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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has 148's stations. Total length is 152km and most of the station 
is located in the basement and Groundwater occur inflow of 700,000 tons per day. Groundwater is treated as a 
natural flow way instead of artificial ways. Therefore, most of the collection wells is located in the low place or 
station for the efficient induction and collecting water. Manhole overtopping is occurring frequently because 
groundwater is concentrated in the drain pipe near the collecting well and heavy rainfall in summer. As a result, 
ballast contamination and radon levels are increased in tunnel.
  This paper introduces a solution is increasing overflow in tunnel, which introduces drainage system of 
non-motorized that uses differencial head between collecting well and manhole.

Ⅰ. 서론

  148역, 152km를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대부분(145개역) 역사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하

루 약 7만톤의 지하수가 터널로 유입되고 있다. 유입된 지하수 배수는 집수정까지 노선의 경사구배에 

의한 자연유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지하수가 유도 및 집수 될 수 있도록 역사 또는 터널

내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집수정이 위치하고 있으며, 집수정 인근으로 갈수록 도상하부 유공관으로 지

하수가  집중됨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유공관에서 도상배수로로 전환(그림 1-a) 되거나 또는 집

수정 유입구 부근 유속 저하로 인한 도상월류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상오염 및 라돈수치 증가(그림 1-b) 등의 지하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어 도상월류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집수정과 맨홀간의 수두차를 이용한 무동력 배수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철도공사 도

상월류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 배수개통도 (b) 지하철 라돈지도

그림 1 서울도시철도 배수개통도 및 라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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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배경

서울도시철도 7호선 터널구간 중(그림 2) 강북구간의 지하수 유입량은 타 구간에 비해 현저하게 많으

며, 그 원인은 동 구간의 경우 지형상 도봉산과 수락산이 분지를 이루고 있고 인근에 중랑천이 위치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월별 지하수 유입량

터널내 유입된 지하수는 평상 시에는 집수정으로 정상 유도 처리되지만, 여름철 집중 호우 등 유입량 

증가 시 배수로 굴곡부 또는 집수정 유입부 등 속도정체로 인한 통수능력 저하로 도상월류가 발생하고 

있다. 도상월류는 도상과 타이바를 침수시켜 콘크리트 열화 및 부식을 촉진시킴으로써 구조물 내구성을 

저하 시킬뿐 아니라, 도상오염 및 화강암 지대를 통과한 지하수에는 다량의 라돈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공기와 결합하여 터널내 라돈 수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를 해결하고자 도시철도공사에서

는 전구간에 걸처 배수로에 쌓여 있던 슬러지 80톤을 수거하여 원활한 통수를 유도하였으며, 월류량이 

많은 개소에는 배수로 단면 확장공사 및 맨홀내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대부분의 월류현상을 해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 일부구간의 경우 유입량 과다로 지속적인 월류현상이 발생하

고 있으며, 추가적인 배수로 확장공사 시행은 도상 단면축소에 따른 내구성 저하로 열차안전운행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체 맨홀에 수중펌프설치 방안은 공간적인 제약 및 유지관리비(표 1) 과다

소요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표 1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구 분 전동펌프 비 고

유지관리비 1천만원/년 

시 공 비
200만원

(펌프비용)

※ 공릉역 15kwh 수중펌프 1년 전기요금 약 1천만원 소요(2010년 도시철도공사 평균 전기요금 : 77원/1kwh)

본 논문에서 터널 내 지하수 월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한 방법으로 사이펀을 이용하는 것을 연

구하였으며,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를 소개한다. 사이펀을 이용한 무동력 배수시

스템 도입을 통하여 터널 내 지하수 월류문제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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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과정

무동력 배수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2~3‱
로 운행중인 지하철 터널내에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적용 시험 등을 수행하

였다.

그림 3 무동력 배수시스템 적용 과정

3.1 기본 원리 및 적용사례

  3.1.1 기본 원리

사이펀이란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액체를 자기 수위보다 높은 곳으로 올린뒤 낮은 곳으로 옮기는 관

을 말하며, 기본원리는 자연 진공방식으로 관이 진공상태일때 대기압에 의해 물을(그림 4-a) h1(10m)

까지 올릴수 있다는 토리첼리의 정리를 이용, h2의 수두차를 이용하여 방류를 유도하는 것이다.

