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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개 요요

1. 1. 개개 요요

현재현재 국내에서국내에서 시공되고시공되고 있는있는 22--Arch Arch 터널의터널의

설계현황과설계현황과 시공방법시공방법 등을등을 나열하고나열하고 그에그에 대한대한

개선사항개선사항 등을등을 검토검토 코져코져 함함..



2. 22--Arch Arch 터널의터널의 적용적용

2. 22. 2--Arch Arch 터널의터널의 적용적용

가가. . 대대 상상

-- 환경보존환경보존 욕구욕구 증대증대

((노선선정노선선정 제약제약))((노선선정노선선정 제약제약))

터널터널-- 22--Arch Arch 도로터널도로터널

((지반불량지반불량 구간구간 , , 

환경훼손환경훼손 최소화의최소화의 대안대안) ) 



2. 22--Arch Arch 터널터널 적용적용

나나. 2. 2--Arch Arch 터널터널 현황현황

고속도로명 터널명 연장(m) 차로수 비 고

소래소래

산성우산성우

정착정착

고속도로명 터널명 연장(m) 차로수 비 고

서울외곽 소래 446 1방향 4 차로 ’99 완료

산성우 210 2방향 4 차로 시공중

신성신성

서천서천

산성우 210 2방향 4 차로 시공중
강릉~동해

정착 140 " "

구미~옥포 신기 225 " " 내세내세
유성유성

불정불정

신기신기

서천서천구미 옥 신기

대전~당진 유성 315 " "

청원~상주 내세 420 " "

충주~상주
11공구 불정 180 " "

신성 176 " "신성
공주~서천

서천 446 " "



3. 설계설계 및및 시공현황시공현황

3. 3. 설계설계 및및 시공현황시공현황

가가. . 표준단면표준단면

본선터널 표준단면도



3. 설계설계 및및 시공현황시공현황

나나. . 시공순서시공순서

③③③③

⑤⑤
⑤⑤

①①

③③③③

①①
②②④④

⑥⑥

④④

⑥⑥⑥⑥ ⑥⑥



4. 22--ArchArch터널터널 문제점문제점

(( ))4. 24. 2--ArchArch터널터널 문제점문제점((소래터널소래터널))

가가. . 중앙벽체부중앙벽체부 배수처리배수처리 문제점문제점



4. 22--ArchArch터널터널 문제점문제점

배수처리배수처리 문제점문제점

천정부에천정부에 자갈자갈, , 필터콘크리트필터콘크리트 채움불가채움불가

방수막에방수막에 구멍을구멍을 내어내어 PEPE관을관을 연결연결, , 밀폐시밀폐시
키나키나 신뢰성신뢰성 결여결여키나키나 신뢰성신뢰성 결여결여

동절기에동절기에 PEPE수직관수직관 동결동결((고드름현상고드름현상))

하부하부 LL형형 절곡부에절곡부에 침전물이침전물이 쌓여쌓여 막힘현상으막힘현상으
로로 배수기능배수기능 상실상실 및및 누수의누수의 요인요인로로 배수기능배수기능 상실상실 및및 누수의누수의 요인요인
-- 침전물침전물 제거제거 어려움어려움



4. 22--ArchArch터널터널 문제점문제점

나나. . 시공이음부시공이음부 문제점문제점

벽체벽체 시공이음시공이음 누수부위에누수부위에 설치한설치한 유도배수용유도배수용
동판에동판에 동파현상동파현상 발생발생동판에동판에 동파현상동파현상 발생발생



4. 22--ArchArch터널터널 문제점문제점



5. 개선사항개선사항

5. 5. 불정터널불정터널 개선사항개선사항

①①. . 종배수종배수 유공관유공관 방수쉬트방수쉬트 연결방법연결방법 개선개선

ㅇ 기존 방법

중앙벽체 상부 종배수 유공관(D125)과 수직배수관- 중앙벽체 상부 종배수 유공관(D125)과 수직배수관
사이 연결깔대기 설치시 방수쉬트에 구멍을 뚫어
9M 간격으로 설치하여 배수토록 되어있음.

ㅇ 개선 방법

- 방수쉬트에 PVC 연결깔대기가 부착된 제품을 주문
생산하여 현장에서 방수 쉬트에 접착시킨 후생산하여 현장에서 방수 쉬트에 접착시킨 후
수직배수관에 연결하여 배수.



5. 개선사항개선사항

②②.. 중앙벽체중앙벽체,, 라이링라이링 연결부연결부 누수보완누수보완②②. . 중앙벽체중앙벽체, , 라이링라이링 연결부연결부 누수보완누수보완

ㅇ 기존 방법
중앙벽체 라이닝 연결부 종방향으로 지수판- 중앙벽체 라이닝 연결부 종방향으로 지수판
설치후 라이닝 CON’C타설.

- 지수판 손상등 시공부주의로 누수발생 우려.

ㅇ 개선 방법
- 중앙벽체 연결부 CON’C에 접착제 도포,

백업재(D25) 부착, 라이닝 CON’C 타설.

