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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ch 해협 통과방안의 역사적 논쟁과 기술적 쟁점
- Tunnel vs. Bridge -

김영근

(주)건화 지반터널부

전무

<그림 1> 케르치 해협의 횡단방안 - 교량 VS. 터널

들어가는 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그리고 대륙간을 연결하

고자 하는 토목 기술자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를 바다 밑으로 횡단하고자 하는 해저터널의 경우 터널기술

자들의 기술적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정치적 이

슈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

이다. 현재 한중해저터널과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적 니드와 국제정치적 이해관

계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없다면 이를 단기간에 실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는 분명 우리터널기술자들이 계획하고 검토하고 실

현해야하는 기술적 소명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다를 횡단하는 방안으로 지상구조물인 교량

과 지하구조물인 터널이 기술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터널의 

경우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장점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제대

로 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터널공학회에서

는 KTA 정책포럼을 통하여 터널공사의 선진화 그리고 활성

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는 방안

으로서의 해저터널에 대한 기술적 논쟁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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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케르치 해협의 위치 <그림 3> 케르치 횡단 첫시도 - 교량통과

아마도 러시아와 크리미아 반도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안

다면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영불 채널터널-유로터널)이 그랬

었고 그리고 한일해저터널이 그렇게 될 것이지만). 본고

에서 설명된 논의사항들이 우리 터널기술자들에 유익한 

기술적인 관심을 제공되기를 바라는 맘이다.

역사적 논쟁의 시작

케르치(Kerch)해협을 통과하여 러시아 본토와 흑해상

의 크리미아 반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건설에 대

한 역사적 논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호증진과 

2014년초 러시아에 의한 크리미아 합병이후로 점차 뜨거

운 현안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학회에서 러시아의 Michael 

Ryjevski 박사는 케르치 해협을 횡단하는 방안으로 교량

과 터널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과 터널의 기술적, 환경적, 

생애주기적 잇점을 상세히 발표한 바 있다.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크리미아 반

도를 연결하기 위한 케르치 해협 횡단 교통건설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교량인가? 터널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다. 교량엔지니

어들은 교량구조물이 아름답고 경관이 우수하며, 효과적

이며 비용이 덜 든다고 옹호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터

널엔지니어는 터널이 신뢰할 만한 내구성을 가진 가장 안

전한 구조물이라고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량은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

해와 테러와 같은 군사적 공격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는 방안에 대

하여 교량과 터널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첫 시도

케르치 해협을 교통 횡단하는 생각은 상당히 오래전 부

터였다. 2차 세계대전은 케르치 횡단의 중요성을 가져다주

었고, 바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교량으로 횡단하는 

것으로 총 연장은 4,452m의 100개 이상의 교각으로 구성

되었고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중앙에 장경간의 4개의 주교

각이 설치되었다. 공사는 1944년 마감되어 그해 11월 3일 첫 

번째 열차가 통과하였다. 그러나 얄타회담후인 1945년 2월경 

교량은 조류와 바람에 의해 밀려온 빙산에 의해 일부 교각

이 파괴되고 말았다. 이 사고 이후 러시아정부는 오랫동안 

추가적인 교량프로젝트를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 우크라이나가 분리된 후, 철도 및 도로 건설

이 계획되었으나 양쪽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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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러시아와 크리미아 반도 연결 <그림 5> 제안된 교량방안의 노선

케르치 해협의 특성

흑해(Black Sea)와 아조브해(Sea of Azov) 사이의 키

르치 해협은 러시아 본토와 크리미아 반도를 나누고 있다

(그림 4). 해협의 길이는 약 25km, 폭은 4.5km 부터 16km

에 달한다. 또한 수심은 북쪽의 5-8m와 남쪽의 3-6m 정

도이다.

두 바다 사이의 해상교통은 해협을 따라 만들어진 깊이 

8-10m, 너비 120m의 채널을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길

이 150-240m, 높이 50 규모의 선박과 94m 높이의 가스플

랫폼 그리고 연간 21,000대 이상의 선박이 운항되고 있다.

해협을 통한 해수이동은 주로 바람과 해수의 흐름에 의

해 좌우된다. 해수위의 연간 사이클은 평균적으로 35cm-

97cm 사이이며, 최대 조류속도는 0.98cm/sec이다. 특히 

해협에서의 얼음은 매년 생성되며, 주로 아조브 해로부터 

북동풍에 의해 움직인다.

폭풍이 해협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겨울에 심하다. 2007

년 10월에 발생한 폭풍으로 몇 척의 배가 침몰되었고 이

로 인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년 평균풍속

은 4-8m/sec이며, 1956년에는 최대 40m/sec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케르치 해협은 높은 지진지역에 위치라고 

있으며, 리히터 규모 9 정도의 강진의 확률이 1% 이상으

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지역의 지질구조는 이질암을 기

반암으로 하여 매우 약한 퇴적토들이 기반암을 덮고 있다.

