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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considerations and field applications on inflatable 

structure system to protect rapidly flooding damages in large section tunnel. This 

inflatable structure system is very valuably used to protect passively and rapidly the 

possibilities of tunnel damages by flooding threats and unusual leakage to be occurred 

during and after underground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this system should be 

necessary in subsea tunnel. The predominant factors in the design of inflatable 

structure system are the leakage and fri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the inflater and 

tunnel liner. The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are performed to develop the 

design considerations and to examine the design parameters of the inflatable structure 

system. The analytical solutions are developed using membrane theory to suggest the 

design considerations. The relative friction tests of several fabric materials are also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fric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ifferent friction 

conditions between inflater and tunnel surface.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friction 

coefficients in wet surface condition are about 20% lower than the values in dry 

surface condition. In addition, virtual design of tunnel protection system for two 

virtual subsea tunnel sites which is under reviewing in Korea, is carried out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very useful to 

understand the inflater structure design and development the technology of tunnel 

protection structu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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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해저터널에서 급격한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팽창구조체의 설계 및 현장적용을 제시하였다. 팽창구조체

는 지중 구조물에 시공 및 운영 시 발생되는 돌발용수 및 이상누수에 의한 사고들에 대비한 많은 가치가 있는 수동적 급

속차폐시스템이다. 특히 해저터널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팽창구조체의 설계에서 주요인자는 인플레이

터와 터널 벽면사이의 누수 와 마찰 거동이다. 팽창구조체의 설계시 설계 고려사항을 개발하고 매개 변수를 조사하기 위

해 이론분석 및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팽창구조체의 주요 설계 요소 및 고려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박막이론을 

적용한 이론적 분석 및 개발하였다. 또한 여러 섬유 재료의 상대 마찰 시험은 인플레이터와 터널 표면 사이의 마찰 조건

에 따라 마찰거동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는 침수조건에서의 마찰 계수가 건조조건에서의 값보다 약 

20% 낮게 나타났다. 추가로 한국에서 계획중인 2개의 가상해저터널현장에 대한 보호시스템 가상 설계를 본 연구를 바

탕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향후 터널 보호 구조물인 인플레이터 구조 설계 및 개발 기술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팽창구조체, 해저터널, 터널침수, 마찰 실험

1. 서 론

해저터널 기술을 확보하고 통합 방재 및 운영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되는 초장대(연장 50 km 이상) 

고수압(수압 20 bar 이상)을 받는 해저터널 건설에 필요한 지질조사, 설계 및 시공, 방재 및 유지관리 등의 핵심 설

계 및 시공요소에 대한 국내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Kim, 2014).

국내와는 달리 건설기술이 발전한 해외에서는 해저터널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중국, 영

국등 해저터널을 이용한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 교통난 해소, 관광 활성화 및 대형선박의 원활한 운항을 확보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이미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발전에 큰 성과를 성취했을 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저터널 프로젝트 및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수나 테러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팽창구조체를 이용하여 유입수를 차단하는 inflatable tunnel plug, 지

하철 Tunnel plug 연구가 진행 중이다. 큰 직경 도관과 터널의 긴급 보수 또는 환경 복원을 할 경우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할 필요가 있다(Barbero, E.J et al., 2012). 터널의 부작용 및 연결된 인프라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에어백을 이용한 수동적 보호 시스템(Martinez et al., 2012). 팽창구조체를 이용하면 제한

된 공간을 폐쇄시켜 사고발생시 대처시간을 증가 시킬 수 있고 적은 무게로 터널 형상의 변형을 필요로 하지 않으

므로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해저터널 시공 및 운영 중 문제 발생시 팽창구조체를 이용한 방수 및 방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팽창구조체는 터널의 급속차폐를 위해 고안된 설비요소로서, 해저터널이라는 특성상 중요한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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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팽창구조체 설계 시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터널재료에 대한 마찰실험과 Inflater 

(팽창구조) 분할에 따른 누수량 측정 실험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Lee, 2014) 특히 팽창구조체 설계 시 1분할, 2

분할, 4분할로 하여 차폐능력 및 형상과 팽창구조물에 주입하는 공기압에 따른 수압, 축방향 이동거리, 누수량 등

을 분석하였다.

