)를 사용하였으며, 버팀보는 

1절점 스프링요소(Spring 1)를 적용하였다. 평균 6,700개

의 요소와 2,800개의 절점으로 구성되며 굴착조건 지반의 

총 높이는 최대 굴착깊이의 1.5배로 가정하였으며, 뒷채움

흙의 폭은 굴착폭의 4배로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위한 대

상 지반으로 설정하였다. 해석과정에서 해석모델은 대칭

성을 이용하여 반단면 지반을 사용하였다.

인공신경망 학습을 위하여 총 50개의 선정된 설계 조건

에 대해 지반의 최대 수직변위, 지반의 최대 수평변위, 벽

체의 최대 수평변위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3.4 GeoXD를 이용한 구조물 부재력 DB 구축

본 연구에서 구조물의 부재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에 특히 중점을 둔 해석모

델인 탄소성 해석모델이 적용되었으며, 탄소성 해석모델 

구축에 있어서는 Midas IT의 지반해석 프로그램인 GeoXD 

Analysis가 사용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의 탄소성 해석

모델은 지반은 탄소성 스프링으로, 지보재는 탄성 스프링, 

흙막이 벽체는 보요소로서 구성되며 해석모델 굴착조건 

지반의 크기는 유한요소 해석모델 구성과 동일하도록 지

반의 총 높이는 최대 굴착 깊이의 1.5배로 가정하였으며, 

뒷채움 흙의 폭은 굴착 폭의 4배로 가정하였으며 Fig. 6과 

같이 나타난다.

탄소성 해석모델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Fig. 5. Excavation construction modelling using Abaqus 2018

Fig. 6. Excavation construction modelling using MIDAS IT Geo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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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동일

하게 338개의 굴착 조건이 적용되었으며, 사용된 입력변수

와 시공단계는 유한요소 해석모델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4. ANN엔진 구축 및 최적화

4.1 개요

인공신경망 학습에서 은닉층의 수와 학습률은 인공신

경망 구조 최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

에서 인공신경망 구축에 있어 은닉충은 각 출력값에 대해 

가장 낮은 오차율을 확인 할 수 있는 10개층을 적용하였으

며, 학습에 사용된 비율은 학습 75%, 검증 15%, 확인 10%

에서 최적임을 확인 하여 적용하였다.

인공신경망 적용 이후에는 앞서 기술한 개념을 바탕으

로 가중치(Weight)와 역치(Bias)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활

용한 연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공신경망 학습에

서 가중치는 각각의 뉴런간의 연결에 적용되며 역치는 은

닉층과 출력층의 뉴런에 적용되었다. 또한 가중치와 역치

를 바탕으로 한 인공신경망 활용 연산에 있어서는 Matlab 

2017에 내장되어 있는 Tansig함수가 적용되었다(Beale et 

al., 2013).

4.2 지반 거동 ANN

4.2.1 지반 거동 ANN 구축 결과

본 연구에서 Abaqus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가 적용된 지반의 거동에 대한 인공신경망 

구축 결과에 대해서 인공신경망을 검토하기 위하여 결정

계수(R-SQUARED), 평균절대오차(MAE), 평균제곱근오

차(RMSE) 등 통계적 변수들을 통해 신뢰도 검증을 수행

하였다. 벽체의 최대 수평변위, 지반의 최대 수평변위 그

리고 지반의 최대 수직변위 각각에 대하여 인공신경망이 

구축되었으며 신뢰도 검증이 수행되었다.

결정계수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신뢰도를 판단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1에 가까울수록 학습데이터가 

인공신경망에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평균절대오차는 실제 수치해석 데이터와 인공신경망을 토

대로 예측된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으로서 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인공신경망이 구축되었음을 나타내며 

평균제곱근오차 또한 인공신경망의 예측 데이터와 실제 

수치해석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이 또

한 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인공신경망이 구축되었음을 보

여준다. 해당 통계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학습된 인공신경

망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이 나타난다. 각

각의 지반의 거동에 관련된 출력값에 대한 통계적 변수의 

값은 결정계수에서는 최소 0.979332 평균절대오차에서는 

최대 0.025 그리고 평균제곱근오차에서 최대 0.032로서 

본 연구에서 구축된 지반의 거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를 토대로 개발된 인공신경망은 대심도 굴착 조건에서

의 지반의 거동에 대한 예측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4.2.2 ANN 영향인자 평가

본 절에서는 구축된 지반의 거동에 대한 인공신경망에 

Fig. 7. Proces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result prediction

Table 4.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ground movement database

Classification Maximum Minmum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wall (m) 0.0793 0.0165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ground (m) 0.0246 0.0089

Max. vertical displacement of ground (m) 0.0291 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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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대강도효과(Relative Strength of Effect)와 상대

중요도(Relative Importance)를 평가하였다.

