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터널공사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TBM 설계 기초

김재영
(주)코템
공학박사/대표이사

1. 머리말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터널기술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열린 학회”와 “보답하는 학회”가 되고자 “실무자를
위한 무료 터널기술강좌”를 기술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유익한 내용을 보다 많은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COVID-19의 영향으로 시행중인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충실히 고려하면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강좌는 지난 2020년 10월 8일에 개최된 “TBM 설계 기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필자가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와 설계 계산방법을 제시하여 실무에 활용가능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쉴드TBM 터널공사의 일반사항
2.1 쉴드TBM 공사의 대표적 흐름
쉴드TBM 공사의 대표적 흐름과 설계항목은 다음과 같다. 설계항목은 해당 과업의 수행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
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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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진 수직구 공사
② 쉴드TBM 제작 및 세그먼트 제작
③ 필요시 발진부 지반개량 : 수직구 공사와 병행 혹은 굴착종료 후 수행
④ 쉴드TBM 반입 ‧ 조립 : 발진 수직구 공사 후, 쉴드TBM 받침대를 설치하고
지상으로부터 쉴드TBM을 투입한다. 소구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체를
분할하여 반입하고 수직구 내에서 조립한다.
⑤ 발진부 작업장 : 쉴드TBM 투입 ‧ 조립의 전후에서 발진 수직구 주위에 굴착
토사 저장설비, 세그먼트 보관, 크레인 설비, 각종 플랜트를 위한 발진 작업
장을 설치한다.
⑥ 쉴드TBM 발진 : 쉴드TBM 및 발진 작업장이 완성된 후 발진부 갱구의 가설
벽체를 철거하고 수직구내에 설치된 가설 세그먼트, 반력대 설비를 이용하
여 쉴드TBM을 발진부 갱구로부터 지반으로 관입시킨다.
⑦ 초기굴진 : 발진 후 쉴드TBM 굴진에 필요한 후속설비의 길이 이상으로 굴
진이 진행될 때까지 가설 세그먼트와 반력설비를 설치한 채로 굴진한다. 또
한 진행에 따라 부분적 설비투입 등 소규모 교체작업을 반복한다. 임시 굴
진설비에 의한 세그먼트 반입 ‧ 토사반출로 인해 일굴진량 등 시공속도가 본
굴진에 비해 크게 저하된다.
⑧ 단계별 교체작업 : 초기굴진 완료 후 가설 세그먼트와 반력설비 등 발진용
설비를 철거하고 수직구 내 하부 바닥의 설치와 궤도, 굴착토사 반출설비,
후속대차 등 본 굴진용 설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⑨ 본 굴진 : 단계별 교체작업 완료 후 계획된 굴진설비로 굴진과 세그먼트 조
립을 반복한다.
⑩ 도달 수직구 공사 : 발진 수직구와 동일하게 쉴드TBM 도달용 수직구를 공
사한다.
⑪ 도달부 지반개량 : 쉴드TBM 도달부 지반개량을 도달하기 전까지 수행한다.
⑫ 도달굴진 : 도달 수직구까지 굴진 후 도달 수직구 가설벽을 철거, 쉴드TBM
주위를 지수처리하면서 수직구 내로 추진한다.
⑬ 쉴드TBM 해체 : 도달하여 관통한 쉴드TBM을 해체 ‧ 철거한다. 또한 후속대
차, 갱내 설비 ‧ 배관 등을 철거하고 갱내 청소와 세그먼트 방수처리 등을 수
행한다.

<그림 1> 쉴드TBM 터널공사의 대표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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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쉴드TBM 터널공사의 흐름과 설계항목

2.2 쉴드TBM 장비형식의 선정
쉴드TBM 장비의 개요와 형식에 대한 특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최근 쉴드TBM 장비는 제작기술의 발달로 지반의 강도와 특징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응가능하므로 지반조건에 따라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식의 구분은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반조건을 바탕으로
장비구조의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수압과 관련 지상설비의 규모에 따라 형식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도심지
에서는 굴진 중 지질리스크와 굴진관리의 미숙으로 기존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침하와 함께 인근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될 우려
가 크기 때문에 지하수위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형식으로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1> 토압식 및 이수식 쉴드TBM 장비형식의 선정
구분

EPB 쉴드 TBM

Slurry (싱글챔버 or 더블챔버) 쉴드 TBM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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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토압식 및 이수식 쉴드TBM 장비형식의 선정(계속)
구분

