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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sea tunnel needs to be built over 50 km long to connect between nations and 

continents. However there are only 19 tunnels longer than 5 km until recently. And 

there is no history of constructing and operating tunnel longer than 50 km. In Korea, 

subsea tunnels with a length of more than 50 km are being planned, such as Korea~ 

Japan, Korea~China, Honam~Jeju subsea tunnels. Because of the geographical 

conditions of Korea, most of these tunnels are inter-contry tunnels. So technology 

preemption for the subsea tunnel construction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Most of these subsea tunnels are ultra-long tunnels under high water pressure 

conditions. So new technologies are required such as ventil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of high-speed tunnels, securing of structural stability under high pressure 

conditions, and pressure reduction in high-speed conditions. These technologi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ground tunnels.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the ultra-long 

subsea tunnel design under high water pressure of maximum 16 bars through the 

Honam (land) - Jeju (island) virtual subsea project. We proposed a reasonable solution 

to various problems such as securing structural stability in high pressure condition and 

ventilation disaster prevention system of ultra long-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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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국가간 대륙간의 정치 ․ 경제 ․문화의 통합에 따른 여객 및 물류수송의 증가로 인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

템 건설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해저터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저터널의 연장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

다. 하지만, 현재 연장 5 km 이상의 해저터널은 19개가 건설되어 있으나, 연장 50 km 이상의 해저터널 시공 및 운영사례

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 중 해저터널, 한 ․일 해저터널, 호남~제주 해저터널 등 연장 50 km 이상의 

해저터널이 계획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상 국가간 연결터널이 대다수로서,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기술선점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해저터널은 대부분 초장대의 고수압 조건에 건설됨에 따라, 초장대 터널에서의 환기 

및 방재기술, 고수압 조건에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기술, 열차고속화에 의한 공력저감기술 등 육상터널과는 다른 새로

운 개념의 건설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나, 유로터널 등 기존사례의 기술수준 반영 시에는 과도한 건설비와 건설기

간이 소요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호남~제주 구간에 대한 가상설계를 통하여 현재 설계 및 시공사례가 없는 고수압(최

대수심 160 m), 초장대(총 연장 108 km), 고속철도(설계속도 350 km)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시공 중 및 운행 시 효

율적 환기 ․방재 시스템 확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해저 터널, 초장대 터널, 고수압

1. 서 론

대륙간, 도서간, 연육간을 연결하는 고수압(최대 20 bar), 초장대(연장 50 km 이상) 해저터널 건설은 육상부 터

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건설기술로서, 지질조사 및 분석기술, 고수압 조건에서의 설계 및 시공기술, 

초장대 터널의 환기 및 방재기술 등 터널 건설에 대한 모든 기술들이 요구된다. 또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저터

널 건설을 위해서는 지반정보획득, 해저터널 설계, 시공기술, 환기 ․ 방재 및 유지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

의 유기적인 조화가 필수적이며, 일반적인 육상터널에 비하여 critical한 조건인 해저터널에서 적용되는 지반, 설

계, 시공 등 세부기술들의 경우, 해저터널뿐만 아니라 육상터널을 포함한 대부분의 터널 건설 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저터널연구에서 개발된 세부기술들은 해저터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성 평가가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세부기술들을 적용하여 실제 해저터널을 설계, 시공 및 운영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또한 해저터널을 바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해저터

널 건설에 각 세부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호남~제주 구간에 대한 가상설계를 통하여 현재 설계 및 시공사례가 없는 고수압(최대수심 140 m), 

초장대(총 연장 108 km), 고속철도(설계속도 350 km) 터널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호남~제주간 가상해저터널은 현재 운용중인 호남고속철도의 연장선으로 호남고속철도에 운용중인 

열차(τ=18, 설계속도 350 km/h, 총 열차 연장 200 m)를 적용하였다.

해저터널은 Fig. 1과 같이 단선병렬형식의 쉴드 TBM으로 크게 본선과 서비스터널, 구난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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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및 서비스터널은 일정간격으로 횡갱(일반구간 275 m, 구난역 구간 40 m 마다 설치)을 설치하였고, 구난역

에는 수직구가 연결되어 비상시 외부대피, 환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고속열차운행에 따라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공력저감덕트는 횡갱과 통합하여 구조물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개선하였으며, 임의의 한 구간이 폐

쇄되더라도 열차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건넘선을 계획하였다.

