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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시험사업 대상지역

구  분 사업대상지역 구  분 사업대상지역

1공구
김해시 회현배수분구 부원동 및

활천배수분구 삼정동 일원(1.6km
2
)

4공구
천안시 성정, 천안상류배수분구

성정동 및 신부동 일원(1.98km
2
)

2공구
부천시 여월배수분구 원종동 및 

성곡동 일원(1.7km2)
5공구

보성군 벌교배수분구

벌교읍 벌교리 일원(1.12km2)

3공구
안동시 천리배수분구 일원 및 중구2

배수구 법흥동 일원(1.82km2)
6공구

서천군 서천배수분구

서천읍 일원(2.79km2)

1.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시범사업 개요

국지성 집중호우, 기습폭우 등으로 대변되는 이상 기후

변화로 국민의 생활 및 주거 공간인 도시지역이 해마다 

침수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도시침수 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동시에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일상화되어 도시기반시설에 여러 가

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강우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기습폭우 발생과 더불어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강우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장래에는 더

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도시침수 예방

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

였고, 우수배제시설의 계획빈도를 상향하였으며 금번 시

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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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의 기대효과

구  분 기 대 효 과

상습침수지역 해소
∙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지역주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

∙ 하수도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방류수역 수질보전
∙ CSOs 및 비점오염 저감 등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 방류수역 오염부하 삭감 및 처리시설 대체에 따른 경제효과

기술개발, 산업진흥

및 일자리 창출

∙ 침수예방 관련 최신 설계기법과 관리기법의 개발, 

관련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하수도정비 모델의 

확대보급

∙ 침수발생 원인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침수 예방 하수도정비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정 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 기여

그림 1. 2공구 부천시 사업 시설계획 평면도

그림 2. 주요 시설물 연계 현황 개요도

표 1과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부천시 등 6개 지자체를 선정

하여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상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다음 표 2와 같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개 시험사업 대상지역에서 2공구 부천시와 4공구 천

안시 사업에서 하수터널 구조물이 계획되었으며, 2공구 

하수터널은 Shield TBM 공법이, 4공구는 세미 Shield 공

법이 설계반영되었다. 이중 2공구 하수터널에 적용된 

Shield TBM 터널에 대해 본 기사에서 간략하게나마 소개

하고자 한다.

2. 부천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개요

사업범위는 상습침수지역인 원종2동, 성곡동이 포함된 

베르네천 및 여월천 수계를 범위로 하며 주요 시설계획은 

하수관로 정비 5.1km, 하수터널 1.1km(내경 4.3m), 유입

정 2개소 및 빗물펌프장 1개소(Q=250m
3
/min) 등과 같

다.(그림 1, 그림 2)

본 사업에서 침수해소방안별 검토내용 및 터널구조물

을 선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하수도 개량 방안

- 저지대, 반지하 건축물 침수해소를 위한 여유수

두 확보 한계로 인해 적용 곤란

2) 베르네천 복개암거 확장 방안

- 베르네천 복개암거 추가 확장으로 수위개선 효과

는 확보할 수 있으나, 베르네천 복개암거 노선구

간은 도로가 협소하여 부설에 필요한 부지확보 문

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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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면 현황 개요

그림 4. 횡단 현황 개요

3) 하수터널 설치 방안(선정안)

- 저지대 배수를 위한 충분한 여유수두 확보

- 빗물펌프장을 퉁한 집수된 우수의 연속적 배수

- 공사에 따른 보상 및 민원 최소화, 타 시설물과의 

간섭 최소화

3. Shield TBM 설계 

본 2공구 부천시 하수터널 Shield TBM 설계에서의 주

요한 특징은 하수터널 특성에 적합한 단면설계와 도심지

라는 주변현황이 충분히 고려된 발진 및 도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항 뿐만아니라 상기 중요사항을 중

심으로 Shield TBM 설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3.1 평면 및 횡단 현황

