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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터널의 지하수 처리 방식에 따라 배수형 방수형식 터널

과 비배수형 방수형식으로 나뉘며 그중 배수형 방수형식 

터널은 공용중 유입되는 지하수를 배수함으로써 콘크리

트 라이닝에 이론적으론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형식이다. 

따라서, 터널 배수체계는 지하수를 원활히 배수할 수 있

는 기능성과 시공 및 유지관리가 간편한 합리성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및 타일세

척수, 노면수 등을 배수할 목적으로 설치된 배수관, 유공

관, 집수정 등 터널내 배수시스템에 대한 관련기준 및 지

침을 검토하고 해외 배수체계 사례 및 국내 시공 현장을 

조사를 통해 다원화된 현행 배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및 

배수체계 간소화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배수시스

템을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터널 배수체계 설치기준 분석

2.1 국내 터널 배수체계 설치 기준 분석

2.1.1 터널표준 시방서(2009, 한국터널공학회)

∙ 주배수관은 직경 200mm 이상으로, 콘크리트 흄관, 아

연도강관 등을 사용

∙ 측방향의 배수관은 직경 100mm 이상의 유공관을 사용

2.1.2 도로설계요령(2009, 한국도로공사)

∙ 터널 내 종배수관 직경은 300mm를 표준(연장 2km이

하 터널)

∙ 터널 맹암거의 유공관은 150mm∼200mm를 표준으로 함

2.1.3 터널설계기준(2009, 한국터널공학회)

∙ 측방배수관은 직경 100mm 이상의 유공관을 사용

∙ 주배수관의 직경은 2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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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터널 배수체계 설치기준 분석 

배수 시스템 기     준

① 주배수관(스파이럴씸닥트관) →  200~  300mm

② 측방배수관 →  100mm

③ 유공관 →  150~  200mm

④ 집수정 → 간격 50m 이하

그림 1. Gottard Tunnel 개요

2.1.4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2003, 

건설교통부)

∙ 청소구(맨홀)은 5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 주 배수관의 직경은 300mm이상

∙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측방배수관 직경이 150mm이상

이어야 함

2.1.5 도로설계 편람(2010, 국토해양부)

∙ 측방 배수관 또는 주 배수관은 100m이하의 간격으로 

청소구를 설치

∙ 주배수관의 직경은 200mm이상

∙ 측방 유공배수관의 직경은 100mm 이상이고, 청소구의 

간격은 50m 이하

2.2 설치기준 분석 결과

국내 터널의 배수체계 설치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국내 배수체계 개선안 검토 시 상기와 같은 관련기준 

및 지침을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배수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3. 해외사례조사

3.1 Gottard Tunnel

∙ 위치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스위스 국경을 넘어 벨린

조나에서 루쩨른 방향의 N2 고속도로상에 위치

∙ 연장 : 16.9km(양방향 2차로 터널)

∙ 배수시스템 특징 : 터널 하단부 양쪽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배수시스템 적용. 즉 편경사 방향의 주배수관

(main culvert)과 편경사 반대 방향의 보조 배수관

(secondary culvert) 적용으로 배수 효율성 증대

∙ 터널 측벽배수  → 터널 하부 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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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lack Hill Tunnel 개요

그림 2. 일본도로터널

그림 4. Albania Tunnel 개요

3.2 일본도로터널(터널표준시방서, 산악공법(일본

토목학회, 2006))

∙ 도로터널 표준단면 예(2차선)