Fig. 1. Plan of subsea tunnel

2. 노선검토

가상해저터널설계에서 노선선정 시 지형 ․ 지질을 포함한 해양환경조건, 고속운전에 적합한 선형, 정거장 입지 

및 수직구(작업구, 환기구) 설치위치, 초장대 해저터널의 열차 운행 안전 확보 등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적합한 노선대를 검토하였다.

노선선정 시 설계기준은 300 km 이상 고속철도의 운행이 가능한 종단 및 평면선형 계획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고속철도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검토 노선으로 해남~제주도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과 해양환경 조건 및 

지형, 지질 등 수직구 설치 가능위치 등을 고려한 총 연장 108 km의 해남~보길도(넙도)~추자도~화도~제주도로 

3개의 섬을 경유하는 노선(Fig. 2)을 선정하였다. 이 중 해남~제주도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형은 약 100 m

의 인공섬을 필요로 하며, 이는 최단거리임에도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Fig. 2. Alignment and sit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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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조건 검토

해저심도 검토에서 보길도~추자도 구간은 Fig. 2와 같이 최대수심 60 m이며, 수심 40 m 이내의 구간이 약 75%

를 차지하고 나머지 25% 정도는 수심 40~60 m 정도의 수심분포를 보인다.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의 구간은 제

주해협으로, 수심은 제주도로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제주도 근처에서 급격한 수심변화를 보이고, 최

대 수심은 140 m이며 수심 50 m 이내의 구간이 약 25%, 50~100 m의 구간은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해저지형 및 지질은 Fig. 3과 같다. 추자도 부근은 기반암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

에는 대부분 자갈 섞인 모래질 점토로 구성된 해양퇴적물이 분포하고 있다(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2011). 추자도~제주도 구간의 해저지반은 점토질 및 사질 퇴적층과 자갈을 함유하는 사질 퇴적층(U-layer, 서귀

포층) 지역과 기반암 노출지역으로 구분되며, 기반암은 추자도 부근과 제주해협 일부 지역 그리고 제주도 인근에 

노출되어 있다.

Fig. 3. Profile and geology

4. 터널계획

해저터널은 고수압 조건에서 시공됨에 따라 구조적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나, 복선터널의 경우 단선병렬 터

널 대비 터널단면 내 잉여면적 증가로 인해 경제적 단면형성이 곤란하고, 단면확대로 인해 터널 구조적, 응력적 

측면에서 불리하다. 또한, 해저터널 완공 후에는 단선병렬 터널의 경우가 복선터널에 비해 열차교행으로 인한 사

고위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환기, 방재 등 터널의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승객 및 물류의 운송이

라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해저터널의 기능을 고려하여 본선터널은 Fig. 4와 같이 단선병렬 형식을 적용하였다. 

서비스터널은 시공 중 선행 굴착을 통한 해저지반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적정 공법 계획 등 대처방안을 수립

을 위해, 운영 중 비상 시 원활한 승객대피 및 긴급차량을 이용한 구난활동 등의 방재 목적 및 수직구, 릴리프 덕트

와 함께 환기성능 개선 목적을 위하여 계획하였다.

또한, 본 구간은 최대수심이 약 140 m의 고수압 조건으로 터널 굴착시 안정성 확보에 가장 유리한 쉴드 TBM 공

법을 적용하였다. 본 구간에 적용한 쉴드 TBM 공법은 Table 1에서와 같이 10 bar 이상의 고수압 조건에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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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가 있으며, 17 bar 이상의 고수압 조건에서도 적용 사례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호남~제주 구간의 고

수압 조건에 대한 쉴드 TBM굴진 안정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 Single parallel tunnel (b) Double track tunnel

Fig. 4. Type of subsea tunnel

Table 1. Case history of shield TBM in high water pressure condition

Name of tunnel Nation Use
Diameter of 

tunnel (m)

Length of 

tunnel (m)

Form of 

equipment

Max. water 

pressure (Bar)