Yoo et al., 2015는 실대형 팽창구조체를 27:1의 축소율을 적용하여 Inflater (팽창구조) 구조물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내모형실험 결과 2분할 Inflater (팽창구조)의 경우가 누수량과 축방향 변위가 가장 적게 나

타났다.

Yoo et al., 2016는 급속차폐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저터널의 돌발유입수를 제어하는 팽창구조체에 대한 실험

적 연구를 통해 실대형 팽창구조체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마찰계수 및 설계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실대형 팽

창구조체 설계 시 마찰계수가 매우 중요한 설계인자로 Inflater (팽창구조) 구조물의 마찰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저터널 급속차폐를 위한 팽창구조체의 설계 시 고려사항과 가상설계를 통한 현장적

용법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팽창구조체 설계 시 가장 중요시되는 마찰거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팽창구조체와 터널벽면의 마찰이 클수록 유입수 차폐효율이 증가하므로, 팽창구조체의 설계에 있어서 마찰계수

를 중요인자로 선정하여 재료 및 패턴구조에 따른 마찰계수 값을 얻었으며, 다양한 터널 사고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 향후 팽창구조체의 재료에 대한 장기적인 내구성 문제와 터널모형실

험의 마찰계수와 비교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해저터널 내 급속차폐 시스템 팽창구조체 이론 및 설계

2.1 개요

고수압이 작용하는 초장대 해저터널의 경우 폭발 등의 사고로 터널 상부에 무한정 존재하고 있는 해수가 유입

하게 되면 육상터널의 유입수와는 달리,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유입수 제어 및 관리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Shin et al., 2015).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사고예방책으로 방수문(차수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수의 무한 유입

조건에서 방수(차수)성능의 검증이 전무한 상태이며, 터널을 급속히 차폐시키는데 어려움과 제한이 많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로 팽창구조체를 이용한 급속차폐 시스템이다. 팽창구조체를 이용한 급속차

폐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유입수를 제어할 수 있는 차폐시설로 개발이 필요하다. 팽창구조체는 터널 내에서 팽창

하기 전에는 아주 작은 부피로 포장되어지며, 유연성 및 경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팽창구조체는 다양한 모양

과 크기로 팽창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상태에서 공기압이 내부에 공급된다. 또한 팽창구조체 내 압력은 전체적인 

팽창구조체에 필요로 하는 구조적 지지를 제공한다. 팽창구조체의 차폐능력은 형상과 팽창되는 압력에 의해 좌

우된다. 터널 단면을 차폐하기 위해서는 팽창구조체의 내부공기압이 외부압력보다 더 커야한다. 이 때 외부압력

은 유입수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압력이 내부공기압보다 크게 되면 터널 벽면과 팽창구조체 사이의 경계면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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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가 스며들게 되어 차폐효율이 저하되며,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팽창구조체 설계 시 압력을 고려하여 

구조적 결함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

팽창구조체는 설계방법에 따라 터널 내 유입수 차폐효율이 다르다. 팽창구조체는 터널의 위치 및 환경에 따라 

형상을 맞게 설계해야 한다. 터널의 크기에 따라 팽창구조체는 1, 2, 4 분할로 설계하여 터널을 차폐할 수 있어야 

하며, 분할에 따른 급속차폐시스템 팽창구조체의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박막이론을 이용한 팽창구조체 이론 및 설계요소

Fig. 1. Schematic of inflatable structure in tunnel 

팽창구조체의 터널 내 개략도는 Fig. 1과 같다. 해저터널의 차폐를 위한 팽창구조체에 대한 이론은 박막이론

(Membrane theory)을 적용하였다. 박막이론은 셀의 면내의 직응력과 전단력만으로 저항한다고 생각하고, 휨저

항을 무시한 해석이론이다. 팽창구조체에 사용될 섬유의 인장강도는 단위길이당 힘으로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strength/area, t는 fabric thickness이다. 

팽창구조체는 Fig. 2와 같이 원통부와 구면부로 구분하여 역학적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a) Horizontal section along the 

cylinder part

(b) Cross section of the cylinder part (c) Spherical part

Fig. 2. Stresses in inflatab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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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부의 경우 종방향과 횡방향의 응력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각 방향별 접선응력(hoop stress,  )와 단

면응력(sectional stress, )을 정리하면 식 (2)와 (3)과 같다.