∙ 배수시스템 특징 : 터널 천정부 및 측벽부 지하수는 터

널 측벽하부에 설치한 집수재를 통해 1차 집수 후 일정 

간격의 횡배수관을 통해 중앙배수관으로 이동 후 최종 

배수됨. 노면수와 벽면 청소수는 프리캐스트 측구를 통

해 지하수와 분리되어 배수시킴

∙ 터널측벽하부 집수재 → 터널 하부 중앙배수

3.3 Black Hill Tunnel

∙ 위치 : 홍콩 구룡(Kowloon)동부와 층콴오(Tseung Kwan 

O)의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철도터널

∙ 연장 : 9.0km

∙ 배수시스템 특징 : 일반적인 배수관에 의한 배수System

이 아니라 방수막이 설치된 콘크리트라이닝과 터널 바

닥 배수판에 의한 배수System

∙ 터널 측벽배수 → 터널 하부 바닥 배수판

3.4 Albania Tunnel

∙ 위치 : Fani i Vogel 계곡을 통과하는 Albania new motor 

way(L=61km) 내에 건설된 터널

∙ 연장 : L=5.5km

∙ 배수시스템 특징 : 터널내 발생 지하수는 터널 하부 양

단에 위치한 2개의 배수구를 통해 배수됨.

∙ 노면수와 벽면 청소수는 프리캐스트 측구(Road way 

water collector)를 통해 지하수와 분리되어 배수시킴

∙ 터널 측벽배수 → 터널 하부 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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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urgewald Tunnel 개요

3.5 Burgewald Tunnel

∙ 위치 : 독일 Waldshut-Tiengen 지역 A98 도로상에 

위치

∙ 연장 : L=1.52km

∙ 배수시스템 특징 : 터널 측벽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측벽하부의 유공관을 통해 배수하고, 터널 바닥부 발생 

지하수는 편경사에 의해 위치가 결정되는 하부 유공관

에 의해 배수됨

∙ 터널 측벽배수 및 터널 하부 배수 완전 분리 형식

3.6 해외사례조사 결과

현재 국내 고속도로 터널은 측방 배수관, 종방향 배수

관(스파이럴씸덕트관), 하부 유공관의 다원화된 배수시스

템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례 분석 결과 국내 터

널과는 달리 배수체계가 간소화 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터널의 종방향 배수관(스파이럴씸덕트관)이 적용된 사례

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국내 배수체계 개선안 도출 

시 위의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배수시스템의 간소화 방안

을 검토하였다.

4. 현행 배수체계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4.1 기본방향

배수체계 개선안 선정을 위해 국내 시공중인 터널현장 

중 배수공 작업이 진행중인 현장 방문을 통해 배수공 시

공실태, 시공성 불량 요인 및 배수공 개선 사항을 파악하

고 현장 시공자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4.2 국내 시공현장 조사

4.2.1 ○○터널

○○터널 현장조사 결과 배수콘크리트 타설 세분화로 

인한 소요공기 과다 및 시공성 불량 등의 문제점과, 스파

이럴씸덕트관 고정을 위한 추가 자재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배수 콘크리트 세분화

배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파이럴씸덕트관 및 횡배수관

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4~6회로 분할하여 시공하

였고, 이로 인해 배수콘크리트 공기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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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버림 콘크리트 타설 2단계 : 배수 콘크리트 하부 타설
3단계:스파이럴씸덕트관, 

횡배수관, 측방배수관 설치 
4단계 : 방수막 설치

5단계 : 스파이럴씸덕트관 

콘크리트 타설

6단계 : 공동구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

7단계 : 라이닝 하부 콘크리트 

기계타설
8단계 : 공동구 벽체 기계타설

그림 6. 배수콘크리트 시공 순서

기준 철근 배근 철사를 이용한 고정

그림 7. 스파이럴씸덕트관 시공

2) 스파이럴씸덕트관 시공

스파이럴씸덕트관 배치 후 콘크리트 타설시 스파이럴

씸덕트관 밀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시 반영되지 않

은 고정 철근 배치 및 철사를 이용하여 스파이럴씸덕트관

을 고정하였다.

4.2.2 ○○터널

○○터널을 현장조사한 결과 00터널과 같이 배수 콘크

리트 타설 세분화로 인한 소요공기 과다 및 시공성 불량 

등의 문제가 있었고 스파이럴씸덕트관 설치를 위하여 배

수콘크리트 분할 타설 및 콘크리트 타설시 스파이럴씸덕

트관 밀림 방지를 위한 철사 고정등 스파이럴씸덕트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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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림 콘크리트 및 스파이럴씸덕트관 레벨 콘크리트 타설

② 배수관 설치 후 스파이럴씸덕트관 상부까지 콘크리트 타설

③ 배수콘크리트 인력타설

④ 배수콘크리트(라이닝하부) 기계타설

⑤ 배수콘크리트(공동구벽체) 기계타설

그림 9. 배수콘크리트 타설 순서

배수콘크리트 분할 타설(5~6회) 철사를 이용한 스파이럴씸덕트관 고정

그림 8. ○○터널 배수체계 시공

치 시공성 불량의 문제를 보였다.

