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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선 현황

1. 서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는 인

천공항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역(T2) 이용고객

에게 기존의 인천국제공항역(제1여객터미널역, T1)과 같

은 수준의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결철도를 

건설하는 공사로 제2여객터미널역까지 KTX 및 공항철도 

열차를 운행토록 하여 제1여객터미널의 수요분산 및 각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공항접근성 확보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역(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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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점부 현황

～제2여객터미널역(T2) 간의 연결선과 용유차량기지와 

연결되는 입출고선으로 구성되며 총연장이 L=5.940km로 

기존선 개량구간 L=0.905km, 노반신설구간  L=5.035km

로 계획되었다. 본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발주

되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되었으며 2013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건설중으로 2017년 

완공예정이다. 그림 1과 같이 공사시점인 인천국제공항역

(제1여객터미널역, T1) 종점부는 시공중에도 기존 공항철

도의 운행이 유지되어야 하고 인천공항 계류장 하부를 통

과하는 조건이므로 열차의 운행성 및 공항시설 안정성 확

보를 위해 기존선 개량범위의 최소화가 필요하였으며 장

래 인천국제공항 확장성을 고려한 제4활주로의 각종 항공

안전 기준의 준수를 위해 비개착 공법이 적용되었다. 공

항내(Air Side) 구간을 통과한 후 공항 외부(Land Side)

구간은 토공 및 개착구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방대분소 

이후 구간부터 제4활주로 예정부지와 운영중인 제3활주

로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은 침하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쉴

드터널로 계획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주요구간의 통과공

법 및 활주로 하부를 통과하는 쉴드터널 설계시 고려사항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주요구간 현황

2.1 시점부 주요구간

2.1.1 기존선 개량 및 접속 구간

인천국제공항역(제1여객터미널역, T1) 종점부는 그림 

2와 같이 제1여객터미널 구간에 지상 2층 구간과 연계하

는 커브사이드(Curbside)도로 및 지상 1층과의 연계 도

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지하차도, 단기주차장과 연결

되는 고가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후 구간은 항공기 

여객탑승을 취급하는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이 위치하는 

구간이다.

공항철도 건설당시 인천국제공항역은 공항시설의 하부

에 위치함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당시 상위계획으로 제시

되어 있던 제2공항철도를 대비하여 제2공항철도 본선일

부 및 승강장을 사전 시공하였으나 공항철도 확충사업 건

설공사시 KTX운행을 고려하여 제2공항철도 승강장(고상

홈)을 KTX 승강장(저상홈)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함

에 따라 KTX 연계운행을 위한 기존 공항철도 반복선구간

과의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3. 인천국제공항역 현황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역 종점부는 지하구조물의 개

량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며 항공기가 운행하는 계류장 구

간임을 감안하여 개착공법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일

부 도로구간을 개착하여 계류장구간을 비개착 공법으로 

통과하는 계획이 필요하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역 종점

부는 공항철도의 입출고 및 반복운행이 빈번한 곳으로 계

류장 등 공항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공항철도의 열차운

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구조물의 개량범위를 최소화

하는 노선 및 배선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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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항서측 Land Side 통과구간 현황

2.1.2 활주로 남측 통과구간

계류장 통과구간 이후의 활주로 남측통과구간은 그림 

4와 같이 활주로 남측 녹지공간을 통과하나, 이 구간은 

항공기가 이착륙시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피해를 감소시

키기 위한 안전지역인 착륙대에 해당하고 활주로 운영에 

필요한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항공기 이착륙

에 필요한 전파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노선계획 수립

시 항행안전시설의 저촉을 배제하였고 시설물 계획 수립시 

운영 중 방위각시설(Localizer), 활공각장비(Glide Path)

의 운영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물 제한표면을 고려

하여 개착구간과 비개착구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그림 4. 활주로 남측구간 현황

2.2 공항 외측(Land Side)지역 통과구간

2.2.1 공항서측 Land Side 통과구간

공항 서측구역은 그림 5와 같이 제4활주로 건설(2018년 

예정)을 대비하여 예정부지에 프리로딩 공법(pre loading 

method)을 적용하여 압밀침하를 시행 중이며 인천국제공

항시설 내측구역인 에어사이드(Air Side)와 공항 외측구

역인 랜드사이드(Land Side)의 경계부에 보안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보안울타리 공항 내측에는 내부 보안점검 및 

지상조업장비 이동로인 GSE(Ground Service Equipment) 

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보안울타리 공항 외측에는 외측 

시설 및 보안을 점검하는 보안도로가 위치한다. 

