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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전력, 통신, 가

스, 상하수도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음, 진

동 및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소규모 지하공동구 기계화 

시공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육상에서의 지하공

동구 기계화시공 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를 연결하는 

해･하저 터널의 기계화 시공도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저구간 공동구 시공을 위한 쉴드TBM 

장비를 이용한 기계화 시공 시 장비의 선정부터, 굴착 중 

발생한 시공트러블과 개선사항, 우수한 굴진율을 기록했

던 구간과 불량한 굴진율을 기록했던 구간의 현장 굴진자

료를 바탕으로 지반조건에 대응하여 굴진성능향상을 위

한 참고자료로 소개하고자 한다.

2. 프로젝트 개요 및 인근 유사시공 사례

본 고에 적용된 현장은 국내 최장의 해저쉴드터널(2014

년 당시)로서 발진구는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공장 

부지내에 위치하며 도달구는 충청남도 서천군 △△공장 

부지내에 위치한다. 프로젝트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공사명 : GE3 군장해저터널

∙공사기간 : 2012년 04월 01일 ~ 2014년 01월 30일

∙목적 : 군장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증기를 A사 

△△공장 내 안정적인 공급위한 해저터널 공사

∙공법 : 이수가압식 쉴드TBM공법

∙해저터널 연장 및 규모 : Ø3.0m(내경), L=3,242m

∙기타 구조물 : 수직구 2개소(발진구, 도달구)

터널의 연장은 3,242m로 해저구간 쉴드터널로는 국내 

최장이며, 터널내 배관을 설치하여 스팀을 이송하는 방법

도 국내에서는 최초이다. 계획단계에서 스팀이송방안에 

대하여 교량설치 이송방안과 부두계획 이송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평면선형이 직선인 해저터널 

건설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인근 금강하구 

근처에 본 터널과 유사한 해･하저터널이 2개나 건설되었

지하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특집기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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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3 해저터널

L≒3.242km

그림 1. 인근지역 해･하저터널 시공사례

표 1. 인근지역 해･하저터널 시공사례 비교

공사명 터널연장 터널직경 공사기간 장비형식 지층

금강횡단가스관로공사 1,113m 3.05m 98.11~00.10 Slurry 토사

군산복합화력 건설공사 1,270m 3.80m 07.10~08.12 EPB 토사

GE3 해저터널공사 3.242m 3.00m 12.06~14.01 Slurry 토사~연암

던 것도 참고가 되었다. 그림 1과 표 1은 인근지역 해저터

널 시공사례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3. 지반조건

본 공사구간 일대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경기편마암

복합체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쥬라기 대보관입 암류 화강

암, 그리고 이들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는 백악기 하

부공주층군과 모든 지층들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는 신

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있다(광주도폭(1:250,000) 

및 대전도폭(1:250,0000참조)). 

경기편마암복합체는 본 공사지역 일원에 넓게 분포하

고 있는데, 화강암질 편마암, 안구상편마암, 호상편마암, 

편암류 및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있고, 저압-고온형의 

선캠브리아 변성대로서 쥬라기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있다.

하부공주층군은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역암, 역

질사암, 사암, 이암 등의 쇄설성 퇴적암으로 구성되고 특

징적으로 셰일대가 우세하게 분포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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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충적층

~부정합~

백악기
하부공주층군

~부정합~

쥬라기
대보관입암류화강암

- 관입 -

선캠브

리아기

화강편마암

편암류

호상편마암

안구상편마암

화강암질 편마암

그림 2. 현장 주변 지질개요도

그림 3. 해저터널 종평면도 계획

4. 선형계획 및 구조물 계획

본 공사구간의 지반조사는 시추조사, 현장 및 실내시험

을 실시하였다. 시추조사는 해저터널 계획노선에서 2D 

이격된 위치에서 실시하였으며, 총 40공의 시추조사 중 

해상구간 30공, 육상구간 5공, 인공섬구간 5공을 실시하

였다. 

쉴드TBM이 통과하는 지층은 실트질 점토, 점토질 실

트, 점토질 모래, 모래, 모래자갈, 풍화토, 기반암 등 복

잡한 지층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 토사층을 통과하

고 종점부 도달구 근처에서 연암이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토피고는 장래 항로준설계획을 반영한 최소토피

고 14.0m이며 최대토피고는 31.0m이다. 작용하는 수압

은 3.0bar이하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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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쉴드터널 표준단면 및 단면제원

쉴드터널 표준단면 단면 제원

쉴드터널 내경 3.0m

세그먼트 두께 20cm

쉴드터널 외경 3.4m

굴착 외경 3.55m

테일 보이드
75mm×2=1

50mm

그림 5. 발진구 평면 및 종단 공법현황

그림 4. 터널 통과지층 분포

표 2. 구조물 계획 현황

구 분 발진구 해저터널 도달구

규 모

1개소

(내경 D=16.0m)

굴착심도 

H=32.745m

L=3,242m

1개소

(내경 D=7.2m)

굴착심도 

H=34.786m

계획공법 개착 터널 개착

본 공사구간은 해저터널 외에 쉴드장비의 투입을 위한 

발진구와 굴착 후 장비를 해체하여 인양하는 도달구를 각

각 1개소씩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터널의 내공단면은 

내경 3.0m으로 적용하였다. 평면선형은 직선으로 계획되

었으며, 종단은 드물게 0.04%의 하향굴진으로 계획되었

다. 해저터널의 종･평면 계획은 그림 3과 같으며 구조물 

계획현황은 표 2와 같다.