4.3 검토의견

스파이럴씸덕트관, 횡배수관, 측방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한 배수콘크리트의 5~6회 분할 타설로 배수공 소요 공

기가 증가하였으며, 스파이럴씸덕트관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시 스파이럴씸덕트관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

계 물량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문

제점이 조사되었다.

4.4 배수시스템 개선안 검토

4.4.1 기본 방향

해외 선진국의 터널 배수시스템 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적용중인 다원화된 배수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확

인하였고, 터널 배수시설 시공 현장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배수시스템 개선 방향을 선정하였다.

- 종방향 배수관(스파이럴씸덕트관) 삭제(공통)

- 횡배수관(PVC PIPE, CTC10m) 존치안

- 횡배수관(PVC PIPE, CTC10m) 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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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존 안
횡배수관 존치안

1 안 2 안

단

면

도

평

면

도

특
징

• 종배수관(스파이럴씸덕트관)설치

• 유광관 포장하부 위치

• 터널 배면수와 바닥부 지하수 분리배수

• 종배수관(스파이럴씸덕트관)삭제

• 유공관 배수콘크리트 하부 위치

• 측방배수관을 하부로 이동, 횡배수관과 유

공관 직접연결

• 종배수관(스파이럴씸덕트관)삭제

• 측대확폭(250→800)

• 측방배수관을 하부로 이동, 횡배수관과 유

공관 직접연결

• 기존 측대부분(250)내에 배수시설물 미설치

장
점

• 시공실적 다수

• 종배수관과 유지관리용 맨홀 설치

• 주배수관 설치 공정 단순(직선 설치)

• 배수콘크리트 설치 공정 단순

• 관 설치심도 깊어 동결가능성 작음

• 주배수관 설치 공정 단순(직선 설치)

• 배수콘크리트 수량 감소로 경제적

• 관 설치심도 깊어 동결가능성 작음

단
점

• 배수콘크리트 시공단계 복잡

• 포장하부 유공관의 경우 유지관리 불가

• 공사비 고가

• 주배수관 설치심도가 낮아 배수관 동결 가

능성 큼

• 배수콘크리트 지지층 상이로 유공관 변형 

가능성 내포

• 잡석채움 수량 증가

• 포장구간내에 집수정 설치로 포장층에 균

열발생 가능성 큼

• 포장 시공을 위해 배수콘크리트 분할타설 

필요(1차 배수con'c→포장시공→2차 배수

con'c)

공사비(원) 418,111 396,638(▼21,473) 395,105(▼23,006)

선정안 ◎

4.4.2 배수시스템 개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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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횡배수관 존치안 횡배수관 삭제안

3안 4 안

단
면
도

평
면
도

특
징

• 종배수관(스파이럴씸덕트관)삭제

• 유공관 포장하부 위치

• 유지관리를 위해 집수정 구간으로 배수관 위치 변경

• 측방배수관을 하부로 이동, 횡배수관과 유공관 직접연결

• 종배수관(스파이럴씸덕트관)및 측방 배수관, 횡배수관 삭제

• 유공관 배수콘크리트 하부 위치

• 터널 배면수는 바닥배수판에 의해 유공관으로 집수

장
점

• 굴착량 축소

• 포장구간 하부 유공관 설치로 시공성 및 배수효율성 향상

• 관 설치심도 깊어 동결가능성 작음

• 측방배수관 및 횡배수관 삭제로 배수콘크리트 설치 공종 단순

• 주배수관 설치 공정 단순(직선 설치)

