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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사 3

들어가는 말 - EPB인가 Slurry인가?

TBM 터널 설계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장비 선정

(selection of TBM)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어떠한 TBM 

공법을 선정하느냐는 터널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많은 터널기술자들의 기본적인 설계 사

항이다. 특히 TBM 장비의 기계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

지 못한 토목기술자들에게는 심각한 기술적 이슈이자 고

민거리라고 할 수 있다.

쉴드 TBM에서 막장압을 유지하는 방법(type of face 

support)은 EPB(Earth Pressure Balance) 또는 Slurry

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참고로 Slurry 타입은 그냥 Slurry

라 하기도 하고 SPB(Slurry Pressure Balance)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Herrenknecht사에서는 Hydro 

또는 Mix shield라고도 부른다. 본고에서는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Slurry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쉴드 TBM

에서의 EPB(Earth Pressure Balance) TBM 또는 Slurry 

TBM을 선정하는 작업은 설계의 핵심사항(Key design 

conside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터널시장에서 TBM 공법적용은 크게 증가

하는 추세이며, 특히 도심지 메트로의 경우 TBM 적용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TBM 터널관

련 기술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여 현재 직경 17.5m급 

EPB TBM이 시공 중에 있으며(그림 1), 직경 19m급이 설

계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각종 첨가제등의 개발로 쉴드 

TBM 공법 적용범위가 증가하고 있고, 두 공법을 한 현장

에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Multi Type이 개발되어 적용되

었다. 또한 경암(Hard Rock)에서 쉴드 TBM 공법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EPB TBM과 Slurry TBM의 장단점과 특징 

그리고 그 차이를 살펴보고 공법 선정시 주요 설계고려사

항을 기술하였다. 또한 해외 적용사례와 경험 등을 바탕

TBM 장비선정의 핵심이슈와 기술적 딜레마
- EPB Vs. Slur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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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장비선정의 핵심이슈와 기술적 딜레마-EPB Vs. Slurry-

으로 TBM 공법을 선정하는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

였다.

1. EPB TBM과 Slurry TBM 특징과 적용범위

본고는 EPB TBM과 Slurry TBM 차이에 대한 개략적

인 설명과 함께 Boring 터널의 두 공법에 대한 기술혁신

과 한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PB TBM과 Slurry TBM은 1960년대에 일본에서 처

음 개발되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왔지만, 서로 다른 

원리로 설계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EPB 

TBM은 주변토압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개념으로, 스

크류 컨베이어와 압력벌크헤드로 토사가 제거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기압과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 때 밸런

스는 장비 굴진과 스크류 회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다. Slurry TBM은 폐합된(enclosed) 시스템으로, Muck

과 벤토나이트 혼합물을 빼내고, 슬러리 파이프 시스템을 

통하여 다시 순환하게 된다. 이때 슬러리와 머드 스크린

의 형성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게 된다. 각각의 

<그림 1> Bertha-World's largest EPB TBM(직경17.5m)

EPB TBM Slurry TBM

<그림 2> EPB TBM와 Slurry TBM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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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최상으로 사용되도록 결정하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 주어진 지반조건하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

로 작동한다면, Slurry TBM 설계가 보다 용이한 조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운영상에 에러가 일어나거나, 막

장면에 공극이 생기고 머드 스크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

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막장 밖의 무언가가 

장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Herrenknecht에서는 “EPB 

TBM은 지반이 연약한 경우, 점토 또는 실트를 많이 함유

한 점착성 토질 그리고 낮은 투수성이 가장 이상적인 조

건이며, Slurry TBM은 양호한 입도의 사질토부터 거친 

입도의 자갈까지의 범위를 갖는 비점착성 토질에서 유리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타입의 TBM 장비가 최근 수많은 설계 개선을 통하여 서

로 겹치는 지반조건에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공통점

은 이러한 TBM 장비가 점점 더 다양한 지반으로 확대 적

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PB and Slurry TBM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며, TBM 터널 설계시 프로젝트 조건