상대강도효과(RSE)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지반의 거

동 예측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가 수행

되었으며, 해당 개념을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상대강도효과는 Yang and Zhang 

(1997, 1998)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입력변수들과 출력값

들의 관계 강도의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역전파 알고

리즘을 통한 학습이 수행되었을 경우 해당 인공신경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1)


 



⋯



  


×

       

  

    

  

 ⋯
    (2)

   ⋯  ⋯    (3)

위의 식 (2)에서 S는 출력값 에 대한 입력변수 의 

 최대값의 절대값을 ‘1’로 변환시키기 위한 스케일화 

상수이다. 그리고 함수 는 활성화 함수의 미분 함수이며 

는 각 층에 해당하는 가중치에 해당한다. RSE는 정규화 

과정을 통하여 입력층의 출력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

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RSE에서 (+) 부호의 

양의 영향을 주는 영향인자는 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출력

값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 부호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또한 그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상대강도효과를 적용하여 어떠한 입력

값이 출력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상대중요도는 입력변수의 영향도 분석을 위하여 각 입

력변수의 상대기여도 산정을 통해 상대중요도를 계산하는 

Table 5. Validation of ground movement ANN

Classification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MAE

(Mean Absolute Error)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wall (m) 0.979332 0.032 0.003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ground (m) 0.989704 0.009 0.025

Max. vertical displacement of ground (m) 0.989704 0.021 0.009

(a)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wall (m) (b)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ground (m)

(c) Max. vertical displacement of ground (m)

Fig. 8. Validation for R2 of ground movement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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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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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4)에서 w는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로 입력변수

와 출력값을 연결하는 뉴런의 가중치 c의 산정에 적용된

다. 그리고 산정된 c는 다시 식 (5)에 입력되어 각 입력변

수의 강대기여도를 산정하게 된다. 해당 방법은 전체의 중

요도를 100%로 하여 입력변수 각각의 상대중요도를 백분

율로 나타내게 된다.

Fig. 9는 각 출력값에 대한 상대강도효과이며 Fig. 10은 

각 출력값에 대한 상대중요도 평가 결과이다. 해당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 입력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

으며 상대강도효과의 검토를 통해서 벽체의 최대 수평변

위는 버팀보의 강성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첫 번째 굴착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반의 최대 수평변위는 첫 번째 버팀보의 설치 깊이가 깊

어질수록 감소하며 굴착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지반의 최대 수직변위는 첫 번째 버팀보

의 설치 깊이가 깊어질수록 감소하며 풍화토 지층의 두께

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중요

도의 검토를 통해서는 벽체의 수평변위는 벽체의 강성과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지반의 최대 수평변위 또한 벽

체의 강성과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고 지반의 최대 수직변

위는 버팀보의 수직 간격과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 검토된 상대강도효과와 상대중요도를 통하

여 각각의 출력값에 대해 높은 관련을 지니는 입력변수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상대강도효과와 상대중요도의 검토

를 통해 특정 출력값에 대해 높은 관련성이 있는 입력변수

를 인공신경망 학습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이

고 정확한 인공신경망 구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wall (m) (b)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ground (m)

(c) Max. vertical displacement of ground (m)

Fig. 9. RSE for ground movement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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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물 부재력 ANN

4.3.1 구조물 부재력 ANN 구축 결과

본 연구에서 GeoXD 프로그램의 탄소성 해석모델을 이

용한 데이터베이스가 적용된 벽체 및 구조물의 부재력에 

대한 인공신경망 구축 결과에 대해서 인공신경망을 검토

하기 위하여 위의 지반의 거동에 대한 인공신경망의 검증

과 동일하게 결정계수(R-SQUARED), 평균절대오차(MAE), 

평균제곱근오차(RMSE) 등 통계적 변수들이 신뢰도 검증

에 적용되었다. 버팀보의 축력, 벽체의 축력, 벽체의 전단

력 그리고 벽체의 휨모멘트 각각에 대하여 인공신경망이 

구축되었으며 신뢰도 검증이 수행되었다.

해당 통계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난다. 각각의 지반의 

거동에 관련된 출력값에 대한 통계적 변수의 값은 결정계

수에서는 최소 0.989136, 평균절대오차에서는 최대 0.018 

그리고 평균제곱근오차에서 최대 0.020로서 본 연구에서 

구축된 벽체 및 구조물의 부재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를 토대로 개발된 인공신경망은 대심도 굴착 조건에서

의 벽체 및 구조물의 부재력에 대한 예측에도 적합함을 확

인하였다.