- 지수판을 뚫고 나오는 누수를 백업제로 유도하여
9M 죠인트(신,수축부)에서 배수처리.



5. 개선사항개선사항

③③.. 중앙벽체중앙벽체 수직배수관수직배수관 및및 배수로배수로 열선열선 설치설치③③. . 중앙벽체중앙벽체 수직배수관수직배수관 및및 배수로배수로 열선열선 설치설치

ㅇ 기존방법

- 당초 수직배수관은 HDPE관(Φ125)으로
열선에 의한 열전도율 저하 및 열에 의한 변형
위험성 내포

ㅇ 개선방법

- HDPE관을 동관으로 변경하여 열전도율 향상
및 변형 위험성 없앰.

- 중앙벽체 바닥부 종방향 열선설치로 동파방지
및 동절기 원활한 배수로 확보



5. 개선사항개선사항

④④.. 중앙벽체중앙벽체 거푸집거푸집 개선개선

ㅇ 기존방법

④④. . 중앙벽체중앙벽체 거푸집거푸집 개선개선

기존방법
- 일반거푸집을 사용함에 따라 기초부, 벽체부,
상단부를 분리하여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타설함에 공사기간이(9일*22span=198일) 길고
시공 죠인트 발생.시공 죠인트 발생.

ㅇ 개선방법
- 이동식 강재거푸집을 제작하여 일체로
타설하고 터널 바닥에 레일을 설치 유압잭으로타설하 터널 바닥에 레일을 설치 유압잭
강재거푸집을 이동 및 설치하므로써 공기단축
(3일*22span=66일 , 단축132일)과 양호한
품질 확보함



5. 개선사항개선사항

⑤⑤. . 터널터널 입입,,출구부출구부 형식형식 변경변경((원통절개형원통절개형 →→아치면벽형아치면벽형))

ㅇ 기존방법

- 터널 입,출구부를 원통절개형으로 L=20M씩
시공시공.

라이닝폼이 L=9M이므로 3회 걸쳐 순차적 타설.

ㅇ 개선방법

- 터널 입,출구부를 면벽형으로 변경.

- 공기절감 (40일)

- 원가 절감 (64백만원).



5. 개선사항개선사항

⑥⑥. . 라이링라이링 철근철근 스트럽스트럽 및및 주철근주철근 순간격순간격 변경변경 개선개선

ㅇ 기존방법
본선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 순간격 변경 상세도

ㅇ 기존방법
- C.T.C 200간격 스터럽 배근
- 라이닝 주철근 순간격 280mm , 피복 60mm.
- 피복이 36mm 로 설계

A"

ㅇ 개선방안
- 아치부 (θ=60˚) C.T.C 200간격 , 측벽부

C T C 400간격 설치C.T.C 400간격 설치
과다철근 개선, 원가절감 , 시공성 개선

- 내측피복을 100mm로 넓히고 순간격을
240으로 줄여 원활한 라이닝 con’c 타설

mm) mm)
A"

240으로 줄여 원활한 라이닝 con c 타설 .
( 구조 검토 시행 )



5. 개선사항개선사항

⑦⑦ 철근철근 부착형부착형 앵카앵카 간격간격 조정조정

ㅇ 기 존

본선터널 방수시트 부착형 앵커 

ㅇ 기 존
- C.T.C 1.5x1.5 1SPAN(9M) : 48EA
- 과다설계

ㅇ 변 경
- C.T.C 1.8x2.5 1SPAN(9M) : 25EA
- 원가절감(△)4천만원

방 수 앵 커 전 개 도 방 수 앵 커 전 개 도

당초수량(C.T.C1.5*1.5 1SPAN(9M)=48EA) 변경수량(C.T.C 1.8*2.5 1SPAN(9M)=25EA)



6. 시공시공 사진첩사진첩

6. 6. 시공사진첩시공사진첩

①. 중앙터널중앙터널 굴착굴착 ②. 중앙터널중앙터널 상부상부 방수방수 쉬트쉬트 부착부착

③. 중앙터널중앙터널 벽체벽체 시공시공 ④. 본선터널본선터널 굴착굴착



6. 시공시공 사진첩사진첩

⑤. 중앙터널중앙터널 지보지보 해체해체 ⑥. 본선터널본선터널 숏크리트숏크리트 면정리면정리

⑦. 본선터널본선터널 방수방수 ⑧. 본선터널본선터널 라이닝라이닝CONCON’’C C 타설타설



7. 기타사항기타사항

터널 측벽 시선 장

7. 7. 기타기타 사항사항

터널 측벽부 시선유도 도장

제 1 안
○ 도 장 범 위

제 2 안
○ 시선 유도선(폭 : 0 3)○ 도 장 범 위

- 갓길측 : 내오염 도장(2.4M)
- 중앙측 : 내오염 도장(2.15M)

○ 시선 유도선(폭 : 0.3)
- 노면에서 1.2M 상부

○ 공 사 비

○ 시선 유도선(폭 : 0.3)
- 노면에서 0.9M , 1.2M 상부

○ 공 사 비
- 28백만원

○ 공 사 비
- 86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