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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도로 및 철도 터널과 마찬가지로 수로터널 공사에서도 굴착과 함께 1차 지보재를 시공하고, 굴착이 완료된 후에는 영

구 지보재인 라이닝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

통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로 터널은 도로나 철도터널과 다르게 물의 흐름에 유리한 원형으로 라이닝 단면을 형성하며, 

통수 후 주변의 간극수압을 배제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구성하는 것 또한 도로나 철도 터널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충주댐 치수능력증대 현장은 보조여수로용 수로터널 3개소에(D=16.3m, L=1,542m) 대하여 굴착이 완료되었으

며, 라이닝 콘크리트를 시공 중에 있다. 각 터널은 유입천이부, 일반부, 유출천이부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일

반부 원형단면 라이닝 타설 작업 시 실시설계 계획 대비 타설중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개선시킨 내용을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대단면 수로터널 라이닝 시공관리 사례

박진배

대림산업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현장 소장

남궁돈

대림산업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현장 부장

박성헌

대림산업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현장 부장

김웅경

대림산업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현장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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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현장 수로터널 상세 제원

터널 Type 직경(m) 라이닝두께(mm) 연장(m) 비고

PI-C 22.3~24.4 878~1,000
243 변화단면

PI-A 17.8~22.3 878~600

P-3, P-2 16.3 500 1,176 원형단면

PO-B 18.0~17.9 697~600
123 변화단면

PO-C 18.3~18.0 697~800

합계 1,542

(a) 유입 천이구간(PI-A,C) (b) 일반부(P-2,3) (c) 유출 천이구간(PO-B,C)

 

2. 터널굴착 완료 후 내공측량 개선

2.1 내공측량 방법

내공측량은 터널굴착이 종료된 후 광파기(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숏크리트면 또는 라이닝면을 측량하여 설계와 비

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터널 전체적인 노선에 등간격(2~4m)으로 터널 내공을 측정하여 여굴량을 산정해야 하나 비

용적인 문제로 인해 측량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당 현장에서는 3D 스캐너(Leica 

ScanStation P40)을 이용하여 측량함으로써 터널내공과 여굴 정보에 대한 정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향후 연약지반이나 지반여건이 불리한 터널에서 더욱 정밀한 내공측량이나 굴착 중 터널 내 전

체적인 변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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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탈스테이션과 3D스캔의 장 ‧단점 비교표

측량종류 토탈스테이션(광파기) 3D Scanning

장점

1. 반복측정으로 천단변위 측정 가능

2. 단일지점의 정밀측정가능

1. 측정간격 정밀조정가능(mm단위) 

2. 연속적인 터널내공 측정 가능

3. 측량시간 짧음

단점
1. 연속적인 터널단면 데이터 추출 어려움(m간격 단위측정)

2. 측량시간이 길다.

1. 자료처리작업 및 필터링작업 필요함

2. 모델링 시간이 길다.

2.2 3D Scanning을 통한 터널 내공 측량 개선

당 현장에서는 터널굴착 중에는 광파기로 굴착면에 대한 내공 확인을 하였으며, 굴착이 완료된 후에 Leica ScanStation 

P40 장비를 이용하여 터널 전체노선에 대하여 3D scanning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실제 라이닝 타설 시 계획된 

설계량 보다 초과하는 콘크리트 물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a) 3D Scanning 측량 전경 (b) 3D Scanning 모델링결과

<그림 1> 내공 측량결과 비교

3. 콘크리트 배합

3.1 콘크리트 재료선정

최초 일반부 원형단면의 라이닝 타설 시 콘크리트 배합비는 표 3과 같이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배합을 적용

하였다.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배합을 당현장의 대단면 터널에 타설한 결과 표면균열이 쉽게 발생하였으며, 수화열과 균

열제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현장 배합비 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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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종 보통 콘크리트 배합비

규격 W/B(%) S/a(%)
Unit weight(kg/m3)

물(W) 시멘트(OPC) Slag Fly ash 잔골재(S) 굵은골재(G) 혼화제

25-24-180 49.3 51.3 169 344 0 0 901 871 3.78

3.2 수치해석을 통한 콘크리트 배합 개선

모델링조건은 콘크리트 타설온도는 20°C, 30°C, 콘크리트 양생온도는 10°C, 20°C, 시멘트는 3성분계 저발열 시멘트

와 28일 압축강도는 24MPa 등의 입력변수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터널 라이닝 구조물의 수화열 및 온도응력 해석결과(그림 2) 외기온도 20°C 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온도를 28°C 로 낮