 터널의 내공단면 선정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사항은 터널의 주요 용도인 스팀배관의 설치에 필요한 공

간 확보와 그 외 각종설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통행로 확

보였고, 검토결과 내공단면 3.0m으로 적용하였다. 표 3

은 쉴드터널의 표준단면과 단면제원이다.

발진구는 지층조건, 장비투입, 배관시공, 굴진시공을 

고려하여 직경 16m로 계획하였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원

형수직구 조성을 위한 흙막이 공법을 비교, 검토 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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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달구 평면 및 종단 공법현황

표 4. 육상 및 해･하저 터널 소구경 쉴드장비 시공사례

공 사 명 공사기간 터널 연장(m) 굴착외경(mm) 쉴드형식 지반조건

부산 광복동 전력구 87.12-90.4 1,033 3,280 EPB 연약층

부산 토성동 통신구 88.12-90.4 416 3,280 EPB 연약층

부산 남부 하수관로 91.12-97.3 5,903 3,550 EPB+TBM 복합지층

부산 구포 전력구 90.12-96.9 940 4,350 EPB 복합지층

부산 구포 전력구 90.12-96.9 6,750 5,030 EPB 연약층

부산 사상통신구 93.7-96.12 905 3,630 EPB 연약층

남천안 통신구 94.5-96.8 1,802 3,650 EPB 암반층

지반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강성이 큰 Diaphragm 

Wall공법으로 적용하였다. 초기 굴진시 지하수 침투방지, 

지반변형 최소화, 쉴드장비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지반보

강공법은 고압분사공법(JSP)을 시공하였다. 

도달구는 지층조건, 장비해체 후 인양 계획을 고려하여 

7.2m로 계획하였다. 발진구에 비해 협소한 부지로 인해 

Diaphragm Wall 시공이 어려워 C.I.P 벽체 조성후 내부 

Lining Concrete를 조성하는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암반

구간은 숏크리트, 록볼트로 보강하였다.

5. 쉴드장비 Type 적용성 검토

5.1 국내 쉴드공법 적용 통계자료 분석

아래 표 4는 쉴드장비 굴착경이 3.2∼5.0m에 해당되

는 국내 소구경 쉴드장비 시공사례에 해당되나 몇몇 사례

를 제외하고는 본 공사구간과 같은 해저조건에는 포함되

지 않는 소구경 터널 위주로 언급하였다.

본 공사구간과 유사한 직경을 가진 시공사례에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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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육상 및 해･하저 터널 소구경 쉴드장비 시공사례(계속)

안산 통신구 95.3-96.11 873 3,260 EPB 복합지층

마산 전력구 95.4-97.3
1,544 3,510 EPB 복합지층

786 3,550 EPB+TBM 복합지층

신당-한남 전력구 94.9-98.2 3,900 3,500 EPB+TBM 암반층

부산 남부 방류관로 96.9-97.8 490 3,550 EPB+TBM 암반층

마산만 횡단가스관로 97.11-01.2 1,354 2,300 SLURRY+TBM 암반층

부산 사상 통신구 97.5-02.2 976 3,650 EPB+TBM 복합지층

한남-원효 전력구 98.8-00.12 2,500 3,500 EPB+TBM 암반층

마산 통신구 95.10-97.5 560 3,250 EPB 연약층

영서-영등포 전력구 96.12-99.12 3,400 5,000 EPB+TBM 암반층

부산 엄궁 전력구 96.7-98.12 706 4,410 EPB 연약층

구동-독산 전력구 00.2-03.4 2,000 3,500 EPB+TBM 암반층

금강 횡단 가스관로 98.12-00.12 1,140 3,500 SLURRY 연약층

시흥-독산 전력구 01.3-03.10 2,740 3,500 EPB+TBM 암반층

북수원 통신구 98.10-00.12 920 3,260 EPB 복합지층

서대전 통신구 99.06-01.12 820 3,260 EPB 복합지층

녹산 방류관로 99.12-02.8 1,587 3,500 SLURRY 복합지층

대림 분기 전력구 01.10-04.5 2,672 3,500 EPB+TBM 암반층

한강하저 통신구 01.10-04.9 1,910 2,850 SLURRY 암반층

싱가폴 DTSS-Kim Chuan Kink sewer 02.05-05.5 5,200 3,260 EPB Marine Clay

신양산-동부산 3차 전력구 02.2-04.2 970 5,000 EPB 암반층

싱가폴 MRT C703 - 853 3,500 EPB 암반층

서울 양재 통신구 08.3-09.9 1,747 2,750 SLURRY -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지중화 08.2-10.1 2,323 4,550 EPB 연･경암

