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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구 연직갱의 계획

전력구는 다회선의 케이블 및 부속재 등을 수용하고 케

이블의 접속공간을 겸하는 기능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시공공법에 따라 개착식 전력구와 터널식 전력구로 구분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송전

선로의 지중화 요구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전력구와 관련한 관련기준, 기본개념, 적용공법 및 최근

경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전력구 구조물의 설계･시공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전력구가 전력케

이블 설치를 위한 시설물이라는 측면이며 이를 기초로 적

용단면 및 건설공법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즉 시설

물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적인 공사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며 케이블의 발열에 따른 냉각 및 환기, 송전효율

과 같은 전력구 구조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지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기계식 터널 측면에

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구를 대상으로 기계식 

터널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개선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짧은 기계식 터널의 역사를 고

려할 때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그

림 1).

1.1 연직갱 설계 고려사항 및 설계절차

연직갱은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본선터널, 공사용 

설비 또는 기타 관련설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치, 단

면 형상 및 크기, 연장 등을 결정하며, 연직갱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작업갱, 장비 및 버력반출용, 환기용 또는 운

영시 피난통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1.1 설계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연직갱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

야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하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특집기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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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직갱 설비 개요도

① 연직갱의 설계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직갱의 설계시에는 버력 및 기자재 반출입, 전력구 내부설비, 측량, 시공, 유지보수 점검 시의 안정성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직갱에서는 지하수 유입에 대비하여 안정성, 시공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동절기 시공 중 

지표 부근의 누수로 인한 고드름 및 기타 낙하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④ 연직갱 공사완료 후 터널 본체 및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강, 폐쇄, 매립 등의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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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직갱 안전설비 현황

⑤ 연직갱과 본선터널과 연결되는 갱바닥 설비의 배치, 측량, 완성 후의 처리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중 지표나 상부로부터 공구, 잡석 등의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 및 바닥설비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상에는 안

전펜스를 설치하고 연직갱내에는 일정한 높이의 간격으로 갱벽 주변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연직갱을 공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지반이완 등으로 전력구 본체 및 지표면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보강, 폐쇄, 매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2 설계절차

연직갱의 설계절차는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중 우선적으로 그 순서를 정하여 결정한다. 연직갱의 개략적인 설

계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연직갱 공법은 상세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력구 공사규모나 금액 등을 고려할 경우 깊이 15~20m 이상일 경

우 적용성이 양호하며 그 이하는 개착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1.2 한국전력공사 지반조사 기준

전력구 공법별 조사 및 시험항목은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검토를 통하여 시험항목 및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시추조사시 심도기준은 터널의 경우 저면계획고 하부 1D, 개착식 전력구 및 맨홀은 저면계획고 하부 3m, 관로의 

경우 저면계획고 하부 1m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표 1).

1.3 연직갱 위치계획

연직갱의 위치는 용도, 지반 및 지형조건, 유입 지하수, 연장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장소를 선정

한다. 또한, 사전에 시추조사, 지반조사 등으로부터 지반, 지하수 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지형, 지질이 좋은 곳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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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타당성 조사

위치 선정

∙ 용도, 지반 및 지형조건, 유입 지하수, 연장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인 위치를 선택

지반조사

∙ 지반조건, 지하수위, 암질, 절리 등

∙ 설계 입력변수인 지반물성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단면크기 및 형상 계획

∙ 전력구 규모 및 공법에 따른 단면 크기 계획

∙ 원형, 직사각형, 타원형 등 시설물 배치 및 안정성에 적합한 단면 형상 계획

굴착방법 및 공법 결정

∙ 발파굴착, 기계굴착

∙ 전단면 굴착, 분할굴착

∙ 상향굴착, 하향굴착

∙ 버력처리방법

지보재 설계

∙ 지보재 재질 및 두께 등

∙ 주변 보안물건 및 지반 안정성 검토

공사중 설비계획

∙ 환기, 급수, 배수 등 

∙ 본선 굴착 형식에 따른 후방설비 계획

그림 3. 연직갱의 설계흐름도

정한다. 이 경우 연직갱의 연장을 짧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지반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보

다 중요하다.

이 밖에 연직갱 및 경사갱의 위치선정시 고려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피복두께가 가능한 한 얕은 곳에 선정하고, 부지확보를 위하여 사유지를 피하도록 

하며 또한 시공시에 공사용 도로의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② 연직갱의 굴착대상 지층에 대수층이 있거나 유입지하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지하수위 저하방지, 지수 및 차수, 지반강화 등의 보조공법 적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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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반조사 기준

구분
전력구 공법

비고
개착 NATM Open TBM Shield TBM

정

밀

조

사

현

장

시

험

표준관입시험 ○ ○ ○ ○ 1.5~2.0m간격으로 실시

공내재하시험 △ ○ ○ △ 기반암에 1회/공

투수시험 ○ ○ ○ ○ 1회/지층별

수압시험 △ ○ ○ △ 기반암 구간 1회/2~5m

지하수위 측정 ○ ○ ○ ○ 시추종료 24시간 경과후 2~3회/공

자연시료채취 △ △ △ △ 연약지반구간 1~2회/공

PiezoMeter 설치 △ △ △ △ 파쇄대, 피압대 등

실

내

시

험

토

질

시

험

함수량 ○ ○ ○ ○

-시험횟수

 • 기본설계 : 1회/4~5공

 • 실시설계 : 1회/2~3공

단, 주요구조물 및 지층의 변화가 심할 경우 조

정실시

-현미경박편관찰은TBM 공법 적용시 DISC선

정에 중요한 석영이 높은 경도의 광물함량을 파

악하기 위해 TBM공법 적용시 반드시 실시

-내구성, 팽창성, 시험은 Mudstone, 제3기 이암,

단층점토 등에서 실시

-NATM, TBM공법 적용시 토질시험은 연직갱, 

주요구조물 및 터널통과 구간에서 FEM 해석시 

터널 상부의 물성치 산정을 위해 실시

-Cerchar마모시험은 마모지수를 이용하여 암석

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며, 일반적으로 TBM

과 SHIELD기계 제작사에서 실시

비중 ○ ○ ○ ○

액성한계 ○ ○ ○ ○

소성한계 ○ ○ ○ ○

입도분석 ○ ○ ○ ○

체분석 ○ ○ ○ ○

일축압축 △ △ △ ○

삼축압축 △ △ △ ○

직접전단 △ △ △ ○

압밀시험 △ △ △ ○

암

석

시

험

흡수율 △ ○ ○ △

비중 △ ○ ○ △

일축압축강도 △ ○ ○ △

삼축압축강도 △ ○ ○ △

쇼아경도 × △ △ △

탄성파속도 △ ○ ○ △

전단강도 × ○ ○ △

포아송비 × ○ ○ △

탄성계수 × ○ ○ △

인장강도 × ○ ○ △

박편관찰 × × ○ ○

Cerchar마모시험 × × △ △

내구성시험 × △ △ △

팽창성시험 × △ △ △

③ 연직갱의 위치는 환기나 방재용일 경우는 환기설비 및 환기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용인 경우 터널 전체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위치선정시 및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위치선정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 두 경우 모두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면에서 연직갱의 깊이 및 경사갱의 연장이 짧은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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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직갱의 작업장 설치가 용이하고 갱구부로의 자재 및 장비의 개설이 가능한 위치를 선정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환

경피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물, 축사와 같은 지장물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평

의 전력구와 연결되는 갱저설비의 배치, 측량방법, 완성 후의 처리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4 연직갱 단면계획

연직갱의 단면은 용도에 따른 소요 내공단면, 시공방법, 연직갱 내에 설치될 모든 설비의 배치, 반입기자재의 크기, 지

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크기와 형상을 정한다. 공사용 연직갱의 설계 시에는 버력처리설비 및 배수관, 환기

관, 급기관, 각종 배선류, 비상계단 등의 설치와 반입 기자재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면을 결정한다.