을 고려하여 이를 잘 반영해야만 한다. 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단점이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심각하

게 고려되어 주요한 결정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급속굴진이 좋은 이점이 되는 프로젝트도 있

지만, 현장위치 및 운송 등과 같은 현장여건을 고려할 경

우 빠른 굴진이 전체적인 프로젝트 공기에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PB TBM과 Slurry TBM 장비의 기본 설계는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

인 외양과 시스템은 많은 부분이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Main structures, Trailing Gantry Structure, 

Propulsion, Segment Erector and handling 등이 서로 

<표 1> EPB TBM and Slurry TBM의 장점

EPB 

TBM

∙Overall simpler system to learn, operate and maintain

∙ In case of face collapse amount of ground loss is 

limited

∙Able to take advantages of self-supporting grounds

∙Better overall production rates are possible over 

Slurry TBMs

∙ Lower capital cost

∙Smaller site and launch shaft

∙ Lower consumption of additives(no slurry circuit)

Slurry 

TBM

∙Required pressure is determined / controlled by 

system

∙ Lower torque

∙ Lower cuttinghead Power

∙Contaminated muck is not exposed until it reaches 

the surface

∙Able to integrate rock crusher

∙Cleaner tunnel environment

EPB TBM Slurry TBM

<그림 3> EPB TBM과 Slurry TBM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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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EPB TBM 또는 Slurry TBM의 선정은 지반침하를 방

지하기 위하여(Settlement Control) 막장압 조절을 어떻

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기초한다. 일정한 관리

기준내에 침하를 관리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타입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매우 양호한 조절을 

유지할 수 있다. Slurry TBM은 슬러리 압력과 챔버 내의 

밀도와 유동으로 침하를 조절한다. 반면에 EBP TBM은 

굴착 중 챔버 내의 EPB의 압력조절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것은 굴진과 굴착토가 배출되는 매칭속도(matching 

rate)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장비 모두 장비에 의해 유지되는 조절은 단지 

막장면에서 뿐이다. 그러나 침하관리는 막장면에서 멈추

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2차 침하(장비 통과 후 발생

하는 침하)는 장비 통과시 발생하는 침하량 보다 크다. 2

차 침하는 세그먼트 주위에 백필 그라우팅을 주입하여 조

절되어야 한다. TBM 터널설계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하며, 실제 시공시 지속적인 침하관리가 요구되는 이유이

기도 하다. 

2. EPB TBM 또는 Slurry TBM 장비선정

EPB 또는 Slurry 장비의 선정은 지반조건에 따라 결정

되는 선택사항이다. 그림 4는 Herrenknecht에서 제시한 

장비선정 그래프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자의 크

기(grain size)와 분포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자갈성 지반

에서 Slurry 타입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Slurry 

TBM은 막장압이 펌프압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보다 빨

리 반응할 수 있다. 그림 5는 히타치 조센에서 제시한 

Shield 장비선정 가이드 라인으로 토사입자 분포에 따른 

쉴드공법의 적용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점착성 지반에서는 EPB TBM이 좋은데, 이는 Slurry 

장비가 막히는(Plugged)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

질토와 자갈층과 같은 비점착성 지반에서 Slurry 타입이 

좋으며, 점토성 지반에서 Slurry 타입은 문제가 있다. 

TBM 장비선정이 고려해야 항 하나의 중요한 지반 조

건은 지반의 투수성이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

<그림 4> 지반조건에 따른 장비선정 그래프(by Herrenknecht)

<그림 5> 입도분포에 따른 장비선정 제안(by Hitachi Zosen)

<그림 6> 지반 투수율과 TBM 장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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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불투수성 지반에서는 EPB를 그리고 투수성 지

반에서는 Slurry 타입이 좋으며, 그 경계기준은 투수계수

가 10-6∼10-7m/sec정도 되는 지반으로 알려져 있다.