광진-중랑 전기공급 시설 08.12-12.12 2,207 3,600 EPB 암반층

부산 남구-진구 전기공급시설 시공중 3,197 3,600 EPB 암반층-

345kV 신양산-동부산 전력구 시공완료 3,957 5,005 EPB -

서울 창동 전력구 시공중 2,697 3,500 EPB 암반층

대구 달서 전력구 시공중 - - - -

부산 영도 전력구 10.11~12.11 1,155 3,300 SLURRY 풍화암~경암

년대 이전에는 주로 EPB Type 쉴드TBM이 주로 활용되

어 왔으나 육상시공이 대부분 이었으며, 최근에는 대심도 

고수압 조건에 따른 시공이 증가하여 점차 EPB Type 쉴

드TBM 외 Slurry Type 쉴드TBM 등과 함께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적용된 소구경 쉴드장비 

시공사례 조사결과는 대부분 전력구 및 통신구 터널이였

으며 표 4와 같다.

국내 직경 5.0m이하의 시공사례 41건중 EPB Type은 

31건이며, Slurry Type은 10건이었다. 그중 국내 해･하

저구간의 시공사례는 총 13건이며, 쉴드TBM 장비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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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0m이하 쉴드장비 Type별 적용사례

그림 8. 5.0m이하 쉴드장비 Type별 해･하저구간 적용사례

표 5. 국내 해･하저 터널 소구경 시공사례

구분 Type 연장(km) 직경(m) 비고

마산만 횡단가스공사 Slurry 1.35 1.8 하저

금강횡단 가스관로공사 Slurry 1.11 3.0 하저

녹산방류 관로공사 Slurry 1.58 3.0 해저

한강 하저 통신구공사 Slurry 1.91 2.2 하저

군산복합화력 건설공사 EPB 1.27 3.8 하저

한강하류 1차사업 도수시설공사 Slurry 1.20 1.8 하저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구축 제1공구 공사 Slurry 1.30 3.2 하저

인천서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Slurry 1.03 3.2 하저

부산영도지역 전력구공사 Slurry 1.15 2.9 해저

해수담수화 R&D 기반시설공사 EPB 0.41 3.0 해저

군산 GE3 해저터널공사 Slurry 3.24 3.0 해저

율촌Ⅱ 복합화력발전소 토목쉴드 터널공사 EPB 1.56 3.8 해저

영종-교하 제1공구 주배관공사 Slurry 3.24 2.0 해저

은 아래 표 5와 같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하저구간에서의 Slurry 

Type 적용은 EPB Type 보다 현저히 많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해･하저구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할 때 터널굴착 중 막장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에 대한 

관리능력과 압력조정이 EPB Type 보다 우수한 점이 

Slurry Type 장비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

5.2 기타 통계자료 분석

이 밖에도 Tunnelling beneath open water PB report 

(2011) 보고서에서 최대 수압적용 조건 및 장비 적용 사례

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해･하저구간 등의 고수압조건에서는 Slurry Ttype 쉴드

장비가 대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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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B report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BM공법 통계자료

공사명 South Bay Channel Tunnel Storebaelt Tunnel 4th Elbe Tunnel Wesert Tunnel

종류 EPB 3-EPB 4-EPB Slurry Slurry

제작사 Mitsubishi Robbins Howden/Wirth Herrenknecht Herrenknecht

터널직경

(m)
3.98

5.72(×1)

8.72(×2)
8.75 14.2 11.71

터널길이

(m)
5,795

15,600

20,000

18,900

2×7,412 2,561 2×1,645

지반조건 점토/사질토 석회암 대리암/빙하퇴적물 빙하퇴적물 점토/사질토

최대 토피고

(m)
58 90 45 35 20

최대수압

(bar)
7 11 6.3 4.2 4.3

설계압력

(bar)
8.5

11(쉴드)

18(테일실)
8.0 6 6

특이사항
∙스크류 : 

4개 Guillotine Gate
∙ 2단 스크류 ∙ 2단 스크류 컨베이어

∙ TBM air lock

∙ 4.5bar에서 막장붕괴

∙슬러리압력 조절영역 

분리

라이닝 5+1 5+1 6+1 8+1 6+1

공사기간 1995-1999 1988-1991 1990-1994 1995-2000 1998-2002

공사명
Westerschelde

Tunnel
St. Peterburg Nara Water Tunnel Tokyo Wan Aqua Line Hallandsds Tunnel

종류 2-Slurry Slurry EPB 8-Slurry EPB

제작사 Herrenknecht Voset Alpine Japanese

3-Kawasaki

3-Mitsubishi

1-Hitachi

1-HL

Herrenknecht

터널직경

(m)
11.33 7.4 3.95 14.14 10.6

터널길이

(m)
2×6,600 2×800 1,151 2×(4,600+4,500) 2×5,500

지반조건 점토/사질토 빙하퇴적토 점토/사질토 점토/사질토 편마암

최대

토피고

(m)

35 55 135 20 150

최대수압

(bar)
6.4 5.5 11 6 11

설계압력

(bar)
8 8 11 9 13

특이사항 -
∙TBM air lock

∙ 4단 테일실

∙ 4단 테일실

∙ 3단 스크류 컨베이어
∙ 4단 테일실

산악터널

단층대 구간

라이닝 7+1 5+1
강재 세그먼트

(3650mm)
11+1 7+1

공사기간 1998-2001 2002-2004 1984-1988 1994-1997 20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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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커터헤드 선정