본 평면노선에는 그림 3과 같이 성오로 하부를 통과하

면서 지장물과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선형을 계획하였을 

때 가능한 최대 곡선반경이 200m로 검토되어 본 하수터

널에는 최소 곡선반경 R을 200m로 계획함으로써 시공성 

및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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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hield TBM 구간 지반조건

하수터널 상부로는 노선을 따라 베르네천 복개암거가 

터널상부에 약 5~6m 이격되어 터널 전구간을 병행하고 

있다.(그림 4) 주요 지장물로는 터널 시점부 근생시설 6

층 건물(식당건물)과 종점부 경인고속국도 여월교가 있으

며, 건물 및 교량 기초하부로 통과하지는 않으나 측면에

서 근접하여 통과한다.

3.2 지반조건 및 종단 현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금회 설계시에 터널구간에 

수행된 7공(BH-2, 3, 5, NBC-3, 4, 5, 7)의 시추조사 자

료와 물리탐사(상시미진동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활용하

여 그림 5와 같이 지반조건 및 지하수조건을 분석하였다.

하수터널은 실트질모래(일부 점토질모래)의 풍화토구

간과 풍화암+토사 복합지반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풍화토의 N값은 4/30~50/12로 느슨에서 대단히 조

밀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풍화암은 50/9~50/1의 대단

히 조밀한 N값을 나타내고 있다. 

물리탐사 결과에 의하면 터널 시점부에 저속도층이 파

악되어 연약한 퇴적층이 터널 천단부 근처까지 깊게 발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터널굴착시 안정성 확보에 유

의해야 하며, 약 400m에 걸쳐 풍화암과 토사의 복합지층

이 터널구간에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계굴착 적용

시에는 풍화암 굴착이 가능한 커터헤드 설계를 수행하였다.

지하수위는 EL.(+)3.2m~(+)10.7m구간에 나타나 터

널 천단부 위에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화토는 조

밀하기는 하나 막장자립이 곤란한 사질지층이며 높은 지

하수위로 인해 굴착시 지하수 유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터널 시공전에 확인 지반조사(시추 10공)를 설계

에 반영함으로써 장비선정 및 굴착시공계획 수립에 문제

가 없도록 계획하였다.

3.3 Shield TBM 기종 선정

본 설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토압식 Shield 

TBM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① 본 터널은 토피고가 최대 10m이고 막장내 최대 수

압이 약 1.5bar 내외로 비교적 저수압이고, 일반적

으로 3~4bar 이내의 수압에서는 이토압식의 적용

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스크류컨베이어 

내에서 수압저감 가능)

② 이토압식에서는 풍화대 굴착시 막장안정재를 사용

하여 버력을 소성 유동화시켜 이수가압식의 이수와 

유사하게 막장압 관리를 하도록 하며, 본 설계에서

는 토사지반에 유리한 기포재(foam)를 적용하였다.

③ 이수가압식은 이수수송을 위한 이수운송설비(송배

니관, 송배니펌프 등)와 지상의 이수처리플랜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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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 하수터널 2차라이닝 설치조건

항  목 조    건 사   례

1차라이닝 

부식방지 미적용
일반적인 환경 조건 건조와 습윤 반복되는 조건

우수배수관

정화 오수 배출관

1차라이닝 

부식방지 적용
부식성 환경 조건

황화수소와 다른 부식성 화학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

오수관

합류식 관

  

세그먼트 내경 4,300mm

세그먼트 외경 4,800mm

테일보이드 150mm

세그먼트 두께 250mm

굴착 직경 5,100mm

내공단면적 14.522m
2

굴착단면적 20.428m
2

세그먼트 폭원 1,200mm

세그먼트 분할 5 + 1 Key

연결방식 경사볼트방식

그림 6. 하수터널 표준단면계획

비가 필요하여 이토압식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본 터널에서는 약 10% 정도 증가 예상됨)

④ Shield TBM 터널 시공실적 및 설계실적을 검토시 

단면이 크면서(굴착직경 5m 이상) 수리조건과 지반

조건이 보다 불리한 경우에도 대부분 이토압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⑤ 막장안정재(기포재)로 버력을 소성 유동화시켜 막

장안정관리를 수행하며 실적을 통해서 이토압식이 

작업장내 작업환경도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토압식이 유리하므로 본 사업 

Shield TBM 터널에 이토압식 적용이 적정함을 알 

수 있다.