공항 서측 통과구간은 제4활주로 예정지와 Land Side

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장래 확장성 및 공항시설의 보안성 

확보 계획이 중요하였으며  특히, 제4활주로 구간은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2단계 사업에서 GP 민감･임계구역 고려

시 공항 부지의 확장과 더불어 공항 서측 울타리의 확장

이 필요하여 노선계획시 이를 고려하였고 입출고선 계획

시 GP 민감･임계구역 측면에 공항철도 입출고선이 위치

하므로 운행시 발생 가능한 전파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

선 및 시설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구간은 개착공법 및 토

공으로 계획되었다. 

2.2.2 소방대분소 통과구간

소방대분소 통과구간은 제3, 4활주로의 비상사태시 방

재 및 구난을 담당하는 소방대와 활주로의 제빙처리를 위

한 동절기장비고, 인천국제공항 소방훈련을 수행하는 소

방훈련장이 위치하고 소방대분소 전면부에 GSE도로가 

위치한다. 이구간은 지상으로 운행중이던 연결철도가 다

시 지하화 되는 구간으로 개착공법이 적용되었으며 비상

시 방재 및 구난지역까지 3분내 출동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대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단계별 공

사계획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이후 구간인 쉴드터널 구간의 장애물 제한표면

을 고려한 작업구 위치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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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방대분소 통과구간 현황

그림 7. 활주로 하부 통과구간 현황

그림 8. 인천국제공항역(T1) 종점부 구간 현황

2.3 활주로 하부 통과구간

활주로 하부 통과구간은 그림 7과 같이 제4활주로 예

정부지와 운영중인 제3활주로 하부를 통과하여 제2여객

터미널에 접속하는 구간으로 활주로 하부를 통과하는 특

수한 조건으로 인해 제3활주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침

하 최소화 방안이 설계시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이었으며 

매립층과 퇴적점토 및 퇴적모래층으로 구성된 지반조건

을 고려하여 쉴드 TBM공법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활주로 

하부에 설치된 연직배수재 (PBD)와의 저촉이 침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종단선형 계획시 PBD와 충분한 이격거리

를 확보토록 함으로서 침하 위험요소를 사전 배제하였다. 

3. 주요구간 통과공법

본 기사에서는 주요구간 통과공법으로 기존선 개량 및 

계류장 통과구간의 통과공법 및 운영중인 활주로 하부의 

통과공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3.1 기존선 개량 및 계류장 통과구간

인천국제공항역(T1) 종점부는 그림 8과 같이 Land Side 

지역과 Air Side지역으로 구분된다. Land Side지역은 차

량 및 여객의 이용구간으로 부분적인 개착이 가능한 지역

이나 항공기가 운행중인 Air Side지역은 개착이 불가능한 

조건의 지역이다. 제2여객터미널역(T2)까지 KTX의 연계

운행을 위해 1구간은 KTX연결을 위한 구조물 개량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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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계류장 하부구간 적용공법

설구간이 필요하며 2구간은 신규 연결철도와의 접속구간

이 필요하였다. KTX연결 및 분기기 설치를 위한 1구간은 

그림 9와 같이 구조물의 개량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9. 1구간 개량범위

연결부 신규 구조물은 기존의 환기구 하부를 통과하므

로 환기구 전후구간은 개착공법을 적용하고 그림 10과 같

이 지하차도 하부 구간(❶)은 PRS 공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10. 지하차도 하부구간 적용공법

계류장 하부구간(❷)에 대해서는 그림 11과 같이 교각 

하부공간을 개착하여 발진기지를 설치하고 TRcM 공법으

로 통과토록 계획하였으며 기둥철거에 따른 기존구조물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중저감 Box를 포함하는 형태의 

단면과 구조물하부 앵커보강으로 구조계 변화에 대처토

록 계획하였다. 