5.3 쉴드장비 Type 적용성 검토 결과

밀페형 쉴드Type의 대표적인 형태인 EPB Type과 Slurry 

Type 쉴드 장비형식에 대하여 국내･외 시공사례 및 기타 

자료를 검토 분석한 결과, 해저구간에서 3.0bar 이상의 

고수압이 작용 할 경우의 장비Type은 Slurry Type이 휠

씬 많았으며, 장비 직경이 작은 3.5m이하의 소구경에서

는 더욱 많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저구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할 때 터널굴착중 막장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에 대한 관리능력과 압력조정이 EPB Type 보다는 

Slurry Type이 우수하고, 커터가 이수속에서 회전하므로 

커터의 마모율이 적고, 연속적인 버력처리의 용이성이 토

압식 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술의 발달로 

토압식 쉴드장비에서도 다단스크류와 플러그존을 설치하

여 수압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EPB Type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굴착직경이 작은 소구경 쉴드장비(∅3.5m이

하)에서는 장비 내에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본 공사구간의 장

비는 이수가압식(Slurry Type) 쉴드TBM으로 선정하였다.

5.4 적용된 쉴드TBM 장비제원

본 공사구간에 선정된 이수가압식 쉴드TBM은 대상지

반조건, 막장압 관리, 부지확보 여부,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다. 쉴드TBM에서 터널 굴진효율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커터헤드는 대상지층의 구성을 고려하

여 복합지반용 커터헤드를 선정하였다.

커터헤드의 회전속도에 대한 기본계획은 토사층에서는 

2∼3RPM으로 운전하여 저속회전으로 지반이완을 최소화

하고, 연암층에서는 3∼4RPM으로 굴착효율을 증진시키

려 계획하였다. 적용된 쉴드TBM의 구조도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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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쉴드TBM 장비 구조도

 



Vol. 18, No. 1
    15

6장. 쉴드TBM공동구 설계 및 시공사례 - 해저공동구 시공을 중심으로

그림 9. 쉴드 후방설비 구조도

표 9. 쉴드TBM 장비사양

구분 장비사양 구분 장비사양

쉴드Type Slurry Type

커터

헤드

굴착가능지층 토사,풍화암,연암

쉴드

장비

커터헤드 외경(mm) 3,550 개구비(%) 20

쉴드기 외경(mm) 3,520 유압모터 개수(EA) 4

쉴드기 길이(mm) 8,498 회전속도(RPM) 0.3~4.6

쉴

드

잭

개수(EA) 12

이

렉

터

회전속도(RPM) 2.5

단위추력(kN) 1,000 회전각도 ±200

총추력(kN) 12,000 확장스트로크(mm) 600

스트로크(mm) 1,700 그리스 펌프 공기작동식

이수가압식 쉴드장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유체 

이송이 버력의 처리 방식에 따른 송･배니관 설비이다. 본 

공사가 3km 이상의 장대터널인 것을 고려하여 중앙제어

실에서 유체이송시스템의 Monitoring이 가능한 자동펌

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Pump의 원격제어로 이수관

리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압력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 9는 본 공사 현장에 적용된 쉴드의 후방설비 

구조도이다.

본 공사에 투입된 쉴드장비의 세부사양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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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투입된 이수가압식 쉴드TBM

커터제거

메인비트후퇴

플레이트 

제거

커터제거

그림 11. 개구율 확대 : 면판 절단 및 디스크커터 제거

그림 12. 송니라인 추가 설치

6. 굴착 시 문제점 발생 및 개선사항

6.1 챔버 내 페색현상 발생

터널시점 420m 지점부터 풍화토층에 진입함에 따라 

챔버 내 폐색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구간의 풍화토층은 

매우 조밀한 상대밀도(N치 50/20~50/15)를 가진 지층으

로 면판의 개구부와 디스크커터에 달라붙어 디스크커터

의 회전을 방해하면서 굴착면과 면판의 마찰력이 증가되

어 구동모터의 손상을 가져왔고, 굴착토사가 원활하게 배

출되지 않아 챔버 안이 폐색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

으로 이수비중을 1.2 이상에서 1.2 이하로 조정하였고, 세

그먼트 조립시간동안 청수투입으로 By Pass를 실시하였

다. 또한 협착을 해소할 수 있는 분산제를 이수 1㎥당 

1~2kg 첨가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장에서 판단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설계 당시 선정

한 개구율을 확대(당초 23.2%→28.3%)하여 면판 협착을 

최소화 하는 것과 챔버 내의 점토 및 풍화토의 배토를 원

활하게 해줄 수 있는 송니라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었

다. 또한 당초 메인비트가 디스크커터 보다 105mm 전방

으로 돌출되어 있었는데 풍화암 및 풍화토구간에서 불리 

할 것으로 사료되어 메인비트를 디스크커터 보다 10mm 

후방으로 후퇴시켰다.