교량 방안

최근 크리미아의 러시아연방으로의 합병은 새로운 케

르치 횡단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교량횡

단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이는 국제관계나 테러니즘에 대

한 실제적인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량횡단의 위치와 공법은 는 지난 몇년 동안 검토되었

고 총 4개의 방안이 제시되었다(그림 5).

·제1안 북쪽 횡단: Cape Fonar 지역의 북쪽 / 아조브해

상의 해협 입구

·제2안 Zhukovsky 횡단: 기존 페리호 횡단루트

·제3안 Yenikalsky 횡단: 페리호 루트의 남쪽루트

·제4안 Tuzla 횡단: Cape Ak-Burun White 남단지역

위의 네가지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요소가 심도있

게 분석되었다. 이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교량전문가

에 의하면 필요한 교량의 최소 경간장은 320m에서 500m



Vol. 19, No. 1
    21

<표 1> 교량 횡단방안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요소 평가

요 소 단위
교량 방안

Northern Zhukovsky Yenikalsky Tuzla

Length of bridge crossing m 10,250 5,670 6,300 11,700

Approaches*

·Rail link

·Road link

km

km

24/86

49/40

13/94

46/79

5/93

46/89

36/83

38/45

Superstructure steel works tonne 160,000 114,000 127,000 183,000

Concrete requirements m
3

695,000 496,000 550,000 790,000

Construction cost: 

· Bridge crossing 

·Approach to bridge crossing

· Infrastructure facilities

US$ million

943.6

422.0

150.0

693.1

579.0

150.0

746.1

570.0

150.0

1077.08

407.0

150.0 

Occupied area Hectares 108,000 116,000 112,000 102,000

Construction period Years 6 6 6 6 

<그림 6> 제안된 터널방안의 노선

에 이르며, 특히 제 1안인 북쪽횡단안은 아조브해로부터 

부빙 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2안인 Zhykovsky안과 제 3안인 Yenikalsky안도 

정도는 작지만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제 

2안은 배운항 중 해상채널에서의 급격한 회전이 요구되어 

항법규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제 4안인 Tuzla

안은 교량이 항구 하적장에 근접하여 해상채널을 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항해 가능한 스판이 길어지

게 된다. 교량에 대한 네가지 안에 대한 예비검토가 환경 

조건과 항해 안전성 측면에서 검토되었으며, Tuzla안이 

잇점이 명확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안은 향후 상세 검토의 

우선안으로 추천되었다.

터널 방안

교량통과 방안과 유사하게 터널통과는 그림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세가지 실현가능한 방안이 검토되었다. 먼

저 북쪽방안(①안)은 Cape Fonar와 Ilyitch 마을을 연결

하는 것으로 직선거리 약 10km에 이른다. 하지만 터널심

도와 철도와 도로의 최소 경사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터널 

연장은 최대 12km이다. 교량과 같이 기존 페리노선 하부를 

통과하는 Zhukovsky안(②안)은 크리미아 연안의 Zhukovka

와 타민반도의 Chushka 를 연결하는 것으로 직선연장은 

5km이고, 터넌널심도와 경사를 고려하면 약 7km까지 길

어진다. 세 번째 안인 Zhukovsky II안(③안), Cape Fonar

와 Garkusha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직선거리는 12.7km, 

터널심도와 경사를 고려하면 터널 연장은 15km까지 늘어

나게 된다.



22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Kerch 해협 통과방안의 역사적 논쟁과 기술적 쟁점

<표 2> 터널과 교량의 비교 평가

No 평가요소 교량 터널 비 고

1 Cost + - Ambiguous, depends upon local conditions

2 Construction time - + Ambiguous, depends upon local conditions

3 Strategic security - + Invariable

4 Navigation safety - + Invariable

5 Weather conditions - + Invariable

6 Environmental impact - + Invariable

7 Constructability - + Rather yes

8 Operating availability - + Rather yes

<그림 7>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유라시아 터널

이상의 터널방안은 교량방안에 비하여 공기 및 공사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음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상세히 검

토하였다.

터널의 장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70년 전에 만들어진 교량은 자

연재해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는 교량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터널방안을 지지하는 다양한 주

장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기-공사비 요소, 항해 안전

성, 환경 영향, 시공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다(표 2).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은 바로 공사비이다. 교량

은 차량 및 철도 복합교량으로서 60m 이상의 장경간과 

55m 이상의 교각 높이의 장대교량으로 터널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터널은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케르치 해협에 대한 

통과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안전성과 안전기

준이다.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일단 건설되고 

난 이후의 크리미아에 대한 전략적 안전성이 중요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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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비 검토

복층 TBM 터널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비가 되었다. 연

장 7km연장 터널의 경우 €1.8 billion(약 2조 3천억 원)

부터 12km 터널인 경우 €2.9 billion(약 3조 6천억 원)정

도이다.

