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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내에는 수도 및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수로터널

이 기 건설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로터널만 해도 대략 총연장 145km

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로터널은 압력터널 형식으

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로 구

분, 안정적 용수공급이 매우 중요시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 

최근들어, 도시확장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이유로 도

로, 철도, 터널 등의 각종 구조물들이  기존 수로터널과 

근접 시공되거나 혹은 간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로터널은 역학적 특성 및 운용관리 특성에 있어 타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접시공에 대한 수로터널 안정성 검토 및 대책수

립시, 수로터널 특성에 기인한 수로터널에서의 발생가능

한 불안정 요소와 운용특성을 배제한 체, 기존 도로터널 

개념의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

로터널의 현황 및 도로터널, 철도터널 등과 비교할 때 수

로터널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수로터널 인근의 근접시

공 유형 및 유형별 기존 수로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요

소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압조건 등과 관련된 수

로터널 안정성 검토시의 고려사항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주요 수도시설 및 수로터널 현황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수도시설은 2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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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로터널 기간별 건설이력(한국수자원공사, 2008) 그림 2. 관종별 관로현황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시설로서, 1일 16,482천m
3
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광역

상수도시설은 13,047천m
3
으로 79.2%, 공업용수도시설은 

3,435천m
3
으로 20.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용수전용댐 12개소, 취수장 27개소, 정

수장 35개소, 가압장 60개소 및 도․송수관로 3,770km의 

시설이 있으며, 전국수도시설에 대한 광역상수도 비율은 

총량기준 47.2%, 상수도 기준(공업용수제외) 41.4%에 이

르고 있다.

용수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

수도사업을 시작한 1980년에는 373개 수용가에 연간 285

백만m
3
의 용수를 공급하였으나 2005년에는 1,577개 수

용가에 2,881백만m
3
의 용수를 공급하였다. 1980년과 비

교해보면 물량면에서 10배, 수용가 수에서는 4.2배의 성

장을 가져왔다. 

2005년까지의 수종별 용수공급량은 원수가 1,529백만

m
3
로 53%, 정수가 1,149백만m

3
로 40%, 침전수가 203백

만m
3
로 7%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수원은 다목적댐 등 대단위 취수원과 연

계되어 있어 기상이변에 의한 장기 가뭄시에도 용수공급

이 보다 안정적이며,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

적인 정수처리 방법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의 

생산이 가능하다. 수원별 취수현황은 다목적댐내 취수 

11,128천m
3
/일, 하천표류수 3,733천m

3
/일, 용수전용댐 

1,621천m
3
/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수로터널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지자체 

등이 용수공급 및 발전 등의 목적으로 건설하여 운용중에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로터널의 건설과 운용관리를 담

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로터널 현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수로터널의 건설은 1965년 창원지역에서 시작되었으

며, 1975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조성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건설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이후에는 수도권광역

상수도시설의 일환으로 많은 수로터널들이 수도권지역에 

건설되었다. 

수로터널의 직경은 취수터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 1,900mm～3,900mm 범위로 분포하는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직경 범위는 2,100mm～2,300mm 이

고, 수도권광역상수도의 경우 3,200mm～4,300mm 직경

으로 시공되었다. 

수로터널 총 연장에 대한 직경별 비율을 살펴보면, 

2,900mm～3,500mm 범위의 직경을 가진 수로터널들 총

연장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로터널의 

단면은 대부분 원형 또는 마제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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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로터널 손상사례별 손상형태 및 주요원인(Brekke and Ripley, 1987)

손상건수 손상형태 주요 원인

Brekke et al.
(1987)

Brekke et al.
(1987)

60%60%

22%22%

13%13%

6%6%

과도한과도한 누수누수

•• HydrojackingHydrojacking

•• 입자유실입자유실 및및 공동공동

암반암반 이완이완((붕락등붕락등))

•• 지층조건지층조건

•• 과잉간극수압과잉간극수압

라이닝라이닝 변형변형

및및 파괴파괴

32/54
과도한 누수

(excessive leakage)

∙ Hydrojacking

∙ 인근 암반의 변형

∙ 투수성이 높은 지질조건

12/54
인근 암반의 이완

(과도한 과잉간극수압)
∙ 지반특성

7/54 라이닝 변형
∙ 과도한 외수압 작용 (4)

∙ 과도한 그라우팅압 작용(3)

3/54 라이닝 파괴 ∙ 내수압 작용

라이닝 형식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 관리의 수로터

널중 48.7%는 무근콘크리트 라이닝으로, 51.3%는 철근콘

크리트 라이닝 형식으로 시공되었다. 