출 경우 콘크리트의 내, 외부 온도차가 저감되어 현장의 온도관리 기준인 최소온도균열지수 1.2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a) 유한요소 3D 모델링 (b) 수화열 해석결과

<그림 2>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수화열 및 온도응력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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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에 따라서 당 현장은 고로 슬래그, 플라이애쉬, 시멘트 3성분계 저발열시멘트로 배합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으

며, 수정된 콘크리트 배합비는 표 4와 같다. 또한 저발열 콘크리트 적용 시 평균외기 온도와 콘크리트 타설온도의 차이

는 10°C 이하, 콘크리트 최대 타설온도는 28°C 이하로 제어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표 4> 저발열 콘크리트 배합비

규격 W/B(%) S/a(%)
Unit weight(kg/m3)

물(W) 시멘트(OPC) Slag Fly ash 잔골재(S) 굵은골재(G) 혼화제

25-24-180 49.3 51.3 169 241.5 69.0 34.5 875.0 890.0 3.80

모델링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타설을 실시하였고, 저발열 시멘트 사용 시 수화열 저감에 따라 양생 후 

균열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균열폭 균열수

0.2 이하 9

0.3 이상 1

(a) 1종 보통시멘트 적용 시 균열현황

균열폭 균열수

0.2 이하 3

0.3 이상 0

(b) 저발열 시멘트 적용 시 균열현황

<그림 3> 1종 보통시멘트와 저발열시멘트 적용 시 균열 비교

4. 철근대차를 이용한 철근조립 시 현장 개선사항

4.1 철근대차를 이용한 철근조립 

대단면의 수로터널에서 철근조립은 터널직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철근대차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이때, 굴착 시 발생

된 여굴로 인하여 철근조립 시 대차와 터널면 사이에 이격거리가 불규칙하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당 현장에서는 

여굴에 의한 이격거리를 좁히기 위해 측면부에 슬라이딩 발판을 설치하여 여굴에 의한 이격거리를 최소화해서 작업자들

의 추락을 방지하고, 작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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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근대차 전경 (b) 슬라이딩 발판 활용

<그림 4> 철근대차 도면 및 전경

4.2 철근처짐 방지 앵커수량 증가

대단면 수로터널의 경우 철근처짐 방지앵커는 설계 시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출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철근조립 후 노

출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철근처짐이나 붕락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구조계산된 앵커보다 더 많은 수의 앵커를 사용한다. 당 

현장에서는 설계 시 계획된 철근처짐 방지앵커 간격인 5m 대신 1.8m간격으로 시공하였으며, 또한 일반적인 결속선 대신 

3mm의 굵은 철선으로 결속하여 철근조립이 완료된 후 타설전까지 장시간의 노출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철근처짐 방지앵커와 철근결속전경

5. 투입구를 개선한 원형 라이닝폼 적용

5.1 라이닝 폼 제작

대단면 원형의 콘크리트 라이닝을 타설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강재 거푸집이 필요하며, 설계 시 계획단계부터 배관라

인과 콘크리트 투입구, 점검창 등 라이닝폼 구성요소들이 실제 현장타설 작업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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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이닝 폼 조립전경 (b) 라이닝 폼 작업전경

<그림 6> 강재 원형 라이닝 폼

5.2 강재 원형 라이닝폼의 콘크리트 타설용 투입구 개선

라이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선한 주요 방안은 일정한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떨어뜨리는 중력식 타설 방법

이 아닌 라이닝 폼에 일정한 간격으로 추가로 설치한 투입구를 이용하여 하부에서부터 압력으로 타설하여 콘크리트를 밀

어 올리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지는 효과를 보았으며, 그에 따라 라이닝 품질을 개선 시켰다.

(a) 타 현장 라이닝폼 투입구 현황 (b) 당 현장 라이닝폼 투입구 현황

<그림 7> 당 현장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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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1) 3D 스캐너를 이용한 여굴측정으로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량 정밀 예측, (2) 저발열 콘크리트 적용을 통한 라이닝 

균열제어, (3) 대단면 수로터널 전용 철근대차 제작 및 활용으로 근로자 안전확보 및 품질 확보, (4) 라이닝폼 투입구 증

대 및 타설방향 개선으로 라이닝 품질 개선 등 당 현장에서 적용한 수로터널 라이닝 시공관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상기 

내용들이 향후 유사 공사 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