예를 들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교량의 건설비

용을 보면, 총 연장 1,885m의 경우 총 4년의 공사기간

(2008-2012)동안 €1 billion(약 1조 2400억 원)의 비용

이 소요되었다. 이 교량의 경우 단지 도로용이지만 케르

치 해협을 통과하는 본 교량은 도로 및 철도 복합용이로

서 이론적으로는 터널방안보다는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

지만, 이러한 주장은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터어키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5.4km 

연장의 복층터널의 경우, 터널공사비는 US$1.4 billion(1

조 6500억 원)이다(Fig 4).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케르

치 해협을 통과하는 방안으로서 터널공사비가 교량공사

비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된다.

공사기간과 시공성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터널 공사기간이 교량의 공

사기간보다는 짧다는 것은 확실하다. 직경 19m이상으로 

굴착되는 메카 TBM 터널에서 연장 7km 터널의 경우 4.5

년에서 5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는 한 대의 TBM 장비로 일평균 두링 또는 4.4m로 

굴착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비슷한 규모의 교량의 경

우 모든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에 약 6-7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지질조건을 보면, 특히 수로지역에서 교량

의 건설은 매우 복잡한데 이는 깊이 50m 깊은 기초의 높

이 80m이상의 교각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터널은 교량보다 시공성이 우수하다. 특

히 TBM 터널의 경우 터널 단면, 라이닝 두께 및 다른 설

계요소가 결정되면 시공자는 비교적 일정한 굴진속도로 

굴착할 수 잇고, 시공요소도 표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교량의 경우 시공성이 복잡하고 시공중 구조적 안정

성 및 공기에 영향을 주는 공법의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항해,기상 그리고 전략적 안보

항법 및 해상 안전성은 교량의 경우에는 기본 설계, 시

공 및 운영상의 중요이슈가 되지만 터널방안은 그렇지 않

다. 또한 기상조건이 터널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교량건설에서는 바람, 폭풍우, 유빙 및 산사태 등과 같은 

날씨조건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

은 공기나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모든 구조물 중에서 터널구조물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자연재해 및 테러공격의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테러공

격의 증가에 따라 국가기간시설물에 대한 전략적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해저터널은 갱구부이외에는 다른 

출입구가 없으므로, 멀리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암반

과 바다에 의해 보호받는 구조이다. 또한 다른 지하구조

물과 마찬가지로 터널은 지진재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

다. 그리고 물분부 시스템을 포함한 터널내 방재시스템과 

내화성 콘크리트 등은 화재에 덜 취약하도록 할 수 있다.

환경 영향과 신뢰성

굴착터널(Bored tunnel)은 교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은 이점이 있다. 또한 구조물의 생애 주기

(life-cycle)이 길다. 국제 표준에 의하면 터널과 교량의 

구조적 내구연한 100년 이상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터널

이 교량보다 내구성이 더 오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



24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Kerch 해협 통과방안의 역사적 논쟁과 기술적 쟁점

<그림 8> (1)안 직경18.65m복층/단선 <그림 9> (2)안 직경 16m 복층/단선

<그림 10> (3)안 직경 15.2m 복층/복선

르치 해협을 통과하는 방안으로서 교량과 터널의 두가지 

방안중에서 터널방안 보다 더 우수하고 선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터널 설계방안

최근 러시아의 Plato 엔지니어링사에서는 터널방안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1)안 : 직경 18.65m의 복층 단일터널(그림 8)

상부층은 3.65m 폭의 3차로의 자동차 노선과 하부층

은 복선철도로 구성된다. 이 방안은 도로와 철도에 대

한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승객들의 상하층으로 비상탈

출로가 설치되어있다.

(2)안 : 직경 16.00m의 복층 단일터널(그림 9)

상부층은 3.65m 폭의 2차로의 자동차 노선과 하부층

은 단선철도로 구성된다. 이 방안 또한 도로와 철도에 

대한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승객들의 상하층으로 비상

탈출로가 설치되어있다.

(3)안 : 직경 15.20m의 복층 병설터널(그림 10)

두 개의 병설터널로 구성되며, 각각의 터널에서의 상부

층은 3.65m 폭의 2차로의 자동차 노선과 하부층은 단

선철도로 구성된다. 두 터널사이에 50m 마다 비상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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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공중인 보령-태안 해저터널 <그림 12> 계획중인 목포-제주 해저터널

구용 횡갱(cross passage)가 설치된다. 유사한 경우가 

중국에 있는 양츠강 하저터널이다.

