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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업 위치도 및 현황도

1. 서론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에 위치한 군산화력발전소는 

군산을 비롯한 전주, 익산 등지의 호남지방 전력난을 해

소하기 위해 국제개발처(AID) 차관으로 1964년 착공, 1967

년 준공한 무연탄과 중유를 원료로 운영하던 발전소이었

으나, 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08.17)에 의거하여 

2004년 1월 폐지되었다. 그러나, 제 3차 전력수급기본계

획(2006.12.12)에 따라 기존의 발전소 부지를 활용하여 

액화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700MWx1기의 복합화력발

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이 중 

취수터널과 관련하여 터널 발진 작업구 설치 및 굴진, 도

달작업구의 공정의 경우 2007년 10월에 시작되어 2010년 

03월에 종료되었다. 본 현장의 취수터널과 관련하여 발진

구, 도달구, 도수로 터널 현황 등은 그림 1과 같다.

2. 지반 특성

지반조사는 터널 작업구 및 굴진연장에 따라 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위치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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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반조사 평면도

그림 3. 지층 단면도

과업지역의 지반을 보면 퇴적층, 풍화대, 기반암으로 

분포하며, 퇴적층의 경우 점토 모래 자갈 등으로 구성되

어있다. 쉴드 TBM 굴진 지반은 그림 2에서와 같이 퇴적

층 지반으로 N값은 0/30~ 13/30으로 매우연약~연약한 

상태로, 통일 분류법으로 점토(CL), 실트(ML), 모래(SM)

층을 통과한다.

3. Project 개요

발전소에서 취수로는 안정적인 전력생산에 중요한 구

조물 중 하나로서, 해상에 취수구 설치시 취수로의 위치 

및 구조형태, 시공 방법 등에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현장의 취수로 터널은 그림 1과 같으며, 취수터

널 연장은 1,270m이다. 취수터널계획은 육상 수직 작업

구를 통하여 쉴드 TBM를 굴진하여 굴진 중에 시공이 완

료된 도달구에서 인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도달구는 

충남 서천군 장항내로서 금강 하류에 위치하게 된다.

4. 상세설계

취수로 터널 중 취수구의 경우 지질 및 해양조건, 환경

조건, 민원 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구조물을 선정하였다. 

수로터널의 경우 쉴드 TBM으로 굴진하여 터널을 완성하

게 되는데, 굴진을 위한 수직작업구 조성의 경우 원형 지

하연속벽으로 시공하였으며, 발진 작업구와 터널 접속부 

및 반력벽 배면 지반보강은 Jet Grouting으로 시공하였

다. 쉴드 TBM의 굴착토사 처리 방식은 압송배관 배토방

식으로 처리를 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였

다. 해상의 경우 연약지반을 고려하여 지반보강을 실시한 

후 육상에서 강재케이슨을 제작하여 거치시킨 후 쉴드 

TBM을 관통하여 해상 인양하였다. 취수구 구조물은 육상

에서 제작하여 해상에서 거치시켜 시공하였다.

5. 적용방법 및 기술

5.1 작업구

1) 발진작업구

쉴드 TBM의 터널 굴진을 위하여 육상에서 발진작업구

를 조성하였으며, 굴착심도는 약 31.4m로서 굴착지층은 

점토, 모래 실트층이다. 발진작업구 벽체는 지하연속벽으

로 벽체 두께는 1.2m, 심도는 41.6m이며, 내벽을 중심으

로 직경 15m 원형으로 하였으며, Ring Wall은 그림 4에

서와 같이 1단 시공하였다. 발진부 및 반력벽 지반보강은 

Jet Grouting(Φ800, c.t.c 600) 공법으로 하였다. 그림 6

은 발진구 조성을 위한 시공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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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도 (b) 단면도