Ground 

condition

Storebaelt Tunnel Denmark Railway   8.75 2 × 7,412 EPB 8.0
Sand, Gravel, 

Boulder

4th Elbe Tunnel Germany Road 14.20 2,561 Mix shield 5.0
Sand, Clay, 

Boulder

Weser Tunnel Germany Road 11.71 2 × 1,645 Mix shield 6.0 Sand, Clay

Westerschelde Tunnel Netherlands Road 11.33 2 × 6,600 Mix shield 8.5 Sand, Clay

Hallandsas Tunnel Sweden Road 10.53 2 × 8,600 Mix shield 13.8

Granite, 

Gneiss,

Sedimentary 

rock

Lake Mead Intake 

Tunnel No. 3
U.S.A

Water 

supply
  6.00 4,800 Mix shield 18.0

Volcanic 

rock

Nara Prefecture Water 

Conveyance Tunnel
Japan Waterway   3.95 1,151 EPB 11.0 Sand, Gravel

Tokyo Wan Aqua 

Tunnel
Japan Road 14.14 2 × 4,600 Slurry 6.5 Clay, Sand

Shanghai Changjiang 

Under River Tunnel
China Road 15.43 2 × 7,470 Mix shield 6.5 Clay, Silt

Nanjing Yangtze 

Tunnel
China Road 14.50 2 × 2,990 Mix shield 7.5 Sand, Gravel

4.1 터널단면 결정

해저터널 내공단면은 시설한계 및 공기압(이명감, 미기압) 조건을 고려한 단면설정이 필요하며, 철도터널의 

경우, 설계속도 증가에 따라 시설한계(전차선 설치높이), 공기압 조건 만족을 위하여 내공단면적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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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한계, 전차선 설치높이, 대피로 폭, 공동구 크기 등 시설한계를 만족하는 단면설정 후 공기압 측면 검

토를 수행하여 최종단면을 선정하였으며, 열차속도에 따른 시설한계측면의 소요내공단면은 Table 2와 같다. 여

기서 전차선 설치 높이는 전차선고, 가고, 평행 전차선간 거리, 절연간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TBM터널의 

경우, 동일 구간에서 내공단면 크기 및 형상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에어 조인트 설치를 위한 공간을 고려

하여 전차선 설치높이를 결정하였다. 

Table 2. Required cross-sectional area in a design speed (excluding aerodynamic influence)

Design speed 200  km/h 250 km/h More than 300 km/h

Standard cross section

Minimum curve radius R ≥ 1,600 m R ≥ 2,400 m R ≥ 4,700 m

Widening 31 mm 21 mm 11 mm

Catenary height 5,000 mm 5,000 mm 5,000 mm

System height + Parallel catenary 540 mm 890 mm 1,550 mm

Cant Maximum cant : 180 mm

Track bed
Concrete track bed: top of sub track bed ~ R.L. (500 mm)

Width of concrete track bed: 2,800 mm

Section width 7.5 m 7.8 m 8.9 m

Cross-sectional area (up of R.L.) 39.77 m2 43.25 m2 57.25 m2

공기역학적 측면에서는 이명감과 미기압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미기압 영향은 터널 단면확대를 통

한 미기압파 저감보다는 미기압 완화 시설을 통한 저감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터널 단면 결정시에는 미기압에 의

한 검토는 제외하고, 이명감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였다(K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공기역학적 검토를 위해 

“Thermo Tun”을 사용하여 1차원 비정상 압축 유체 모델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명감에 대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합되거나 강제된 기준은 없는 실정이나, 국제철도연맹(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에서는 Table 3과 같이 기밀 및 비기밀 열차에 대한 이명감 기준을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UIC 779-11 

기준을 준용하였으며(UIC, 2005) 의학적 기준으로 터널 내 압력 변화량 10 kPa 이하로 적용 하였다(Kim et al., 

2012).