6.2. 장비의 선형 이탈

일반적으로 쉴드TBM의 본체가 터널내로 완전히 진입

하는 약 10m 구간은 지하수의 침투 및 지반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반보강을 하며, 쉴드TBM은 발진구에서 초

기굴진 시 엔터란스의 굴착규격이 쉴드 본체보다 크기 때

문에 하향굴진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상향으로 방향을 

잡아 굴진을 시작한다. 하지만 지반보강이 완료된 위치부

터는 대상지반의 조건과 토피의 영향을 받으므로 부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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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장비의 선형이탈 후 대응방안

선형이탈 후

테이퍼 세그먼트 투입 강재 세그먼트 투입 장비 내 그라우팅홀

공통작업:뒤채움 밀실주입,자동측량장치를 통한 실시간 선형확인,수동측량(1회/1일)

이음부 누수 볼트박스 및 미세크랙 누수 테일씰 앞부분 장비내 누수

그림 13. 쉴드TBM의 누수발생 위치

의해 장비가 상향되는 현상이나, 반대로 지반지지력이 현

격히 감소되면 장비의 처짐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물론 

굴진 후 신속한 세그먼트 조립과 동시에 뒤채움을 실시하

면 선형의 이탈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장비의 선형이

탈이 발생되기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선형이탈 예상구간 선정

∙부력검토

∙허용지지력 검토

∙ 2차원 예비안정성 검토

∙ 3차원 예비안정성 검토

∙지반불량구간에 대한 보강 방법 수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형이탈에 대한 예비 작업을 수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굴착 시 장비가 선형을 이탈하였때

를 대비하여 현장에서는 표 10과 같은 대응방안을 수립하

였다.

6.3. 터널 내 누수현상

6.3.1 쉴드TBM의 누수발생 위치

쉴드TBM에서의 누수발생위치는 크게 세그먼트, 쉴드

장비의 테일씰 앞부분 즉, Thrust Cylinder와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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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세그먼트 부분파손으로 인한 지수재 출현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외 그라우팅 주입구에서도 일

부 발생하였다. 그 중 쉴드TBM 누수는 대부분 세그먼트

간, 링간 이음부에서 발생하며, 그 외 볼트박스, 세그먼트 

내부 미세크랙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그림 13 참조)

6.3.2. 쉴드TBM 누수발생 원인 및 대책

가) Thrust Cyinder 추력 시 편심에 따른 세그먼트의 

부분 파손

본 공사구간에서 세그먼트의 부분파손은 장비의 굴진 

시 Thrust Cylinder의 추력이 일정하게 세그먼트에 작용

하지 않을 경우 세그먼트의 부부파손이 발생하였으며 이

는 세그먼트 가장자리나 볼트박스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

장 많았다. 세그먼트 가장자리의 파손은 지수재를 드러나

게 하고 누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므로 시공시 주

의해야 한다.(그림 14 참조)

Thrust Cylinder의 편심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Operator의 경험과 숙련도 향상으로 세그먼트간, 

링간 정확한 조립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다.

나) 진원이 형성되지 않은 세그먼트의 조립

본 현장은 표준세그먼트와 테이퍼 세그먼트를 병행 설

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테이퍼의 각도를 고려한 반력

대의 설치가 필요하고 세그먼트의 조립 시 완벽한 진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진원의 형

성이 잘 안되었을 경우(그림 15 참조), 본 현장에 계획된 

2열 지수재가 밀실하게 접합되지 않아 누수의 원인이 되

므로, 본 현장 쉴드 장비에 설치된 진원유지장치 등을 이

용해 완벽한 진원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5. 진원이 형성되지 않은 세그먼트의 조립

다) 지수재 접착의 숙련도

공장에서 제작된 세그먼트가 현장에 운반되면 검수를 

마치고 현장의 작업장에서 지수재를 설치하게 된다. 이때 

작업자의 지수재 접착 숙련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동

절기에 지수재 작업을 할 때는 접착력이 떨어져 지수재가 

세그먼트에 잘 붙지 않으므로 접착작업 시 천막이 있는 

작업장에서 열풍기를 등을 가동한 상태에서 접착력을 향

상시키고 고무망치로 밀실하게 세그먼트에 접착시켜야 

한다. 현장경험에 의하면 지수재의 접착상태가 누수의 원

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동절기에 접착작업이 훨씬 어

려웠다.(그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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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입시 상태 불량한 지수재 접착상태 열풍기 배치

그림 16. 동절기 세그먼트 접착현황 관련 사진

그림 17. 터널내 누수 우레탄보강(예)

라) 세그먼트 제작 당시의 공장상황

쉴드TBM에서 누수는 시공 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 간혹 세그먼트 제작 시 공장상황도 살펴 볼 필요도 

있다. 본 현장에서 추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그먼트 

이음과 링간 이음도 우수한 상태이고 뒷채움도 밀실하게 

주입되는 상황에서 12시방향과 1시방향에서 종방향 미세

크랙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었다. 현장에서의 시공

이 문제가 없었다면, 세그먼트 제작 당시의 외기의 온도, 

작업자의 숙련도 및 정확도, 재료의 배합, 타설, 양생의 

과정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일정기간 이렇게 생산된 

세그먼트는 비슷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 기타 의견

쉴드TBM에서 누수의 원인으로는 가)~라)에 기술한 것

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세그먼트설치

와 함께 뒷채움이 매우 중요하다. 조속히 뒷채움이 실시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계속적인 물길 형성으로 터널 내 상