 


 
(2)

 


 
(3)

여기서  는 팽창구조체 내부 압력이고, r은 팽창구조체의 반경, 그리고 t는 팽창구조체의 두께이다.

구면부의 경우 Fig. 2 (c)와 같이 반경방향의 응력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반경응력(radial stress, 

 )은 원통부 단면응력과 동일한 크기로 식 (4)와 같다.

   


 
(4)

팽창구조체의 인장강도 식 (1)을 이용하여 식 (2), (3), (4)를 정리하면 섬유(fabric)의 인장강도의 범위는 식 (5)

와 같이 정리되어 진다.



 
≤  ≤   (5)

그러나 팽창구조체가 터널 내에서는 원통부가 라이닝에 구속되어 터널벽체와 평행을 이루게 되므로 식(6)과 

같이 구면부의 반경응력(radial stress)만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팽창구조물의 설계요소 및 압력 체계를 정리하면 Fig. 3과 같다. 여기서 은 수압(), 는 터널에 가해지

는 공기압, 는 팽창구조체와 터널벽체와의 마찰력을 나타내며,  은 팽창구조체의 팽창압, 는 팽창구조체

의 등가반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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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sign parameters and pressure system acting on the inflatable structure

팽창구조체와 터널벽체와의 마찰력()은 상기 이론식을 근거로 팽창구조체의 설계 팽창압()과 팽창

구조체와 터널벽체와의 마찰계수()를 사용하여 식 (7)로 예측 및 계산 될 수 있다. 마찰계수는 팽창구조체의 재

질과 터널벽체의 조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설계요소 일뿐 만아니라 시공 시 마

찰면의 보강방안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재료 및 모형실험 등을 통하여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7)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팽창구조물의 설계 시 만족하여야 할 팽창구조체 재료의 강도조건

과 팽창구조체를 설치해야 할 길이조건을 제시하면 식 (8)과 식 (9)와 같다.








 또는  





(8)

 



(9)

상기와 같이 확립된 이론적 설계 방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설계 적용 시에는 팽창구조체의 외력, 

        일 때   은 정해진 값이므로 팽창구조체의 설계 팽창압()의 결정이 매우 중요

한 설계요소가 된다. 또한 터널의 크기에 따라 팽창구조체 구면부의 섬유재료에 가해지는 인장응력이 커지기 때

문에 터널의 반경(r)의 경우도 매우 중요한 설계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팽창구조체의 중요 설계요소는 우선 

팽창구조체와 터널벽체와의 마찰계수()이며 설계 팽창압(), 터널의 반경(r)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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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팽창구조체 설계 고려사항 및 시방

팽창구조체의 이론에 따라 강도, 길이, 모양 등을 설계하여 제작할 수 있다. 터널은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

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팽창구조체가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팽창구조체의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고려

사항 및 시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팽창구조체는 강도 및 길이 조건이 만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팽창구조체는 규모가 큰 터널, 터널 내 중요 보호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분할 구조체로 설계한다.

(3) 팽창구조체는 연성이며, 경량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터널 내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각진 부분에 대

하여서는 접혀서 손상되지 않도록 모서리부의 곡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질로 선정한다.

(4) 이동 및 취급하기 용이하여야 하며,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팽창되어야 하고, 내압에 의하여 충분히 구조 형

태를 유지되어야 한다.

(5) 최소의 부피로 설치되도록 재료강성을 선정한다.

(6) Fabric 재료는 관련 특성시험을 사전에 실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7) 팽창구조체의 설치 장소는 리스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지반조건, 유지관리조건, 터널 단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팽창구조체의 최적 분할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단면이 큰 터널인 직경 7.5 m 이상의 터널의 경우 팽창구조체

(Inflater)분할에 따른 차폐효율을 분석한 결과 2분할이 제일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다(Yoo et al., 2015) 따라서 국

내 지하철과 같은 교통 터널의 경우가 유사한 크기에서는 터널 벽면 양쪽에서 2분할로 팽창구조체가 펼쳐지도록 

설계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2분할 팽창구조체 설계 시 팽창구조체와 터널 벽면의 조도차이에 따른 마찰과 팽창