연직갱은 터널식 전력구의 발진 및 도달기지, 버력반출구, 장비 및 자재투입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지중 케이

블의 지상부 인출을 위한 구조물의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수직구의 규모는 적용공법, 영구용 설비규모(케이블 회선수, 

집수정 설치 여부 등) 및 현장여건(매설지장물, 교통량, 부지현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한 표준규격은 다

음과 같다.

1.4.1 NATM공법

표 2. 영구용 시설측면

항 목 용 도 크 기 작업시여유폭 최소작업폭 비 고

Slot Size

(송전4, 배전12, 통신3)
케이블 통과경로

송전 : 0.65m×1.2m

배전 : 0.55m×1.2m
이동통로 확보(0.8m) 2.95×1.2m

계 단 수직구통행로 4.5m×1.0m - 4.5m×1.0m

Pumping구 Pump투입 1.2m×1.0m - 1.2m×1.0m

소요단면 [계단(1.0m)+Slot(1.2m)+Pumping구(1.2m)+안전난간 이격폭(0.1m×2EA)+통로(0.4m)+벽체(0.4m)]×2EA=8.8m(외경)

표 3. 공사용 가설측면

항 목 용 도 크 기 작업시 여유폭 최소작업폭 비 고

Leg Drill

(2.7m3/min)

암   반

수평천공

본체(1.0)+비트(3.0)+

후드(1.5)= 5.5m
1.0m 5.5+1=6.5m

Compressor

(10.3~17.0m3)

천공드릴

동력전달
2.0m × 3.0m 사방 1.0m 3+2=5.0m

Alvia(260L)
Shotcrete

타   설
0.8m × 1.6m 사방 1.0m 1.6+2=3.6m

Tire Loader

(1.72m
3
)

버력반출 2.46m × 6.8m 1.0m 4.8m
대피터

널이용

토사인양

버 켙
버력반출 1.2m × 1.5m - 1.5m

백 호(0.2m
3
) 버력상차

최대굴착반경(R)=5.98

m

사방 1.0m

최소 1.0m
7.0m

소요단면 버켙(1.5m) + 백호(6.0m) +작업공간(0.5×2=1.0m)=8.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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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요단면

영구용 시설측면 공사용 가설측면

1.4.2 Open TBM공법

표 5. 발진수직구

수직구 상부단면 수직구 하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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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사용 가설측면

항 목 용 도 크 기 작업시 여유폭 최소작업폭

Leg Drill

(2.7m3/min)

암반

수평천공

본체+비트+후드(발판)

1.0+3.0+1.5=5.5m
사방 1.0m 5.5+2=7.5m

Compresser

(10.3~17.0m
3
)

천공드릴 

동력전달
2.0×3.0m 사방 1.0m 3+2=5m

Alvia(260L) Shotcrete타설 0.80×1.6m 사방 1.0m 1.6+2=3.6m

하부호퍼 버력반출 6.6×1.7m 11.22m
2
점유

Conveyor 버력반출 2.4×1.6m 3.84m
2
점유

Gantry Crane 자재투입 5.4×20.0m 61.66m
2
점유

가설 엘리베이터 시공중 통행로 3.3×2.6m 3.4m

가설계단 통행로 1.5×3.0m 4.6m

소요단면

(설비 및 버력처리 고려시)

수직Conveyor시스템(4.5m)+덤핑유닛(1.0m)+레일(1.0m×2= 

2.0m)+계단(2.0m)+작업공간(0.5×5=2.5m)=12.0m

표 7. 도달수직구

항 목 용 도 크 기 작업시 여유폭 최소작업폭

Slot Size

(송전4,배전12,통신3)
케이블 통과경로

송전:0.65m×1.2m

배전:0.55m×1.2m
이동통로 확보(0.8m) 2.95×1.2m

계 단 수직구 통행로 4.5m×1.0m 4.5×1.0m

Pumping구 Pump 투입 1.2m×1.0m 1.2×1.0m

소요단면 [계단(1.0m)+Slot(1.2m)+Pumping구(1.0m)+안전난간 이격폭(0.1m×2EA)+통로(0.6m)+벽체(0.4m)]×2EA=8.8m(외경)

표 8. 소요단면

영구용 시설 측면 고려시 장비반출 고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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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Semi-Shield 공법

표 9. 발진수직구 : 암반(연·경암)구간

원형단면(영구용 시설측면) 원형단면(공사용 가설측면)

구형단면(영구용 시설측면) 구형단면(공사용 가설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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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발진수직구 : 토사 및 풍화암 구간

원형단면(영구용 시설측면) 원형단면(공사용 가설측면)

구형단면(영구용 시설측면) 구형단면(공사용 가설측면)

Semi-Shield의 도달수직구는 장비반출 및 공사용을 고려할 경우 Φ6.4m에 가능하나 영구시설물르 고려할 경우 Φ

8.0m 정도의 단면이 요구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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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Shield TBM공법

Shield TBM공법의 발진수직구는 장비발진을 

위한 조립기지와 버력 반출공간으로 활용되므로 

2가지 항목에 대한 소요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규모로 Shield TBM 장비(Φ3.5m)적용

시는 Φ12.0m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필요시 장비

제원(분절길이, 조립공간등) 및 버력반출공간 등

을 고려한 검토를 통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4. Shield TBM 발진수직구 단면

표 11. Shield TBM 발진수직구 규격

영구용 시설측면 공사용 가설측면

∙수직구 시공규격을 고려 배치 ∙ 장비조립규격 : 12.0m

-장비조합길이=11.0m(5.0m+6.0m)

-작업공간=1.0m

∙ 버력처리규격 : 12.0m

-수직컨베이어=4.3m, -덤핑유닛=1.0m

-레일=2.0m(1.0×2개소)

-계단=2.0m -작업공간=2.7m

Φ12.0m Φ12.0m

Shield TBM공법의 도달수직구는 장비해체 및 

인양을 위한 공간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검토하며 

일반적인 Shield TBM장비(분절길이L=6.5m)를 

고려하여 Φ8.0m로 적용하며 설계시 적용장비를 

검토하며 도달수직구 규모의 적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5. Shield TBM 도달수직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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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직갱 굴착방법에 따른 시공가능범위 비교
Guide to cavern engineering, Hong Kong, 1988

굴착방법 연장(m)
직경(m)

