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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수발전이란수력발전의일종으로상, 하부에 2개의

저수지를축조하고전력소비가적은심야에는양수동력

을이용하여하부저수지의물을상부저수지로양수하

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에 낙차하여 전력을 생산

하는발전방식이다. 

본고에서는 1993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되

고2006년 9월에준공되어현재상업발전중에있는양

양양수발전소의설계및시공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

간략하게서술하고자한다.

정부는 지난 1988년「장기전원개발계획」을 확정하고

‘88연동화장기전원개발계획방향을설정하 다. 이계

획에따르면 전원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에는 원자

력과석탄화력이전체발전원별구성비의67.2%를차지

하게되어발전설비의주력원을이루게되며중유, 복합화

력, LNG, 수력및양수가보조적위치로서전력공급체계

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 다. 이에 대해 한국중부발전

(주)에서는 이러한 정부계획에 의거 청평, 삼랑진, 무주,

산청에이어국내에서다섯번째인양양양수발전소를건

설하여2006년9월에순양수식발전소를준공하 다.

양양양수발전소는기존의양수발전소와비교하여낙

차고(819m) 및시설용량면에서국내최대이며2단펌프/

수차(Double Stage Pump/Turbine)를 적용한 세계에

서두번째양수발전소로서이에대한설계및시공사례

를소개하고자한다.

고경렬
한국중부발전(주) 건설처

토건기술팀 팀장

임한석
한국중부발전(주) 건설처

토건기술팀 과장

그림 1. 양양 양수터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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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2.1 추진현황
1993. 11 : 건설기본계획확정

1996. 09 : 본공사착수

2004. 11 : 하부댐준공

2005. 06 : 상부댐준공

2006. 09 : 소수력, 풍력등종합준공

2.2 사업 위치도

2.3 구조물 현황
(1) 상부및하부댐

(2) 수로터널

(3) 발전설비

3. 주요설계내용

3.1 수압터널 단면

3.2 수로터널 종단선형

수로터널 종단선형은 수직형 및 경사형 등이 있으나

경사형터널은시공성및안정성이떨어져비교에서제

외하 으며수직형을비교, 검토하여다음과같이적용

하 다.

상부댐 전경 하부댐 전경

구 분 상부댐 하부댐
위치 인제군 기린면 양양군 서면
하천명 소양강 지류 방태천 남대천 지류 후천
만수면적 0.2km2(6.0만톤) 0.8km2(24.2만톤)
총저수량 493만톤 922만톤
댐형식 표면차수형 석괴댐 콘크리트 중력댐

높이×길이 72m×347m 52m×247m

수로터널 : 연장 5,118m, 
직경 6.4m

수압철관 : 4 Lines, 연장 213m
방 수 로 : 연장 2,029m, 

직경 6.4m
흡출터널 : 4 Lines, 연장 111m

시설용량 : 1,000㎿(250㎿×4기)
사용수량 : 149㎥/sec
유효낙차 : 819m
소수력발전소 : 1,400kw

(700kw×2기)

수직수압터널 수평수압터널

그림 2. 위치도



3.3 지하 발전소

국내기존양수발전소의공동수는전부 1개 공동으

로건설되었거나건설중에있으며, 계획당시그이유로

는 2개 이상의 공동 시공사례가 없었으며 단위호기당

시설용량이350㎿이상이없었으며(현재건설중인예천

양수발전소는단위호기당시설용량400㎿) 발전기대수

가2대로단일공동으로가능하 기때문이다.

그러나 본 양양 양수발전소에서는 발전 시설용량이

1,000㎿(250㎿×4Units)로서 발전기 대수를 2대로 하

기에는 설치실적(500㎿×2기)과 기기의 효율성이 없어

검토에서제외하 다. 

250㎿×4기 설치시 단일 공동안과 2개 공동안을 비

교, 검토해본결과각분야별로유리한점이아래와같

이나타났으며, 단점으로는설계및시공실적이없었으

나 외국사(EDF, 프랑스)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수행하

다.

토목분야: 별개의공정으로주공정(Critical Path)

단축가능, 굴착공사비절감

기계분야: 공동 분리로 환기효과 증가, 수압철관

연장감소

전기분야: 운전요원의 동선유리, 주변압기별도 설

치로 화재시 안전, 주기기와 주변압기

분리로상호작업간섭배제로공사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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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로터널 평면도

그림 4. 수로터널 종단면도

발전소명 시설용량 발전기수 공동수 비 고

청 평 400㎿ 2 1 준 공

삼랑진 600㎿ 2 1 〃

무 주 600㎿ 2 1 〃

산 청 700㎿ 2 1 〃

양 양 1,000㎿ 4 2 〃

청 송 600㎿ 2 1 〃

예 천 800㎿ 2 1 공사중

표 1. 발전소별 공동수 및 규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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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양수발전소공동수와규모에대한현황은표1과

같다.

3.4 수압터널 보강

일반적으로 수로터널에서 내수압이 터널 통과지점의

암반응력보다 크면 내수압에 의하여 암반내의 절리 등

을확장시키는현상이발생하게되어터널주변암반의

수리구조적인안정과불투수성을확보할수없기때문

에내수에대해차수기능을할수있는수 한라이닝을

설치해야한다.