구조체 사이간의 마찰이 발생한다. 이러한 마찰거동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팽창구조체 거동에 매우 중요

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팽창구조체의 마찰면의 조건에 따른 마찰 거동에 대하여서도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3. 팽창구조체의 마찰특성에 대한 연구

3.1 개요

팽창구조체의 마찰특성은 팽창구조체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팽창구조체의 재질과 터널벽체의 

조도 등에 따라 다르게 거동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기존 연구(Lee, 2014; Yoo et al., 2015; Yoo et al., 

2016)에서 실시하지 않은 조건인 물속에서의 마찰거동에 대하여서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험조건을 만족시키

기 위하여 특수 실험장비를 개발하고 건조조건과 침수조건 등을 구현하였다. 개발한 장비는 Fig.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수 마찰실험 장비로 개발되었다. 장비의 구성은 하중부분, 시편장착부분, 제어부분 그리고 결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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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하중부분은 축하중을 줄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시편장착부분은 고정판과 이동판으로 

구성되어 이동판은 일정 속도로 이동하면서 횡방향의 하중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침수조건은 시편장착부분을 침

수시키는 별도의 격실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팽창구조체의 재료는 기존연구(Yoo et al., 2015)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제적인 재료로 현장적용성이 좋다고 판

단되는 Kevlar를 사용하였으며, 이 재료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은 6가지의 마찰표면 조건과 2가지의 건조와 침수

조건, 그리고 2가지의 하중조건 등을 상호 조합하여 총 120번이상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계획에 따라 실시된 실험방법과 결과 등을 정리는 다음과 같다.

① Normal weight, ② Weight holder for implementation of normal force, ③ Load cell, ④ Fixed, ⑤ Moving 

specimen holder plate, ⑥ Load cell, ⑦ LVDT, ⑧ Data acquisition device program

Fig. 4. Mechanical components of friction test machine

3.2 실험 방법

이 실험은 해저터널에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유입수가 발생했을 때와 없을 때를 건조(Dry)조건과 

침수(Wet)조건의 환경으로 만들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위한 시편은 Fig. 5와 같이 터널 벽체는 콘크리트 

시편을 사용하고 팽창구조체는 Kevlar재료 시편을 이용하여 마찰거동을 실험하였다. Kevlar의 시편의 경우, 격

자가 없는 시편과 격자크기가 다른 2가지 격자패턴으로 제작된 격자 Kevlar 시편 등 총 3종류의 Kevlar 시편들을 

제작하였다. 건조조건은 해저터널 내 유입수의 피해 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마찰특성을 알아보는 조건이며, 

침수조건은 유입수가 해저터널 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팽창구조체와 벽면과의 마찰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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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rete (b) Kevlar (c) Lattice type Kevlar (2 sets)

Fig. 5. Specimen types of concrete and kevlar

Table 1. Test cases

case
Specimen

Normal force (N) Contact area (cm2) No. of tests
Moving plate Fixed plate

A Concrete Kevlar

Dry
137.2 25 5

274.4 25 5

Wet
137.2 25 5

274.4 25 5

B Concrete
5 mm Lattice type 

Kevlar

Dry
137.2 25 5

274.4 25 5

Wet
137.2 25 5

274.4 25 5

C Concrete
10 mm Lattice

type Kevlar

Dry
137.2 25 5

274.4 25 5

Wet
137.2 25 5

274.4 25 5

D Kevlar Kevlar

Dry
137.2 25 5

274.4 25 5

Wet
137.2 25 5

274.4 25 5

E
5 mm Lattice type 

Kevlar

5 mm Lattice type 

Kevlar

Dry
137.2 25 5

274.4 25 5

Wet
137.2 25 5

274.4 25 5

F
10 mm Lattice

type Kevlar

10 mm Lattice

type Kevlar

Dry
137.2 25 5

274.4 25 5

Wet
137.2 25 5

274.4 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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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중에 마찰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이동판은 3 cm/min의 일정한 속도로 횡방향 이동시켰으며, 고정판에는 

시편을 장착후 수직력을 137.2와 274.4 N으로 가해 각각 5회씩 실험을 진행하였다(Sosa, E.M et al., 2012). 또한 

가해진 수직력 하에서 수평방향 이동거리는 LVDT로 이에 따른 수평력은 하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상기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마찰실험에 대하여서는 Table 1에 요약 정리하였다. Table 1에서 제시된 A, B, C는 

터널벽면과 팽창구조체와의 마찰계수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고, D, E, F는 팽창구조체를 2개로 분할하

여 (2-cell) 적용할 경우 Inflater 간의 마찰거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E, F는 격자너비를 다르게 하였을 

때, 마찰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하였다. 