(a)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wall (m) (b)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ground (m)

(c) Max. vertical displacement of ground (m)

Fig. 10. RI for ground movement ANN

Table 6.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structural member forces database

Classification Maximum Minmum

Max. axial force of strut (kN/m) 626.27 86.97

Max. axial force of wall (kN/m) 1331.76 130.12

Max. shear force of wall (kN/m) 387.88 36.46

Max. bending moment of wall (kN･m/m) 766.04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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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ANN 영향인자 평가

본 절에서는 구축된 벽체 및 구조물의 부재력에 대한 

인공신경망에 대하여 상대강도효과(Relative Strength of 

Effect)와 상대중요도(Relative Importance)를 평가하였다.

상대강도효과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지반의 거동 예

측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가 수행되었

으며, 해당 개념을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

토를 수행하였다.

Fig. 12는 각 출력값에 대한 상대강도효과이며 Fig. 13

은 각 출력값에 대한 상대중요도 평가 결과이다. 해당 그

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 입력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으며 상대강도효과의 검토를 통해서 버팀보의 최대 

축력은 버팀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감소하며 버팀보의 

수직 간격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중요도의 검토는 통하여 벽체의 근입깊이가 가

장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 검토된 상대강도효과와 상대중요도를 통하

여 벽체 및 구조물의 부재력 출력값에 대해 높은 관련을 

지니는 입력변수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상대강도효과와 

상대중요도의 검토를 통해 특정 출력값에 대해 높은 관련

성이 있는 입력변수를 인공신경망 학습에 적극적으로 반

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인공신경망 구축이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5. 가상현장 적용을 통한 ANN 검증

5.1 ANN 검증 조건

본 절에서는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지반의 거동 

Table 7. Validation of structural member forces ANN

Classification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MAE

(Mean Absolute Error)

Max. axial force of strut (kN/m) 0.989136 0.006 0.005

Max. axial force of wall (kN/m) 0.995287 0.013 0.009

Max. shear force of wall (kN/m) 0.992514 0.008 0.007

Max. bending moment of wall (kN･m/m) 0.989211 0.020 0.018

(a)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wall (m) (b)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ground (m)

(c) Max. shear force of wall (kN/m) (d) Max. bending moment of wall (kN･m/m)

Fig. 11. Validation for R2 of structural member force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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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 axial force of strut (kN/m) (b) Max. axial force of wall (kN/m)

(c) Max. shear force of wall (kN/m) (d) Max. bending moment of wall (kN･m/m)

Fig. 12. RSE for structural member force ANN

(a) Max. axial force of strut (kN/m) (b) Max. axial force of wall (kN/m)

(c) Max. shear force of wall (kN/m) (d) Max. bending moment of wall (kN·m/m)

Fig. 13. RI for structural member force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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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벽체 부재력 예측 시스템의 효율을 확인하고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8의 10개의 굴착 조건을 Validation 

sets으로 설정하고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값과 

인공신경망을 통해 예측된 결과값을 비교하여 인공신경망

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Table 8. Validation sets

Classifica-

tion

Excavation 

depth

(m)

Excavation 

width

(m)

1st strut 

location

(m)

Strut 

stiffness

(kN/m2)

Strut 

length

(m)

Wall stiffness

(kN･m2/m)
Wall type

Thickness 

of 1st layer

(m)

Thickness 

of 2nd layer

(m)

Thickness 

of 3rd layer

(m)

1 25 25 1.5 100,632 25 28,560 1 7.5 11.25 18.75

2 15 25 1.5 100,632 25 134,000 2 4.5 6.75 11.25

3 35 25 1.5 100,632 25 200,000 1 10.5 15.75 26.25

4 25 12.5 1.5 201,264 12.5 2,952,760 4 7.5 11.25 18.75

5 25 17.5 1.5 143,760 17.5 3,008,920 4 7.5 11.25 18.75

6 25 37.5 1.5 67,088 37.5 28,560 1 3.75 15 18.75

7 25 50 1.5 50,316 50 28,560 1 7.5 11.25 18.75

8 25 25 1.5 100,632 25 1,000,000 1 7.5 11.25 18.75

9 25 25 1.5 100,632 25 3,262,200 4 3.75 15 18.75

10 25 25 1.5 100,632 25 28,560 1 11.25 26.25 0

Table 9. Validation result

Classification
Max. horizontal 

displacement of wall (m)