마모성 지반(Abrasive Ground)

마모성 지반은 석영 광물(quartz mineral)을 많이 함유

하여 커터마모로 인한 TBM 굴진성능을 저해하는 주된 이

유가 된다. 마모성 지반조건에서 두 장비 모두 효과적인 

굴착이 가능하다. 새로운 등급의 보호용 장구(protective 

armor)가 커터헤드에 적용되어 이전 마모판에 비해 5배

이상의 내구수명을 가진다. 또한 커터헤드림 주위에 적절

한 주변도구를 설치하여 두 타입 모두 마모성 지반을 굴

착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마모탐지도구로 커팅툴의 마

모 깊이를 결정할 수 있고, 사전에 커팅툴 교체경보를 제

공한다.

복합 지반(Mixed Face)

복합 지반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장면에 토사

와 암반이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EPB TBM의 사용시, 

단단한 지반을 만나게 될 경우 굴진에 대한 추진력이 저

하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다 긴 여러 개의 스크류 컨베이

어로 극복할 수 있다. 복합지반에서 두 장비 모두 디스크 

커터와 커팅툴의 조합으로서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 

EPB에서 사용되는 리본타입의 스크류는 큰 자갈이 이동

할 수 있게 해준다. Slurry 장비는 전형적으로 슬러리 파

이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단단한 암석을 깰 수 있는 크러

셔를 사용한다.

경암반(Hard Rock)

EPB 와 Slurry 두 장비 모두 경암반에서의 적용이 가

장 어렵다. 특히 EPB의 경우 높은 마모와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암반에서 EPB는 비압력 모드(non-pressurized 

mode)로 운용되므로 압력차가 없게 되어, Muck이 스크

류 컨베이어로부터 배출되어야 하거나 또는 벨트 컨베이

어를 설치해야만 한다. Slurry 장비의 경우, 막장면에서

의 벤토나이트 슬러리의 작용으로 커터헤드의 마모가 덜 

<그림 7> 지반조건과 TBM 장비적용

<그림 8> Mixed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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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만, 장비의 다른 부분은 극심한 마모상태에 놓이

게 되는데, 암편을 배출하는 슬러리 배출파이프나 암크러

셔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

고수압(High Water Pressures)

전통적으로 수압이 2bar 이상인 경우, Slurry TBM이 추

천되어 왔다(비록 EPB 사용가능한 수압이 증가하고는 있지

만). 가장 예외적인 경우가 멕시코시티의 Emisor Oriente 

하수처리 터널에 적용된 직경 8.93m EPB(Robbins 제작)

로서, 6bar의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단계의 스크류 컨베이어와 압력

보상용 디스크 커터가 사용되었다. 이 디스크 커터는 커

터 내부와 커터 외부사이를 밀봉하여 3bar의 압력차를 고

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굴진율(Rate of Advance)

EPB 와 Slurry 두 방법 모두 양호한 굴진율을 달성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급속 

굴진용 EPB 장비 설계시 높은 파워와 토크용량이 요구된

다. 중국 첸두 메트로 2호선 확장에 적용한 EPB 장비가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되었는데, 높은 파워의 모듈러 커터

헤드 추진시스템은 230kN·m의 토크에서 적용이 가능하

도록 특별히 고안된 스크류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빠르게 

굴착토를 처리하고 동시에 마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급속 굴진용 Slurry 장비설계시 슬러리 처리 플랜트는 증

가된 유동율에 비례하여 커져야 한다.

적용 범위(Range of Application)

그림 10과 같이 EPB 또는 Slurry 장비 모두 지반조건

에 대한 적용범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으로 EPB 장비는 세립질 토사지반(finer grained soil)

에, Slurry 장비는 조립질 토사지반(coarser grained soil)

에 적합하다고 하였지만, 최근에 첨가제(additive)와 분

사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두 장비의 적용범위가 넓어져

서, 지반조건은 EPB vs Slurry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이다. 그림 11에는 EPB와 

Slurry(Mix Shield) TBM에서의 지반별 특성과 첨가제 

유무에 따른 적용범위가 나타나 있다. EPB의 경우 지반

<그림 9> 압력보상용 디스크 커터 <그림 10> 첨가제 유무에 따른 EPB와 Slurry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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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경에 따라 Open mode와 closed mode로 구분된다.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서 클로깅을 방지하고 지반의 적용

범위도 달라진다. EPB 방식에 첨가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투수계수가 10-4m/sec보다 큰 지반으로 적용범위

가 확대된다.