2구간에 해당하는 제3활주로 남측통과구간은 제3활주

로의 항행안전시설 저촉을 배제하고, 운영 중 방위각시설

(Localizer), 활공각장비(Glide Path)의 운영지장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장애물 제한표면을 고려하여 개착 가능구간

을 선정하고 그림 12와 같이 비개착공법 (TRcM)을 적용

하여 기존구조물과 접속토록 계획하였다. 

그림 12. 제3활주로 남측통과구간 적용공법

3.2 활주로 하부 통과구간

제4활주로 예정부지와 운영중인 제3활주로 하부를 통

과하는 구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침하최소화를 위해 

쉴드TBM 공법이 적용되었다. 쉴드터널 구간은 그림 13과 

같이 연장 1,150m(하행)의 단선병렬 터널로 평면선형은 

곡선반경 R = 600m～700m이고 종단선형은 –18‰～2‰

로 계획되었다. 쉴드터널 단면은 그림 14와 같이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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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활주로 하부 통과구간 터널 현황

그림 14. 터널 표준단면

준 및 신호/전기/통신/기계설비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외경 7,770mm의 단면이 선정되었으며 세그먼

트는 두께 350mm의 RC 세그먼트이고 분할 형식으로는 

6 + 1 key형식이 적용되었다. 

3.2.1 활주로 하부 통과사례 검토

국내에서는 운영중인 활주로 하부를 통과하는 쉴드터

널의 시공사례는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외의 유사한 

시공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중인 활주로 통과

시 침하관리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설계에 반영되었다.

① 일본 하네다 공항 하부 통과사례

도쿄국제공항(하네다 공항)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 위치

한 일본의 주요 공항으로 1997년 3월 신 C활주로를 오픈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객 터미널의 접근성 및 편의 향상

을 위해 케힌(京浜)급행 공항선 연장 사업이 계획되었다. 

하네다 국제공항 터미널 빌딩에 연결되는 케힌(京浜)급행 

공항선은 현재 운영중인 C활주로, 새롭게 만들어질 A활

주로 직하부에 터널을 구축하는 공사로 터널 연장이 약 

1,450m의 단선병렬 쉴드터널이며 1994년 7월 발진용 연

직갱 착수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행선은 1996년 12

월, 상행선은 1997년 2월에 각각 완료되었다.

그림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공사의 특징은 점성토

(AC2) 및 사질토(AS1)층을 통과하며 활주로 하부에 설치

된 연직 배수재 (페이퍼드레인 및 팩드레인)를 절단하면

서 굴진하는 조건이었다. 본 공사에 적용된 주요고려사항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Vol. 15, No. 6
    25

그림 15. 하네다 공항철도 노선 및 지반현황

표 1. 활주로 침하 안정성 검토결과 및 관리기준

최대 침하량 침하곡선폭 최대경사 허용경사 판정 

14mm 22m 0.1% 1.5% O.K

관리기준

1차 2차 비 고

10mm 25mm
25mm 도달시 

굴진방법 재검토

∙ 지반침하관리

운영중인 활주로 하부 및 매립 연약지반을 굴진하므로 

지반침하를 최소화하는 쉴드(Shield)TBM공법을 선정하

였고 지장물의 철거 및 지반내 메탄가스의 발생을 고려하

여 이수식 장비를 적용하였다. 지표침하를 예측하기 위해 

테일보이드에 의한 응력해방을 고려한 탄성 FEM해석을 

수행하였고 신A활주로를 횡단하는 기존터널의 침하계측

결과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50년 후 터널위치의 압밀 침하

량을 추정하였다.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결과 쉴드TBM 

굴착후 활주로 최대 침하량은 14mm 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른 지표면의 경사는 허용경사 이하로 안정하나 현장관

리의 1차 관리치로서 상기의 70%인 10mm를 설정하였고, 

2차 관리치로 허용경사의 l/2인 25mm를 설정하였다. 단 

2차 관리기준치 도달시는 쉴드 굴진을 중단하고 이후의 

굴진 방법은 재검토하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하였다.