• 관 설치심도 깊어 동결가능성 작음

단
점

• 일반구간과 집수정구간 배수관 위치 상이로 곡관 사용

• 횡배수관 길이 최대

• 바닥 배수판을 통한 배수효율성 검증 필요

• 바닥 배수판 국내 터널 적용 실적 없음

공사비(원) 400,862(▼17,249) 400,933(▼17,178)

선정안

<추월선측 기준 총공사비(제잡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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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인 개선안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개선안

그림 10. 설문조사 결과 그림 11. 통합 유공관 규격 검토 조건

5. 배수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5.1 설문조사 개요

터널 배수시스템 개선안에 대해 현재 시공중인 현장

(12개소)의 감리 및 시공 기술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

하여 질문항목에 대하여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하

거나 불량한 개선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감리 26명, 시공 51명으로 총 77명이 참

여하였다.

5.2 설문조사 결과

배수시스템 개선안 중 가장 합리적이고 시공성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개선안은 48%정도의 현장 기술자

들이 선정한 비교 1안으로 나타났다. 바닥배수판을 적용

한 비교 4안의 경우 시공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답변하

였으나 배수판의 성능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6. 배수시스템 개선안 상세 검토

6.1 개선안 선정을 위한 관경 검토

종방향 배수관을 삭제할 경우 측벽유입수 및 하부 침투

수 등은 모두 통합 유공관에서 집수하게 된다. 따라서, 통

합 유공관의 처리 용수량을 검토하여 터널 배수시스템에

서 종방향 배수관 삭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6.1.1 통합 유공관 규격 검토 조건

∙ 터널내 처리 용수량   3.0m
3
/min / km

∙ 종단경사: 0.3%~2.0% 도로설계요령(2009)

∙ 배수관에 물이 최대 80%만 흐른다고 가정

 Qd  A∙n

∙R ∙ I ∙

여기서, A = 배수로 단면적(m
2
)

D = 관지름(m)

I = 동수경사(종단경사)

R = 동수반경

V = 관내유속(m/sec)

n = 조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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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합 유공관 규격 검토 결과

구  분 유공관 규격

터널연장

1km 미만

종단경사

1.0% 미만
250mm

종단경사

1.0% 이상
200mm

터널연장

1km 이상
- 별도검토

그림 12. 통합 유공관 규격 검토 결과

표 3. 배수관 규격 비교                                 (터널연장 1km, 종단경사 0.3%일 경우)

구  분
배수체계(현재) 배수체계(개선안)

비  고
스파이럴씸닥트관 유공관 통합 유공관

관 경 300mm 200mm 300mm

총용수량(Q) 1.050m
3
/min 0.450m

3
/min 1.500m

3
/min

처리가능용량(Qd) 3.106m3/min 1.054m3/min 3.106m3/min

비 율 33% 43% 49%

1단계 : 굴착 및 버림 콘크리트 타설 2단계 : 배수관 및 집수정 설치 3단계 : 배수콘크리트 기계타설(전체)

4단계 :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5단계 : 포장콘크리트 타설 배수콘크리트 전체 기계타설 전경

그림 13. 배수콘크리트 시공단계

6.1.2 통합 유공관 규격 검토 결과

통합 유공관 규격 검토 결과 그림 13 및 표 2와 같이 터

널연장이 1km 미만이고 종단경사 1% 미만일 경우 

250mm, 1% 이상일 경우 200mm 인 것으로 검토되었으

나, 안전율을 고려하여 300mm를 적용하였다. 터널연

장 1km이상일 경우 연장 및 종단경사를 감안한 관경 검

토를 수행하여 적정 유공관 규격 적용이 요망된다.

6.1.3 현행 및 개선안의 배수관 규격 비교

현행 및 개선안의 배수관 규격을 비교한 결과 현행 배

수체계 배수관경의 경우 주배수관(스파이럴씸닥트관) 및 

유공관 모두 처리가능 용수량에 여유가 있으므로 스파이

럴씸닥트관을 삭제하여도 충분한 통수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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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사기간 검토

공  정
기존안 개선안

공사내용 공사기간(일) 공사내용 공사기간(일)

버림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4 ∙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4