수로터널은 압력터널 및 개수로터널의 형태로 운용되

며, 압력터널이 전체 수로터널의 76.3%, 개수로터널이 

23.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운용형태에 따라 수로터널

의 거동특성 및 안정성 검토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발생

시키게 된다.

3. 수로터널의 특성

3.1 압력 수로터널의 역학적 특성

압력 수로터널은 일반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등과 달

리, 터널 내부에 내수압이 작용된다는 커다란 역학적 차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그 거동 및 손상형태 등에 

있어 기타 터널과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 도로터

널에서와 같이 지반변위에 따른 터널의 응력-변형 거동

이외에 내수압 작용에 따른 누수발생 및 유로확장, 이로 

인한 주변지반의 포화 및 강도저하, hydrojacking 발생, 

추가적인 라이닝 균열 등 다양한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손상이 매우 오랜시간

에 걸처 서서히 발생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각 손상은 타 

손상의 진전을 급격히 촉진시키게 된다.

수로터널의 손상 및 파괴형태는 과도한 누수, 라이닝 

손상, 인접지반으로의 내수압 영향증가와 이를 통한 인접

지반 응력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Brekke 

and Ripley(1987)는 최근 60년간의 기존 수로터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이중 54건의 중요 

손상이 확인되었다. 

수로터널의 가장 대표적 손상형태는 과도한 누수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누수는 라이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니며, 숏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 철

근 콘크리트 라이닝 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라이닝의 균열 

등을 통한 누수 및 내수압 전달이 발생하므로, 누수와 관

련된 검토는 라이닝이 없는 조건과 동일한 개념하에 검토

되어야 한다고 Brekke & Ripley 는 주장하고 있다.

< 과도한 누수시의 예상 문제점 >

• 지속적인 누수경로 생성과 확장에 따른 누수량 급증 

및 불안성정 증가

(인접 지반의 침식, 유실 등에 따른 유로 및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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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압의내수압의 불규칙한불규칙한 반복작용반복작용

응력상태응력상태 변화변화 라이닝라이닝 손상손상((균열균열, , 붕락붕락 등등))

주변지반에주변지반에 내수압내수압 작용작용

유효응력유효응력 변화변화 HydrojackingHydrojacking 발생발생 등등

장기장기 안정성안정성 확보에확보에 취약취약

수로터널수로터널 내부의내부의 손상확인손상확인 및및 보수보수, , 보강보강 곤란곤란

장기간의장기간의 손상진전에손상진전에 따른따른 대규모대규모 손상손상 발생발생

안정성안정성 확보를확보를 위한위한 사전대책이사전대책이 중요중요

반복적 내수압 작용반복적 내수압 작용반복적 내수압 작용반복적 내수압 작용

수시 운영중단 불가수시 운영중단 불가수시 운영중단 불가수시 운영중단 불가

역학적 특성역학적 특성

운영관리 특성운영관리 특성

그림 3. 수로터널의 역학적 특성 및 운용관리 특성

생성, 추가적인 누수경로 확장) 

• 라이닝 배면공동 생성에 따른 추가 라이닝 손상 및 

누수량 증대

• 인근 지반으로 전달되는 터널 내수압의 크기 증가 및 

이로인한 인근 지반의 불안정성 증가

(전단강도 감소, 사면파괴, 공동생성 등) 

• 수로터널 보수․보강시의 단수조치에 따른 물공급 차질

• 내수압 감소 및 단수시, 외부 지하수 유입에 따른 용

수오염

• 운영시 용수 손실량 증가에 의한 원활한 용수공급 차

질 및 단수조치에 따른 수익감소

충분한 토피고 확보를 통해 수로터널의 구속효과를 확

실히 기대할 수 있다해도 인근 지층조건 및 라이닝 상태

등에 따라 과다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로터

널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도한 누수현상과 함께 수로터널 주변지반의 원지반 

응력상태 및 불연속면 조건에 따라 주변지반에 과도한 과

잉간극수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반강도의 저하와 

함께 사면부 활동과 지반변위 유발, 암반 절리등의 불연

속면에 대한 열림현상 촉진과 관련된 hydrojacking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라이닝 배면의 배면 그라우팅(contact grouting)

등이 부실한 경우, 반복적 내수압 작용으로 인한 라이닝 

부재의 피로 및 균열, 붕락 등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

며, 이는 내수압 작용영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추가적인 

누수량 증대 등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진전될 수 있다.