  3.1.2 적용사례

사이펀은 1회 작동으로 반영구작동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유지관리가 불필요하며, 관을 사용하므로 방

류 위치나 방향에 대한 제약이 없고, 적정한 규격의 관경을 채택함으로써 수위조절에 필요한 계획유량

을 조절할 수 있어 일부 소규모 댐(그림 4-b)에 홍수조절용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다. 또한 지하 선로 

구조물에 적용한 사례로서 인천지하철의 경우 예술회관역 등 유입량 과다 구간에(그림 4-c)와 같이 중

앙 맨홀을 인상하고 맨홀과 집수정간에 강관을 설치하여 사이펀을 운용하고 있다.

(a) 사이펀 이론 (b) 소규모댐 사이펀 (c) 인천지하철 사이펀 

그림 4 사이펀 이론 및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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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도시철도형 무동력 배수시스템 적용 

  3.2.1 기존 사이펀 시스템 도입검토

인천지하철에 적용된 기존의 사이펀 설치는 건설당시 대단면 터널 구간에 중앙맨홀을 인상하고, 지장

물 이설 등 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건축한계(그림 5-a)에 저촉되지 않토록 시공 되었으나.

운영중인 지하철 구조물에 적용하기에는 선로 사이를 횡단하는 송배선로등(그림 5-b) 곳곳에 설치된 

지장물 저촉뿐 아니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월류개소 대부분이 단선터널구간으로서 선로중앙에 위

치한 맨홀 인상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사이펀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a) 건축한계도 (b) 횡단 송배전선
그림 5 터널 내 지장물

  3.2.2 서울도시철도공사 적용 시스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월류개소에 적용하기 위하여 시공의 편의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최대의 효율

을 얻을수 있는 자재선정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사이펀에 사용된 강관자재의 문제점은 지장물 저촉 개소마다 곡관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효율

성 저하, 공사비 증가 및 강재의 전식이 우려되어 대체재인 고압고무호스를 사용토록 계획하였다.

사이펀 작동에 필요한 소요내압과 내구성을 확보하며, flexibility(유연성)가 우수한 고압호스를 사용

함으로서 지하구조물의 각종 지장물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이펀의 작동에 필

요한 수두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월류개소 맨홀과 집수정간을 연결하였으며, 소화전을 활용, 관 내부에 

물을 충진한 후 집수정 바닥에서 저수조에 관로를 투하하여 자유낙하시킴으로서 기존의 진공펌프 대신 

초기 흡입력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도록 하였다.

  3.2.4 시험시공 및 현장적용

노원역 도상월류개소에 무동력 배수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예비시험(그림-6)으로 폐 호스를 이용하

여 현장설치 가능성 및 문제점, 배수 능력을 평가하였다.

강성을 가진 30m의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검토된 방안으로 도상 맨홀 월류개소와 집수정간 관로를 설

치한 후 소방호스를 활용하여 관내에 물을 충진한 후 유입부와 유출부 호스를 맨홀 월류개소와 집수정

에 동시 투척하여 무동력 배수시스템 작동을 시험하였다.

현장시험 중 초기 가동시 유입부 밀폐불안 및 굴곡부 공기가 원활히 제거되지 않아 작동이 멈추는 등

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기포발생 유무 확인을 위하여 반투명 고압고무호스로 대체가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 설치전경 (b) 유입부 (b) 유출부
그림 6  시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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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확인이 가능한 반투명 고압고무호스를 사용하여 관내 굴곡부 발생기포를 최대한 제거하고 초기 

흡입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관로길이가 짧은 구간의 경우에는(그림 7-a)와 같이 월류맨홀 유입부에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물로 

관내부를 충진 후, 유입부를 밀폐한 상태에서 맨홀에 투입과 동시에 유출부 고압고무호스를 집수정

(h=2.4m)으로 자유낙하시켜 위치에너지의 힘으로 초기 흡입력을 확보토록 하였다.