기밀도(pressure tightness coefficient, τ)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기밀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차량 외부압력을 

100%로 하였을 경우 내부압력이 약 38%까지 떨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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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riteria of UIC 779-11 (the pressure tightness coefficient, τ > 0.5)

Division 1 sec 4 sec 10 sec

Maximum pressure change 1,000 Pa / 1 sec 1,600 Pa / 4 sec 2,000 Pa / 10 sec

검토결과, Table 4와 같이 압력저감댐퍼 설치 시(250 m 간격, 3.14 m2의 단면적)에는 39 m2 이상의 단면적이 

필요 하며 압력저감댐퍼 미설치 시에는 47 m2 이상의 단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이명감을 만

족하는 터널 면적은 47 m2 이상이 필요하나, 건축한계, 전차선 높이 등을 고려한 시설한계 측면에서 터널의 필요 

단면적이 Table 4와 같이 57.25 m2가 필요함에 따라 터널 내공단면은 내경 8.9 m로 결정하였다.

Table 4. Analysis results about air pressure

Division Installed a pressure reduction damper Not installed a pressure reduction damper

Pressure change for 1 sec

Pressure change for 4 sec

Pressure change for 10 sec

The medical health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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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

세그먼트 라이닝은 8개의 세그먼트와 1개의 Key 세그먼트로 구성되었다. 세그먼트 라이닝 계산 시 약 16 bar

의 수압과 30 m의 토피고를 고려하였으며, Continuum Analytical Model (Duddeck & Erdmann 방법)을 적용하

여 계산 하였다(Lee et al., 2015). Fig. 5는 세그먼트 라이닝 두께 500 mm, 주철근 H22@125로 계산된 결과로서, 

고수압 조건에 따라 모멘트의 증가는 크지 않으나, 축력은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Fig. 5. Structural capacity check (Interaction Diagram-Top)

4.3 환기계획

환기는 공사 중 환기, 운영 중 환기로 구분되고 운영 중 환기는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대

한 환기시스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공사 중 환기는 급기방식, 배기방식, 급배기 방식으로 구분되며, 본 설계에서는 경제성, 시공성 확보가 용이한 

덕트급기방식을 적용하였다. 공사 중 환기는 유해가스 환기량, 장비발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기검토 결과 

Fig. 6과 같이 유해가스에 대한 환기량 확보를 위해 터널 내 풍속은 0.3 m/sec 이상, 환기덕트 직경은 2 m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BM 장비 발열에 대한 대책으로 갱내 냉각파이프 적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결정

(a) Air velocity in tunnel (b) Dust size in tunnel

Fig. 6. Analysis for decision of air velocity and duct size i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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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소요 풍속 및 덕트 크기를 적용하여 ‘SIA 196 code’ (Swiss Society of Engineers and Architects, 1998)를 적용

한 환기 능력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환기 능력 분석 결과 단일 환기 시스템에서의 최대 

환기 거리는 ‘S’등급 덕트 적용 시 10.2 km, ‘S’등급 이상의 덕트 적용 시 최대 15 km로 계산 되었으며, TBM 장비

의 작동 열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Fig. 7. Fan pressure (standard of SIA)

초장대 철도터널에 적용하는 운영 중 환기방식은 급 ․ 배기 방식과 Push-Pull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지하철과 같이 환기구 수가 많은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주로 Push-Pull 방식을 적용하고, 환기구 수가 적은 

일방향 터널 및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급 ․ 배기 또는 Push-Pull 방식을 적용한다.

가상해저터널은 Fig. 8과 같이 평상시 환기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터널을 통해 급기 하고, 본선터널을 통

해 배기하는 방법을 적용하며, 화재 시에는 화재터널에서 직접 급기 하고 배기하는 Push-Pull 방식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평상시 환기시스템은 터널 시 ․ 종점부 및 넙도, 추자도, 화도에 위치하는 총 5개소의 환기소에서 서비스

터널에 외기를 공급하면, 횡갱을 통해 본선터널에 급기하고 본선터널에 연결된 환기갱을 통해 환기소에서 직접 

배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화재 시에는 열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화재열차 상류의 환기소에서 본선터널

로 직접 급기하고, 하류의 환기소에서 본선터널의 화재연기를 직접 배기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Jo et al., 2015).

(a) Normal operation (b) Fire outbreak

Fig. 8. Concept of ventilation flow in cases of normal operation and fire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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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환기량은 열차열, 승객 호흡 및 화재 통제를 위한 공기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상시에 80 m3/min, 화재 시에

는 144 m3/min로 계산되었으나, 안전율을 고려한 소요 환기량은 상시 환기량의 2배 정도인 172 m3/min로 결정 

하였다.