그림 4. 발진작업구 현황도

(a) Guide wall (b) D/W 시공

(c) 철근망조립 (d) 바닥콘리트

그림 5. 발진작업구 시공사진

(a) 평면도 (b) 단면도

그림 6. 도달작업구 지반보강도

(a) 지반보강(DCM) (b) 강재 케이슨거치

(c) 작업구 굴착 (d) 굴진기 인양

그림 7. 도달작업구 시공사진

2) 도달작업구

해상 도달작업구는 쉴드 TBM 인양 및 취수구로 사용

되며, 심층혼합처리공법(DSM, Φ1000x 4rod, c.t.c 900)
으로 그림 6과 같이 주면 지반을 보강한 후에 육상에서 

강제 케이슨을 제작하여 보강지반 내부에 거치하였다. 거

치된 해상 강재 케이슨 내에서 미리 중공벽으로 제작된 

철판을 제거하고 케이슨내 도달구 외곽을 보강한 후 쉴드 

TBM을 작업구로 통과시킨 후 취수구 강제케이슨과 취수

관로을 연결하였다. 쉴드 TBM을 인양한 후에 취수탑 구

조물을 강재 케이슨 상부에 거치하였다. 그림 7은 도달구 

시공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5.2 쉴드 TBM 굴착

본 현장에서 같이 해저 도수로 터널을 위한 쉴드 TBM

은 굴진은 토사지반에서의 굴진기 안정성 및 수압과 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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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쉴드 TBM 개요도

(a) 장비운반 (b) 받침대 설치  

(c) 전통거치 (d) 커트헤드거치 

(e) 스크류컨벨트 (f) 후통거치

그림 9. 발진작업구 쉴드 TBM 거치

(a) Standard Segment (b) Taper Segment

(c) R/C 세그먼트 (d) 가동 세그먼트

그림 10. 세그먼트 형태

에 대한 굴착면 안정관리, 엔트런스 등에 대하여 많은 관

리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hield TBM 장비

본 현장에 적용된 쉴드 TBM 장비는 지상설비규모가 

작고 경제적인 E.P.B TYPE 쉴드를 적용하였으며, 굴착

직경은 4.340m로서 장비반입부터 배치까지의 공정은 그

림 8과 같다.

2) Segment

세그먼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으로 외경은 

4,200mm, 내경은 3,800mm, 두께는 200mm, 폭은 900 

mm이다. 세그먼트는 6조각(5+1key)으로 그림 9와 같으

며 세그먼트 체결방식은 볼트박스 형식이다. 또한 연약지

반 굴진시 굴진기 침하로 인하여 선형중심을 이탈할 경우 

원상태 유지를 위하여 강재로 된 가동세그먼트를 별도로 

제작하여 적용하였다.

3) Entrance

엔트런스는 장비 초기굴진 및 도달시 Tail Void를 통하

여 Backfill Grouting제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하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다. 

본 현장의 경우 굴진위치는 해수면 아래로서 일반적인 

엔트런스가 아닌 수압에 의한 지하수 유출 등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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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엔트런스 (b) 설치전경

그림 11. 발진작업구 현황도

(a) 1차 반력대 (b) 2차 반력대  

(c) 세그먼트조립 (d) 뒷채움 

(e) 시공후 터널전경 (f) 터널관통

그림 12. 발진작업구 쉴드 TBM 거치

표 1. 압송펌프 작동원리

1단계 : 버력충전 2단계 : 버력압송

버력호퍼 속에 그라벨 실린더를 밀
어넣고 실린더 속에 굴착버력 충진 

그라벨 실린더가 압착되면 토출밸
브가 열리고 피스톤으로 버력 압송 
시작 

3단계 : 압송완료 2단계 : 버력재충전

피스톤이 그라벨 실린더 속의 버력
을 전부 반출

압송 완료 후 토출밸브를 잠그고 
실린더와 피스톤을 동시에 당겨 버
력 재충전

위하여 그림 11과 같은 특수 엔트런스를 제작 적용하였다. 

특수 엔트런스는 에어주입구를 설치하여 굴착지반과, 굴

진기 및 세그먼트 사이의 공극을 밀착시켜 그라우팅제와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게 하였다.

4) 쉴드 TBM 굴진

쉴드 TBM 굴진은 최소 토피고로 굴착외경(D)의 1.5D 

이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취수구에서의 조수간만의 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준으로 굴진 심도를 결정하였다. 굴

진경사는 발진구 기준으로 취수의 자연유하를 고려하여 

0.2% 상향경사로 하였으며, 굴진연장(L)은 1,270n이다. 

그림 12는 쉴드 굴진에 관한 시공사진이다.