선정 기준(Criteria for selection)

EPB와 Slurry 두 방법에 대한 비교부분은 많지만, 일

반적인 선정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의 전력사용규모

∙첨가제의 사용과 유용성 

∙장비 가격

∙요구된 현장크기 

∙굴착토의 처리

∙굴진 속도

∙지역 경험

∙침하관리에 대한 막장압 조절 

이러한 범주에서의 TBM 타입(EPB 또는 Slurry)에 대

한 평가가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최종 

결정은 각각의 기준이 독립적으로 고려되고,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한 기준에 대한 가중치(weighted 

rating)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Survey Result)

2011년 Robbins사에서는 토사지반에서의 TBM 선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는데, 설계, 컨설팅, 시공, 발주처로부터 총 88명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1) ‘토사지반 터널프로젝트에서 EPB 또는 Slurry TBM

에 대한 선호도(preference)가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 EPB

ⓑ Slurry

ⓒ 어떤 조건에 따라(조건을 기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8%가 조건에 따라, 37.5%

가 EPB 그리고 4.5%가 Slurry라고 응답하였다. (c)항목

에서 기술된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수압

(water pressure), 토사입자크기(soil particle size), 리

스크 인식(perception of risk by the consultant and 

contractor). 특히 조사결과에서는 TBM 장비 선정시 가

장 중요한 요인은 지반 조건(Ground Condition)이며, 지

EPB Slurry(Mixshield)

<그림 11> 첨가제 유무에 따른 EPB와 Slurry 적용범위

<그림 12> EPB 또는 Slurry TBM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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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장비선정의 핵심이슈와 기술적 딜레마-EPB Vs. Slurry-

반 종류(Ground type)는 적정 장비 선정 뿐만 아니라 공

사비를 결정하는 요소임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Slurry 

운영시 나오는 배출토도 중요한 요소다. 즉 Slurry 보다

는 EPB에서의 굴착토 처리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리스크 인식이 흥미로운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Slurry는 때로는 만능 해결책(one-size-fits- 

all solution)으로서 사용되는데, 이것은 100% 기술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선택의 경우인데, 이는 Slurry

가 EPB에 비교하여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발주처 입

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전한 

Slurry를 보다 선호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2) Slurry 또는 EPB 선정시 주된 요인(Main factor) 

무엇인가(두 가지 선택).

ⓐ 지반조건(Ground Conditions)

ⓑ 공사비(Cost)

ⓒ 이용한 가능한 현장크기(Available Jobsite Space)

ⓓ 이전작업에서의 경험(Experience on Previous 

Jobs)

ⓔ 기타(기술)

응답자의 대부분인 87.8%가 Slurry 또는 EPB TBM 사

용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지반조건을 들었고, 그 다음으

로는 비용(46.3%)과 경험(39%)을 꼽았다. 20년 전에 일

본에서 이루어진 토론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고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EPB와 Slurry 선정시 다양한 변수

(지질, 비용, 경험 그리고 리스크 등)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화가 많

은 지반에서는 Slurry 장비가 보다 리스크가 적다고 인식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두 장비의 리스크는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EPB의 장비의 기술개발로 대부분의 

지반조건에서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TBM 장비선정에서의 모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터널

기술자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 해결책

(tailor-made solutions)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선정(Right Choice)

EPB 또는 Slurry TBM의 선정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

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6 bar 이상의 고수압에서는 Slurry 

장비가 최상의 선택이며, 점착성 지반에서는 EBP 장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중 어떤 장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상의 선정은 바로 시공사의 

기술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EPB는 막장면에서 발생하는 공극을 보다 잘 핸들링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커터헤드 챔버는 비합축성 재료로 채