1차 콘크리트 타설
∙ 인력타설 ∙ 거푸집 설치 및 해체

∙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6 - -

스파이럴씸닥트관 및 집수정 설치 ∙ 종배수관 설치 ∙ 집수정 설치 1
∙ 종배수관 설치

∙ 집수정 설치
1

2차 콘크리트 타설 ∙ 기계타설 ∙ 공동구 바닥까지 타설 1
∙ 기계타설

∙ 배수콘크리트 전체 타설
2

3차 콘크리트 타설 ∙ 기계타설 ∙ 라이닝 측벽하부 타설 1 - -

4차 콘크리트 타설 ∙ 기계타설 ∙ 공동구 벽체 타설 1 - -

6.2 시공성 검토

배수시스템 개선안의 시공을 위해 그림 13과 같이 총 5

단계의 시공절차(라이닝 및 포장 콘크리트 타설 포함)가 

필요하며, 배수콘크리트는 배수관 및 집수정 설치 후 전

체 기계타설로 적용하였다.

6.3 공사기간 검토

배수체계 시공을 위한 공사기간 검토 결과 표 4와 같이 

배수체계 기존안 공사기간은 콘크리트 분할타설 4단계 포

함 총 14일이 소요되었고, 개선안 공사기간은 콘크리트 

전체 기계타설 적용으로 총 7일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배수체계 개선안의 경우 스파이럴씸닥트관 시공을 위한 

배수콘크리트 하부 1차 인력타설 공종 삭제등으로 인해 

전체 소요공기가 약 7일 감소되므로 기존안에 비해 시공

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6.4 배수콘크리트 하부 유공관 설치에 따른 부등침

하 검토

6.4.1 개요

배수체계 개선안의 경우 유공관 설치 위치가 라이닝 콘

크리트의 기초 역할을 하는 Abut 하부에 놓이게 되므로 

부등침하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때, 배수 콘크리트에 작

용하는 하중은 공용중에는 본선 라이닝 철근보강 구간의 

구조해석 결과 중 배수콘크리트에 전달되는 축력값을 적

용하였고, 시공중에는 라이닝콘크리트 자중에 배수 콘크

리트 자중을 더하여 적용하였다.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터널 단면별 배수콘크리트에 작

용하는 하중 위치가 상이하므로 각각 검토를 수행하였고, 

터널 단면별로 암반구간 및 잡석구간을 분리하여 지반반

력값을 산정하고 연직방향 탄성변위량을 검토 후 허용 각

변위를 판단하였다.

6.4.2 부등침하 검토

개선안의 허용부등침하 검토는 표 5와 같이 세 가지의 

CASE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CASE 1, 3의 배수콘크리트 

하부 지반반력 산정은 식 (1)을 사용하여 구하였고, CASE 

2는 식 (2)를 사용하였다.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탄성변위량은 모두 식 (3)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max min   

±   
 

 (1)

여기서,  = 기초 바닥면에 작용하는 연직하중(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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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중 및 지반반력 산정개요

CASE 1(자연환기 터널) CASE 2(기계환기 터널) CASE 3(공용시)

 = 기초 바닥면에 작용하는 모멘트(kN･m)

  ∙ 

 = 하중의 편심량(m)

 = 기초의 폭(m)

 = 기초의 길이(m)

max = 기초 바닥면에 있어서 최대지반반력(kN/m
2
)

min = 기초 바닥면에 있어서 최소지반반력(kN/m
2
)

max ∙ 


 (2)

여기서,  = 기초 바닥면에 작용하는 연직하중(kN)

 = 바닥면 반력의 작용폭(m), 

   


       가  보다 

작을 때에는 삼각형 분포가 되고,  가 

 보다 클 때는 사다리꼴 분포가 됨

  = 하중의 편심량(m)

  = 기초의 폭(m)

  = 기초의 길이(m)

 max = 기초 바닥면에 있어서 최대지반반력(kN/m
2
)

  


∙ 


 (3)

여기서,  = 기초 바닥면에 중심의 연직변위량(m)

 = 기초 바닥면에 작용하는 연직하중(kN)

 = 기초의 바닥면적(m
2
)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kN/m
3
)