기울기 접근성
최소 최대

발파굴착 하향 전단면 발파 > 1,000 - > 10 연직 상부만

기계굴착 하향 연직갱용 TBM > 500 < 1 6 급경사 상부만

표 12. Shield TBM 도달수직구 규격

영구용 시설측면 공사용 가설측면

∙유지관리 계단 : 1.0×3.6×1개소

∙케이블 인출구 : 1.2×2.95×2개소

∙펌프배출구 : 1.5×1.2×1개소

∙안전난간 : 0.1×4개소

∙순시통로 : 0.5×2개소

∙구조물 벽체 : 0.4×2개소

∙장비인양 : 7.38m(B3.5m×L6.5m)

 (Shield TBM Rear Shield L=6.5m고려)

Φ8.8m Φ8.8m

1.4.5 공법별 연직갱 단면 표준크기

수직구 규모는 적용공법별, 영구용 설비, 공사중 가설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세검토가 필요하나 전력구 굴

착을 고려한 연직갱의 개략적인 표준 단면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13. 공법별 표준단면 크기

구분 발진수직구 도달수직구

NATM 8.8m

Semi-Shield

암반구간

(연ㆍ경암)

원형 8.0m 8.0m

구형 8.0m×5.6m 6.4m×5.6m

토사 및 풍화암
원형 8.8m 8.0m

구형 8.8m×5.6m 6.4m×5.6m

Messer Shield L=6.4m, B=5.6m

Open TBM 12.0m 12.0m

Shield TBM 12.0m 8.8m

2. 전력구 연직갱의 굴착

2.1 굴착공법

전력구 연직갱은 일반적으로 작업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선터널인 전력구보다 선시공 되어 하향식 굴착 공법을 적용

한다. 굴착방법으로서 인력 또는 발파방법 외에 기계굴착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광산 갱도를 굴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인력으로 굴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발파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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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굴착공법은 천공, 장약, 발파, 버력반출, 지보설치 또는 콘크리트 타설을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다. 연직갱 벽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벽체와 같은 지보재를 지반조건에 따라 굴착 즉시 설치하거나 굴진

면이 일정거리를 진행한 후 지보재 설치 및 굴착을 반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반조건이 불량한 경우에는 1.0∼2.5m깊

이로 굴착 후 지보재로서 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하고, 지반조건이 양호한 암반지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보재로서 숏크리

트와 록볼트를 이용하는 발파공법으로 굴착을 완료한 후 콘크리트라이닝을 타설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단면 

하향굴착공법에 의해 굴착시 버력반출방법은 주로 케이지, 스킾 또는 카리프트를 적용하며,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연직갱

용 컨베이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6. 숏크리트 및 록볼트를 이용한 전단면 하향굴착공법의 예

2.1.1 발파굴착

연직갱 발파와 수평터널 발파의 차이점은 중력방향에 있다. 수평터널 발파계획과 마찬가지로 연직갱내 발파도 지반조

건, 지하수위, 굴착단면의 크기, 암질, 굴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파공의 간격이나 깊이를 결정한다.

전단면 굴착에 따라 일회 굴진장은 연직갱의 단면적이나 지반상태 등에 따라 다르며 작업조건이 좋을 때는 약 3.0m 정

도까지 실시한 사례도 있으나 대체로 약 1.2∼1.5m 내외로 분할굴착 혹은 전단면 굴착으로 설계한다.

발파에 있어서 자유면을 증대시켜 폭파를 쉽게하고 과다한 여굴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원지반의 이완을 최소로 억제하

기 위해서는 발파패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충분한 지표지질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지층상태 및 특성, 지하수

위, 굴착지름, 시공가능 여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발파패턴으로는 천공저에 심발공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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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ut발파, 충분한 약량을 중심에 장약한 후 이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배치되는 Parallel Hole-Cur, 자유면을 손

쉽게 얻기 위해 대구경 천공기계로 심발공을 선천공하는 선대구경 방법, 2자유면을 벤치커트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굴착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보안물건과 인접한 연직갱의 발파시에는 소음‧진동 및 비석에 대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숏스템 공법

숏스텝공법은 천공, 장약, 발파, 버력반출, 라이닝을 1싸이클마다 행하여 나가는 공법이다, 막장 굴착 후 차례로 세워 

나가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공법이며, 일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1싸이클의 굴진장은 1.0~2.5m 정도로 작업을 수

행한다. 1발파 마다 라이닝을 시공하기 때문에 작업 싸이클에 맞춰서 항시 콘크리트를 공급할 수 있는 콘크리트 제조설비

가 필요하다.

② 롱스텝 공법 (스텝싱킹, 교호공법)

롱스텝공법은 지질에 맞춰서 20~40m를 1회의 시공단위로 하여 1롯드 굴착 후 라이닝을 하방에서부터 타설한다, 일본

에서는 수직갱 갱구부의 시공에서 적용되고 있다.

③ 세미롱스텝 공법

세미롱스텝공법은 굴착기의 막장 붕락을 막기위하여 록볼트, 와이어메쉬 정도의 간단한 지보를 행하고, 여러스팬을 모

아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현장에 콘크리트 제조설비는 필요치 않다.

④ 록볼트/숏크리트 공법

록볼트/숏크리트 공법은 굴착을 숏스텝공법과 마찬가지로 하고, 1차라이닝을 숏크리트로 시공한다. 라이닝은 하부에

서 차례로 올라가면서 시공한다.

⑤ 동시공법 (병행공법, 사이멀테니어스 싱킹)

동시공법은 굴착과 라이닝을 병행시공하는 공법이다. 비교적 양질의 암반인 경우 어느정도 까지 가지보에 의해 굴착하

고, 스캇포트를 발판으로 하여 상부에서 라이닝을 하는 동시에 하부에서 굴착을 진행한다. 설비가 대규모가 되고, 상하에

서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⑥ 준동시공법 (세미 사이멀테니어스 싱킹)

준동시공법은 버력적재 개시와 동시에 직상부에서 라이닝을 한다. 버력적재와 라이닝 타설부의 고저차는 수미터 내

외로 동시공법보다 안전성이 좋으며, SSS공법과 더불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월 400m 까지의 굴진기록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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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직갱 발파공법 분류

연직갱 발파공법 분류

분할굴착 전단면굴착

그림 7. 연직갱 발파시 차음 및 비석방지 매트 사례

보안물건과 인접한 연직갱의 발파시 소음‧진동 및 비석에 대한 영향 때문에 발파공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무진동ㆍ미진동 공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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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무진동ㆍ미진공 굴착공법의 예

항 목 플라즈마 공법 기계식 공법 팽창성파쇄제

반응원리 테르밋 반응 유압에 의한 암반절개 무기화합물의 경화팽창력 이용

공법개요

금속산화물질로 구성된 전력 충격쎌, 전해액 

등에 의해 발생된 고온, 고압의 플라즈마 이

용하여 암반을 파쇄

공내의 할암봉을 삽입 후 일정방향으로 유압

을 작용하여 공사이에 균열발생 후 브레이커

로 2차 파쇄

액체상태의 팽창시멘트를 천공구멍에 주입 

후 8~12시간 양생하면 팽창, 암반 균열발생 

후 브레이커로 2차 파쇄

특징

∙전용 파암 장비 필요

∙시공실적 풍부

∙전해질 반응에 대전류 필요

∙시공실적 풍부

∙보급률이 낮음

∙시공실적 미흡

∙계절적 요인에 따라 시공에 영향

장점

∙화약발파 대비 저공해

∙비석의 위험이 낮음

∙지전류나 누설전류가 흐르는 장소에서 적용 

가능

∙무진동, 무소음

∙소규모 오픈컷 현장에 적합

∙미진동공법 대비 안전성 우수

∙무진동, 무소음

∙시공성 저하

∙미진동공법 대비 안전성 우수

단점

∙파암 보호공 필요

∙경암 이상의 암반에 적용 제한

∙공사기간 증가

∙2차 파쇄량(소할) 과다

∙전해질 반응에 대전류 필요

∙전용 파암장치 및 동력이 필요

∙경암 이상의 암반에 적용 제한

∙공사기간 증가

∙2차 파쇄량 과다

∙2차 파쇄시 장시간 소음 발생

∙정밀천공 필요

∙천공량 증가

∙보통암 이상의 암반 적용 제한

∙공사기간 증가

∙2차 파쇄량 과다

∙우기, 동절기 작업 불가(양생문제)