4.4 방재 및 정량적 위험도 분석(QRA)

QRA (Quantitative Risk Analysis)란 위험의 크기를 정량화 시켜 사회적 위험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주요 시

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이를 통해 방재설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재 시설을 계획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장대 해저터널에 대한 사회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 구조 및 예방 계획을 수립하였고, 

횡갱 설치 간격 등 화재 예방 시설의 배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 하였다. 

Fig. 9는 해저 터널 프로젝트의 표준화재 시나리오 및 각 사고 발생별 분기비, 발생빈도 및 회기기간 분석 결과

이다. 화재 및 대피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화재에 의한 열확산 및 연기확산은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측 하였고, 열차 승객의 대피 행동은 FDS (Fire Dynamic Simulat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화재 및 대피 시뮬레이션에의 주요한 입력값 중 하나인 열차화재 강도는 국내

외 적용 사례 검토 및 KTX를 모델로 한 화재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15 MW를 적용하였다. Fig. 10은 화재 및 대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로 등가 사망자수를 추정한 것이며, 분석결과에 따라 등가 사망자수 추정식을 식 (1)과 같이 

산정 하였다. 

FatalEQU = n(FED>0.3) + 1/10 n (0.2≤FED<0.3) + 1/100 n (0.1≤FED<0.2) (1)

Fig. 9. Standard scenario and the analysis results of accident occurre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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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 of evacuation analysis

Fig. 11은 가상 설계안에 대한 위험도 평가결과로, 방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375 m 간격의 횡갱, 서비스터널, 구

난역 3개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Yoo et al., 2015). 횡갱-릴리프 덕트 통합 계획에 따라 횡갱(릴리

프 덕트)의 적정 간격 결정을 위해 방재 측면뿐만 아니라 공기역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횡갱(릴리프 덕

트)의 적정 설치간격은 275 m로 결정되었으며, 단면계획은 Table 5와 같다.

Fig. 11. Result of QRA

Table 5. Plan of cross-passage & relief duct

Separation installation Integrated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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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배수계획

배수계획은 평상시 침투해수의 외부처리 방안과 비상시 해수유입 차단계획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평상시

는 Fig. 12와 같이 종단 최저점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수직구(3개소)를 통해 외부로 배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상시 해수유입을 차단을 위해 구난역 구간에 비상시를 대비한 배수 펌프를 계획하였다. 터널 내 유입량 산정은 

본선터널의 경우 비배수 형식으로 계획되었으나, 갱내 누수를 고려하여 유입량을 0.05 m3/km/min으로 산정하여 

검토한 결과, 중앙배수관 300 mm 적용 시 배수성능을 만족하였다. 

Fig. 12. Drainage plan

4.6 공정계획

전체구간에 대한 연장 및 공정 계획 개요는 Fig. 13과 같다. TBM 장비는 터널 시, 종점부에 각 3기씩, shaft #1, 

2, 3에 양쪽 방향으로 각 6기를 투입하는 것으로 총 24기로 계획하였으며, 이 경우 Critical path는 전체 구간 중 넙

도와 추자도 사이 34.2 km 구간이다. 공기산정을 위한 TBM의 월 굴진율은 해외 및 국내 건설사례를 검토 후 양

측의 평균값으로 월굴진율 355 m를 적용하였다. 

전체구간 중 Critical path 구간인 넙도와 추자도 사이 34.2 km의 예상 공기는 공사 준비, 수직구 굴착, 장비제

작 운반 및 조립에 36개월, 본선터널 굴착에 49개월로 총 85개월로 검토되었고, 이후 추가로 전력통신 궤도 설치 

12개월, 시험운행 6개월로 전체 총 공기는 103개월로 검토 되었다.