6.4.3 부등침하 검토 결과

개선안에 대하여 식 (1)~(3)을 이용하여 부등침하를 검

토한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구조물 손

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조물 균열 미발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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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등침하 검토 결과

구분 CASE 1 CASE 2 CASE 3

max 2,749.5kN/m2 4,188.3kN/m2 379.5kN/m2

min 391.7kN/m
2

- 329.0kN/m
2

 자갈  1.56mm 0.00mm 1.31mm

 암반  0.08mm 0.12mm 0.01mm

부등침하 검토










≺ 



  ⇒ 구조물 손상 없음

여기서, ∆ = 자갈 - 암반 










≺ 



  ⇒ 구조물 손상 없음

여기서, ∆ = 자갈 - 암반 










≺ 



  ⇒ 구조물 손상 없음

여기서, ∆ = 자갈 - 암반 

(a) 기존 배수시스템 (b) 개선된 배수시스템

그림 14. 배수시스템 개요

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2009)에서 제시한 1/500을 적용

하였다.

6.5 집수정 뚜껑 검토

6.5.1 현행 오폐수 분리 시스템의 문제점

터널 화재시 소화용수, 유류 운반차량의 전복 등에 의

해 발생되는 노면 오폐수의 경우 일반구간은 오폐수 분이 

Ditch로 집수가 가능하나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집수정의 뚜껑이 스틸그레이팅 재질로 설치되는 관계로 

노면 오폐수의 일부가 집수정으로 유입되어 지하수와 합

류어 실질적인 오폐수 분리 배출이 불가능하고, 스틸그레

이팅 특성상 집수정 부분 배수관이 대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동절기 배수관 결빙 가능성 높다.

따라서, 완전한 오폐수의 분리배수와 겨울철 배수관 동

결현상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중인 스틸그레이팅 집수정 

뚜껑을 밀폐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6.5.2 집수정 뚜껑 검토

표 7과 같이 상･하수도관 관리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맨홀 뚜껑 검토를 통해 터널 집수정 뚜껑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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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유지관리 흐름도

표 8. 유지관리 기준(하수관거유지관리 지침, 환경부, 1999)

구      분 준설 및 세정방법

유지대상관거 준설계획

∙ 오수관(0.45m/sec 미만) : 1회/5년

∙ 오수관(0.45m/sec 이상 ~ 0.60m/sec 미만) : 1회/10년

∙ 우수관(0.80m/sec 미만) : 1회/1년

표 7. 집수정 뚜껑 개선안 검토

종 류

항목
기존안 1안(체크철판 그레이팅) 2안(악취차단 그레이팅)

형  태

장단점

∙ 시공실적 많음

∙ 휨하중에는 취약

∙ 바닥이 노출됨으로 노면수,  물질 분리 

배출이 어려움

∙ 고정장치가 없어 소음발생

∙ I-BAR의 간격이 크므로 안전문제 발

생이 가능

∙ 잦은파손으로 교체비용 발생

∙ 개당4만원

∙ 그레이팅 완전 밀폐형 제작가능

∙ 규격 자율제작 가능

∙ 강도가 우수

∙ 유지관리 용이

∙ 파손율이 적고 장기적임

∙ 개당 5.7만원

∙ 악취차단

∙ 그레이팅 완전 밀폐형 제작가능

∙ 규격 자율제작 가능

∙ 강도가 우수

∙ 파손율이 적고 장기적임

∙ 개당 14만원

선정안 ◎

7. 유지관리 검토

7.1 유지관리 개요

유지관리는 그림 15의 유지관리 흐름도에 따라 시행하

는 것으로 한다.

