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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 개요

현재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갈수록 인구의 도시집중

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공간이 부족하게 됨

으로 인해 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다. 따

라서, 도시나 공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양의 에너지 수송

의 필요성으로 인한 에너지관로와 기계를 돌리거나 불을 

밝히기 위한 전기관로, 통신을 위한 통신관로 등은 지하

공간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그 동안 지하공간을 통해 관로를 

연결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개착공법이나 터널공법은 필요한 단면에 비해 

과다하게 굴착하여 관로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지상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등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이면서 지

상공간의 사용성을 제한하지 않는 다양한 공법들의 개발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단면만 굴착하고, 

지상공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무인 기계굴착공법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개발된 공법들로는 

SEMISHIELD공법이나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공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공법

은 방향조절이 가능하고, 필요한 단면만 굴착하여 지하관

로 설치시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공법 중 하나라 할 수 있

다. 본 고에서는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에 대하여 공

법 개요와 시공방법, 해외 대규모 시공사례 등을 소개하

였으며,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은 1984년 프랑스 Spie 

Batigrolls Group에서 석유 및 가스시추를 목적으로 개

발되었으며, 이 후 1985년부터 건설공사에 적용되면서 현

재까지 발전되어 왔다.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은 그림 1과 같이 수직갱이 

필요 없이 굴착선단을 지표면에서 발진시켜 필요한 심도

까지 포물선을 그리면서 굴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도중

에 굴착선형을 변경할 수 있는 비개착 지향성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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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rill Rig  그림 3. 발전기

①Pilot Hole ②Reamer 확공

③Pipe Pullback

그림 1.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 모식도

2.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 장비의 제원

HDD공법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는 굴착 및 인발을 위한 Drill Rig System, 굴착기와 지반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한 

Mud System, 정확한 굴착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계측시스템인 Steering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공을 위한 기

타 부속장비로는 Reamer 등이 있다.

2.1 Drill Rig System

Drill Rig System은 자체동력을 지원하는 발전기가 동반되며, 제어장치인 Control Unit에 의해 Drill Head 및 Hole 

Opener의 회전속도를 조절한다. 그림 2는 Pilot Hole에 대한 굴착 및 확공을 위한 Drill Rig 장비를 보여주며, 그림 3은 

굴착을 위한 동력을 전달해주는 발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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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eering System

2.2 Mud System

Pilot Hole 굴착 및 확공시 비트 및 확공기에 대한 지반과의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확공단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벤토

나이트를 이용한 Mud System이 적용된다.

그림 4는 벤토나이트 Mud를 Drill Rig를 통해 압송하여 배출하도록 하기 위한 Mud Pump와 발전기이며, 그림 5는 벤

토나이트 Mud를 제조하고 보관하는 Mud Tank이다.

그림 4. Mud Pump 및 발전기 그림 5. Mud Tank

2.3 Steering System

Steering System은 그림 6과 같이 굴착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조절하는 계측시스템으로 드릴선단에 위치한 Mud 

Motor는 계측 부속장비로 계측장비인 MGS와 Tru-Tracker와 연계하여 굴착장비의 위치와 방향을 조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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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부속품

그림 7은 Drill Bit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8과 9는 확공을 위한 Bit, 그림 9는 Hole Opener (Reamer)단면을 보여

준다.

그림 7. Drill Bit  그림 8. 확공 Bit

그림 9. HDD Hole Openers(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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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 시공순서 및 방법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은 지향성 착공기를 사용하여 트렌치나 수직갱을 시공하지 않고 지중을 굴착하며 굴착도

중에 Drill Pipe선단에 있는 Steering Tool에 의해 굴착방향의 변경이 가능한 공법으로 Pilot Hole(선행굴착), 

Reaming(확공), Cleaning, Pulling 등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 공법이다.

1) 1단계(작업구 계획)

작업구에 아래 그림 10와 같이 Drill Rig장비를 설치하고, 굴착에 사용될 벤토나이트액을 배합하여 Pilot Hole 굴착시 

사용하게 된다. 작업구와 도달구 지점에 아래 그림 11과 같이 강관 케이싱을 설치하여 확공단면의 함몰을 방지하고 있다.