3.2 수로터널의 운영관리 특성

수도권광역상수도 시설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로터

널의 상당수는 상호 연계 및 복선화 운영체계가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임의 단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수로터널

은 일반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과 달리, 수로터널의 손상 

발생시 즉각적인 손상정도에 관한 현장조사 및 보수․보강

을 위한 단수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전 단

수협의를 통해 단수가 이루어진 경우도, 그 단수시간이 매

우 짧은 관계로 일반 도로터널에서와 같은 조치작업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수로터널의 매우 중요한 특성

으로서, 수로터널 장·단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대책

이 매우 중요시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4. 수로터널 근접시공의 형태 및 영향

일반적 개념의 터널 근접시공은 기존 터널 주위로 신규 

구조물 시공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사로 인해 터

널과 주변지반의 응력변화, 지반진동, 수위변화 등이 발생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기존 터널에 변형이 발생해 고유

의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수로터널에 있어서, 이러한 근접시공 형태는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등과 동일하지만, 수로터널 고유의 기능성 및 

거동특성, 운용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일 근접시공 형태

라 할지라도 그 영향에 있어 기타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과는 다른 특징적은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터널내부에 내수압(internal water pressure)이 

작용하는 압력 수로터널(pressure tunnel)의 경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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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터널교차에 대한 근접시공 형태(하부통과)

표 2. 터널교차가 기존 수로터널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터널교차 형태 근접시공 영향 및 주요 문제점

하부교차

※기존 수로터널 

하부로 신규터

널 통과

 < 근접시공 영향 >

하부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반변위 및 수로터널 부

등침하 발생

인접지반 응력상태 변화에 따른 지반이완 및 추가

하중 작용

인접지반의 추가 유로생성 및 기존 유로확장

수로터널 하부지반의 토피고 감소

인접지반으로의 내수압 영향증가(전단강도 감소)

굴착시 발파진동으로 인한 수로터널 라이닝 손상

 < 주요 문제점 >

수로터널 라이닝의 과도한 균열 및 부분적 탈락발생

수로터널 외부로의 급진적 누수량 증가 및 기존 손

상의 확장

인접지반의 세굴 및 유로확장

Hydrojacking 발생 및 진전(국부적 발생 → 전반적 

파괴)

 ※ 신규터널로의 동수구배 형성에 따라 침투발생이 

매우 용이하며, 이는 외부로의 누수발생과 진전

을 동반, 수로터널의 안정성과 기능성 유지에 치

명적 영향을 미침 

상부교차

※기존 수로터널 

상부로 신규터

널 통과

 < 근접시공 영향 >

상부터널 굴착으로 인한 응력해방 및 지반변위 발생

인접지반의 추가 유로생성 및 기존 유로확장

수로터널 상부지반의 토피고 감소

굴착시 발파진동으로 인한 수로터널 라이닝 손상

 < 주요 문제점 >

수로터널 라이닝의 균열 및 부분적 탈락발생

수로터널 외부로의 누수량 증가 및 기존 손상의 확장

터널 및 철도터널 등에서의 근접시공시 발생되는 영향 및 

손상 등에 있어 그 형태에 유사하지만, 이러한 손상은 인

접지반으로의 누수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누수량 증가

는 기존의 손상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누수량 증

가를 가속시키는 연속적 손상확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로터널에 대한 근접시공 형태를 터널교차, 터널병설, 

측면굴착, 상부굴착 등으로 구분하고 각 근접시공 형태에 

따라 근접시공이 기존 수로터널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터널 교차

터널교차란 기존 수로터널과 근접하여 상부 또는 하부

에 신규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등을 교차 통과하도록 시

공하는 것으로서, 상부 및 하부 통과형태에 따라 그 영향

과 문제점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4.2 터널 병설

터널병설이란 신규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등을 기존 수

로터널과 근접하여 평행하게 시공하는 것으로서, 심도상

의 위치에 따라 상부 및 하부 병설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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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터널병설이 기존 수로터널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터널병설 형태 근접시공 영향 및 주요 문제점