3.3 실험 결과

3.3.1 Concrete-Kevlar (A)

Table 1에서 A경우로 콘크리트와 Kevlar와의 마찰실험이다. Fig. 6는 콘크리트 시편에 케블라를 고정시켜 수

직력 137.2, 274.4 N 일 때 건조조건과 침수조건에 대한 마찰실험 결과들을 각각 분석하여 변위발생에 따른 마찰

계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수직력을 작게 한 경우가 크게 한 경우보다 더 큰 마찰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조조건에서 침수조건 일 때 보다 마찰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움직임 이후 

일정한 마찰계수 값을 유지하였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마찰계수의 값은 수직력 137.2 N 일 때, 건조조건에서 

마찰계수는 0.75~0.81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마찰계수는 0.78의 결과를 얻었다. 침수조건의 경우 마찰계수

는 0.37~0.49의 값으로 얻었으며, 평균마찰계수 0.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력 274.4 N 일 때, 건조조건에서 마

찰계수는 0.38~0.46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마찰계수는 0.42의 결과를 얻었다. 침수조건의 경우 마찰계수 

0.28~0.36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 0.32 인 것으로 나타났다.

(a) Dry&Wet condition 137.2N (b) Dry&Wet condition 274.4N

Fig. 6. Concrete-Kevlar friction test [N=137.2, 274.4 N]

3.3.2 Concrete-5 mm Lattice Kevlar (B)

Table 1에서 B경우로 콘크리트와 5 mm Lattice Kevlar와의 마찰실험이다. Fig. 7은 콘크리트 시편에 격자패턴 

너비 5 mm 케블라를 고정시켜 수직력 137.2, 274.4 N 일 때 건조조건과 침수조건에 대한 마찰실험 결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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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위발생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수직력을 작게 한 경우가 크게 한 경우

보다 더 큰 마찰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조조건에서 침수조건 일 때 보다 마찰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움직임 이후 일정한 마찰계수 값을 유지하였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마찰계수의 값은 수직력 

137.2 N 일 때, 건조조건의 경우 마찰계수는 0.59~0.67의 범위 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63을 얻었다. 침수조건에

서는 마찰계수는 0.56~0.6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력 274.4 N 일 때, 건조조

건인 경우 마찰계수는 0.42~0.56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49이고, 침수조건에서는 마찰계수는 0.37~0.41

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39인 것으로 나타났다.

(a) Dry&Wet condition 137.2N (b) Dry&Wet condition 274.4N

Fig. 7. Concrete-5mm Lattice Kevlar friction test [N=137.2, 274.4 N]

(a) Dry&Wet condition 137.2 N (b) Dry&Wet condition 274.4 N

Fig. 8. Concrete-10 mm Lattice Kevlar friction test [N=137.2, 274.4 N]

3.3.3 Concrete- 10 mm Lattice Kevlar(C)

Table 1에서 C경우로 콘크리트와 10 mm Lattice Kevlar와의 마찰실험이다. Fig. 8은 콘크리트 시편에 격자패

턴 너비 10 mm 케블라를 고정시켜 수직력 137.2, 274.4 N 일 때 건조조건과 침수조건에 대한 마찰실험 결과를 분

석하여 변위발생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수직력을 작게 한 경우가 크게 한 경

우보다 더 큰 마찰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조조건에서 침수조건 일 때 보다 마찰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움직임 이후 일정한 마찰계수 값을 유지하였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마찰계수의 값은 수직력 

137.2 N 일 때, 건조조건 경우 마찰계수는 0.78~0.82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8이고, 침수조건 경우 마찰

계수는 0.76~0.8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력 274.4 N 일 때, 건조조건 경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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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계수는 0.62~0.66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64이고, 침수조건 경우 마찰계수는 0.56~0.6의 범위이며, 평

균마찰계수는 0.58인 것으로 나타났다.