그림 10. 작업구 모식도 그림 11. 공벽유지 강관설치

2) 2단계(Pilot Hole 굴착)

강관케이싱 설치 후 그림 12와 같이 Pilot Hole을 굴착한다. 일반적으로 3″~3.5″의 드릴로드 (Drill rod)를 사용하여 

계획된 선형을 굴착하고 드릴헤드(Drill Head)에 의하여 드릴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토사구간은 초고압 머드젯팅(Mud 

Jetting)을 사용하여 굴착하며, 암반층을 통과할때는 공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커팅비트(Cutting Bit)가 달린 드

릴헤드를 사용한다.

머드(Mud)는 일반적으로 지수성이 강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물과 섞어 사용하며, 머드젯팅 (Mud Jetting) 압력은 

250bar 이상이고, 파일롯드릴(Pilot Drill) 공정 중 드릴헤드(Drill Head) 위치는 헤드에 내장된 센서에서 보내지는 신

호를 드릴로드에 연결된 시그널 케이블(Signal Cable)을 통해 감지한다.

굴착 중 방향전환은 드릴헤드가 약간 굽어져 있어 일정 방향으로 돌려 놓고 밀면서 방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일 직

진을 원할시는 회전시키고 밀면서 직진한다.

Steering System은 머드모터(Mud Motor) 드릴선단에 위치하여 굴착선형에 위치를 알려주는 계측장비의 부속장치이

다. 계측장비인 MGS(그림 13)는 깊은 심도의 장거리 굴차의 측량에 사용되는 표준장비로서 드릴파이프에 부착되어 굴

착공 선단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예정된 선형관로와 굴착중인 선형의 위치, 심도, 거리 및 방위각 등을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측장비이다. Tru-Tracker system(그림 14,15,16)은 굴착공 주위의 금속성 



K
T
A

기 술 강 좌

HDD(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공법 소개

Vol. 16, No. 5    61

물체로부터 자기간섭이 있는 경우 지표면에 설치된 전선에 의해 별도의 자기장을 형성하며 자기간섭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측량에 정확을 기하는 MGS에 부가적인 측량방법이다.

그림 12. Pilot Hole 굴착

그림 13. MGS장비 시스템 그림 14. Tru Tracker 시스템

그림 15. Tru Tracker 육상설치 그림 16. Tru Tracker 하상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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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파이프 관입

3) 3단계(확공 굴착)

Pilot Hole을 굴착한 후 그림 9와 같이 확공을 위한 Reamer를 달아 Pilot Hole을 이동하면서 확공한다. 확공은 설치

할 파이프를 달지 않고 원하는 확공단면을 굴착하기 위해 수차례 반복작업을 한다. 확공단면을 굴착하는 동안 공내에 잔

류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그림 18과 같이 공내청소를 수행한다.

그림 17. 확공 굴착 그림 18. 공내 잔류물질 제거

4) 4단계(파이프 설치)

확공단면을 완성한 후 Reamer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완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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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 해외시공사례

Project Location Company Soil Year Length/Pipeline, tech

① Ras Ghurab Water Supply

Saadiyat Island to Ras 

Ghurab Island 

(Abu Dhabi),UAE

TATCO 

(UAE)

sandy clay,

crystal

gypsum,clay

2013~

2014

Length : 3.8km

Pipeline : HDPE 14''

Carbon Steel 20'' insertect

② Harringvliet powerline Harringvliet Netherlands Visser &Smit Hanab - 2014

Length : 2x2.5km

Pipeline : HDPE 450mm 

insertect

③ Yangze River gas pipeline Shanghai, China
China Petroleum 

Pipeline Bureau
alluvial 2013

Length : 3x3.3km

Pipeline : Steel 28", 16"

insertect

④ Sabine River Crossing gas 

pipeline

Starks, LA and Deweyville, 

TX, USA

Ranger Field 

Services
- 2013

Length : 3.4km

Pipeline : Steel 12"