∙지하수 발생시 작업불가

∙파쇄제 양생에 12~24시간  소요

∙천공량 증가

2.1.2 기계굴착

연직갱 굴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로는 연직갱용 쉴드(shield)와 TBM장비도 있지만 1,000m 이상의 깊은 연직갱에서 

경제성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하수터널 건설을 위해 연직갱용 토압식 쉴드(EPB shield)가 사용된 예가 있다. 국내에서 대

부분 기계굴착은 상향식 공법에 적용하는 RBM이나 하향식굴착에 포함되지만 Pilot터널을 선굴착하여 버력을 하부의 본

선으로 방출하는 연직갱 굴착기 등을 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전력구 설계에는 잘 쓰이지 못한다.

2.2 버력처리

연직갱의 버력처리는 케이지, 스킵, 또는 카리프트를 적용하며,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연직갱용 컨베이어 시스템을 적

용할 수 있다. 버력처리는 신선한 암반이 나오도록 말끔히 처리하여 다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버력처리가 

완료되면 연직갱 중심선에서 추를 내려 막장부 중심선 측량을 하고 굴착 예정선을 라인마킹하여 과다여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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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구 연직갱의 지보재

3.1 지보재의 종류

3.1.1 토사지반 지보재

토사지반에 설치되는 수직구의 지보재는 벽체강성 및 시공방법에 따라 연성 벽체와 강성벽체로 구분이 가능하다. 

H-Pile과 토류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굴착과 지보재의 설치를 반복함으로써 주변지반 변위발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주동토압조건이 될 것이며, 주열식 벽체나 Diaphragm Wall과 같은 지중연속벽은 지중에 벽체를 시공한 후 굴착을 함으

로써 주변지반의 변위 발생을 억제하므로 벽체강성과 지반강성에 따른 평형토압 조건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토사지반

에 대한 수직구 벽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에 적합한 하중산정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표 17. 토사지반 지보재 종류 및 시공방법

연성벽체 강성벽체

3.1.2 암반지반 지보재

암반지반은 토사 및 풍화암 지반에 비하여 공학적 특성이 양호하므로 발파 굴착 후 지보재로서 숏크리트와 록볼트를 설

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강지보재를 설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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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암반지반 지보재 종류 및 시공방법

숏크리트 + 록볼트 설치 단면 및 시공방법

3.1.3 콘크리트라이닝

연직갱의 라이닝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기본으로 하고 콘크리트 또는 강재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현장타설 콘크리트라이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콘크리트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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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및 양호한 시공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앝은 깊이 굴착 

후 콘크리트 벽체타설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근접하여 발파, 버력적재 및 탈형작업을 수행하므로, 콘

크리트 벽체는 조기강도가 요구된다. 또한 굴착완료 후 슬립폼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라이닝을 연속타설하는 경우에는 낮

은 슬럼프가 요구되므로 적절한 배합설계가 필요하다.

표 19. 연직갱 콘크리트라이닝

현장타설 콘크리트라이닝용 슬립폼 콘크리트 세그먼트

3.2 지보재의 설계

굴착시 지반의 이완을 방지하고 구조물을 보호하도록 연직갱의 지보재를 설계한다. 연직갱 지보재는 지반조건, 함수대 

유무, 단면형태, 심도, 시공법, 라이닝의 타설시기 등에 따라 안전하고 능률적인 터널 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연직갱지보재의 설계는 시공 중 지반조건의 급격한 변화나 예상치 못한 피압 대수층의 조우 등에 대비하여 안전측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지반조건이 불량하여 공사중 갱벽의 붕락이 발생하거나 지하수 유입량이 많은 경우 작업이 곤란하여 터

널공사의 대폭적인 공기의 연장이나 공사비의 증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보재의 보강량을 1~2단계 상향하여 안전

측으로 설계할 수 있다.

연직갱의 지보공법은 굴착 후 즉시 콘크리트 벽체나 강지보재를 설치하여 주지보재로 활용하는 공법과 굴착 후 숏크리

트 및 록볼트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공법 모두 필요에 따라 내부라이닝(일반적으로 콘크리트라이닝)을 

추가 타설한다. 

일반적으로 지반이 연약한 지표부근의 경우에는 H-Pile을 지중에 근입한 후 타설하는 콘크리트 흙막이 벽체나 강널말

뚝, 라이너플레이트 등이 주지보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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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사 및 암반지반 지보계획

(b) 3차원 해석의 예 (강성벽체) (c) 2차원 해석의 예 (Ring Wale)

그림 8. 토사지반 지보설계의 예

3.2.1 토사지반 지보재

일반적으로 토사지반 지보재는 일반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을 적용한다. 전력구 연직갱의 경우 원형단면을 주로 적용하

고 단면이 협소하여 스트럿 부재는 적용하지 않고 Ring Wale이 토압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원형단면 자체가 공학

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Ring Wale 자체적으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토사층 깊이가 얕을 경우 Ring Wale을 원형단면 

2차원 해석으로 설계할 수 도 있다. 



50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지하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특집기술강좌

CIP, Diaphragm Wall 등의 강성벽체를 적용하여도 파일이나 기둥부재의 접속부 이음이 확실히 지지되지 않는 경우에

는 변형으로 인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Ring Wale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흙막이 가시설의 경우 히빙, 보일링, 근입장 검토를 수행하나 일반적인 전력구 연직갱의 경우 흙막이 가시설 

하부에 바로 암반 지보재로 지보를 하기 때문에 히빙, 보일링, 근입장 검토를 생략하기도 하나, 시공지연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2 암반지반 지보재

① 강지보재

일반적으로 강지보재를 필요로 하는 지반이나 공법의 경우에는 원형 단면의 연직갱에서 3∼4 조의 H형 강지보 혹은 격

자지보로 보강하고, 설치간격은 1.0∼1.5m 정도로 설계한다.

원형의 강지보재를 설치하는 경우 강지보재 규격은 일반적으로 H-300×300×10×15를 많이 사용하며, 양 끝단 연결부

에 스크류잭이나 유압잭을 설치한 후 강지보재에 압축력을 가하여 지반이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② 숏크리트

숏크리트의 탈락방지를 위하여 강섬유보강 숏크리트를 사용한다. 연직갱은 동일한 암반조건의 수평터널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작은 지반하중이 작용하므로 숏크리트의 두께는 동일한 조건의 수평터널보다 작게 설계할 수 있다. 통상 기존의 

설계 및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일반숏크리트 적용시 약 50∼250mm로 설계한다.