3.3.4 Kevlar-Kevlar (D)

Table 1에서 D경우로 Kevlar와 Kevlar 사이의 마찰실험이다. Fig. 9는 케블라 시편에 케블라를 고정시켜 수직

력 137.2, 274.4 N 일 때 건조조건과 침수조건에 대한 마찰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변위발생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

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수직력을 작게 한 경우가 크게 한 경우 보다 더 큰 마찰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조조건에서 침수조건 일 때 보다 마찰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움직임 이후 일정한 마찰

계수 값을 유지하였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마찰계수의 값은 수직력 137.2 N 일 때, 건조조건에서 마찰계수는 

0.78~0.82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8이고, 침수조건에서는 마찰계수는 0.76~0.8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

수는 0.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력 274.4N일 때, 건조조건의 경우 마찰계수는 0.62~0.66의 범위이며, 평균마

찰계수는 0.64이고, 침수조건의 경우 마찰계수는 0.56~0.6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58인 것으로 나타났다.

(a) Dry&Wet condition 137.2 N (b) Dry&Wet condition 274.4 N

Fig. 9. Kevlar-Kevlar friction test [N=137.2, 274.4 N]

3.3.5 5 mm Lattice Kevlar-5 mm Lattice Kevlar(E)

Table 1에서 E경우로 5 mm Lattice Kevlar와 5 mm Lattice Kevlar 사이의 마찰실험이다. Fig. 10은 격자패턴 

5 mm시편에 격자패턴 너비 5 mm를 고정시켜 수직력 137.2, 274.4 N 일 때 건조조건과 침수조건에 대한 마찰실

험 결과를 분석하여 변위발생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수직력을 작게 한 경우

가 크게 한 경우보다 더 큰 마찰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조조건에서 침수조건 일 때 보다 마찰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움직임 이후 일정한 마찰계수 값을 유지하였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마찰계수의 값

은 수직력 137.2 N 일 때, 건조조건인 경우 마찰계수는 0.94~1.06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1.0이고, 침수조

건인 경우 마찰계수는 0.62~0.78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력 274.4 N일 때, 건

조조건에서 마찰계수는 0.58~0.62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6이고, 침수조건에서 마찰계수는 0.38~0.42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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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y&Wet condition 137.2 N (b) Dry&Wet condition 274.4 N

Fig. 10. 5 mm Lattice Kevlar-5 mm Lattice Kevlar friction test [N=137.2, 274.4 N]

3.3.6 10 mm Lattice Kevlar-10 mm Lattice Kevlar(F)

Table 1에서 F경우로 10 mm Lattice Kevlar와 10 mm Lattice Kevlar 사이의 마찰실험이다. Fig. 11은 격자패

턴 10 mm시편에 격자패턴 너비 10 mm를 고정시켜 수직력 137.2, 274.4 N 일 때 건조조건과 침수조건에 대한 마

찰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변위발생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수직력을 작게 한 

경우가 크게 한 경우보다 더 큰 마찰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조조건에서 침수조건 일 때 보다 마찰계수

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움직임 이후 일정한 마찰계수 값을 유지하였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마찰계수의 

값은 수직력 137.2 N 일 때, 건조조건에서 마찰계수는 1.24~1.36의 범위 이며, 평균마찰계수는 1.3이었고, 침수

조건에서 마찰계수는 0.78~0.82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력 274.4 N 일 때, 건조

조건에서 마찰계수는 0.63~0.77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는 0.7이었고, 침수조건에서는 마찰계수가 0.44~0.66

의 범위이며, 평균마찰계수 0.55인 것으로 나타났다.