다음은 이전에 건설되거나 설계되어진 대표적인 해하

저 터널들로서 본 터널방안의 설계시 참고가 되었다.

·세이칸 터널: 연장 53.85km, 1988년 완공, 해저 240m

·유로터널: 연장 50.5km, 열불해협 통과, 1994년 완공

·아프로-유러피안 터널: Gibraltar해협 통과, 연장 

38.7km로 제안

·아시안-유러피안 터널: 보스포러스 해협통과, 연장 

5.4km 복층도로터널, 2016년 완공

·올로브스키 터널: 페테르브르그 Nevea강 하저통과, 

연장 6km 복층도로터널, 계획중

이와 같은 터널사례로부터 두 개의 중요한 결론을 제공

하였다. 첫째, 넓은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대부분의 모든 

서방국가들은 터널방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에 교량방안은 전혀 고려도 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둘

째,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지질 및 지반조건에서의 해저

터널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놀랄만한 성공적인 경험을 축

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설계기술과 

터널장비의 발전 그리고 잘 훈련된 터널 기술자들은 어려운 

해저터널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터널방안의 장점이 교량방안에 비

하여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케르치 해협을 통

과하는 방안은 위치, 기후, 엔지니어링, 지질, 지진 그리

고 전략적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렵고 도전적인 엔지

니어링 과업임에 틀림이 없다. 결론적으로 제반 모든 요

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터널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맺음말 - 터널이 답이다.

대륙과 대륙, 국가와 국가 그리고 대륙과 섬을 연결하

는 것은 토목기술자의 오랜 숙제이자 꿈이라 할 수 있다. 

대륙과 대륙이 연결되는 것은 단순한 교통연결이라는 기

술적 차원을 벗어나 국가와 국가간의 연결을 통한 글로벌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보다 큰 정치사회적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유로터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검토와 정치적 논쟁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수 있음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일해저터널 및 한중해

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터널기술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

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본토와 섬을 연결하는 노력 또한 계

속되고 있다. 기존에 교량중심의 연결방안에서 이제는 보

령해저터널과 같이 터널연결방안에 대한 시공 및 경제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터널이 교량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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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러시아 푸틴의 정치적 결정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장점을 갖는 점에 대한 인

식 또한 증가하고 있음이다. 특히 시공성 및 경제성에 대

한 기술적 논쟁을 차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에 영

향을 받지 않은 전천후 운영 그리고 테러 등에 대한 전략

적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터널이 그 어떤 방안

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터널기술자들은 모든 고려요소

에 대한 정량적이고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터널이 갖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환경적 및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이

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이라는 협소한 기술자적 접근이 아

닌 안전하고 좋은 국가적인 사회시설을 구현하고자하는 

국민적 엔지니어링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학회에서는 현재 관련

주제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터널의 기술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가장 확실한 

기술적 대안으로서 미래정책이나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할 것이다.

끝으로 정리해보면, 대륙간을 연결하고 본토와 섬을 연

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교통연결방안은 바로 터널이다. 터

널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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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최종 결정 : Putin’s Bridge

그러나 최종적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의하여 케르

치 해협 통과방안으로 교량방안이 결정되었다. 이는 강력

한 러시아제국을 구축하려는 푸틴의 정치적 야망과 러시

아 최대 건설설사를 경영하고 있는 그의 절친의 경제적 

이익이 결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케르치 해협교(Kerch Strait Bridge)라 칭해진 이 교

량은 초장대 교량으로서 도로와 철도가 공용되는 복합교

량으로 설계되어 러시아 SGM 그룹에 의해 2018년 12월 

준공목표로 시공중에 있다. 이는 위대한 러시아 건설이라

는 목표하에 러시아와 크리미아 반도의 합병을 기념하는 

보다 상징적인 랜드마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결정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교량의 별칭은 푸틴의 다리

(Putin’s Bridge)로 불려지고 있다.

본 교량은 총 19km의 왕복 4차선의 도로 및 복선 철도로 

구성되며,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최대 경간장 185m, 최대 높

이 35m의 아치교로 구성되어 있다. 총 공사비는 약 32억만 달

러(3조 5천억)에서 43억달러(4조7천억)까지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의 모든 메스컴을 통하여 본 교량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설계 및 시공현황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푸

틴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홍보관을 방문하여 정치적

인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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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케르치 해협교의 조감도 <그림 15> 케르치 해협교의 구성 및 특징

<그림 16> 시공중인 모습 <그림 17> 운영 중인 홍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