∙ 막장압 관리방안

이수식 쉴드에 대한 지반의 거동은 주로 이수압과 뒷채

움 주입으로 지배되므로 관리 이수압 기준을 정지토압 ± 

0.2 kgf/cm
2
로 설정하고 관리 뒷채움 주입비율을 130～

137% 로 설정․관리하였다. 

시공중 계측결과(지표면 수준측량의 결과) 전체적으로 

쉴드머신이 접근한 단계에서 2mm 정도의 침하가 발생하

고 쉴드머신 테일 통과 직후에 상대적으로 융기가 3mm

정도 발생하였으며 쉴드머신 테일 통과 이후 침하량은 어

느 측점에서도 8mm이내로 안정되어 활주로에 미치는 영

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드레인재 및 지장물의 철거

터널노선은 드레인재와의 저촉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이나 계획상 종단계획고의 하향이 불가한 조건으로 드레

인재의 절단이 필요하고 상행선 공구에는 강관말뚝(φ

558mm)이 지반내에 존재하여 굴진중 쉴드기 내에서 이

를 철거해야 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이수식 쉴드 공법을 적

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막장압력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

고 동시에 면판에 특수커터를 설치하여 드레인재를 절단

토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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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히드로 공항 노선 및 지반현황

그림 16. 중앙제어시스템

∙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쉴드 공사는 각 작업 (굴진 제어, 이수 수송, 뒷채움 주

입)별로 감시, 제어를 실시하기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공사를 

종합 관리하였다. 또한 자세제어 시스템 및 자동계측 시

스템을 적용하여 머신의 위치나 자세를 실시간으로 파악

하도록 하였으며 방향제어 시스템 및 쉴드 자동측량 시스

템을 통하여 설정한 계획노선을 쉴드 머신이 굴진할 수 

있도록 하는 쉴드기 운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② 영국 히드로 공항 하부 통과사례

Heathrow Airside Road Tunnel(ART)은 런던 Heathrow 

공항의 Central Terminal Area(CTA)와 공항 서쪽의 항

공기 계류장을 연결하는 내경 8.1m 연장 1.3km의 병렬 

도로터널로 건설되었다. 터널 선형은 기존의 Heathrow 

Express(HEX) 철도터널과 직각으로 교차토록 계획되었

으며 터널 굴착중 공항의 운영이 최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지반거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쉴드 TBM공법이 적용되었

다. 본 공사의 터널노선은 그림 17과 같이 점토(London 

Clay) 및 자갈층 하부를 통과하며 활주로와 유도로를 피

하는 선형계획으로 기존의 철도터널의 상부를 통과, 교차

토록 하여 W형의 종단선형이 계획되었으며 지반조건은 

4～6m 가량의 자갈층이 분포하고 그 하부에 60m의 점토

층(London Clay)이 분포한다. 본 공사에 적용된 주요고

려사항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 굴착조건과 장비의 선정

터널은 3m의 점토층만을 남기고 기존의 HEX 터널 상

부로 통과하며 상부에 급유탱크 등 수많은 공항의 지하시

설 하부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굴착공법의 선택은 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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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쉴드 TBM 장비사양

구   분 추 천 사 양

최대 추력 (Thrust Force) 57,000 ~ 60,000 kN 

최대 토크 (Cutter Torque) 10,000 ~ 12,000 kN-m

최대 회전속도 (RPM) 1.5 ~ 3.0 rev/min

동 력 (Power) 1,400 kW 이상

험성을 줄이는 것과 공항 운영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쉴드 TBM 

장비 제작사의 기술제안 조건은 지반거동의 최소화 및 제

한된 구역(가로 10m × 세로 10m)에서의 쉴드TBM 조립, 

굴착된 점토층의 토공재료 활용(향후 T5의 건설시)을 위

한 특성 유지, 지반처리 작업 최소화 등으로 제시되었다. 