워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보

다 적용성이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EPB는 슬러리 

처리시설이 필요한 Slurry 장비보다 초기비용이 작게 든

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Slurry System은 자동화되어

있긴 하지만 장비의 효율적 운영은 경험에 기초한다 말 

할 수 있다. 즉 Slurry TBM이 사용된다면 시공자는 장비

와슬러리가 어떻게 주어진 지질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하

여야만 한다. Slurry 시스템에서 Muck의 유동과 밀도는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요소들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전의 경험으

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림 13> EPB 또는 Slurry TBM 선정시 주된 요소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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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BM 장비선정 사례 - 방갈로 메트로 UG2

본 TBM 장비선정 사례는 인도 방갈로 메트로 UG2에 

대한 것이다. UG2는 약 2500의 twin-bored 터널로서 

암석강도 200MPa 이상의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에서부

터 차별풍화의 특징을 갖은 풍화암층, 그리고 상부에 연

약한 잔류토 지층을 통과한다. TBM 굴착시 전면이 경암 

또는 토사층 그리고 두 개층 이상의 복합지층 통과가 예

상되는바, 적합한 TBM 장비 선정 및 TBM 기술이 가장 

중요한 설계이슈가 되었다. 특히 본 프로젝트는 도심지 

밀집지역에서의 인접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침하관

리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발주처는 Closed face TBM 

터널링을 요구하였다. 본 고는 이러한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TBM 장비가 선정되었는지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본 구간에 대한 146공의 시추조사결과, 터널구간은 다

음의 4개의 지층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실트질과 사

질토(silty, sandy soil overburden, SS), 심한 풍화암

(highly weathered rock, HWR), 중간 풍화암(moderately 

weathered rock, MWR), 경암(HR). 이러한 4개 지층의 

조합이 전체 2.5km에 이르는 터널통과구간의 막장면을 

형성하게 되며, 그 구성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14와 

같다. 25개 이상의 구간에서 5개의 다른 지반조건이 나타

나는 복합지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터널 인버트에서 경암 또

는 풍화암을 포함한 복합지반과 터널 천단에서 심한 풍화

암과 잔류토를 포함하는 복합 지반이 1,592m로서 터널 

전연장의 65%에 이르며, 또한 경암구간이 11%, 토사구간

이 24%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각각의 막장지반조건에 대한 터널연장은 30m부터 최

대 160m까지 다양하며, 어떤 구간에서는 토사층에서 경

암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즉 본 터널구

간은 서로 매우 복잡한 지질구간으로 TBM 터널굴착이 어

렵고 도전적인 복합지반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는 토사 및 암층의 공학적 특성이 나타나 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결과치의 범위가 매우 크며, 기

반암인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의 압축강도는 최대 254MPa

에 이른다.

본 화강암반의 특징은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

전 풍화되어 흔적만 남은 절리, 독립적으로 발달한 핵석, 

점토가 충진된 불연속면, 사각형의 핵석과 신선한 암반 

등과 같은 전형적인 풍화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풍화 화

강암은 독립적이고 단단한 핵석과 함께 본래의 구조를 유

지하며, 기질 내에 날카로운 각질의 석영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마모성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4> 터널선형에 따른 막장에서의 지반조건

<그림 15> 다양한 막장 지반조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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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토의 투수계수는 2.97E-03∼9.86E-07의 반투수

층으로 실제로는 불투수성을 보인다. 지하수위는 지표하 

2∼9m로 몬순시즌에 지하수위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

으며, 언덕지형, 불투수층, 불연속면, 지하수 관정과 리

챠지웰(recharge well)등에 의해 영향 받는다. 또한 본 

구간은 구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터널 굴진 중에 신고되

지 않은 관정 등을 통과할 수 있다.