5) 토사반출

쉴드 TBM에서 버력처리는 크게 굴진면에서 발생한 버

력을 스크루컨베이어를 통해 쉴드장비 외부로 반출하는 1

차 처리와 반출된 버력을 지상으로 운반하는 2차 처리방

식으로 구분된다. 2차 처리방식은 크게 대차 방식, 컨베

이어 벨트식, 압송식 등이 있으며, 터널 계획단면 및 굴착

대상 지반의 특징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본 현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2차 굴착토사 지반 처

리 방법으로 굴진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굴

착토사를 처리 할 수 있는 압송배관에 의한 배토방식을 

적용하였다. 2차 버력처리 방식중 압송식은 쉴드TBM 장

비 내 스크루컨베이어 게이트를 통해 배출되는 버력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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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압송가능 입도분포곡선

그림 14. 압송배관 설치개요(750m까지)

(a) 케이슨 절단 인양 (b) 취수탑 설치

그림 15. 취수탑 설치 전경

널 내에 설치된 피스톤 펌프(압송 펌프), 압송관 등을 이

용하여 연속적으로 지상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공, 이

수, 공기, 펌프(복동, 단동식 피스톤) 방식 등이 있다. 그 

중 펌프 방식의 작동원리는 표 1과 같다.

압송방식은 굴진 중 발생한 버력을 굴진면에서 부터 지

상의 호퍼까지 피스톤 펌프 및 압송관에 의해서만 반출하

기 때문에 연속적인 버력반출이 용이하며, 장거리의 굴착

토 운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흙 속에 메

탄가스나 유화수소 등의 가연성 또는 유독가스가 부존하

는 경우는 펌프압송방식을 채용함으로써 터널 내로의 가

스누출을 저감시킬 수 있고, 작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후방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터널이 필요 없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발진수직구 내 소요공간(압

송관 설치)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수직구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압송식 버력처리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굴진대상지반중 대표시료에 대한 입도곡선을 그

림 13에 제시(일본지반공학회, 1997)된 압송가능 입도분

포곡선과 비교 검토한 결과 SM, ML, CL 층 모두 첨가재

주입(보통) 압송용 물 주입범위에 해당하였다. 즉, 압송을 

위한 별도의 첨가재 주입 없이 굴진면 안정을 위한 첨가

재 주입만으로 압송이 가능하며 일부구간에서는 물 주입

만으로 압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연장 1,270m에서 초기굴진(약 70m)과 본굴진(약 

680m)에서는 그림 14에서와 같이 후방대차 후면( P1)과 

수직구 하부(P2)에 2대의 압송펌프를 설치하여 버력을 배

토하였으며, 750m 이후에서는 모래층을 통과하여 압송능

력 저하를 고려하여 수직구까지는 토사대차를 이용하였

으며, 수직구하부 P2펌프에서 지상 Hopper까지 압송하

였으며, 수직구 중간에는 중계펌프를 설치하여 압송능력

을 증대 시켰다. 

6) 취수구 설치

도달작업구의 강재케이슨은 해수 흐름 등에 유동하지 

않도록 앵커블럭을 제작하여 고정하게 된다. 그리고 취수

탑을 설치 위치만큼 강재 케이슨을 절단한 후에 육상에서 

제작한 취수탑을 설치하게 된다. 그림 15는 취수구의 설

치를 위한 시공전경이다. 



14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

특집 군산 복합 화력발전소 도수로 터널 프로젝트

6. Conclusion

이 프로젝트는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 생

산을 위한 냉각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해상에서 취수

구를 설치하여 육상까지 취수로 건설을 위한 기계식 터널

의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하여 향후 수행될 유사사업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시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수터널의 경우 해상에서 육상으로 취수로를 만들

게 되므로 해상구조물 시공을 위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변지역과 연계성 및 지질조건, 시공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수구 위치 및 취수

터널의 시공방안 및 터널형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2) 취수터널의 시공을 위해서는 지질조건 및 물리탐사 

등이 충분히 파악되어 설계와 시공오차를 최소화 하

여야 한다.

3) 육상 발진구의 경우 심도가 깊고 해수에 가깝에 위

치하므로 수압 등을 고려한 벽체를 검토해야하며, 

쉴드 장비의 발진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작업구를 

조성해야 한다.

4) 터널공법 선정시 사전 문제점(장비, 지반조건, 버력

처리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6) 터널의 버력처리는 해저터널 내부의 환경적인 문제, 

굴착에 따른 버력처리의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한 

공법이 선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충분한 지반특

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5) 터널장비의 해상 인양을 위해 도달구의 조성은 충분

한 지반조사를 통하여 안정된 지반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파랑 및 해류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조공

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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