7.2 유지관리 기준

유지관리 기준은 환경부에서 1999년 지정한 ‘하수관거 

유지관리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내용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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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배수시스템 유지관리

구 분 관리방안 유지관리계획 작업거리

측방

배수관

고압분사 

제트크리닝

∙ 고압수에 의해 침전물이 밀려나오게 됨

∙ 진공흡입차의 Suction hose를 통해 탱크로 진공흡입
90~130m

소구경 

관거 세정기

∙ 소구경(D100~250mm) 관거의 관내 청소

∙ 관거연장 30~40m 준설 및 세정
30~40m

유공관

VACCUM CAR

∙ 퇴적물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제트크리닝 

∙ 작업방식과 병행하여 작업

∙ 차량1대에 흡입 및 세정작업이 가능한 장비

90~130m

관로카메라
∙ 관 내부 영상을 보면서 적절한 보수방법을 결정

∙ 이물질이 딱딱할시 긁어내며 부드러우면 물을 뿜어 청소
-

피그공법
∙ 가용성이 있는 볼 또는 Brush를 삽입시켜 크리닝

∙ 세척작업중 배관을 폐쇄 시키는 단점

동일관경시

1km

표 10. 용수처리 방법

구  분 측벽 유입수 처리 터널하부 침투수

유입수

처리방법 측방 배수관에서 처리(70%) 유공관에서 처리(30%)

7.3 유지관리 검토 결과

터널내 배수관 유지관리 기준은 우수관(측방배수관, 

유공관)의 경우 1년 1회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유지

관리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 

조사방법으로 각각의 배수 관경별로 사용 가능한 로보캠

을 이용한 방법 및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으며 터

널내 집수정 구간에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유공관의 경우 고압분사 제트 클리닝, VACCUM CAR, 관

로 카메라, 피그공법 등이 있으며, 측방배수관의 경우는 

고압분사 제트 클리닝, 소구경 관거 세정기 등의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

7.4 측방배수관 및 횡배수관 검토

7.4.1 처리 용수량 산정

터널내 총 용수량은 3.0m
3
/min/km일 때, 측방 배수관 

및 횡배수관에 의한 처리용수량은 총 용수량의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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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종단

경사
배수관 

관경

0.3% 0.5% 1.0% 1.5% 2.0%

ø100 0.165 0.210 0.301 0.368 0.425

ø150 0.492 0.640 0.898 1.100 1.270

터널종단

경사

배수관 관경

0.3% 0.5% 1.0% 1.5% 2.0%

ø100 158 200 287 350 405

ø150 469 610 855 1,048 1,210

그림 16. Y자형 배수관(50m간격)

2.1m
3
/min/km가 된다. 따라서, 편측 처리를 감안한 측

방 배수관의 처리 용수량은 1.05m
3
/min/km가 된다.

1) 측방배수관 관경 및 종단경사별 배수용량() 산정

(단위 : m
3
/min)

2) 측방배수관 관경 및 종단경사별 터널 연장 산정 결과

(단위 : m)

7.4.2 검토 결과

측방배수관 및 횡배수관 검토를 수행한 결과 터널 종단

경사 0.3%, 측방배수관 100관경시 터널연장 158m 배수

처리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횡배수관이 158m 이내에 설

치될시 측방배수관을 통한 배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

토되었으나, 터널유지관리부서의 자문의견 수렴결과 횡

배수관 막힘현상 등의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기존 10m 간

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측방배수관의 

유지관리 편의성과 집수정에서 관 청소장비의 투입을 쉽

게 하기위해 50m간격의 집수정에 설치되는 횡배수관은 

그림 16과 같이 Y자형 횡배수관을 적용하였다.

8. 결론

현행 배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

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배수시스템을 선정하기위해 수

행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현재 국내 고속도로 터널은 측방 배수관, 종방향 배수

관(스파이럴씸덕트관), 하부 유공관의 다원화된 배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배수체계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특히 종방향 배수관(스파이럴씸

덕트관)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 국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배수콘크리트의 5~6회 분

할 타설로 배수공 소요 공기 과다의 문제점을 보였고, 

스파이럴씸덕트관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물

량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문

제점이 조사되었다.

(3) 기존 배수체계 설치기준 분석, 해외사례조사, 국내현

장조사, 개선안을 위한 관경 검토 등을 기초로 개선

안을 도출하여 시공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선안의 

공사기간이 기존안보다 전체 소요공기가 약 7일 감소

되므로 시공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경제

성검토에서는 기존안 대비 개선안 공사비가 5.5%감

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4) 선정된 배수체계 개선안은 시험시공을 통해 배수체계

의 합리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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