도심지 천층 터널링에서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지표침

하를 유발하게 되므로, 터널굴진 운영은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지반변화가 심한 복합지반에

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TBM 장비 선정

은 지반조건과 구조적 이슈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

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공학적 판단(engineering judgment)

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G2 프로젝

트에서 TBM 장비제작과 운반에 약 12∼14개월을 소요하

는 것을 고려하여, 입찰단계에서 부터 장비선정과 제작/

운반 등에 기술적 검토가 면밀하게 수행되었으며, 입찰에 

참가한 시공사에서는 EPB TBM보다는 Slurry TBM을 제

안하였다.

최근 EPB와 Slurry장비의 적용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EPB 장비의 경우, 원래 최소 30% 이상의 세

립질 지반에 적용하도록 고안되었지만, 첨가제 등의 발달

로 인하여 이제는 조립질 지반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UG2 프로젝트에서는 장비선정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는 

이슈는 바로 침하관리다. 

본 구간과 같은 변화가 심한 복합지반에서, EPB 장비

의 굴착챔버 내의 지보매체(support medium)는 정확한 

정의와 계측에 한계가 있다. +/- 1바(bar)의 압력의 변동

은 과굴착을 유발하여 과도한 침하와 막장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Slurry 장비는 챔버 내 마찰력이 없는 유체가 지

보매체로 사용되어 미리 결정된 막장지보압을 유지함으

로써, 볼륨 불균형에 대한 압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토사층과 암반층의 복합지반에서 EPB장비의 사

<표 2> 토사 및 암층의 공학적 특성

Layer Description 
Occurrence 

of layer(m)

Thickness of 

layer(m)
N values

Core 

recovery(%)
UCS(MPa) RQD(%) RMR

Layer 1(SS)
Clayey silt/

sandy silt/silty sand
- 0.6-30 7- 1˃00 NA NA NA NA

Layer 2(HWR)
Highly weathered 

rock
0.6-26.5 0.8-14.7 48-Refusal NA NA NA NA

Layer 3(MWR)
Moderately

weathered rock
6.5-25.5 0.2-16.5 NA 0-38 NA 0-62 ˂20-47 

Layer 4(HR) Hard rock 1.0-29.3 1-17.5 NA 11-100 24-308 ˂50-99 50-82

<그림 16> 풍화암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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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 적정한 막장압 유지와 관련된 어려움과 리스크는 유

사한 지반조건에서 시공된 이전 프로젝트에서 경험해왔

다. 이러한 리스크는 도심지 터널링에서 더욱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지질 조건이 예상되는 경우, EPB 장

비보다는 Slurry 장비를 이용한 막장지보방법이 추세가 

되고 있다. Slurry 장비는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화강암

과 잔류토의 복합지반에서 보다 선호된다. Slurry 장비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슬러리에 잠겨있는 커터로 인한 굴착토의 마모율

(abrasivity)로 부터의 커터 마모저감 

∙장비굴진과 독립적인 슬러리 압력에 의한 양의 막장

지보로 인한 지반침하의 감소

∙토사와 암반의 인터페이스존 굴착시 지반과 지하수압

의 조절 용이 

∙암석파쇄기 설치 가능

EPB와 Slurry 장비 모두, 커터비트 교체나 점검을 위

한 TBM 장비의 멈춤과 교체(Cutterhead Intervention, 

CHI)가 필요하다. 가압된 막장의 커터헤드 챔버에 들어가

는 것은 막장의 불안정성로 인한 과다 지반침하를, 심지

어는 막장붕괴와 싱크홀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Slurry 장비에서의 CHI 과정은 EPB 보다는 간

단하고 덜 위험하고 보다 빠른 작업이다. 