조건을 만족하는 장비형식으로는 토압식(EPB) 쉴드 TBM

이 제안되었으며 쉴드머신은 Semi-open 상태로 작동, 

막장압의 지지는 챔버 안에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공기층

(Air bubble)을 형성하는 것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침하량 예측과 피해평가

터널 시공과 관련한 지반거동의 평가에 있어서 쉴드 

TBM의 성능이 지반손실율 0.4%에 해당하는 지반침하량 

15mm를 넘지 않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장

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신중한 고려 끝에 지반손실율 

1.0%에 해당하는 침하량 한계 40mm가 정해졌고 공항 운

영자인 HAL은 시설에 대한 수리 작업이 필요하다면 밤이

나 공항 폐쇄시간 중 작업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

의하였으나 연료 탱크, 계류장 그리고 유도로 구간은 공

항 운영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대비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 침하제어 및 긴급 대비계획

긴급 대비계획(EPP)은 침하제어방법을 포함하고 있으

며 EPP는 구조물에 책임이 있는 단체들과 기준을 벗어나

는 거동이 일어났을 때의 각 단체의 대비책을 정의하였

다. 급유 탱크의 제어한계점 평가에 있어서는 설계된 지

반손실율 1%에 근거하여 급유 회사는 다양한 세부 작업들

을 추천하였고 쉴드 TBM의 첫 300m 시공에 대하여 실제 

거동을 관측하고 지반 침하경향을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

를 시행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침하평가결과 작은 거동만

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 계측 및 모니터링

지반거동의 모니터링은 위험도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과정은 EPP에 표기된 적절한 비상계획이 구

현될 수 있도록 침하량을 관리하고 조기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며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에 대한 실제 공항 구조

물의 지반거동을 기록하고 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쉴드 

TBM의 특성(Chamber의 공기압, 쉴드 주변의 압력, 그리

고 그라우팅 주입압)의 초기지표를 습득토록 하였다. 또

한 실제 침하량과 예측 침하량을 비교하고 검증토록 하였

다. 초기 단계에서 설계된 침하량에 적합한 데이터를 얻

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실제의 거동을 반영하기 위해 

첫 300m 굴진 후에 침하량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상세

히 측정 하였으며 이러한 계측값은 쉴드 TBM의 다양한 

작업변수들이 최적의 압력유지를 위해 변경될 수 있도록 

반영되었다. 

3.2.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쉴드 

TBM 설계 

해외의 시공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운영중인 활주로

를 통과하는 본 과업구간의 굴착공법은 토압식 쉴드 TBM

이 선정되었으며 굴진시 침하관리를 위한 다음의 조치들

이 설계에 반영되었다. 

∙ 쉴드 TBM 장비사양

현장의 여건상 실시설계 단계에서 장비의 제작사를 결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장비의 기본사양 및 필요옵션 등을 

지정함으로써 시공시 설계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

록 하였다. 쉴드 TBM의 장비사양은 다음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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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막장압 관리사례(일본) 그림 19. 막장압 관리계획

쉴드 TBM 장비사양은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이론식과 

경험식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지반조건 변화시의 대

응성을 고려하여 추천사양을 선정하였다. 이 밖에 장비주

문시 옵션사항으로 정의되는 기능들은 침하안정성의 확

보 및 시공시 위험 리스크 분석에 따라 붕괴감지설비, 비

트마모 감지설비, 프로브드릴, 맨락시스템, 비상발전기 

등의 설치가 제안되었다.