3.4 단면설계

터널단면은 굴착공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단면계획

이 가능하나 본 하수터널에 적용되는 굴착공법이 Shield 

TBM 공법이므로 원형단면으로 계획하였다. 단면의 내경

은 배수용량 검토를 통해서 4.3m로 결정되었으며, 세그

먼트두께는 250mm, Tail void를 150mm로 고려하여 터

널 세그먼트 외경 4.8m, 굴착외경 5.1m로 계획하였다.

세그먼트는 공사중에 설치되어 공사중 안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영구적인 터널라이닝 역할을 하게 되는 가장 중

요한 구조물이며, 두께는 구조검토와 Shield 잭 추력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본 사업에서는 구조안정성 및 추력 안정성을 모두 만족

하는 두께가 250mm로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하였다.

하수터널과 배수터널의 경우 다음 표 3과 같이 부식방

지와 수리특성을 고려하여 2차 라이닝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의 하수터널(Sewerage tunnel)의 경우 2차 라

이닝 설치조건은 다음과 같다.(Standard Specifications 

for Tunneling-2006 : Shield Tunnels, Jap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8.200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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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현황 횡단 현황

그림 7. 발진구 위치 계획

본 하수터널은 터널 활용빈도가 연 수회 미만으로 판단

되는바, 터널 내부는 건조와 습윤이 반복되는 조건을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수와 우수가 혼합되어 있으나 

하수의 양은 우수에 비해 적기 때문에 우수에 의해 희석

되며, 또한 다량의 하수 및 우수 배수 후 쌓인 퇴적물은 

부패되기 전에 세척하고 즉시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식성이 아닌 일반 환경 조건으로 판단되므로 경제

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2차라이닝을 생략하였다. 그러

나 부식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고강도 세그먼트(40MPa) 적용 및 철근 피복두께(60mm)

를 확보함으로써 부식에 의한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그림 

6과 같이 표준단면을 계획하였다.

3.5 발진 및 도달계획

터널 발진작업구는 빗물펌프장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터널과 빗물펌프장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터

널 도달구 계획으로는 도달구 예정 위치가 시공하기 곤란

한 현장여건(베르네천 복개암거가 터널상부 위치, 주택 

및 상가가 근접, 복개암거 훼손으로 인한 공사중 침수우

려와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으로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

여 도달작업구를 생략하고 장비를 분해하여 터널내로 반

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 발진계획

Shield TBM 발진구는 빗물펌프장이 위치하는 오정레

포츠센터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 이토압식 Shield TBM 

공사에 필요한 장비투입, 세그먼트 투입, 부대시설 배치

와 중장비의 진입과 시공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또

한 발진 작업구는 터널 시공효율성이 확보 가능한 조건과 

교통차단 및 민원의 최소화, 베르네천 복개암거와의 저촉 

회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그림 7)

크레인으로는 문형크레인을 적용하였으며, 크레인 기

초부분이 베르네천복개암거와 인접(이격거리 1.2m)하고 

있어 크레인 하중에 의한 복개암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하중 저감을 위해 wheel이 6개인 특수크레인을 

반영하였다. (문형크레인 작업용량 80tonf)

버력가적치장은 토사배출의 원활성 확보와 굴진 잔토

와 같은 Shield TBM 터널굴착에서 발생되는 버력의 특성

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적치된 토사의 수분 건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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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발진구 지상작업장 개요도

그림 9. 도달구 현황 개요

(지층조건, 지하수량, 기상조건, 첨가재 사용유무 및 종류

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및 부지확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3일간 굴진시 발생하는 잔토를 가적치 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였다.(그림 8)

