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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도시의 변전소와 발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터널공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

히, 도심지에서는 지반침하를 최소화 하고 발파에 의한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쉴드TBM공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쉴

드TBM 공법은 시공중 전방의 지질이상대 출현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시추조사와 물리탐사 등 지반조사를 통

해 지반의 상태를 평가하고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추조사는 공간적인 제약과 경제적인 문

제로 인해서 일정 간격을 두어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터널구간의 전반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표면에서 수행되는 물리탐사 방법은 터널 심도의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해상도가 떨어지고 터널 막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막장 전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공중 막장 전방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들이 최근 들어 개

발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쉴드TBM 전방지질예측 기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내경 3.0m내외의 전력구 터널의 적용

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전방지질예측 기법

시추조사 및 지표탐사 등의 조사를 이용하여 획득되는 지반정보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 해상도 등의 원인에 의해 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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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반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구 터널을 비롯한 지하공간 건설 시 예측하지 못한 지질이상대의 출현으

로 공사 기간 및 공사비의 증가,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막장 전방의 지질구조를 사전에 파악하

여, 위험구간에 대한 사전대비 및 보강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터널 전방 예측 기술 중 전력구와 같이 비교적 

소구경의 쉴드TBM에 적용 가능한 기법은 표 1과 같다.

<표 1> 터널전방 지질 예측 기술

구분 TSP BEAM Pilot Drilling

개요

∙터널 시공 도중, 인공적인 진동(주로, 발파)

을 발생시켜 탄성파 신호를 획득 

∙ TBM 터널에 적용되며, 터널 굴착 도중, 유

도분극 탐사 및 전기탐사를 수행

∙굴착 전,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작은 터널로 굴착하는 방법

장점

∙예측범위(최대 200m)

∙암반이 양호할수록 예측범위 증가

∙파쇄대 등의 지질이상대 예측

∙높은 해상도 전방 예측 

∙전진 중 주변 예측 가능

∙전자동 데이터 획득,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샘플링 가능

∙암반을 굴착하면서 기계적 변수 획득

단점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

∙제약조건(발파)이 존재

∙국부이상대는 예측 못함

∙높은 단가

∙국부적 이상대 예측 불가

∙최대 가탐심도가 5m

∙소단면 설치 불가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

∙국부적인 위치 평가

검토의견

∙Shield-TBM의 경우 단면이 소구경이며 막장전방 확인이 어려워 추가 막장부에 추가 장비를 설치하거나 막장공간을 이용한 탐사방

법은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며, TSP의 경우 터널 막장이 아니라 터널 측벽에서 탐사를 수행함으로써 굴착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특히, TBM과 같이 막장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더욱 효과적임

3. TSP탐사

3.1 TSP탐사 개요

TSP탐사는 시공 중 막장 전방의 지질구조, 이상대(단층대, 파쇄대 등) 등의 공간적 위치정보를 단시간에 측정하여 위

험구간에 대한 사전대비 및 보강대책을 세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TSP 탐사는 시추공을 이용하여 지질구조를 파악하

는 VSP 방법을 터널 내에 적용한 것으로, 터널 시공 중 인공적인 진동(주로, 발파)을 발생시키고 불연속면에서 반사된 

반사파 신호를 획득/분석하는 정밀탐사 방법이다. 반사된 신호로부터 이상대(파쇄대, 단층대 등)의 위치정보, 특징 등을 

파악하며, 예측구간은 지질조건에 따라 다르나 최대 200m(일반적으로 150m 내외)까지 가능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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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SP탐사 종류