노르웨이에서는 Grimstad와 Barton(1993)이 제안한 식을 이용하여 숏크리트 두께(tsc)를 산정하고 있다.

tsc qsc
Pwall⋅B

여기서, Pwall : 작용하중

B : 연직갱 직경(폭)

qsc : 숏크리트 전단강도

③ 록볼트

일반적으로 굴착면에 직각으로 록볼트를 설치하는 수평터널과 달리 연직갱의 록볼트는 중력에 의한 밀실한 충전재의 

채움을 고려하여 수평면에 대하여 10°정도 하향각도로 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직갱에 설치되는 록볼트의 연장 및 간

격은 수평터널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Grimstad와 Barton(1993)이 제안한 식을 사용하여 

록볼트 길이(L)을 산정하고 있다.

L   BE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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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 연직갱 직경(폭)

ESR : 굴착지보비(excavation support ratio)

- 원형단면 : 2.5

- 사각형 단면 : 2.0

3.3 콘크리트라이닝의 설계

3.3.1 콘크리트라이닝 설계시 고려사항

연직갱 콘크리트라이닝 설계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라이닝의 1회타설 높이 및 두께의 설계시에는 연직갱의 용도에 적합한 단면의 크기 및 형상, 지반특성, 심도, 작용

하중, 라이닝 재료, 시공법, 시공성, 기존 시공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질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중이 균등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질구조

의 변화가 급격히 변하거나 지형 및 지반 특성상 현저하게 비대칭인 경우 편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

다.

③ 하향 굴착시 굴착, 발파, 버력처리 후 즉시 측벽라이닝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라이닝이 지반압을 받는 것으로 설계

하여야 하며, 불량한 지반의 경우에는 측벽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라이닝 길이를 짧게 하고 강지보재를 추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굴착과 라이닝을 20~30m 정도로 교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굴착 후 지반변형을 숏크리트 등으로 억제하고, 지반 

상태에 따라 일정구간 일시에 라이닝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라이닝의 설계시 지반압이 작용하는 것으

로 판단될 경우에는 라이닝이 받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숏크리트와 록볼트를 시공하는 경우 콘크리트라이닝의 두께는 시공성, 단면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단면

의 증감을 고려하여 두께도 적합하도록 증감시켜야 한다.

⑥ 콘크리트라이닝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및 양호한 시공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라이닝 단면두께의 산정

① 이론식에 의한 방법

지금까지 이론식에 의하여 무근콘크리트라이닝의 단면두께를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에는 후벽원통이론(Thick Wall Cylindrical Theory)에 기초한 Lame(1852)식과 Huber 식 (Mcintosh 

engineering, 2003)이 있다.

균등한 반경방향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라이닝은 접선방향의 내부 압축응력을 받게 되는데, Lame식은 수직구 심도가 

얕아 하중이 작거나 빠른 속도로 가해지면 콘크리트는 탄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라이닝 내면에 가까운 응력은 가

장 크고 점차 외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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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 라이닝두께 (cm)

P : 라이닝 작용하중 (MPa)

F : 안전율 (2~3)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MPa)




 : 콘크리트 허용응력 (MPa)

Huber는 연직갱 심도가 깊어 하중이 크거나 천천히 작용한다면, 콘크리트는 소성거동을 하고 응력은 콘크리트 두께 전

체적으로 재분배 된다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소성 또는 점탄성을 고려하기 위한 Roesner 등(1983)의 여러 공식이 제안되

었지만 Huber 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두 식 중 탄성거동에 근거한 Lame의 식이 안전측이다.

② Ostrowski 방법

Ostrowski(1972)는 수직구 건설의 경험과 암반발파에서 변형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원리를 기초로 하여 암반내의 응력

상태에 따라 삼축응력조건과 일축응력조건에 대하여 안전율 3을 도입하여 무근콘크리트라이닝 단면두께 산정도표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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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일축응력조건에서의 콘크리트라이닝의 두께

작용하중 (MPa) 0.7 1.4 2.1 2.8 3.5 4.2

직경(m)
콘크리트강도 

(MPa)
라이닝두께 (cm), 안전율 :3

4.27

35.2

42.2

49.2

21.1

28.1

15

15

15

29

22

31

25

21

65

47

50

40

34

113

79

72

57

47

177

118

99

76

62

168

130

99

79

4.88

35.2

42.2

49.2

21.1

28.1

17

17

17

32

24

35

29

24

73

54

57

46

38

126

89

83

65

53

199

133

113

87

71

189

149

113

90

5.49

35.2

42.2

49.2

21.1

28.1

19

18

18

36

27

40

32

27

81

59

64

52

43

141

99

93

73

60

148

127

98

80

167

126

102

6.10

35.2

42.2

49.2

21.1

28.1

21

21

21

39

30

44

36

30

89

65

71

57

48

155

109

99

81

67

162

141

109

89

6.71

35.2

42.2

49.2

23

23

23

49

39

33

78

63

53

113

89

74

155

120

98

③ Roesner 방법

Roesner 등(1983)은 암반분류법인 RMR법이나 Q분류법을 이용하여 암반등급을 분류한 후 주동응력 조건에 대한 지반

하중 산정방법을 제안하였고 더불어 허용응력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콘크리트라이닝 단면두께 산정식 및 도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여기서, t : 라이닝두께 (cm)

n : 라이닝 허용응력계수

P : 라이닝 작용하중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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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안전율 (2~3)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MPa)




 : 콘크리트 허용응력 (MPa)

표 21. 허용응력계수 n의 결정

기호 응력계수의 종류 및 내용 크기 적용조건

n0 지중응력의 영향 고려시 현지응력의 계측치로 함  이면 적용

n1 수직구 직경 D의 영향을 고려시   


  -

n2 수직구의 교차점의 영향 n2=1.5 -

n3 지층의 경사  영향을 고려시
 < 30°면 

 > 30°면 

n3=1

n3=1.25
용수없는 암반 및 점성토 지반에 적용함

n4 두께 h인 연약지층의 영향을 고려시

h > 1.3m  

0.8 < h <1.3m

h < 0.8m

n4=1

n4=0.7

n4=0.3

암반내 임계심도 Hcritical 계산시 적용함

n5 라이닝 내로 용수 침투의 영향 고려

방수라이닝

그라우팅

배수  

1차라이닝  

n5=1

n5=0.1

n5=0.1~0.2

n5=0

용수압 계산시 적용

*여러 경우에 해당되면 해당계수를 곱함

앞에서 언급된 Lame식, Huber 식, Ostrowski 방법, Roesner 방법은 무근콘크리트 두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철근콘

크리트 단면설계시 단면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단점이 있으며, Ostrowski 방법, Roesner 방법은 현재 가장 많이 설계되는 

10m 내외의 연직갱 단면 적용이 어렵다.

