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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Abstract)

In the circumstances being continuous the unusual 

weather in the world, the city of Seoul has been 

devastating flood damage in July 2011, because of 

the heavy rainfalls. Along with expensive repairs to 

property, thousands of flood victims occurred;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damages in city.

Recently, as a part of the flood protecting measures, 

there are being discussed about the deep underground 

flood drainage tunnel, underground regulating reser-

voirs, permeable pavement, infiltration facility, river 

improvements, diversion channel, sewer pipe and ditch 

improvement and so on.

Therefore, it is useful to make the plan of flood 

protecting measures more and more cost-effective 

and rational methods by considering the similar flood 

measures and constructions in the mega cities like 

Seoul.

1. 도입(Introduction)

최근 한반도에서의 기상 이변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

과 대구가 2.5℃/100년으로 가장 높으며, 해양에 인접한 

강릉, 부산, 목포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912년부터 2008년까지 한반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해에 

따라 편차가 크게 타나나고 있지만 연평균 강수량은 장기

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강수일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

세에 있으나 80mm 이상의 호우 일수는 증가하는 추세이

다. 또한 최근 1990년 들어 여름 시작일은 빨라지고 있으

며, 겨울 시작일은 서울,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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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반도 지역의 기온(oC) 및 강수량(%)의 변화

그림 2. 한반도 기후의 아열대 변화 추세

월 중순에 나타나는 등 점차 늦어지고 있다(그림 1).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아열대화

로의 기후구의 변화는 20세기말 (1971~2000년) 대비 21

세기말 (2071~2100년) 한반도의 기온이 4℃ 상승 시, 산

지를 제외한 남한 지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구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2).

2011년 7월 25~28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 지

역에서는 산사태, 하천범람, 하수구 역류 등으로 도심이 

침수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재산 및 인명 피해를 크게 입

었으며, 그에 따른 간접적인 경제활동 위축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조차 힘들다.

침수 피해 지역을 지역적으로 자세히 보면 오류동역 주

변 지하철 침수에 따른 운행 중단, 분당선 선릉역 침수, 

강남역 사거리 침수에 따른 이동 통신 먹통, 광화문 일대 

범람, 서초구 방배동 정전사태, 경기도 광주의 경안천 범

람, 도시 고속도로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

로의 교통 통제 등 많은 피해가 속출했다(그림 3).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침수 피해 수방 대책의 일환

으로 대심도 대형 빗물 터널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지

의 특성상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수직구 구간을 제외

한 터널 전 구간을 비개착으로 수행함으로 지중 매설물 

이설이 거의 불필요하고, 교통 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으

며, 지반의 침하로 인한 주변 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굴착 방법인 Shield TBM을 이용한 기계화 터널

링 시공을 구상 중에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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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 도심지 침수 피해 사진

표 1. 서울시 빗물 배수 터널 계획 구간

사업 구간 터널 연장 (km) 사업비 (억 원)

통인동 ~ 청계천 2.0 396

신월동 ~ 안양천 4.3 1892

삼각지역 ~ 한강 2.0 936

사당역 ~ 한강 3.6 1511

강남역 ~ 한강 3.1 1446

신대방역 ~ 여의도 3.2 1498

길동 ~ 천호동 1.8 850

따라서 해외의 빗물 저류 터널 건설 현황을 검토함으로

써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시공함으로써 폭우에 의한 침수 피해를 최소

화 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저류 터널

일본 도쿄의 연 평균 강수량은 1,621mm/year(2000 ~ 

2009)로 세계의 강수량 평균에 거의 2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대도시가 그러하듯 하천 주변으로 도시화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빌딩 숲과 도로 개설로 인해 폭우시 

지표수가 지중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도로 구조를 갖고 있다.

기후는 점차로 강수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열대성 

저기압의 발달과,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더욱 더 폭우에 

따른 도심의 침수 피해 대책이 필요했다. 

대도시의 침수 피해 대처 방법으로 하천 정비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나, 폭우시 하천 제방을 범람하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지형 조건에 따

라서 하천 정비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단점이다.