2) 도달계획

도달구가 위치하는 베리내사거리는 교통량이 많고 상

부 베르네천 복개암거로 인해 도달구 계획가능공간이 협

소하며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하고 있어 장비 해체 및 인양

을 위해 필요한 작업 수직구를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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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렉터 해체 및 갱내운반 개요도

표 4. 터널 내부 해체 주요 설비 

No. Items Q’ty Unit Weight (tonf) Total Weight (ton) Remarks

1 Cutter drive unit 8 3.35 26.8

2 Shield Jack 16 1.4 22.4

3 Articulate Jack 12 0.51 6.12

4 Manlock 1 7 7

5 Erector 1 5 5

6 Screw conveyor 2 7.5 15 Consist of two parts

로 베르네천 복개암거 저촉 및 구조피해 방지, 여월교 기

초 말뚝 저촉 및 구조피해방지 및 00자동차 정비소 부지 

저촉방지 등을 해결하고 베르네천 암거 훼손으로 인한 침

수위험성 문제, 장기간의 도로점용에 따른 민원문제를 고

려하여 터널을 통해 장비 주요 설비를 반출하고 면판, 스

킨플레이트 등은 존치시키는 방식을 선정하였다.(그림 9)

3) 도달부 터널 내부 해체 및 후방운송 방안

해체 대상이 되는 주요 내부 설비 항목, 수량 및 중량

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해체 설비 최대 중량 설비는 Screw conveyor로서 

7.5tonf 이나 시공중 설비인 Muck car 1대의 최대 중량 

10.7tonf을 운송하는 레일수송 가능중량이 30kg/m로 계

획되어 있어 레일시스템 변경없이 최대 18tonf까지 갱내

에서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0)

18tonf을 초과하는 설비 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반 

대차 바퀴수를 증가시켜 집중하중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적용해야 하며 바퀴수를 4개에서 8개로 늘리면 최대 

30tonf 운반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 후방 이

송은 밧데리카(10tonf)로 이루어지며 3대 연결해서 사용

하면 최대 30tonf 까지 인양 가능하다.

장비 내부 해체 유사사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704공구에서 적용된 경우가 있으며, 기존 레일시스템 및 

운반대차를 활용하여 내부 해체(스킨플레이트 존치)된 장

비를 갱내운송 후 발진구로 반출하였고 메인베어링도 후

방으로 해체 운반(최대 60tonf)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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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풍화암 & 토사층 복합지반 굴진율 산정

구  분 Shield TBM 터널구간 지반 현황

지반현황 ∙ 지반구성 : 풍화토구간 651m(60.9%), 복합지반(풍화토+풍화암) 418m(39.1%) 

굴 진 율
초기굴진 ∙ (3.6m/일×51m + 3.0m/일×37m) / 88m = 3.3m/일

본 굴 진 ∙ (7.2m/일×600m + 6.0m/일×381m) / 981m = 6.7m/일

분석결과 ∙ 지반현황을 반영한 Shield TBM 구간의 평균 초기굴진율은 3.3m/일, 평균 본굴진율은 6.7m/일로 분석됨 

3.6 굴진률 계획

본 사업구간내 터널은 풍화토의 토사구간과 풍화암 구

간을 통과하며 풍화암구간은 전단면 풍화암보다는 풍화

토와의 복합지층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화암 복합지

층 구간은 단일 지층 굴착시보다 시공성이 저하되기 때문

에 굴진율 산정시 이를 고려하였으며 풍화암 복합지층 구

간은 약 418m로 추정된다.

굴진률은 압입깊이(mm), 커터헤드 RPM(rev/min), 싸

이클타임(Cm) 및 기존 설계･시공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산정하였다.

4. 결언

본 기사에서는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에 계획된 하수터널 Shield TBM 

설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본 사업은 2014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착공에 돌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 침수방지용 터널계획

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터널의 적용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하수터널의 대구경, 장대화, 대심도화 되

는 경향에 따라 Shield TBM 공법 적용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심지의 복잡한 지상 및 지중 작업여건이 반영

된 발진, 도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기사가 향후 하수터널용 Shield TBM 설계시에 약간의 도

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