시 누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터널 내 누수가 발생

하면 상황에 맞는 보수, 보강 방법을 검토 실시해야 하며

(그림 17 참조), 터널 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밀 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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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커터헤드 분당 회전속도(RPM)

지층 토사 암반

R 3.0 4.0

Pe(cm/회) 1.00 0.35

표 12. 사이클 시간 산정결과

지층 토사 암반

Cm(분) 50 70

표 13. 일 굴진율 산정결과

지층 토사 암반

일진량(m/day) 12.0 6.0

세그먼트(링/일) 10 5

7. 현장 굴진자료 분석

7.1 일 굴진율 산정

본 공사구간은 터널 총연장 3,242m 중 토사구간이 약 

2,900m로 전체 연장의 90%를 차지하고, 도달구 부근의 

약 340m 구간이 일축압축강도 약 80~120MPa의 암반구

간이다. 대부분 구간이 토사구간인 이유로 복합지반용 면

판을 적용하였고 토사구간 굴착에 더욱 적합하도록 토사

용 비트를 15cm 돌출시켜 발진구로부터 연암구간 도달 

시 까지 굴착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통

과 지층별 굴진 속도 산정은 국내 유사직경, 유사지반의 

일 굴진율을 분석하여 산정하였으며 토사층은 7.0~14.0 

m/day(7.8~15.0링/일), 암반층은 2.7~4.7m/day(3.0~ 

5.2링/일)의 범위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좀 더 정량적인 

일굴진율 산정하고 싶었으나 토사지반에서의 굴진율 산

정은 아직까지 명확한 이론식이 없는 관계로 한국전력공

사에서 소구경 쉴드TBM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건설표준

품셈 식으로 일 굴진율을 산정하였고 아래와 같다.

1회 사이클 시간(건설표준품셈 기준)

Cm=T1+T2 (1.1)

여기에서 T1 : 1 Stroke 시간

T2 : 정치시간(10분)

T1= (l / (R×Pe))× 100 (1.2)

여기에서 l : 1 Stroke 길이(1.2m)

R : 커터헤드의 분당 회전 속도

Pe : 굴착면 1회전당 커터 투과 깊이(cm/회)

본 공사구간과 유사한 지반에서 커터헤드 분당 회전속

도(RPM)은 표 11과 같고, 1회 사이클 시간은 표 12과 유

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의 식 (1.1)을 적용하여 굴진시간을 고려한 일 굴진율

을 산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일굴진율 L(m/day) = (60×24× l×E) / Cm (1.3)

여기에서 l : 세그먼트 길이(1.2m)

E : 작업효율(장비가동율 35% 적용)

Cm : 순굴착시간

국내 쉴드TBM의 가동율은 대체적으로 약 30%~40%로 

평가되므로, 본 연구구간에서는 약 35%를 적용하였다. 

위의 식 (1.3)을 적용하여 일 굴진율을 계산한 결과 표 13

과 같은 일 굴진율이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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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3,8월별 통과지층구간 

그림 19. 월굴진율

7.2 굴진율 분석

7.2.1 굴진율 분석 대상 선정

본 공사구간은 2012년 12월 1일 초기굴진을 시작해서 

2013년 11월22일까지 약 12개월을 굴착하였으며 현재는 

굴착을 마친 상태이다. 굴진율 분석을 위한 대상지층은 

전체연장의 90%를 차지하는 토사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후방설비의 완전한 탑재가 이루어지고 본 굴진을 준

비하기 위한 기간인 초기굴진기간(2012년 12월부터 2013

년 01월)은 정상적인 본 굴진만의 기간이 아니므로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암반구간이 출현했던 2013

년 10월,11월도 토사구간과의 굴진율을 비교･분석하기에

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이하여 월굴진율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결국, 순수한 토사구간 굴착기간인 2013년 2월부터 

9월가지의 굴진율 중에서 가장 굴진성과가 우수했던 모래

층･모래자갈층을 통과했던 8월과 가장 굴진성과가 저조

했던 풍화토층을 통과했던 3월에 대하여 월 굴진율 및 회

전속도, 회전압, 추력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7.2.2 월 굴진율 분석

본 현장의 월 굴진율은 그림 19와 같다.

위의 그림 19에서 보면 굴진준비를 위한 초기굴진 12

월,1월과 암반구간을 굴진했던 10월,11월 뺀 나머지 기간 

중에서 3월 굴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8월의 굴진율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3월의 굴진율은 177.6m/월이며, 8월의 굴진율은 44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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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풍화토층구간 세그먼트 설치 그래프(3월)

그림 21.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구간 세그먼트 설치 그래프(8월)

월로 약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3월에 통과했던 지층은 

풍화토층이며 이 구간의 풍화토층은 기반암인 사암 및 셰

일의 풍화잔류토로서, 분해시 실트질 점토화 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반면 8월에 통과했던 지층은 모래층 및 모

래자갈층은 세립~중립질 모래 및 직경 20~50mm 정도

의 자갈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20은 풍화토층을 통과했던 3월의 일일 세그먼트 

설치링수 그래프이며,총 설치링수 148링, 평균 세그먼트 

링 설치수는 5링/일로서 표 13에서 산정한 일일 굴진량 

10링/일에 절반 수준이다.