∙ 시험시공 및 막장압 관리방안

쉴드 터널은 쉴드기 면판에 작용하는 지반의 토압에 대

응하는 챔버내의 압력과 테일보이드를 충진하는 뒷채움 

주입압력, 추력 등에 의해 지표의 침하거동에 상당한 차

이를 보이게 되므로 적정한 막장압을 유지하면서 굴진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발진부로부터 초기굴진이 

완료되면 쉴드내 막장압 및 지반침하경향을 분석하고 운

영중인 제3활주로 구간을 통과하기 위한 적정 막장압과 

뒷채움 주입압을 선정하는 시험시공을 계획하였다. 시험

시공구간은 초기굴진 (80m) 및 본굴진 준비구간(60m) 이

후 400m 구간으로 운영중인 제3활주로 통과 이전에 유사

한 지반에 대한 침하계측을 통해 쉴드 TBM 장비의 운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의 경우 TBM 시

공은 주로 암반구간에 시행되어 실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본 과업구간과 같이 지반침하의 영향이 매

우 중요한 경우는 침하와 막장압과의 관계를 사전에 분석

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에

서 시공시 시행되었던 막장압 관리사례를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18은 챔버내 토압 및 뒷채움 비율을 조정하여 지

표변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시

험시공 결과로 3가지 Case로 나누어 지표면 변위와 함께 

시험한 결과이다. 시험결과 Case ❶의 경우 30일 경과시 

침하량이 22.8mm 발생하였으며 Case ❷의 경우 16.1mm, 

Case ❸의 경우 12.3mm 발생하여 막장압은 지표면의 융

기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❶과 ❷의 조합으로 선정하였

음을 나타낸다.

본 과업구간에서도 시공시 챔버내 적정압력은 그림 1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동토압과 정지토압, 수동토압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시공시 측정된 챔버내 압력을 기준으

로 최대 및 최소토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지토압을 기준으로 시험 시공시의 시험토압의 범위

를 설정한 후 시험을 통해 지표변위 계측량과 비교 분석

하여 가장 적정한 토압 및 뒷채움 압력을 선정해야 한다.

 

∙ 계측계획 및 종합굴진관리시스템

시험 시공구간인 400m 구간에 대해 지반침하경향을 

분석하고 적정 막장압을 관리하기 위한 시공중 계측계획

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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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시험시공구간 계측계획

제3활주로 구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협의결과 활주로

내 직접적인 계측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층별 침하계 등을 

적용, 하부지반 전체의 침하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적인 계측방법을 적용토록 계획하였다. 활주로내 층별 침

하계와 활주로 경계부 수평 침하형상변위계를 설치함으

로써 터널 굴착에 따른 종․횡방향의 변위거동을 정확히 계

측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활주로 중앙으로부터 좌우 

10m(폭 20m) 구간은 항공기의 Main Gear 통과구간으로 

이를 고려하여 계측기는 활주로 중앙으로부터 좌우 15m

(폭 30m) 지점에 배치하였다. 

그림 21. 활주로 구간 계측계획

∙ 종합굴진 관리시스템 운영

본 과업에서 운영될 종합 굴진관리시스템은 쉴드기 운

전시의 정보와 붕괴감지 시스템 데이터 등을 중앙제어센

터로 전송하여 지표침하 계측 시스템과 함께 관리토록 함

으로써 쉴드기의 운전과 지표의 침하를 상호 연동하여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공시 각종 변화요소에 즉각적

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 침하 최소화를 위한 횡갱 시공방안

쉴드터널 구간에는 총 2개소의 횡갱이 계획되어 있으

며 활주로와 인접한 구간에 위치하므로 침하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재래식 공법에 의한 

횡갱굴착은 침하발생과 더불어 향후 누수 등의 유지관리 

취약부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그림 22와 같이 

강재세그먼트와 강관을 용접하여 완전차수가 가능한 강

관압입공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22. 횡갱 시공방안(강관압입공법)

4. 결론

인천국제공항 연결철도 공사는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

가 흔치 않은 운영중인 공항의 하부를 통과하는  공사로써 

본 기사에 소개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공법들이 적용된 복잡

한 공사임과 동시에 성공적인 시공을 통해 국내기술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도전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공관리를 통해 운영

중인 공항내 철도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국내 건설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 한다. 또한, 향후 시공중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해결방

안 등이 본지를 통하여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