하부병설

※기존 수로터널

과 비슷하거나 

낮은 심도에 신

규터널이 병설 

시공

 < 근접시공 영향 >

측면굴착으로 인한 지반변위 발생

인접지반 응력해방에 따른 지반이완 및 추가하중 

작용

인접지반의 추가 유로생성 및 기존 유로확장

수로터널 측면지반의 토피고 감소

인접지반으로의 내수압 영향증가(전단강도 감소)

굴착시 발파진동으로 인한 수로터널 라이닝 손상

 < 주요 문제점 >

수로터널 라이닝의 과도한 균열 및 부분적 탈락발생

수로터널 외부로의 급진적 누수량 증가 및 기존 손

상의 확장

인접지반의 세굴 및 유로확장

Hydrojacking 발생 및 진전(국부적 발생 → 전반적 

파괴)

 ※ 병설구간이 길어질수록 공학적으로 불리한 불연

속면 및 누수, 취약지반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지며, 부분적 지반조사와 분석에 대한 현실적 한

계를 감안할 때, 대구간 병설의 근접시공은 기존 

수로터널의 안정성에 매우 불리한 형태임

상부병설

※기존 수로터널

보다 높은 심도

에 신규 터널이 

병설시공

 < 근접시공 영향 >

측면굴착으로 인한 응력해방 및 지반변위 발생

인접지반의 추가 유로생성 및 기존 유로확장

수로터널 측면지반의 토피고 감소

굴착시 발파진동으로 인한 수로터널 라이닝 손상

 < 주요 문제점 >

수로터널 라이닝의 균열 및 부분적 탈락발생

수로터널 외부로의 누수량 증가 및 기존 손상의 확장

그림 5. 터널병설에 대한 근접시공 형태

그림 6. 측면굴착에 대한 근접시공 형태

터널 교차시와 마찬가지로, 터널 병설에 있어서도 기존 

수로터널보다 아래부분에 신규 터널이 시공되는 하부병

설 형태가 누수 및 hydrojacking 등과 관련된 수로터널 

안정성 측면에 있어 더욱 불리한 근접시공 형태가 된다.

※하부병설 : 기존 수로터널과 비슷하거나 낮은 심도에 

신규터널이 병설시공되는 형태

4.3 측면 굴착

측면굴착이란 신규 구조물 및 도로 시공등을 위하여 기

존 수로터널의 측면부 원지반을 굴착하는 것이다. 기존 

수로터널과의 이격정도, 굴착방법 및 범위, 지반조건 등

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달라지며, 최종적인 불안정 현상 

및 영향등은 타 근접시공의 경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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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면굴착이 기존 수로터널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근접시공 형태 근접시공 영향 및 주요 문제점

측면굴착

 < 근접시공 영향 >

측면굴착으로 측압감소 및 편토압 작용(측면 토피

고 감소)

인접지반의 추가 유로생성 및 기존 유로확장

굴착시 발파진동으로 인한 수로터널 라이닝 손상

인근 지반 및 불연속면의 전단강도 감소

 < 주요 문제점 >

수로터널 라이닝의 과도한 균열 및 부분적 탈락발생

수로터널 외부로의 급진적 누수량 증가 및 기존 손

상의 확장

인접지반의 세굴 및 유로확장

인접지반의 사면활동 및 변위발생

Hydrojacking 발생 및 진전(국부적 발생 → 전반적 

파괴)

그림 7. 상부굴착에 대한 근접시공 형태

표 5. 상부굴착이 기존 수로터널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근접시공 형태 근접시공 영향 및 주요 문제점

상부굴착

 < 근접시공 영향 >

상부굴착으로 토피고 및 토피압 감소

인접지반의 추가 유로생성 및 기존 유로확장

굴착시 발파진동으로 인한 수로터널 라이닝 손상

 < 주요 문제점 >

상부 구속압 감소에 의한 기존 수로터널의 상향변

위 발생

수로터널 라이닝의 과도한 균열 및 부분적 탈락발생

수로터널 외부로의 급진적 누수량 증가 및 기존 손

상의 확장

Hydrojacking 발생 및 진전(국부적 발생 → 전반적 

파괴)

4.4 상부 굴착

상부굴착이란 신규 구조물 및 도로 시공등을 위하여 기

존 수로터널의 상부 원지반을 굴착하는 것이다. 기존 수

로터널과의 이격정도, 굴착방법 및 범위, 지반조건 등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달라지며, 최종적인 불안정 현상 및 

영향등은 타 근접시공의 경우와 유사하다.  