상기 방법을 사용시 작동 준비중 굴곡부내 발생된 기포는 완전한 제거가 불가하였으며, 미 제거된 약

간의 기포는 유입부 공기유입등 초기흡입력 상실을 최소화함으로서 사이펀 작동 후 유속이 점차 증가함

에 따라 서서히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어 정상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로길이가 긴 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투명 고압고무호스의 유출부와 기포가 발생되는 굴

곡부에 에어밸브를 설치(그림 7-b)도록 계획 하였다

작동방법은 유출부 밸브를 잠그고 Air밸브를 오픈한 상태에서 유입구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후 지하수

를 주입하여 관내 공기를 배출하고, 관내 공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Air밸브를 잠그며, 소방호스 제거후 

유입부를 월류맨홀에 삽입과 동시에 유출부 밸브를 열어 사이펀을 작동토록 하였다. 

(a) 짧은구간(100m이하) 모식도 (b) 긴구간(100m이상) 모식도
그림 7 초기 흡입력 확보방법

또한 무동력 배수시스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월류량 이상을 배수시킴과 동시에 갈수기에도 연속

적으로 작동 될수 있도록 배관규격을 결정하였다

사이펀 용량은 우기철 월류량 이상과 갈수기 유입량 이하로 설계하기 위하여 대상구간인 강북구간 노

원역 3개소에 대한 월류량 및 지하수 유입량을 주 1회 4개월 동안 측정 및 조사하였다. (표 2)와 같은 

조사결과에 의거, 노원역 상선 및 하선 종점부 맨홀의 월류개소는 Ø75 고압고무호스 1조를 설치(그림 

8) 함으로서 도상월류를 해소 하였고 갈수기인 현재도 지속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하선시점부 맨홀 270m구간은 월류량을 해소를 위하여 Ø150관 1조 설치시 고압고무호스의 설치반경

의 증가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유입량보다 사이펀 배출량이 많아 작동

이 멈출것으로 검토 되었다. 따라서 Ø100관을 2~3조 설치한 후 우기철에는 3개조를 가동하여 월류를 

해소하고 갈수기시 1개조를 정지 시킨 후 2개조만 작동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표 2 관경선정 기초데이터

(단위㎥/min)

관로길이

(L)

설치 관경 (D)

Ø75 Ø100 Ø125 Ø150

30 0.385 0.809 1.43 2.267

50 0.304 0.646 1.152 1.843

100 0.219 0.468 0.841 1.355

200 0.156 0.335 0.604 0.978

300 0.128 0.275 0.496 0.805

(단위㎥/min)

구분
조사 결과

월류개소 집수정간
거리

우기철
월류량

갈수기
유입량

노원역

상선종점부맨홀 50m 0.28 0.35

하선시점부맨홀 270m 0.69 0.57

하선종점부맨홀 30m 0.32 0.42

(a) 관경-길이별 사이펀 예상유출량 (a) 월류량 및 유입량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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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원역 상선종점부 설치전경 (a) 노원역 하선종점 설치전경

그림 8 무동력 배수시스템 설치

Ⅳ. 결론

본 연구는 터널내 월류개소를 해소하여 지하환경개선과 기존 월류해소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무동력 배수시스템을 서울도시철도에 설치하여 적용 가능 여부을 검증 하는 것이 목적

이었으며, 가능성 검증을 위해 노원역 2개소에 설치 운용한 결과 수위는 약 5~7cm 저하로 도상오염을 

방지하였으며, 라돈수치는 표 3과 같이 저감 되어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표 3 무동력 배수시스템 설치 전・후 라돈수치

구분
설치 전 설치 후 역사 내  라돈농도 감소량

비고
대합실 승강장 평균 대합실 승강장 평균 대합실 승강장 평균

노원역 1.1 2.2 1.7 0.9 1.8 1.4 0.2 0.4 0.3 

본 연구를 통하여 적용된 무동력 배수시스템은 지금까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도상월류를 해소한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자연유하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유지비 및 시공비용 대비 탁월한 해소 능력을 발휘하였

으며, 기 설치한 무동력 배수시스템을 도시철도 전구간 월류개소(15개소)에 확대 적용할 경우 터널과 

지하역사의 공기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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