<표 2> TSP 탐사의 종류 및 특징

구분 TSP 3D TSP 2D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모식도

진원방법

∙터널측벽(숏크리트면)에 다수(24개)의 발신공과 수신공(2-4ch)을 천공하고 소량(약 30~ 

100g)의 화약발파하여 탄성파 음원을 발생시키고 반사파를 분석하여 지질구조 예측

∙각각의 수진기 위치에서 에어햄머 또는 타

정총, 핸드햄머와 전용 Plate를 이용타격 

P파에너지 발생

분석결과

∙막장주변(전방, 상, 하, 좌, 우)의 광범위한 

3D 입체 분석이 가능

∙막장주변 및 전방의 2D 분석 ∙막장면 4개단면중 1,3번단면 DATA를 이

용하여 2,4단면 자료를 추정하여 분석자료

로 제시

장단점

∙터널 막장 전방 및 주변공간의 3차원 분석

가능

∙막장전방 및 주변의 공동 및 파쇄대 등의 

지질이상대 구간탐지

∙막장전방 및 주변의 용수대 탐지

∙암종 변화구간 확인

∙소구경 Shield TBM 적용가능 

∙ 2D대비 DATA수신 50% 강화

∙터널 막장 전방의 2차원 분석가능

∙막장전방의 공동 및 파쇄대 등의 지질이상

대 구간탐지

∙막장전방의 용수대 탐지

∙암종 변화구간 확인

∙Shield TBM 적용 불가능

∙터널 막장 전방의 2차원 분석

∙규모가 큰 단층대 등의 불연속면만 파악 

가능

∙막장면에서 발,수신 동시 수행에 따른 표

면파 및 공기파 등의 잡음에 취약 

∙ 1축 지오폰 사용으로 3차원 해석이 불가능

∙90-120ch 지오폰 밀착작업으로 인한 공

기지연

∙기존 TSP 대비 고가이며 결과물의 신뢰성 

결여

현장

적용성

∙모든 터널 적용 가능

- Gripper & Shield TBM

- 터널 직경 2.5m 이상

∙NATM터널 적용 가능 ∙NATM터널 적용 가능

3.3 TSP 3D 장비제원 및 특징

TSP 3D 탐사는 터널 측벽에 발신공 및 수신공을 천공한 후 소량의 화약을 발신공에 장약, 발파하여 인공 탄성파를 발

생시킨다. 막장면 전방의 불연속면 등에서 반사한 반사파를 수신공 내에 삽입된 3성분 수신기로 수신, 3D 자료처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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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분석하여 지질구조 및 암반의 물성정보, 불연속면의 주향 및 경사 등을 파악한다. 1회 탐사로 막장전방 최대 

200m 구간의 예측이 가능하며, 자료획득 시간이 1시간 내외로 터널 굴진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탐지된 지질이상

대 구간에 근접하여 짧은 시간에 보강이 가능하다(표 3).

<표 3> TSP 3D 장비의 특징

주요장점 성능

∙터널 막장 전방의 3D 공간적 분석

∙모든 터널 굴착방법에 적용 가능

- Gripper & Shield TBM

- 터널 직경 2.5m 이상

∙모든 암종에 적용 가능

∙터널 막장 전방 최대 200m 예측 가능

∙해상도 : 1~5m

∙정밀도 : 실제 거리의 1~5% 오차

∙측정결과 : 측정 후 1~2일 이내

 

TSP 3D 탐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2013년 스위스 Amberg Technique AG사에서 개발된 TSP 303 Plus 3D 시스템으로 

차세대 신기술인 3차원 공간적 분석 및 시각화 기술이 적용되었다(표 4).

<표 4> TSP 3D 장비 구성

구분 내용 장비 사진

Recording

unit

- 48kHz sample frquency

- 24 recording channel

- 8 receiver port

- Automatically Seismic noise check

- 휴대용 Toughbook PC

Receiver

unit

- 4개의 고감도 3-Component sensors

- Sensitivity 1,000mV/g

- Frequency range 0.5~5,000Hz±5%

- 일체형 수신기 

- 완전한 내구성 및 방수

Accessories

unit

Packer

&

Protection tubes

- 회수용 수신기 보호 튜브

- 3단 결합

- 잡음감소 및 신호수신 강화

TSP dowel

&

SeisBond

- 3-Component sensors에 결합

- 급결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공벽에 

완벽한 밀착

- 90% 잡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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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쉴드TBM에서 전방지질예측 TSP 3D 탐사

4.1 탐사방법

1) 수신공 및 발신공 위치결정

수신공 및 발신공 천공을 위하여 Shield TBM 터널 현장에서는 세그먼트의 락볼트 홀 또는 모르타르 주입 홀을 이용한

다. 일반적으로 발신공의 간격은 1.2~2.0m를 유지해야 하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Shield TBM 세그먼트에서

의 수신공 및 발신공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쉴드 TBM 세그먼트에 적용되는 수신공 및 발신공

2) 수신공 및 발신공 천공

수신공 및 발신공 천공은 Shield TBM의 막장 굴진 작업과 동시에 수행 가능하며, 수신공은 터널 측벽에 2공씩 총 4

공, 발신공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터널 한쪽측벽에 24공을 천공한다. 천공 심도 및 각도는 다음과 같다.