5. 수로터널의 안정성 검토시 고려사항

수로터널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안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수로터널에 대한 손상 및 파괴 형태와 메커니

즘, 내수압 작용이 주변지반의 응력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라이닝과 지반의 수리학적 상호작용, hydrojacking 

발생 및 최소 토피고 이론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5.1 내수압 작용에 따른 주변지반 응력분포

Fernάndez and Alvarez(1992)는 Bouvard and Pinto(1969), 

Schleiss(1986)의 기존 가정사항의 모순을 인식, 임의방

향의 흐름 및 원지반 지하수위 위치를 고려하고 침투 영향

범위에 대한 가정을 제거한 상태에서, 침투에 의해 발생하

는 지반내 유효응력 예측에 관한 해석식을 유도하였다.

임의 흐름조건 및 지하수위를 고려한 수로터널 인근지

반의 과잉간극수압 분포는 Harr(1962)에 의해 제안된 

image well method를 통해 산정되었는데, 수로터널은 

image well method에서의 시험정(source)으로 고려되

며, mirror-image상의 관측공은 지하수위로부터 수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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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a

Pi
Radial distance, r

ho

그림 8. 수로터널내 하중조건

널과 원지반 지하수위의 수직거리만큼 이격된 곳에 위치

하게 된다.

간극이 있는 탄성체 암반에 대하여, 임의의 흐름조건 

및 원지반 지하수위를 고려한 지배방정식에서 침투에 의

한 전단응력을 무시하고, 터널 중앙부( °)의 하중경

사(pressure gradient)를 터널 전체단면에 대한 대푯값

으로 가정하는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응력방정식 유도

가 가능하다. 

수로터널 내수압과 외수압 조건에 대한 반경방향 및 접

선방향 응력에 관한 Fernandez 이론해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응력값은 내수압작용시의 침투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지반내 유효응력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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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반경방향 유효응력

′  : 접선방향 유효응력

 : 내수압과 외수압 차이(  )

 : 수로터널 내수압 수두

 : 주변지반의 정수압 수두

 : 수로터널 반경

 : 수로터널 중심과 임의 지점까지의 방  

          사방향 거리

 : 주변지반의 포아송비

Fernandez 해석해에서는 주변지반을 투수성의 탄성체

로 고려하고 내수압은 터널굴착면의 수두로서 고려한 반

면, Lamé'의 이론해는 중공 실리더 탄성체에 대한 원통좌

표상의 응력해를 나타낸 것으로서, 주변지반은 불투수성

의 탄성체로 고려하였고, 내수압은 일반 역학하중 재하조

건으로 고려하였다. 

각 이론해의 비교결과, 내수압을 단순 역학하중으로 고

려한 경우에 비해, 내수압에 의한 주변지반의 침투압 발

생을 고려할 때, 인장응력의 발생영역이 매우 크게 증가

함을 알 수 있으며, 그 크기는 지하수위로 부터의 터널 심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로터널 주변의 인장응력 분포(In-situ 

stress)와 함께 수로터널 내수압 작용에 기인한 인근지반

에서의 침투압 발생은 주변의 총 인장응력 크기를 크게 확

대시키는 반면, 수로터널 내수압을 단순 역학하중으로 고

려할 경우는 주변지반에 압축응력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되어, 인장응력의 발생정도를 실제보다 과소평가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로터널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하는데 있어, 터널주변의 상재하중과 수로터널 내

수압을 단순 비교하는 기존 방식은 실제의 불안정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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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수로터널 주변지반의 응력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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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존 수로터널 손상사례 및 토피고 기준 

5.2 Hydrojacking 발생 및 파괴

Hydrojacking은 수로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손상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누수 

및 세굴, 응력이완, 변형, 불연속면 거동 등 다양한 현상

과 연관되어 발생하게 된다. 일단 내수압이 주변지반 정

수압보다 클 경우, 터널로부터 주변지반으로의 흐름 발생

하게 되고, 내수압 증가에 따른 침투압 및 침투량이 증가

하게 된다. 이어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며, 

수로터널 인접지반에서의 국부적 초기 hydrojacking 발

생하게 된다. 점차 국부적 hydrojacking 발생영역들의 

연결 및 확장을 통한 누수경로 생성 및 확장현상이 발생

하게 되며, 결국에는 급격한 누수량 증가 및 전체적인 

hydrojacking이 발생하게 된다. 