신(2010) 등은 철근보강여부 (무근, 철근), 편하중비(0~20%), 연직갱 직경 (6~14m), 벽체하중(0~1.5MPa)에 따른 연

직갱 콘크리트라이닝 단면설계도표를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표에서 콘크리트라이닝 단면두께, 주철근량을 산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라이닝 두께를 산정하는 방법은 계획이나 설계초기의 검토 단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설계에서는 

구조해석 및 검토를 통해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3.3 전단키 설계

공사중 갱벽유지를 위한 콘크리트 벽체나 숏크리트 내측에 방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 라이닝과의 마찰력을 기

대하기 어려우므로 콘크리트라이닝의 자중이 연직갱과 바닥부 수평터널과의 접합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간격으로 전

단키(crib)를 설치하여 하중을 분산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단키의 설치간격은 약 20m 내외로 설계하고 있다. 전단키

는 시공완료 후 뿐 만 아니라 공사중의 콘크리트라이닝의 하중도 지지해야 하므로 시공방법 및 타설속도를 고려하여 전단

키의 크기 및 간격을 결정한다. 전단키의 길이나 두께는 지반의 지지력,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연직갱 직경 등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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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직갱 전단키 설계 예

4. 전력구 연직갱에 작용하는 하중

4.1 연직갱에 작용하는 지반하중

4.1.1 연성벽체에 작용하는 지반하중

연직갱 배면지반의 거동은 지표근처 저심도에서는 주로 주로 중력에 의존하며, 세가지 응력성분인 연직응력( ), 반경

방향응력( ) 및 접선방향응력( )의 영향을 받는 삼차원 거동 특성을 나타낸다. (Wong 등, 1988)

연직갱의 굴착은 주변지반이 수평 및 연직방향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응력이완으로 모사할 수 있다. 과도한 응력이완은 

영구소셩변형을 발생시켜 주변지반의 항복을 유발하는데, 이는 지지압력의 크기, 벽체변위, 소성영역의 크기 등에 의존

한다.

표 22. 연직갱 배면지반의 아칭거동 (Wong 등, 1988)

수평 아칭 (convex arching) 연직 아칭 (inverted 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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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갱 굴착시 응력이완은 주변지반의 응력 재분배를 유발하고 이는 연직 및 수평아칭을 발생시킨다, 반경방향응력

( )의 이완은 수평면에서의 접선방향응력(, hoop stress)의 증가를 유발하며, 아랫방향으로 볼록한 응력궤적

(Handy, 1985)을 나타내는 연직아칭은 지반이 하향 이동한 만큼 소성영역의 크기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 여기서, 충분

한 지지압력이 작용하여 안정한 아치가 유지된다면 붕괴되지 않는다.

신 등(2008)이 연성벽체에 대한 주동토압실험 결과 확인한 수직구 배면지반 파괴면의 형상을 벽체형상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벽체형상비에 따른 파괴면 형상

평면변형조건의 주동토압 (H/R < 2) 깔대기형 파괴면에 대한 주동토압 (2 < H/R <6) 원기둥형 파괴면에 대한 주동토압 (6 <H/R)

벽체 높이가 일정한 경우 벽체형상비(벽체 반경에 대한 벽체높이의 비)가 감소할수록 벽체반경이 증가하는 경우 평면

변형조건에 접근하므로 H/R<2일 경우에는 Rankine이나 Coulomb 등의 평면변형조건의 주동토압을 적용하고, 2<H/R

<6 일 경우에는 깔대기형 파되면 형태를 보이므로 깔대기형 파괴면으로 가정한 주동토압을 적용한다. 6 <H/R인 경우에

는 배면지반 파괴면 형상이 원통형에 가까워지므로 원통형 파괴면에 대한 주동토압을 적용한다.

① 평면변형조건의 주동토압

평면변형조건의 주동토압 산정식은 흙막이 계산에 주로 적용되는 Rankine 또는 Coulomb의 주동토압 산정식을 적용한다.

② 깔대기형 파괴면에 대한 주동토압 산정식

깔대기형 파괴면형상에 대한 힘의 평형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깔대기형 파괴면 형상 (b) 수평방향 힘의 평형

그림 10. 활동토체의 미소수평요소에서의 힘의 평형 (깔대기형 파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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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평형관계로부터 미분방정식을 풀면 다음과 같은 지반하중 산정식이 얻어진다 (천병식 등, 2006)

 cos 
   



   



 상재하중
  


sintan


  

      (임의의 깊이 z에서의 활동토체의 수평단면적)

 tan
  

 (벽체 중심으로부터 파괴활동면까지 거리)

 벽마찰각 가정 
  


 

 
 cos  
cos sin 

 (토압계수)

    

③ 원통형 파괴면에 대한 주동토압 산정식

다음과 같은 원통형 파괴면에 대하여 원통형파괴면의 미소수평요소에서의 힘의 평형관계를 고려하면 지반하중 산정식

이 얻어진다(신영완 등, 2007).

(b) 수평방향 힘의 평형

(a) 원통형 파괴면 형상 (c) 연직방향 힘의 평형

그림 11. 활동토체의 미소수평요소에서의 힘의 평형 (원통형 파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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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상재하중
 


tan   tan

   

  


 

    (보정계수)

은 보정계수를 나타내는데 신 등(2008)은 실제 배면지반의 파괴면 형상과 가정된 파괴면 형상의 차이에서 오는 예측

토압의 오차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도입하였다.   인 경우 토압산정식은 모형시험결과와 근사한 값을 나타낸다.

4.1.2 강성벽체에 작용하는 지반하중

지중에 주열식 벽체를 설치 한 후에 굴착을 진행하는 강성벽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벽체강성과 지반강성에 따른 평

형토압이 작용하게 된다. 

그림 12. 지반 및 벽체 반응곡선 (Ladayni, 1974)

평형토압은 변형구속법(Convergence Confinement Method, CCM)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평형토압은 정지토압

과 주동토압의 사이의 값으로서 주동토압보다 다소 큰 하중이다. 따라서, 원형수직구에 건설되는 Diphragm Wall과 같은 

강성벽체를 설계할 경우에는 평면변형 조건의 주동토압보다는 크고 정지토압보다는 작은 평형토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암반지반 지보재에 작용하는 지반 하중 산정방법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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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암반지반에 작용하는 지반하중

변형구속법(Convergence Confinement Method, CCM)은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터널지보설계법 중의 하나이다. 

변형구속법은 굴착에 따른 지반변위를 나타내는 지반반응곡선과 지보재에 작용하는 하중과 변위를 나타내는 지보재 특성

곡선, 종단변위를 나타내는 종단변형 곡선으로 구성된다. (이인모, 2004) 지반반응곡선은 탄성조건에서 지반과 지보재간

에 작용하는 압력비인 강성비, 지보재 설치전에 발생된 벽체변위인 초기벽체변위, 지보재의 항복응력인 최대지보압, 터

널 붕괴시 벽체변위인 최대벽체변위라는 4개의 변수로 구성된다.(Oreste, 2003) 다음은 중력의 영향을 고려한 변형구속

법에 의한 연직갱 토압과 지반 및 벽체반응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a) 변형구속법에 의한 깊이별 지반반응곡선 (b) 중력의 영향을 고려한 변형구속법의 토압분포

그림 13. 중력의 영향을 고려한 변형구속법에 의한 연직갱 토압 (Wong 등, 1988a)

암반반응곡선(Ground Reaction Curve, GRC)은 터널의 내압 pi를 초기지반응력 p0로부터 감소시켜 갈 때의 내공변위

(ur)의 변화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암반반응곡선은 등방응력의 원형터널 조건이 대하여는 수학적 모델을 근거로 

Hoek-Brown 파괴족건이나 Mohr-Coulomb 파괴조건을 적용하여 유도된 이론해가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Duncan 

Fama(1993)가 Mohr-Coulomb 파괴조건을 적용하여 제안한 이론해가 적용하기에 편리하다.