EPB 쉴드 TBM

막장안정

∙ 챔버내 굴착토, 첨가재가 혼합된 이토를 충만
∙ 소성유동성, 지수의 적정유지를 위해 첨가제의 종류, 배합,
주입량 조절

∙ 챔버내 이수압을 균등하게 작용시킴
∙ 굴착중 적절한 이수압관리 위해 이수품질의 세심한 조절,
관리가 필요

∙ 기포 주입으로 굴착토의 소성유동화 용이

∙ 모래, 실트의 경우 품질, 압력관리 주의 필요

∙ 터널천단보다 낮은 경우 지수성 유리

∙ 쉴드천단보다 낮은 경우 이수용출 위험

∙ 2~3bar 이하 저수압에서 경제적

∙ 3~4bar 이상 고수압에서 안정적

∙ 지상설비 소~중규모
∙ 작업장내 환경 양호

∙ 지상설비 중~대규모
∙ 작업장내 환경정비에 관리 필요

∙ 친환경(Bio Degradable) 기포재 사용

∙ 2차 처리 탈수케잌은 산업폐기물 처리

∙ 지상플랜트의 소음, 진동 미미
∙ 소음, 진동 민원 우려 미미

∙ 지상플랜트의 소음, 진동 다소 있음
∙ 소음, 진동 민원 우려

∙ 기포재, 폴리머 사용으로 기계부하 경감
∙ 배토능률은 이수식과 유사

∙ 토압식보다 기계부하 적음
∙ 배토능률은 토압식 비슷

지반
조건

토질
지하수위
수압
지상부지

환경
대응

버력
소음진동
시공성

Slurry (싱글챔버 or 더블챔버) 쉴드 TBM

2.3 Dual(Multi) Mode 쉴드TBM
최근에는 복잡한 지반조건, 장대터널 등 다양한 지반조건과 작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토압식, 이수식, 개방형을 1대의 TBM
에서 상황에 맞게 형식변환이 가능한 장비도 개발되어 적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 다양한 지반조건에 대응가능한 Dual(Multi) Mode 쉴드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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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양한 지반조건에 대응가능한 Dual(Multi) Mode 쉴드TBM(계속)

3. 토압식 쉴드TBM
3.1 토압식 쉴드TBM 장비구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토압식 쉴드TBM 장비구성의 예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최근 토압식 쉴드TBM에서는 굴진완료 후
정지 중에 챔버내 압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막장의 압력에 대응시키키 위해 AFC(Active Face Support Pressure Control)
시스템의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 토압식 쉴드TBM 장비의 대표적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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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terhead
∙ Main drive
∙ Shield
∙ Man lock
∙ Screw conveyor
∙ Segment erector
∙ Belt conveyor
∙ Segment lifting system
∙ Backup system
∙ Hydraulic system
∙ Thrust system

∙ Synchronous grouting system
∙ Bentonite system
∙ (CONDAT) Foam injection system
∙ Air compressor system
∙ (AFC) Active Face Support Pressure Control system
∙ Water supply and cooling
∙ Tail shield grease system
∙ HBW, GR130 EP2 grease system
∙ Main drive sealing system
∙ Drainage system

∙ Secondary ventilation
∙ Electric power supply
∙ Guidance system
∙ Control system
∙ Monitoring system
∙ Communication system
∙ Data collection system
∙ Lighting system
∙ Fire fighter system
∙ Gas detect system

<그림 4> 토압식 쉴드TBM 장비의 대표적인 구성(계속)

<그림 5> 토압식 쉴드TBM에서 막장압 유지관리를 위한 AFC (Active Face Support Pressure Control) 시스템의 개요

3.2 막장 첨가제의 설계
토압식 쉴드TBM에서 막장에 주입하는 첨가재는 토질조건에 따라 챔버내 소성유동성과 굴착토사의 반출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첨가재에 요구되는 성질로는 유동성을 발휘할 것, 굴착토사와 혼합하기 쉽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
무공해의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포제의 경우, 다양한 토질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포제의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한 후
발포율, 주입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소요 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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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토질조건별 기포제 종류 및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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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막장주입 기포제의 설계 및 수량산출 방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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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수식 쉴드TBM
이수식 쉴드TBM 장비의 일반적인 구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Cutterhead
∙ Main drive
∙ Shield
∙ Man lock / Material lock
∙ Stone crusher
∙ Segment erector
∙ Segment crane
∙ Slurry pipe crane
∙ Probe drilling machine
∙ Back-up trailer