지하수위저하등의문제가되지않는지역이라면콘

크리트 라이닝에 배수공을 천공하여 터널 공허시에 외

수압을 소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이

다. 그러나 터널을 비우게 될 경우 또는 수격압에 의한

압력강하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위 또는 침투수에 의한

잔류수압등의외수압을전적으로콘크리트라이닝이부

담하게되므로외수압의크기는무근콘크리트라이닝의

구조적안정과직접적인관련이있다. 

따라서 외수압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게 설계된 터

널의경우통수중에는문제가없으나터널을비울경우

내수압이 급격하게 떨어져 외수압에 의한 콘크리트 라

이닝의 파괴 및탈락을 야기시킬 수있으며 이 경우 철

근으로보강된콘크리트라이닝을적용해야한다. 그리

고 내압수준이 높아져서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으로서는

수 성에한계가있거나절대적인수 성을확보해야하

는경우에는철관라이닝으로시공해야한다.

이와 같이 수압터널 설계에 있어서 기존 수압터널은

무라이닝, 무근콘크리트 라이닝, 그라우팅 및 배수공을

터널암반지질및주변지하수위등의조건에따라적절

하게계획하여시공하 다. 

본 양양 양수발전소에서의 수압터널의 설계는 기존

수압터널에서적용했던형식과는다소다르게암반상태

에따라더욱세분하여좀더개선된방향으로설계를수

행하 다.(표2)

본 사업의 수압터널은 낙차고가 크기 때문에 콘크리

트 라이닝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암반이 불량한 구간

에대해서는배수공설치시내, 외수압의 향으로배수

공을통한암반침식우려가있으므로설치하지않는것

으로 계획하 다. 또한 암반상태에 따라 3가지로 구분

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보강방안을 수립하 으며 여

기에수압터널전구간콘크리트라이닝에강섬유(Steel

Fiber)를혼합하여콘크리트라이닝의내구성을증대시

키는것으로계획하 다.(표3)

양양양수발전소설계·시공사례

진입터널 : L=1,913m, 폭6.5m×높이6.7m
모선터널 : L=1,836m, 폭3.5m×높이3.2m
배수터널 : L=213m, 폭4.3m×높이3.7m
지하발전소 공동 : 폭20m×높이40.8m×길이120m
주변압기실 공동 : 폭14m×높이21.5m×길이119m

그림 5. 지하 발전소 주변 터널 위치

구 분 보 강 방 안
제Ⅰ형 무라이닝
제Ⅱ형 무근 콘크리트라이닝＋그라우팅+필요시 배수공
제Ⅲ형 철근 콘크리트라이닝＋그라우팅
제Ⅳ형 철관라이닝

표 2. 기존 수압터널 보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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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라우팅(Grouting)

콘크리트라이닝 타설 후 터널 아치부 상단부에는 대

부분공극이발생하게되며이부분을뒷채움하기위해

아치부만 뒷채움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것이 기존의 일

반적인방법이었다.

본사업에서는터널연장이길고타공종과의간섭사

항에따라서터널굴착후즉시콘크리트라이닝작업을

할수가없어숏크리트타설구간에도암반면사이에풍

화가진행된구간이발생하 다. 이에대한개선책으로

콘크리트라이닝타설후뒷채움방법을터널측벽부까

지 Backfill Grouting Pipe를 설치하여아치부와측벽

부를동시에Contact 그라우팅을실시하는것으로변경

하 다.

4. 맺음말

양수발전소 설계는 일반 수력발전소 설계 수준과 유

사하나 수로터널은 대부분 고낙차이므로 터널단면 형

식, 라이닝두께, 그라우팅및배수공설치여부등을면

히검토하여야하며지하발전소공동형식, 공동의개

그림 7. 기존 및 양양 양수터널 Grouting 적용도

그림 6. 수압터널 보강 표준단면도

구 분 보강방안

암반이 양호한 경우 ·콘크리트 라이닝+철근(기본 철근량)
·배수공 설치 ⇒ 외수압 경감

·그라우팅 실시(고압, 저압)암반이 불량한 경우
·콘크리트 라이닝+철근(기본 철근량)

(Ⅰ) ·배수공 미설치

·그라우팅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암반이 불량한 경우
·콘크리트 라이닝(구조 철근량)

(Ⅱ) ·배수공 미설치

표3. 양양양수발전소수압터널보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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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터널 굴착(수평~수직 접합부) (b) 수직터널 숏크리트 타설후 전경

(c) 지하 발전소 공동 Body-1 굴착 (d) 지하 발전소 공동 Body-3 굴착

(e) 지하 발전소 공동 굴착완료 (f) 지하 발전소 공사 전경 (200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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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을 시설용량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 전체적인

배치에무리가없도록해야한다.

종래에는양수발전소설계를외국기술진에의존하며

설계를수행하 으나청평, 삼랑진이후무주, 산청, 양

양, 청송 및 예천 양수발전소 등은 국내 기술진에 의해

주도적으로수행해오고있다. 예천양수발전소가준공

되는 2011년 이후로는 양수발전소 계획이 수립되지 않

은 것으로 되어 있어 부존 자원이 없는 국내의 현실에

비추어볼때, 고유가와기후변화등에따른청정에너지

개발을위한정책이필요하며물을이용하여양질의전

력생산과신재생에너지개발차원에서대용량으로개발

가능한양수발전소계획은앞으로도꾸준히수립되어야

할것이다.

(g) 지하 발전소 공사 전경 (2003년 1월) (h) 지하 발전소 공사 전경 (200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