Max. axial force of 

strut (kN/m)

Max. axial force of 

wall (kN/m)

Max. shear force of 

wall (kN/m)

Max. bending moment 

of wall (kN･m/m)

1

Analysis 0.0213 225.44 455.77 159.31 97.83 

ANN 0.0220 226.30 437.47 158.92 102.94 

ERR (%) 3.10 0.38 4.18 0.24 4.96 

2

Analysis 0.0049 93.89 173.26 69.15 68.12 

ANN 0.0048 99.70 187.93 68.47 72.43 

ERR (%) 1.19 5.83 7.80 1.00 5.95 

3

Analysis 0.0120 360.64 854.96 247.32 184.60 

ANN 0.0102 355.10 820.65 244.42 170.20 

ERR (%) 17.48 1.56 4.18 1.19 8.46 

4

Analysis 0.0029 296.21 814.98 199.17 253.85 

ANN 0.0031 298.60 807.04 198.76 249.48 

ERR (%) 5.18 0.80 0.98 0.21 1.75 

5

Analysis 0.0030 282.37 826.98 194.88 261.44 

ANN 0.0029 280.79 825.19 194.75 258.06 

ERR (%) 3.33 0.56 0.22 0.07 1.31 

6

Analysis 0.0245 215.01 405.67 155.28 104.49 

ANN 0.0245 213.46 398.78 156.60 102.43 

ERR (%) 0.12 0.73 1.73 0.84 2.01 

7

Analysis 0.0274 208.94 405.18 151.90 109.34 

ANN 0.0281 207.07 403.24 151.72 109.22 

ERR (%) 2.49 0.90 0.48 0.12 0.11 

8

Analysis 0.0052 296.33 485.45 190.34 162.48 

ANN 0.0055 294.94 498.78 189.67 174.58 

ERR (%) 6.11 0.47 2.67 0.35 6.93 

9

Analysis 0.0031 266.63 838.67 189.21 281.10 

ANN 0.0032 270.25 842.07 188.34 280.74 

ERR (%) 3.21 1.34 0.40 0.46 0.13 

10

Analysis 0.0882 335.41 414.58 224.16 162.26 

ANN 0.0906 338.63 408.83 224.16 166.62 

ERR (%) 2.68 0.95 1.41 0.00 2.62 

Average absolute error 4.49 1.35 2.41 0.45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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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NN 검증 결과

검증 결과 인공신경망과 수치해석프로그램의 평균 예측 

오차는 벽체의 최대 수평변위 4.49%, 버팀보의 최대 축력 

1.35%, 벽체의 최대 축력 2.41%, 벽체의 최대 전단력 

0.45% 그리고 벽체의 최대 휨모멘트 3.42%로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벽체의 최대 

수평변위에 대해서는 17%의 오차까지 나타나지만 해당 

값의 결과가 매우 작아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며, 해

당 수준의 오차는 벽체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기법을 통한 대심도 굴착 조

건에 대한 지반의 거동 및 구조물의 부재력 예측을 다루었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심도 굴착 조건의 해석 및 설계에 있어서 기존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소요가 존재하며, 인공신경망 기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치해석 없이 높은 정확도의 결과값을 얻도

록 하여 시간적 경제적 소요를 상당부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설계자가 깊은 굴착 현장 조건에 대

한 해석과 설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제 수치해석 프로그램 사용시 적용되는 굴착 현장 

조건, 지반의 조건 그리고 벽체 등 구조물의 설계 조건

을 고려하여 인공신경망의 입력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입력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지반의 거동 및 벽체 부재

력에 대한 출력값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 가능토록 구

성하였다.

(3) 인공신경망에 입력되는 변수들의 설정에 있어 지반의 

거동 및 벽체 부재력 등 각각의 출력값에 대해 상대강

도효과(Relative Strength of Effect)와 상대중요도

(Relative Importance)를 분석함으로써 인공신경망 학

습의 효율을 극대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출력되는 예

측값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4) 추후 해당 인공신경망을 대심도 굴착에 대한 연구에 

접목시켜 추가적인 수치해석과 그에 따른 시간적 경

제적 소요 없이 간편하게 지반의 거동 및 벽체 부재력

에 대한 값을 예측하도록 하여 설계자가 복잡한 대심

도 굴착 조건에 대해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향후 다른 지

반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

이며, 해당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지반의 거동 및 벽체 

부재력에 대한 단순한 예측뿐 아니라 아닌 대심도 굴착 조

건에 대한 안정성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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