Dann et al. (1964)은 Australia의 Snowy Mountain

의 양수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에 대

한 수로터널 최소 토피두께 산정식을 제안하였으며, 1970

년 노르웨이 Åskora 수로터널의 hydrojacking 파괴사례

를 경험하면서, 1971년 Bergh-Christensen and Dannevig

에 의해 Norwegian rock cover criterion이 발표되었다. 

이 기준에서는 인근 지반의 사면경사가 고려되었는데, 사

면 수직방향의 절편에 대한 한계평형해석으로 유도되었다.

압력 수로터널에서의 누수 및 Hydrojacking 등의 안

정성에 있어, 기존의 최소 토피고이론 및 사면 기울기에 

의한 판단기준은 불연속면 발달 및 강도 측면의 현장 암

반조건이 유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불연속면이 

발달한 일반적 현장조건에서는 그 판단기준으로 이용되

는데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 

실제 누수 및 hydrojacking 등의 안정성은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현장응력비 및 불연속면에서의 강도와 주응

력상태 등에 크게 좌우된다. Hydrojacking 발생 가능성

은 수로터널 인근지반의 최소 주응력(′)과 내수압 작용

을 고려한 유효응력(′, ′)을 비교하여 검토하되, 수로

터널의 위치 및 방향별 발생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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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라이닝 통과시의 수두분포

수로터널 주변지반에 절리 및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이 

존재할 경우, 내수압 영향이 인근 불연속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그 진전정도는 이론상의 Hydrojacking 

발생영역보다 증가할 수 있다.

5.3 라이닝 및 인접지반의 상호작용

라이닝이 있는 수로터널의 경우, 수로터널 외부로의 유

출량 및 인접지반에서의 간극수압 분포는 인접지반의 투

수계수()와 라이닝의 투수계수()에 좌우된다. 만일 

라이닝에 균열등의 손상정도가 심각해지면 라이닝의 투

수계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인접지반의 투수계수가 매우 작다면 라이닝

과 지반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수로터널의 내수압

과 비슷해지며, 라이닝을 통한 유출량은 인접지반의 투수

계수에 의해 좌우된다. 

라이닝이 없는 경우에 대한 인접지반으로의 단위길이

당 유출량() 관계식을 통해 라이닝의 투수성에 따른 수

두손실 및 유출량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라이닝이 불투수성에 가까운 경우

(





∼


) :

라이닝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수두손실은 수로터널 

외부로의 순 유출수두의 80~90%에 달하며, 가 감

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라이닝 설치시 유출량은 라이닝이 없는 경우의 10~ 

20% 수준으로 감소한다.

② 라이닝이 반투수성에 가까운 경우

(





∼


) :

라이닝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수두손실은 수로터널 

외부로의 순 유출수두의 40~60%에 달한다.

라이닝 설치시 유출량은 라이닝이 없는 경우의 40~ 

70% 수준으로 감소한다.

③ 라이닝이 투수성에 가까운 경우 :

라이닝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수두손실은 수로터널 

외부로의 순 유출수두의 5%를 넘지 않는다.

라이닝 설치시 유출량은 라이닝이 없는 경우의 95% 

수준이며, 그 감소정도가 미비하다.

6. 결론

최근 들어 수로터널 자체의 손상사례 및 근접시공 등으

로 인해 기존 수로터널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안정적 물공급이라는 국민 생

활안정 및 편익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수로터널은 내수압 작용이라는 역학적 특성 및 수시단

수를 통한 이상유무 판정이 어렵다는 운영관리상의 특성

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수로터널 중 상당수가 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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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가고 있으며, 인근 지반특성에 따라 이미 상당한 손

상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수로터

널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수로터널만의 이러한 특

성을 무시한 체,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등에 관한 기존 검

토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로터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내수

압 작용에 대한 응력변화 및 누수현상, 라이닝과 인접지

반의 수리학적 상호작용, hydrojacking 등에 관한 이론

적 분석과 함께 운영관리 특성을 고려한 점검기법 개선 

및 IT기술을 접목한 점검장비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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