Fig. 13. Constru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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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공사비 산정

호남-제주간 가상 프로젝트는 총 연장 108 km의 초장대 해저터널 프로젝트로 개략 공사비는 Table 6과 같이 

본선터널 구간, 인공섬, 환기/방재/기계장비, 시스템, 부대비용 및 예비비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본선터널 구간 중 쉴드 TBM 구간 시공비는 횡갱, 수직구 공사비, 쉴드 굴착에 의한 커터 교체비용 등을 고려하

였으며, 프로젝트 비용 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는 시설 총비용, 부대 비용 및 부지 보상 비용의 10 

%로 계산하였다.

Table 6. Approximate construction cost

Division Basis of estimation
Cost

(KRW in billions)

Ground investigation 100.0

Main 

tunnel

Shield TBM section 24 Shield equipments + Cutter replacement + Cross-passages + Shafts 13,101.9

NATM section (400 m + 1200 m) × 3 sites × 0.3 144.0

Ventilation / 

Disaster prevention / 

Mechanical equipment

427 + 1,478 + 1,508 341.3

Artificial island
Construction cost per volume: 345,842 (￦/m3)

Area (10,000 m3) × Depth of water (28 m) × 345,842
327.3

System (power/signal/

communication)
Reference: the system cost of Honam High-speed railway detail design 2,500.0

Incidental expenses Design cost, Inspection cost, Survey cost 1,000.0

Reserve expenses 10% of Construction cost 1,751.5

TOTAL 19,266.0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호남~제주 구간에 대한 가상설계를 통하여 현재 설계 및 시공사례가 없는 고수압(최대수심 

160 m), 초장대(총 연장 108 km), 고속철도(설계속도 350 km) 터널의 최적단면선정, 시공 중 및 운행 시 효율적

인 환기, 방재 시스템, 구조적 안정성, 공력저감 등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터널단면 선정을 위한 공기압 검토 결과 압력저감댐퍼 설치 시에는 39 m2 이상의 단면적이 필요 하며, 압력저

감댐퍼 미설치 시에는 47 m2 이상의 단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설한계 측면에서 터널의 소요 

단면적이 57.25 m2가 필요함에 따라 터널 내공단면은 시설한계를 만족하는 내경 8.9 m (내공단면적 57.25 m2)

로 결정 하였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Duk-Chan JunㆍKi-Lim KimㆍEui-Joon HongㆍChan-Dong KimㆍYoung-Joon LeeㆍKeon-Woong Jeong

842

2. 약 16 bar의 고수압과 30 m의 토피고를 고려한 세그먼트 라이닝 계산결과, 고수압 조건에서 세그먼트 라이닝

의 모멘트 증가는 크지 않으나, 축력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고려한 세그먼트 라이닝은 

두께 500 mm, 주철근 H22@125의 8개의 세그먼트 및 1개의 Key 세그먼트 형식으로 결정 하였다.

3. 공사 중 환기 계획은 경제성, 시공성 확보가 용이한 덕트급기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유해가스에 대한 환기량 

확보를 위한 터널 내 풍속은 0.3 m/sec 이상, 환기 덕트 직경은 2 m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기 능

력 분석 결과 단일 환기 시스템에서의 최대 환기 거리는 ‘S’등급 덕트 적용 시 10.2 km, ‘S’등급 이상의 덕트 적

용 시 최대 15 km로 계산 되었으며, TBM 장비의 작동 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 되었다. 

4. 운영 중 환기 계획은 평상시와 화재시를 구분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서비스터널의 환기를 병용함으로써 환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터널을 통해 급기하고, 본선터널을 통해 배기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화재 시에

는 화재터널에서 직접 급기하고 배기하는 Push-Pull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환기량 검토결과 소요환기량은 

평상시에 80 m3/min, 화재 시에는 144 m3/min로 계산되었으나, 안전율을 고려한 운영 중 환기량은 상시 소요

환기량의 2배 정도인 172 m3/min로 결정 하였다.

5. 배수계획은 평상시에는 종단 최저점에 집수정을 설치, 수직구(3개소)를 통한 외부배수를 계획하였으며, 비상

시 해수유입을 차단을 위하여 배수 펌프를 구난역 구간에 계획하였다. 터널 내 배수계획은 본선터널의 경우 비

배수 형식으로 계획되었으나, 갱내 누수를 고려하여 유입량을 0.05 m3/km/min으로 산정하여 검토한 결과 중

앙배수관 300 mm 적용 시 배수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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