(a) 원형벽체 (b) 지반반응곡선 및 지보재 특성곡선

그림 14. 변형구속법 개념도 (Duncan Fam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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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r-Coulomb이론에 근거한 탄소성 해석이론을 적용하여 지반반응곡선식을 탄성변위 uie와 소성변위 uip로 구분하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oo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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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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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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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재 특선곡선에서 벽체변위 uri와 토압 Pi의 관계는 Thick Wall Cylinder 조건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4 침투력을 고려한 지반응력 산정

지반에서의 물의 흐름은 수두차에 의해 지배되며 지하수 흐름에 의해 지반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은 ‘유효응력 + 침투

력’ 상태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연직갱의 경우 구조물이 지표에서 지표와 수직하게 건설됨에 따라 터널의 벽면에서 깊이

별로 수두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깊이 방향으로 침투력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김도훈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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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터널에서의 전수두 발생경향 (b) 수직터널에서의 전수두 발생경향

그림 15. 터널에서의 전수두 발생경향

원형연직갱의 파괴면을 바닥과    의 각도를 이루는 깔때기형으로 가정하고 이완영역의 미소토체에 반경

방향 토압계수와 접선방향 토압계수를 이용하여 3차원적인 응력인 수직방향응력, 반경방향응력, 접선방향응력을 고려하

여 수직아칭과 수평아칭을 고려하였다. 지하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토압을 야기하는 이완영역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

고, 침투력을 고려하기 위해 반경방향 토압계수를 적용하였다.

(b) 미소토체의 힘의 평형

(a) 깔대기형 이완영역 (c) 미소토체의 수평방향 힘의 평형

그림 16. 힘의 평형

연직갱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동수경사의 산정이 필요하며, 정상류 상태의 침투해석을 수행하여 구할 

수 있다. 은 임의의 깊이에서 깊이 를 가지는 미소토체에서의 평균 동수경사의 각도이고 은 등수두선의 각도이

며, 미소토체의 상부에서의 평균동수경사의 각도는 이고 는 등수두선의 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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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소토체에서 침투력의 작용

(a) 파괴면의 응력상태(Paik과 Salgado, 2003) (c) 동수경사 및 등수두선의 각도

그림 17. 침투력을 고려한 연직갱의 응력

침투력을 고려한 연직갱 벽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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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tan

 tantan

R : 수직구 직경,  : 내부마찰각, c : 점착력

 : 벽면마찰각, r : 이완영역크기

 : 접선방향 토압계수 ( sin)
  : 수평방향 평균 동수경사

  : 수직방향 평균 동수경사

4.2 연직갱에 작용하는 수압

연직갱도 수평터널과 마찬가지로 라이닝 배면에 배수층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정수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이닝 배면에 배수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 사례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배수층의 폐색이 예

상되므로 침투류 해석 또는 수리-역학적 연계 해석을 통하여 잔류수압을 계산하여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2.1 잔류수압 산정을 위한 수치해석 방법

표 24. 배수부직포와 숏크리트 요소의 해석모델링

배수재와 숏크리트 합성방법 배수재와 숏크리트를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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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과 Potts(2002)는 유한요소 해석에서 숏크리트의 부재력과 흐름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숏크리트 흐름특성을 고려한 해석적 방법은 위와 같이 Beam요소와 인접한 지반요소를 지반의 역학적 특성에 숏크리트의 

흐름특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배수재와 숏크리트의 수리특성을 하나의 합성부재 요소로 가정하기 때문에 

배수재와 숏크리트의 합성된 흐름특성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매우 큰 배수재의 흐름특성에 지배되므

로 합성부재의 투수계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수재와 숏크리트를 별도의 요소로 모델링 하고 배수

재의 흐름특성 변화와 숏크리트의 흐름특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4.3 그 외 부가하중

그 외 온도하중, 건조수축 하중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구 설계기준을 참조하면 온도변화의 표준은 공사중과 완공 후로 

분리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토피고 1.0m 이상의 경우 온도변화를 무시할 수 있으나 연직갱의 경우 토피고와 관계없이 외

기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 온도하중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성벽체 적용시 구형단면의 경우 축력의 영향이 큰 스트럿 검토시 해석결과에 온도하중을 더하여 검토하며, 원형단면

의 경우 Ring Wale 해석시 온도하중을 추가하여 검토한다.

강성벽체나 콘크리트라이닝의 경우 계절별 온도하중은 두께 700mm이상 인 경우 ±10℃, 두께 700mm이하인 경우 

±15℃를 적용하여야 하며 내외면 온도차는 ±5℃르 적용한다. 건조수축하중은 콘크리트라이닝 양생시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으로 라이닝 구조검토시 고려한다. 건조수축에 의한 변형률은 축방향 철근 보강량이 0.5% 이상이면 

0.00015, 0.5% 미만이면 0.00020으로 온도하중으로 환산하면 –15℃~-20℃이다. 

5. 전력구 연직갱의 방배수

5.1 공사중 지하수 대책

공사중 연직갱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많을 경우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안정성 자하 뿐만 아니라 배수설비의 증가 

및 작업환경의 저하로 인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굴착대상인 지층에 대수층이 있거나 유입 

지하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위 저하, 지수, 지반강화 등의 보조공법을 계획한다.

연직갱에서 지하수 유입량이 과다한 경우에 주입공법 적용 전ㆍ후의 지하수 유입량의 차이를 예측하기 위하여 Hutchinson 

등(1989)은 다음과 같이 연직갱 주변 지반주입공법 적용 전ㆍ후의 연직갱내 지하수 유입량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ln
 



 
∙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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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0 : 주입전 연직갱 유입수량

Q1 : 주입 후 연직갱 유입수량

Pe : 원 지하수위 

R0 : 수위저하영향범위(≒30 r0)

r0 : 연직갱 직경

rg : 주입지반 외면 직경

f : 투수계수 감소계수 (=k1/kg)

k1 : 원지반 투수계수

kg : 주입지반 투수계수 (≒0.001×k1)

공사중 지하수위 저하공법에는 심정 (Deep Well), 선행배수공 등이 있으며, 지수 및 지반강화 공법에는 다양한 재료를 

지반내에 주입하는 주입공법과 지반 내에 천공 후 액체 질소와 같은 냉각제를 흐르게 하여 지반을 동결시키는 동결공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지하수의 유입수량이 과다하여 유도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입공법을 적용할 수 있

다. 주입공법은 일반적인 시멘트보다 침투성이 높은 주입재를 사용한다. 주입공법은 지반내의 공극, 암반균열 등에 주입

재를 충전하여 지반고결 및 지수, 이완된 지반의 보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여 지반의 역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지반압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입공법 적용시 연직갱 깊이가 얕을 경우에는 주로 평행형으로 배치하고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주로 방사형으로 배치 

계획한다. 다음은 연직갱 시공에 주로 적용되는 주입공법 사례이다.