(a) Dry&Wet condition 137.2 N (b) Dry&Wet condition 274.4 N

Fig. 11. 10 mm Lattice Kevlar-10 mm Lattice Kevlar friction test [N=137.2, 274.4 N]

3.3.7 마찰계수 비교 분석

상기 실험결과에 따라 총 6가지 마찰면 조건에 따른 2가지 연직하중조건 그리고 마찰면의 건조와 침수조건에 

대한 평균마찰계수들을 요약 정리하면 Fig.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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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verage friction coefficients due to several different conditions

마찰실험 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와 Kevlar사이에서는(A, B, C 경우) 팽창구조체를 폭이 넓은 격자식으로 

Kevlar사용할 경우가 마찰력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조건에서의 마찰계수는 건조조건보다 4~34%범

위내에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격자식 Kevlar의 경우 격자폭이 커질수록 일정크기까지는 마

찰계수의 차이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설계시 건조조건에서 얻은 팽창구조체 자재와 콘크리

트와의 마찰시험결과는 최대 30%정도는 감소시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팽창구조체를 2개로 분할하여 (2-cell) 적용할 경우 Inflater 간의 마찰거동실험인 D, E, F경우에 있어서는 실험

조건 범위내에서는 격자 폭이 클수록 마찰계수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격자간의 요철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

단된다.

상기 마찰실험결과에 따라 팽창구조체의 제작에 있어서 Kevlar를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폭의 격자식으

로 구성하는 것이 마찰력을 증가시키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팽창구조체 가상 현장 적용사례

이 논문에서 개발 및 제시된 팽창구조체 이론과 설계요소들에 따르면 검토되어야 할 주요설계요소들은 팽창구

조체의 설계팽창압(), 콘크리트라이닝과 팽창구조체와의 설계마찰계수(), 팽창구조체의 인장강도(

 ), 

팽창구조체의 길이(L) 등이다. 따라서 이에 설계요소를 이용하여 식 (8)과 식 (9)로부터 강도조건과 길이조건이 

만족되도록 설계를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적용한 가상적인 2 장소의 현장적용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 현장은 설계요소에 대

하여 정리하여 나타내면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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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values of inflater design parameters

Design parameters Virtual site 1 Virtual site 2

Water pressure ( ) 20 bar (2 MN/m2) 10 bar (1 MN/m2)

Tunnel radius 4.45 m 4.0 m

Equivalent radius of inflater 3.25 m 2.92 m

Design pressure in inflater () 2 MN/m2 1 MN/m2

Design friction coefficient () 0.6 0.72

Fabric tensile stress (


 ) 3.3 MN/m 1.6 MN/m

Inflater length 2.8 m 2.5 m

Fabric layers 6 layers 4 layers

No. of inflater 2 ea 2 ea

Table 2에 제시된 설계요소 값에 따라 강도조건과 길이조건을 검토한 결과 모든 조건들이 만족하며, 이 결과를 

근거로 각 가상현장에 대한 팽창구조체의 설계결과를 각각 제시하면 Fig. 13과 같다.

(a) Virtual site 1

(b) Virtual site 2

Fig. 13. Design of inflatabl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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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해저터널 급속차폐를 위한 팽창구조체의 이론 개발과 설계요소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설

계요소중 매우 중요한 마찰거동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추가로 연구결과를 근거로 2개 장소의 가상 현장

에 대하여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팽창구조체의 중요 설계요소는 우선 팽창구조체와 터널벽체와의 마찰계수()이며 설계 팽창압(), 

터널의 반경(r)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설계요소를 이용하여 팽창구조체의 강도조건과 길이조건이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팽창구조체의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고려사항 및 시방에 제시된 내용을 설계 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찰실험 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와 Kevlar사이에서는(A, B, C 경우) 팽창구조체를 폭이 넓은 격자식으로 

Kevlar사용할 경우가 마찰력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침수조건에서의 마찰계수는 건조조건보다 4~34%범위내에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격

자식 Kevlar의 경우 격자폭 커질수록 일정크기까지는 마찰계수의 차이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설계 시 건조조건에서 얻은 팽창구조체 자재와 콘크리트와의 마찰시험결과는 최대 30%정도는 감소시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팽창구조체를 2개로 분할하여 (2-cell) 적용할 경우 Inflater 간의 마찰거동실험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험조

건 범위내에서는 격자간의 요철에 의한 영향으로 격자 폭이 클수록 마찰계수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6. 팽창구조체는 일정 폭의 격자식로 구성하는 것이 마찰력을 증가시키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가상현장에 대한 현장 적용사례를 통하여 향후 해저터널과 같이 사고 및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동적 급

속차폐시스템에 대한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터널 방재기술 발전에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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