insertect

⑤ Solent Strait2 gas pipeline Southamptton, UK LMR Drilling
sand/

clay
2011

Length : 3.9km

Pipeline : Steel 12 3/4'' 

insertect

⑥ Solent Strait1 gas pipeline Southamptton, UK LMR Drilling
sand/

clay
2010

Length : 3.9km

Pipeline : Steel 12''

insertect

⑦ Pembroke Gas Pipeline
Milford Haven,

UK
LMR Drilling sandstone 2010

Length : 3.0km

Pipeline : Steel 457mm

insertect

⑧ Hampton Roads 

Crossing(HRX) Pipeline주1)
Virginia, USA Mears compact soil 2009

Length : 4.9km(HDD)

1.6km(Trench) 

Pipeline : Steel 24''

(HDD+Trench)

⑩ 홍콩국제공항 확장공사

설계계획

Hong-kong international 

airport
- - 예정

Length : 5.0km

Pipeline : -

4. 시공사례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은 지표면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 깊이에 제한이 없고 시공속도가 빨라 주로 항만, 하

천, 강 및 도로분야에서 가스관, 하수관, 전력관 등 지하시설물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시공사례가 많은 반

면 국내에서는 주로 700m이내의 소규모 전력 및 가스관 공사에 많이 적용되었으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시공경험이 많

이 축적된다면 장경간의 다양한 공사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시공사례는 2km이상 대규모 해외시공사례를 검토하였다.

4.1 HDD공법 장대 해외시공사례

해외의 경우 전력, 가스, 수도 등에 필요한 관로에 대해 하천이나 강, 해협 등을 통과하는 공법으로 수평지향성 압입

공법(HDD)을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km이상 장대 시공의 경우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방향으로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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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Pembroke Gas Pipeline 평면계획도

그림 21. 발진구 전경 그림 22. 도달구 전경

착하거나, 중간에 인공섬을 만들어 연결하는 방법, 트렌치공법과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을 병행하는 방법 등이 주

로 이용된다. 

4.2 Pembroke Gas Pipeline 시공사례 검토 (Length=3.0km)

Pembroke Gas Pipeline은 영국 남웨일즈 지역의 Pembroke 2,000MW급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파이

프라인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으로 시공하였다.

시공사인 LMR Drilling은 2009년 10월에 시작하여 2010년 5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3km의 해상을 횡단하는 

Pipeline을 안전하게 완성하였다.

1)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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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embroke Gas Pipeline 제원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Company ∙ LMR Drilling(Germany) Pipeline ∙ 457mm

Nations ∙ Milford Haven, South Wales UK Application ∙ Gas

Project ∙ Pembroke Gas Pipeline Technology ∙ Intersect

Year ∙ 2010년 Rig ∙ 3,000kN

Length ∙ 3,000m Soil ∙ sandstone

그림 23. 지층종단

2) 지층조건 및 시공

그림 15와 같이 지층조건은 주로 붉은색의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ipeline이 통과하는 주요구간은 Ritic Fault

를 통과하고 있고, 암의 압축강도는 20~140MPa 범위에 있다.

장대 시공구간임에 따라 암에서의 장비 마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의 깊게 시공하였으며, 굴착길이를 고려하여 Pilot 

Hole 시공은 양방향에서 250톤, 350톤 굴착장비로 굴착하였다.

굴착시공은 암반의 강도와 연장을 고려하여 그림 16과 같이 16″의 Pilot Hole 굴착을 양방향에서 시공하였으며, 그림 

17과 같이 양방향 시공은 발진구에서는 1,980m를 350톤 굴착장비로 시공하였고, 도달구에서는 1,074m를 250톤 장비로 

시공하였다. LMR사는 Pilot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 큰 사이즈의 16″를 적용하여 암반조건의 장대시공의 리스크

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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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공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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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ilot(16″) 그림 25. 양방향 교차공법

5. 결언

본 기사는 지하 관로 설치공법인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지장물이 많은 도시지역이나 하상

을 관통하기 위한 관로에 대해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은 활용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기사가 향후 국내

의 지하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