① 수신공

 - 천공 심도 : 2.0m

 - 천공 각도 : 수평~상향 5~10°

(수신기 삽입 작업이 용이하고, 공내 암석 부스러기 제거가 용이하도록 상향으로 천공)

② 발신공

 - 천공 심도 : 2.0m

 - 천공 각도 : 모래 전색 시 - 수평~상향 5~10˚

물 전색 시 - 수평~하향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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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공 및 발신공 위치측정

발신공 및 수신공의 천공이 이루어지면 정확한 천공심도, 천공각도, 횡방향 틀어짐 각도, 각 공별 거리등을 측정한다. 

이는 반사면까지의 거리, 주향, 경사 등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수행되며, 소요시간은 1시간 내외로 막장 굴진 작업과 

무관하게 수행 가능하다. 발신공 및 수신공의 위치보정 개요는 표 5와 같다.

<표 5> 발신공 및 수신공의 위치 측정

4) 발신공 화약 장약 및 발파

TSP 3D 탐사의 발신원은 화약을 사용하며, 발신공당 장약량은 암반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

로 장약량은 발신공당 30~100g 내에서 결정하며, 화약 장약 후 물로 전색을 실시한다(그림 2). 현장 여건상 물로 전색이 

용의하지 않을 경우 모래를 사용하기도 하나, 발신공 근처에 파쇄가 심할 경우모래 보다는 물로 전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2> TSP 3D 탐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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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자료 획득

현장자료 획득 순서는 결선-발파-기록 순으로 이루어지며 발신공 당 1회씩 총 24회 반복 수행한다, 발파는 화약기사

의 입회하에 수행 되어야하며, 현장자료획득 시간은 1시간 내외 소요된다. 현장자료 획득 시 잡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주변진동(중장비 작업 및 이동) 및 환풍기 등의 이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그림 3).

4.2 탐사자료 분석

TSP 3D 탐사는 3D Processing을 기본으로 하며 4개의 수신기에서 측정된 P파, SV파, SH파를 다음 그림과 같은 절

차에 의해 자료처리를 수행한다. 자료처리 과정은 크게 Survey processing과정과 3D processing 과정으로 나뉘며, 13

단계의 Survey processing 과정과 4단계의 3D processing 과정을 거쳐 실시한다.

<그림 3> TSP 3D 탐사 자료 분석 흐름도

1) Survey processing과정

Survey processing의 대표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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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신공/발신공 위치정보 및 터널 정보 입력

② 직접파 경로산출

③ 시간영역 필터(Time Variant High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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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processing 과정

3D processing의 대표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3D 속도분석

② 3D구조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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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사면 추출

4.3 자료해석

TSP 3D 탐사 자료해석은 ① 예측구간내 암반물성치 분석, ② 불연속면 2D 분석, ③ 불연속면 3D 분석, ④ 암반등급

도 작성 순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탐사 예측구간의 암질상태 및 절리분포, 용수대 및 붕락구간 등의 위

험구간을 해석한다.

① 암반물성치 분석



42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3

TSP탐사를 이용한 전력구 Shield TBM 전방지질 예측기술

② 자료해석 2D분석

③ 자료해석 3D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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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held TBM 헤드커터 에너지 효율의 상관성 분석

TSP 3D 탐사 후 예측구간의 암반속도 분포와 Sheld TBM 헤드커터 에너지 효율을 분석하여 추후 굴진구간의 Sheld 

TBM 헤드커터 에너지 효율 추정이 가능하다(그림 4).

<그림 4> 암반속도 분포와 쉴드 TBM 헤드 커터 에너지 효율분석

5. 해외 적용사례(2D)

5.1 ZUCKERBERG GALLERY, GERMANY

Zuckerberg SewerⅡ는 슈트트가르트시 Zuckerberg산 하부에 계획된 연장 2,747m의 하수터널이다. TSP측정당시 

3.4m 직경의 TBM을 open모드로 북쪽입구에서 굴진중이었다. 터널은 연약한 흙이 얇게 중첩된 트라이아스기 경암층을 

통과하며, 80m두께의 상부 패각 석회암층은 수직에 가까운 두 개의 단층과 교차한다(그림 5).