도로 하부에 전환수로(Diversion Channel)를 설치하

여 하천의 용수량을 증대 시키는 방안도 있으며, 저지대 

공터를 빗물 저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인도 포장을 투

수성이 높은 재질로 하여 빗물이 지중으로 유입시키는 방

안, 도심 하부에 침투 시설물(Infiltration Inlet)을 통한 

빗물의 지중 유입, 마지막으로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그 중 최근에 건설이 완공된 저류터널을 보면 터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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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쿄 빗물 저류터널(Inner Diameter : ø12.5m)

내경은 ø 12.5m이며, 터널 연장은 4.5km이다. 저류 수량

은 540,000m
3
으로 Kanda, Zenpukuji, Myoshoji 3개의 

강에서 홍수시 하천 제방을 범람 하면 저류 터널로 유입 

하는 방식으로 홍수에 대응하고 있다(그림 4).

이 시설은 2단계에 걸쳐 시공되었는데 1997년 1단계로 

2.0km를 건설하였으며, 2005년에는 2단계로 2.5km를 

추가 완공 하였다. 총 공사비는 약 1조 4000억 원이 소요 

되었다. 현재 터널의 시공비와 유지 관비 비용 대비 폭우

로 인한 침수 피해 비용을 비교한 결과 많은 경제적 이득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3. 홍콩의 저류 터널

홍콩의 연 강수량은 약 2,200mm/year로 현재 폭우나 

태풍에 대한 홍수 대처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기

후적으로는 아열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덥고 습한 날씨

는 폭우와 태풍을 발달시켜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북쪽 

지역은 대도시화에 따른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도

시 개발 사업에 따라 강우시 빗물은 지중으로 유입되기 보

다는 지면을 따라 흐르는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폭우시 홍수로 인한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

며 홍수 처리 능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금융과 경제

의 중심지역으로서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매년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에 수방 대책의 일환으로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을 통해 홍수 저류량을 증대시켜 침수 피

해를 최소화 하고자 계획했다(그림 5).

저류터널 연장은 총 11km로 2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구간은 Tai Hong에서부터 터널 연장은 4.5km 

이며 터널 내경은 ø 6.25m로 설계 되었으며, 두 번째 구

간은 Cyberport에서 부터 터널 연장은 6.0km이며, 터널 

내경은 ø 7.25m로 설계되었다. 현지 지반 상태를 보면 암

반 등급은 전반적으로 신선한 Grade 2~4등급을 나타내

며, 일부 구간의 암반강도는 UCS 290Mpa 이상을 나타내

는 구간도 있으나, 일부 구간은 파쇄대가 분포하는 복합

지반이다. 굴착공법은 도심지를 관통함으로 Shield TBM

을 이용하여 시공 중에 있다.

Shield TBM으로 굴착 중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은 대

수층을 통과 시 많은 용수가 터널내로 유입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Probe Drilling을 통한 전방 예

측을 40m 구간에 수행하였으며 매 30m 마다 그라우팅 

홀을 천공 후 마이크로 시멘트로 차수 하면서 약 900m 

구간을 굴착하였다. 세그먼트는 노동비가 저렴한 중국에

서 제작하여 운송하였으며, 첫 번째 구간은 내경 ø6.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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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홍콩 저류터널 노선 및 유입 수직구 및 횡갱

그림 6. 서홍콩 빗물 저류터널 횡갱 굴착

두께 283mm, 폭 1.5m이며, 두 번째 구간은 내경 ø7.25m, 

두께 310mm, 폭 1.5m 이다.

메인 터널과 수직구를 연결하는 횡갱은 터널 세그먼트 

5개 구간을 제거한 후 굴착을 수행하였다. 본 터널과 

5~6m 사이는 무진동 공법으로 굴착한 후 이후 구간은 천

공 및 발파 공법으로 굴착하였으며 횡갱의 폭은 2.59m, 

높이는 2.25m이다(그림 6).

빗물 유입 수직구는 총 34개가 계획되었으며 직경은 

ø1.5, ø1.8, ø2.3m 3개의 직경으로 설계되었으며 굴착 공

법은 주로 RBM (Raise Boring Machine)을 이용한 기계 

굴착으로 수행하였다. 본선 터널의 버력은 수평 및 수직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TBM에서부서 항구의 바지선

까지 운송하였으며, 횡갱과 수직구에서 나온 버력은 별도

의 광차를 이용하여 반출 시켰다.