그림 21는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을 통과했던 8월의 일

일 세그먼트 설치링수 분석그래프이며, 총 설치링수는 

370링, 평균 세그먼트 설치수는 13링/일로서 표 13에서 

산정한 일일 굴진량 10링/일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풍화토층을 통과한 3월과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을 통

과한 8월을 비교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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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지반층 및 월별 비교

구 분 3월 8월
토사구간 전체평균

(2월~9월)

본굴진 전체평균

(2월~11월)

월굴진량 177.6m/월 444.0m/월 342.3m/월 304.4m/월

평균 세그먼트 설치 링수 5링/일 13링/일 10.25링/일 9.3링/일

지반조건 풍화토층
모래층,

모래자갈층

토사층

(점토,모래, 모래자갈, 풍화토)

복합지층

(토사~연암층)

그림 22. 챔버폐색 : 센터커터에 가득 찬 점토

그림 23. 챔버 내 진입 후 인력청소

그림 20을 보면 3월1부터 9일까지 일일 세그먼트 설치

링수가 2링을 설치하지 못하는 저조한 상태이며, 이 당시

의 굴진일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풍화토가 커터헤드 면판

의 개구부를 막아 챔버안을 폐색시켜 커터헤드가 돌지 않

아 굴착을 할 수 없는 재밍현상이 발생되었고, 작업중지

와 함께 챔버안으로 진입하여 인력으로 챔버안의 점토화 

된 풍화토를 제거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

으로 나타나 있다.(참고 그림 22, 23)

이후 비교적 원활한 굴진을 진행하다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챔버안이 다시 폐색되는 상태가 되어 Downtime 

증가로 굴진율이 저조하였다. 이 구간의 풍화토층은 매우 

조밀한 상대밀도(N치 50/20~50/15)를 가진 기반암인 사

암 및 셰일의 풍화잔류토로 면판의 개구율이 크지 않아

서, 또한 챔버 내의 이수 조절에 실패하여 점토화 된 풍화

토가 면판에 흡착되어 굴진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 그림 21은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에서 이수가압

식 장비가 아주 원활한 굴착이 가능 한 것을 보여준 자료

이다.

7.3 굴진 Data 분석

7.3.1 풍화토층에서 회전속도, 회전압, 추력 분석

본 공사구간에 투입된 쉴드TBM 장비의 커터헤드 회전

속도는 0.3~4.6이다. 설계 시 토사층에서 커터헤드 회전

속도는 2~3RPM으로 산정하였다. 풍화토층 이 출현하는 

420m지점부터 620m까지의 면판회전속도를 분석해 보

면, 최대회전속도는 3.6RPM, 최소회전속도는 2.3RPM, 

평균회전속도는 3.3RPM이다. 회전속도에 대한 풍화토구

간의 그래프는 그림 2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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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풍화토층에서 회전속도
그림 25. 풍화토층에서 회전압

그림 26. 풍화토층에서 추력

세그먼트 번호 370~384까지 회전속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챔버내의 폐색현상으로 장비를 청소하고 수리하느

라 회전속도가 떨어져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그먼트 384~444까지는 회전속도가 크게 변화가 없

는데, 세그먼트 일일 설치량도 6링~10링 정도로 특이점

은 없다. 세그먼트 445~467까지 회전속도가 떨어져 있는

데 이구간도 챔버내의 페색현상으로 굴진율이 저하되었

고, 챔버안이 점토로 가득하 있는 상태에서는 회전속도를 

상승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세그먼트 467~ 

517까지는 회전속도가 3.5RPM 수준으로 낮지 않지만 일

정하고 이는 3월 풍화토층에서 저조했던 굴진율을 만회하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본 공사구간에 투입된 쉴드장비의 회전압(토크)은 915~ 

1,410(kN･m)이다. 풍화토구간에서 측정된 최대 회전압

은 550, 최소회전압은 340, 평균 회전압은 450으로 회전

압에 큰 변화가 보여지진 않는다. 회전압에 대한 풍화토

구간의 그래프는 그림 25와 같다. 

세그먼트 번호 370~384까지 회전압이 높은 이유는 챔

버가 꽉 차 있는 폐색상태에서 회전속도를 높이고자 회전

압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그먼트 번호 385~415까

지 회전압이 일정한 것은 회전속도 또한 일정했고, 세그

먼트 설치속도는 느리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이후 세그먼트 416~517까지는 커터헤드내 챔버

의 페색과 Downtime증가 그리고 운전자의 주관적인 조

작 등으로 다소 불규칙하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장비의 

굴진율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공사에 투입된 쉴드장비의 총 추력은 12,000kN이

다. 쉴드장비에서 회전속도와 추력은 굴진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다. 풍화토구간에서 측정된 최대추력은 

32, 최소추력은 12, 평균추력은 24.3이다. 추력에 대한 

풍화토구간의 그래프는 그림 26이다.