대체적으로 정확한 막장압 관리, 조립질 지반에서의 용

이한 관리, 우수한 커터 마모 관리, 쉬운 근접성과 낮은 

지반침하 가능성 등과 같은 리스크 저감측면에서 Slurry 

TBM이 본 현장에서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EPB TBM은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TBM 프로젝트

에서 우선 선정될 만큼 경제적 이점을 가지는 것은 분명

하다. 하지만 극히 굴착하기 어려운 복합지반에서의 EPB 

장비가 오랫동안 정지되었던 최근의 사례 등으로부터 

EPB 장비의 초기비용의 이점은 크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와 같은 어려운 지질조건에서 EPB 장비의 운영상의 어

려움은 추가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리스크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토질샘플로 부터 구한 토사입경곡선으로 부터 

적합한 TBM 장비를 결정한 일반적인 방법은 UG2와 같은 

복잡한 지질조건에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터널구간의 약 11%가 신선한 암반을, 그리고 약 65%가 

토사와 암반의 복합지반을 통과하며, 단지 24%만이 토사

지반을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타났다. 앞서 설

명한 바 있는 Slurry TBM의 장점, 특히 지반손실과 침하 

리스크 저감을 고려하여 시공자와 발주처는 최종적으로 

Slurry 공법을 선정하였다. 이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반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도입한 적합성 분석(suitability 

analysis)에서도 확인되었다. UG2의 경우에 Slurry TBM

이 EPB 보다 약 3배 정도 적합성이 더 뛰어났다. 

<표 3> TBM 장비 적합성 분석 - EPB vs Slurry TBM

Soil Type

% of Total Suitability Factor Weighted Suitability

A B C D = (AxB) E = (AxC) 

Alignment EPB Slurry EPB Slurry

Full face HR 11% 0 100 0 11

Mixed HR/MWR/HWR 14% 0 100 0 14

Mixed MWR/HWR 20% 0 100 0 20

Mixed MWR/HWR/SS 31% 10 90 3 27

Silty sand/clayey silt 24% 100 0 24 0

Total 100%     2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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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엔지니어링업계를 흔들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는 해외시장에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 진출

에 대한 높은 벽과 엔지니어링 기술력의 차이 그리고 코

드 및 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도 개선하고 극복해야할 

일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운 좋게도 싱가포르 Parsons Brinckerhoff에서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곳에서 처음 일을 하면서 터널

기술자로서 크게 놀란 일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모든 터

널을 TBM 공법으로 설계한다는 것이다(일부 접속부나 수

직구 그리고 특수구간 등만 NATM(SCL) 공법). 물론 도

심지 터널링이라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지반침하와 지하

수관리 등이 반드시 요구되는 싱가포르 건설의 특징을 반

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터널굴착중의 철저한 

계측관리(특히 지하수위)이다. 이를 반영한 설계와 시공

관리가 국제기준(FIDIC)의 PM(project management)하

에 수행되고 있어 안전/리스크 관리가 절차화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토사구간 뿐만 아니라 

경암구간에서도 Closed TBM 공법을 적용하고, 특히 화

강암구간에 Slurry 타입을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또한 철저한 막장압(Face Pressure) 조절을 통하

여 터널굴착에 의한 주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BM 

운영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싱가포르에서의 엔지니어링 경험은 한국에서의 

제한된 TBM 경험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TBM 지식 속

에 갇힌 정말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 

주었다. 국내의 경우 TBM 터널은 하저구간, 도심지 저토

피 구간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NATM 공법 적용시 리스크가 너무 클 경우에만 TBM 공

법이 적용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터널

기술자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에 TBM 실적부족이 하나

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TBM 설계와 시공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Slurry와 EPB 장비의 적용범위도 확대되고, 두 공

법을 한 장비에서도 쓸 수 있는 Multi-Mode TBM도 사

용되고 있다. 또한 경암반에서의 Closed TBM 적용도 증

가하고 있으며, 직경 15m 이상의 대단면 TBM 터널도 많

아지고 있다. 이러한 TBM 터널기술의 변화와 발전 속에

서 국내의 TBM 적용은 경제적인 이유로 상당한 적용 제

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TBM 기술의 노하우

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 글로벌 TBM 터널기술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는 숙제를 풀

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터널기술자들이 

TBM 터널에 대한 기술적 경험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

으로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TBM 설계 및 시공적

용 확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

이다. TBM 터널이 우리 터널기술자들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자 방향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TBM 터널기술이 활

성화되고 세계에 진출할 그날을 기대한다.

<그림 17> 터널기술자의 길 - TBM과 N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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