표 25. 주입공법의 예

구분 L.W S.G.R A.S.G

공법

개요

물유리 용액과 시멘트 현탁액이 주입재이며 

멘젯튜브 주입관에 더블패커를 설치하여 전

면침투, 맥상 주입하는 공법

특수 선단장치와 3조식 교반장치를 갖추고 

이중관 복합주입공법으로 급결성 과 완결성

의 물유리계 주입재를 저압 복합주입

활성실리케이트 약액을 현장플랜트에서 직

접 제조하여 차수 및 지반보강용 주입재로 

사용하는 공법

적용

지반
느슨한 사질토, 점성토 사질토, 점성토, 암반층 느슨한 사질토, 점성토

개량체크기 

및

강도

Φ800~1200

점성토 :4~6kg/cm
2

사질토 :10~20kg/cm2

Φ800~1000

점성토 :2~4kg/cm
2

사질토 :2~20kg/cm2

Φ800~1200

점성토 :2~4kg/cm
2

사질토 :2~20kg/cm2

장점

ㆍ재주입가능

ㆍ천공과 주입 작업 분리로 공기가 빠름

ㆍ유도공간으로 주입재 균질함

ㆍ지반교란 및 융기로 인한 영향이 적음

ㆍ겔타임 조정 가능

ㆍ지반교란 및 융기로 인한 영향이 적음

ㆍ내구성이 양호함

단점

ㆍ겔타임이 늦어 투수성이 큰지반에 적용성 저하

ㆍ주입압력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

ㆍ장기 공사시 알칼리 용탈현상으로 내구성 

및 환경오염 발생

ㆍ시멘트 주입시 선단장치 막힘이 빈번함

ㆍ저압 지속시 주입시간 증가

ㆍ장기 공사시 알칼리 용탈현상으로 내구성 

및 환경오염 발생

ㆍ차수성은 양호하나 지반보강 효과는 미흡

ㆍ별도의 AES 제조 플랜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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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운영중 배수 대책

연직갱에서는 지하수 유입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배수시설을 계획한다. 일반적으로 

연직갱에서는 지반을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벽체나 숏크리트 내면에 유도배수층 (부직포+방수막)을 설치하며, 다음과 

같이 누수를 고려하여 전단키 내에 배수관(water ring)을 설치하고 벽면을 따라 설치된 연직 배수관에 연결하여 연직갱 

하부로 유도 처리하도록 계획한다.

그림 18. 연직갱 운영중 배수공 설치예

5.3 방수

지중에 축조된 구조물의 대부분은 지하수면 아래에 위치하여 시공이음 및 Hair Crack을 통하여 누수가 발생, 구조물 

및 내부 설비재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일단, 누수가 발생한 경우 완전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방

수대책 및 공법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표 26. 터널용 방수재의 비교

구 분 CORRUGATED ETHYLENE FLEECE & SEALINGS SHEET

재 료 에틸렌 초산비닐 수지판에 배수 수입 ECB 국산 ECB 미국 SH·PVC

제 품
BYNON DC,

DB, NB

POLYFELTTS 700(FLEECE) 

CARBOFOL(SEALING SHEET)
KOBASEAL COLDEN POW

제 품

형 태

방수막 1겹에 배수공(RIB)이 

형성되어 있음
방수막 1겹과 배수막 1겹의 2겹 방수

시 공

방 법

∙가열 융점으로 융합

∙BOLT PIN과 누름쇠로 부착

∙다시 가열용접

∙배수 보호막을 BLANK에 못을 박아 고착

∙SEALING SHEET를 인두로 가열 부착

∙접합은 자동용접기를 사용, 압축공기로 접합확인

장단점

∙제품에 형성된 배수공(RIB)이 

Conc. 타설압력에 의해 압착되

어 배수로 차단

∙NATM으로 개발

∙근래에는 재래식 터널에 많이 

사용

∙부착용이, 배수효과 양호

∙다소 고가

∙국내개발, 가격저렴, 제품인도 

용이

∙부착 용이

∙구조물 형체에 구애를 받지 않음

∙최근 많이 적용

∙국내 개발, 가격저렴, 제품인도 

용이

∙부착 용이

∙시공실적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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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수직구 방수 개요도

수직구

상세 "A"

상 세 "B" 상 세 "C"

상 세 "D"
상 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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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취약구간 및 대책

전력구 연직갱-본선 접속부는 방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연직갱과 본선이 모두 일반 NATM공법으로 시공되는 접

속부도 형상이나 시공시기 등에 따라 누수발생이 쉽기 때문에 시공에 매우 주의를 하여야 하며, 설계시에도 이를 고려하

여 2~3중 방수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선터널이 세그먼트 등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연직갱은 Sheet방수, 본선은 

지수재로 방수를 시공하여 방수방식 차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연결부에 대하여 수팽창 지수재, 도막

방수 등을 추가로 시공하는 별도의 방수계획을 세워야 하며, 연직갱과 세그먼트간 충분한 연결강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

도록 철판 패드 보강 구조 등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4 연직갱 집수정 계획

5.4.1 설계조건

① 전력구로 유입된 물은 하향구배에 의해 집수정에 유입됨을 원칙으로 하고 집수정 단면 검토한다.

② 터널내 허용누수량은 0.2L/㎡/day/10m 및 0.1L/㎡/day/100m로 한다.

③ 집수조는 배수량을 30분 이상 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사조는 사람이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집수조 용량의 50% 크기로 한다.

⑤ 집중강우, 펌프고장 등 비상시의 경우를 감안 유수량의 10%를 추가하여야 한다.

⑥ 집수정으로 유입된 물은 침사조를 거친 후 집수조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수중 PUMP와 배수PIPE를 통해 인접 

우･오수 맨홀로 배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PUMP의 고장을 감안하여 예비 PUMP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⑧ 유입수량이 집수정 1개소당 300ton/day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하천 유출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하수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5.4.2 터널구간 집수정 검토

전력구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전력구에서의 집수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28. 터널 설계기침 기준(지하수 10m이하 적용)

집수거리 폭(B) 높이(H) 길이(L) 유입량(추정) 침사조용량 집수조용량 비 고

100m이하 4.0m 2.0m 3.0m 9.6m
3
/HR 14.4m

3
/HR 9.6m

3
/HR 60%

100m~300m 6.0m 2.0m 5.0m 28.8m
3
/HR 30.0m

3
/HR 30.0m

3
/HR 55%

300m~500m Φ8.0m×2m 48m3/HR 50.24m3/HR 50.24m3/HR 50%

500m~1000m Φ8.0m×4m 96m
3
/HR 100.5m

3
/HR 100.5m

3
/HR 50%

1000m이상 별도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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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력구 연직갱의 안전설비

연직갱 내 과도한 지하수 유입으로 인하여 배수설비가 

침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인원 탈출을 위한 비상계

단과 케이지 권양기를 설치한다. 

연직갱에 설치되는 안전설비에는 비상전화, 점멸장치, 

사이렌 등의 비상용 경보장치와 소화기, 비상용 가스마스

크 등이 있다. 작업상황의 상시 관리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 계획하기도 한다. 연직갱의 갱구부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며 연직갱 내로의 낙하물 방지에 

노력한다.

시공중 지표나 상부로부터 공구, 잡석 등의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 및 바닥설비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상

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갱내에는 일정한 높이의 간격

으로 갱벽 주변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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