풍화토층에서 추력은 불규칙한 그래프로 나타났으며, 

이는 챔버폐색으로 인한 장비의 정비시간 증가와 운전자

의 주관적인 운전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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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에서 회전속도

그림 28.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에서 회전압

그림 29.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에서 추력

7.3.2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에서 회전속도, 회전압, 

추력 분석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이에서 면판회전속도를 분석해 

보면, 최대회전속도는 3.1RPM, 최소회전속도는 2.0RPM, 

평균회전속도는 2.5RPM이다. 설계 시 토사층에서의 평

균회전속도를 2~3RPM으로 산정을 한 것을 기준으로 보

면 설계 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 구간의 회전속도 그래프는 그림 27과 같다.

세그먼트 번호 1,796~1,880까지는 회전속도가 다소 

높은 것은 지층이 점토층에서 모래자갈층으로 변화하는 

구간으로 회전속도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의 구간은 이수가압식 장비의 모래층 대응성을 나타내 

주듯이 회전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이수로 막장압을 유지

하며 원활한 굴착이 되어지는 그래프로 보여진다.

이 구간에서의 회전압을 분석해 보면, 최대회전압 370, 

최소회전압 310, 평균회전압 362.9이다. 이는 면판의 회

전속도가 1,796~1,880까지 다소 높았던 것과 같이 회전

압도 비례해 높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회전속도와 비례

하여 일정한 변화 그래프를 보여준다. 이 구간 회전압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28과 같다.
이 구간에서 추력을 분석해 보면, 최대추력 29, 최소추

력 13, 평균추력 20.9이다. 전반적으로 추력이 낮은 이유

는 모래층에 대한 막장면이 안정 돼 있고, 모래지반 굴진

은 낮은 추력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3.3 지층별 굴진속도, 회전압, 추력 검토 결과

풍화토층과 모래층에서 쉴드TBM의 현장굴진자료 중 

회전속도, 회전압, 추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그래프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30~32)

지층조건별 쉴드TBM 장비의 면판회전속도, 회전압, 

추력 등을 비교･분석해보면 풍화토층에서 회전속도, 회전

압, 추력 등이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 보다 상승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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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지층별 회전속도 비교

그림 31. 지층별 회전압 비교

그림 32. 지층별 추력비교

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본 공사구간의 풍화토지반은 면판의 비트나 디

스크커터에 의해 굴삭 되어 분해될 때 실트질 점토의 양

상으로 분해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실트질 점토 

형태의 풍화토가 면판 회전 시 마찰력의 증가로 개구부가 

막히고 챔버안이 막히는 재밍이 발생하며, 챔버가 막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굴진을 시도하면 회전속도와 회전압

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둘째는 이수가압식 쉴드장비의 특성상 점착력이 작고 

투수계수가 큰 조립질 지반에서 적용성이 우수한데 본 연

구구간의 지반이 모래층으로 막장 안정 용이하고 회전속

도에 따른 굴착이 원활해 굴진속도가 우수하였다. 회전속

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도 굴진율이 우수하다보니 회전

압과 추력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 결 론

해저나 하저를 통과하는 조건에서는 쉴드TBM의 장비 

Type 선정은 무한한 수원(headwaters)에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해저 및 하저터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

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공사 중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

는 해저 소구경 쉴드TBM공법을 적용한 터널 현장으로써, 

해저구간에서 장비Type선정과 문제점 발생 및 개선사항 

그리고 토사지반 중 풍화토층과 모래층을 통과하는 구간

에 대하여 현장굴진자료를 바탕으로 회전속도, 회전압, 

추력 등의 영향을 연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해저구간에서의 쉴드장비 Type 선정은 굴착구간의 

지질상태, 막장면에 작용하는 압력조건, 부지여건, 

사용목적, 터널단면크기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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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필요하며. 해저구간에서 국내･외 소구경 쉴드

터널 시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토압식 쉴드공법 보다

는 대부분 이수식 쉴드공법이 적용되었다.

2. 풍화토지반에서는 커터헤드 면판에 협착의 가능성

이 있으므로, 지반조건에 대응 할 수 있는 개구율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송･배니관을 여분으로 설치하거나 

이수압 조정 및 Bypass 등을 실시하여 챔버 내에 

점토의 폐색을 막는 방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3. 굴진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회전속도와 추력이며, 

회전압은 회전속도에 대체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4. 지반이 균질하면 회전속도, 회전압, 추력은 일정하

게 상승, 하강하며, 본 공사구간 대상지층에서의 면

판 회전속도, 회전압, 잭추력은 모래층 및 모래자갈

층 보다 풍화토층에서 상승하였으며, 이는 막장면

에 작용하는 막장압이 면판의 협착 등으로 인해 과

다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운전자가 굴진방향으로 쉴

드장비를 의도적으로 굴진하려는 의지가 추력 및 

회전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

래층 및 모래자갈층에서는 회전속도, 회전압, 추력 

등의 운전조건을 낮추어도 챔버로 공급되는 이수가 

막장면을 유지하고, 배니관을 통해 이수처리시설로 

배출되는 버력이 원활하게 처리되어 균일한 사이클

을 유지하게 되어 굴진속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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