4. 텍사스 오스틴시의 저류터널

텍사스 주에 위치한 오스틴시는 최근 2007년까지 엄청

난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여러 번 경험했으며 이로 인

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비용

을 지불하였다. 오스틴 도시의 기후는 멕시코 만에서 밀

려온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만나 폭우

를 자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날씨의 영향으로 토층

은 깊지 않으며 암석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

면 빗물이 지중으로 스며들지 않고 지표로 주로 흐르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하천을 따라 오스틴 동쪽 지역에 도시화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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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스틴 저류터널 노선도 그림 8. 오스틴 저류터널 종단면도

면서 하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약 1.7km의 저류 터널을 굴

착하기로 결정하였다(그림 7).

터널에 대한 생각은 1970년대부터 논의 되어 왔으며 

오스틴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홍수

에 의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은 필수 요소이었다. 하천

을 정비하여 수방 대책을 간구하였으나, 하천을 따라 도

시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랐다. 이에 

1999년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2007년에 설계, 입찰, 시공 

관리에 관한 합동 벤처를 건립하였다.

터널 설계의 주안점으로는 선형은 유입구와 유출구를 

포함해 하천을 따라 선정하였으며 입출구 설계를 공원의 

정서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였다. 유출구는 Lady 

Bird Lake 에 방류하도록 하였으며 중간에 2개의 유입 

수직구를 추가하였다. 저류터널은 역사이펀으로 설계되

었으며 터널 직경은 유입부에서는 ø6.2m로 시작하여 유

출부에서는 ø8.0m로 점차 터널 직경이 확대되도록 설계 

하였다(그림 8).

터널 직경이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굴착 방법은 

전통적인 발파식 터널링 공법으로 설계되었다. 크게 Road-

header 및 천공 발파 공법을 적용하여 본선 터널을 계획

하였으며 보강 공법으로는 숏크리트, Rock Dowel, 격자 

지보 공법 등이 적용되었으며 2차 라이닝은 305mm 두께

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로 설계되었다. 수직구의 심도는 

약 21m 내외이다. 토사층이 약 11m 층후로 분포하며 보

강 공법으로는 Ring Beam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구간인 

암반층은 Rock Bolt와 강섬유 숏크리트를 적용하였다. 

오스틴 저류 터널의 특징은 홍수 시에는 물을 저류하였

다가 가뭄 기에는 하천으로 물을 펌핑해서 지상에는 환경 

친화적인 수중 서식지를 연중 조성하고, 물의 순환에 따

른 물의 부패도 막고자 하였다. 유출부에는 수압에 의한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압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는 

설계를 반영하였으며 출구 시설물은 호수 주변의 공원 환

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미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저류터널 건설을 통해 오스틴 시민의 생명

과 재산 피해를 지켜주며, 도시의 미관을 증대 시켜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5. 결론(Conclusion)

최근 국내의 경우 서울에서 2011년 7월에 발생한 폭우

에 따른 엄청난 수해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검토 중에 있다. 그 중에 가장 논쟁의 중심에 있

는 것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이다. 세계적으로 빗물 저

류터널은 일본의 경우 2005년에 완공 되었으며, 홍콩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미국 오스틴에서도 건설 예정 중에 

있다.

빗물 저류터널의 대안으로 지하 저류조, 하수관거 개

량, Diversion Channel, 투수성 높은 포장 및 침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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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지상 저류조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 중에 있다. 

일본, 홍콩,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시

화에 따른 지면의 불투수 현상은 모든 대도시의 고민거리

이며 빗물을 지중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도심에

서는 대규모 지장물 이설, 교통 체증, 토지 보상비 증대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물

론 기본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하수관거를 확대시켜서 

저류 용량을 증대 시킬 수는 있으나 최근 기후 변화에 따

른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와 국지성 폭우에 따른 강수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중 및 지상 저류조 역시 도

심지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토지 수용

비 문제 및 공간 활용 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을 Shield TBM으로 시

공하는 것은 지장물 이설 불필요, 토지 보상비 최소화, 교

통체증 최소화, 시공 중 지반 침하 최소화, 무엇보다 민원 

최소화 등 가장 적합한 공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미 빗물 터널 시공비 및 유지 관리비용이 

수해에 따른 피해 비용에 비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오스틴시의 경우는 저류된 빗물 터널을 이

용한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 건설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

다. 홍콩의 경우도 침수에 따른 직간접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서 계획 중인 대심도 빗물 저류 터

널도 단순히 홍수에 대한 국한적인 수방대책뿐만 아니라 

보다 서울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

획을 바탕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도심지 홍

수로 인한 수해 피해는 저지대 거주 서민들이 주 피해자

임으로, 도심지 저류터널의 건설은 서민을 위한 복지 정

책의 일환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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