∙ Slurry circulation system
∙ Hydraulic system
∙ Thrust system
∙ Articulation system
∙ Synchronous grouting system
∙ 2nd grouting system
∙ Air compression system
∙ Industrial water supply&cooling system
∙ Tailskin grease system
∙ HBW, GR130 EP2 grease system
∙ Sewage water system

∙ Secondary ventilation system
∙ Power supply system
∙ Guidance system
∙ Control system
∙ Monitoring system
∙ Communication system
∙ Data collection system
∙ Lighting System
∙ Fire protection system
∙ Gas monitoring system

<그림 8> 이수식 쉴드TBM 장비의 대표적인 구성

4.1 이수순환을 위한 송 ‧ 배니수 용량의 계산
이수식 쉴드TBM에서 이수의 순환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굴진효율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장비의 성능을 검토할 때 송 ‧ 배니수
의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산된 용량은 송 ‧ 배니 펌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산된 값과 동일한 용량으로 과업구간의
수두를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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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수식 쉴드TBM의 송‧ 배니수 용량계산의 예

4.2 송 ‧ 배니 관경의 설계
송배니관 설비는 송니관, 배니관, 밸브류 및 배관연장을 위한 보조장치(신축관 등)를 기본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바이패스관 및
바이패스용 밸브, 유량계, 밀도계 등이 송배니 계통에 해당된다. 송배니 관경은 쉴드TBM 외경, 굴진속도 및 토질조건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쉴드TBM 외경에 대한 관경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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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쉴드TBM 외경과 송배니 관경과의 관계
쉴드TBM 외경

배니 관경(인치)

송니 관경(인치)

2m 이하

2~4

2~4

2m~4m

4~10

4~8

4m~6m

6~12

6~12

6m~8m

8~12

8~12

8m~10m

8~14

8~12

10m~14m

12~14

12~14

5. 기타 쉴드TBM의 설계 기초
5.1 세그먼트의 테이퍼량 설계시 주의사항
곡선구간에서 테이퍼량을 너무 크게 하거나 테이퍼링을 연속하여 사용하면 세그먼트와 쉴드TBM의 각도차가 커지고 쉴드TBM의
테일과 세그먼트가 접촉되는 원인이 되며, 잭추력이 불균일하게 되어 세그먼트 손상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 테이퍼
량, 테이퍼링의 폭, 테이퍼링의 조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면곡선 시공용 테이퍼 링은 Key세그먼트를 12시
방향으로 하고 좌우(수평축) 방향으로 테이퍼 양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그먼트를 지그재그로 조립하는 경우 최대 폭의 위치
가 테이퍼 효과를 작용시키려는 위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테이퍼량, 테이퍼링의 조합을 검토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둘 필요
가 있다.

<그림 10> 세그먼트의 테이퍼량 설계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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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뒤채움 주입의 설계
뒤채움 주입관리는 압력관리와 주입량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압력관리는 항상 주입설정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주입량은 일정하지 않다. 또한 주입량 관리는 항상 일정량을 주입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압은 변화된다. 어느 한쪽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양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채움 주입량은 주입재의 지반에 대한 침투나 누출 외 곡선시공, 여굴, 주입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명확히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뒤채움 주입량 = Q×α
계산 공극량 Q는 굴착체적(쉴드TBM의 굴착 직경을 기준)에서 터널체적(세그먼트의 외경을 기준)을 뺀 값이다.
주입율 α는 주입재료의 특성(체적변화), 토질 및 시공상 로스를 고려한 계수이며, 실적을 근거로 설정한다. 연약 점성토 지반에서는
주입율을 과대 평가하면 할렬주입에 의한 2차 압밀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뒤채움 주입시스템은 일반적으로 TAC system과 Euro-TAC system으로 구별되며, 시스템에 따라 배관의 구조와 폐색에 대한 청
소구조가 상이하다. TAC의 경우 배관의 매립으로 인해 장비직경이 다소 증가하나 폐색이 적어 유지관리와 시공성이 양호하나, Euro
TAC의 경우 장비직경은 TAC에 비해 다소 감소하나 폐색과 막힘이 잦아 유지관리와 시공성이 불량하다. 따라서 적용 방식에 따라
장비 직경이 변경되며, 유지관리 및 시공성과 부수적인 다운타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방식을 확인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최근 도심지에서 쉴드TBM 터널이 계획되어 발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설계와 계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설계방법이 제조사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설계자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누락되거나 검토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 주관한 “실무자를 위한 무료 터널기술강좌”에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한 “TBM 설계 기초”의 내용 중
일부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쉴드TBM 터널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참고적인 자료로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활성화
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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