TBM이 카르스트 지형과 지질이상대를 지나는 동안 예상치 못한 파쇄대를 만나게 된다. 파쇄대의 통과길이는 10m~ 

30m이며, 지층이 연약하여 암석덩어리들이 모암으로부터 떨어져 내렸다. 거대한 여굴의 결과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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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SP 탐사의 TBM 터널의 해외 적용 사례

<그림 6> TSP 탐사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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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에 집중되었다. TBM은 대규모의 개조작업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터널 스테이션 TM2134에서 수평시추를 시행하

였다. 그러나 터널내에서 수행된 38m의 수평시추와 지표에서 수행된 2공의 수직시추로도 파쇄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공자는 카르스트 지대의 끝을 예측하기 위하여 TSP탐사를 결정하였다. 아래 그림은 TM2154에서 수행된 TSP

탐사의 종단면 이미지이다(그림 6).

TBM의 백업장비로 TSP작업공간이 부족하여 이상적인 위치에서 60m 뒤쪽인 TM2037에 수신기를 설치하였다. TSP

탐사 결과, 카르스트 지형은 TM2134에서 시작되었고, 막장 11m전방인 TM2165까지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TM 

2188에서 암석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TBM 굴진을 재개하여 TM2190에서 연약한 지층을 통과하였

다. TSP탐사 결과 카르스트 파쇄대가 짧게 끝나는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파쇄대를 우회하는 방안 대신에 천천히 통

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암석강도 감소구간을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시

공기간과 비용을 단축하였다.

5.2 CHESHMEH-LANGAN WATER SUPPLY, IRAN

Cheshmeh Langan 상수도 터널 프로젝트는 Esfahan의 도시로 가는 경로로 Dez강과 Karaun강, 그리고 지류인 

Sardab, Sibak 및 Cheshmeh Langan의 물을 Zayandeh강 계곡으로 보내기 위한 13.8km의 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TSP탐사 구간의 지질종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석회암층은 대체로 심하게 파쇄되어 있다. 터널의 경사는 2‰이며 3.9m

직경의 TBM을 이용하여 터널 양쪽에서 굴진한다(그림 7).

<그림 7> TSP 탐사 지질 종단도(이란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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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TSP탐사는 터널의 상류와 하류에서 각각 수행되었다. 터널은 상이한 두 가지 두꺼운 석회암층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한쪽은 심하게 파쇄되었고, 다른 한쪽은 얇은 점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양쪽 터널의 관통지점인 터널의 중

간은 토피고가 1000m 이상으로 예상된다.

탐사의 목적은 남아있는 562m의 터널에서 상이한 석회암층의 경계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많은 물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는 open TBM의 시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TSP탐사 결과, 암석강도가 감소하며, 함수층으로 예

상되는 4개소가 예측되었다. 예측된 지역은 아래 그림의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특히 TM8654~TM8689구간

은 두 석회암층의 경계로 35m의 광범위한 파쇄가 예상되었다(그림 8).

<그림 8> TSP 탐사 결과(이란 적용 사례)

6. 결 론

전력구 Shield TBM 터널설계를 위한 사전조사에서는 시추조사와 굴절법 탄성파탐사가 주를 이루 어 왔고, 최근에는 

탄성파탐사 기기 및 기법의 발전으로 시추공을 이용한 토모그래피 등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조사대

상 부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표에서 실시되거나 제한된 위치의 시추공에서 시행되므로 터널의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구조대에 대한 파악에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다. 시공중에 터널 막장에서 선진시추 조사공으로 이

러한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조사공을 이용한 탐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범위가 제한되며 터널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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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켜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

TSP탐사는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막장전방의 지반조건을 예측함으로써 암질 변화구간이나 단층, 파쇄대 등 지질 이상

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보고에서 제안된 TSP 3D탐사는 직경 2.5m이상의 소규모 터널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전용소

프트웨어를 활용하여 Shield TBM 막장전방의 지질구조 예측이 가능하다. Shield TBM은 공법의 특성상 시공중 지질 이

상대 출현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제안된 탐사방법을 시공 중 시행하여 설계단계에서 예측된 위험구간의 범위와 위치

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