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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verseas case, most tunnels in under are or through the river are constructed with shield 

TBM and the manufacturer orders of related equipment suitable for the project are mode. 

Accordingly, the client provides the specifications required for the equipment manufacture. In 

addition, TBM equipment has been operated by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expert 

training program, which for minimizing the risk of equipment operation in construction field 

corresponding to the mechanized construction. However, in Korea, such a system related to 

above the program and specifications has not yet been built, which is causing a lot of 

difficulties in construction fiel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bidding 

guides provided by mechanized construction in domestic and abroad, and the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for expert training being conducted from overseas. Futhermore, we will 

propose the guidelines of essential equipment specification contained in domestic bidding 

and provide the necessary manual for the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for TBM as the 

mechanized construction method.

Keywords: Client, TBM Specification, Guidelines,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Equipment 

operation

초록

해외에서는 도심지나 하천 통과구간의 많은 터널은 쉴드TBM으로 시공되고 있고, 관련 장비발주가 이뤄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가 장비제작에 필요한 사양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

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TBM장비를 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기계화 시공으로 유발되는 현장에서의 장비운

영 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계화 시공 시 제공되어 지고 있

는 입찰안내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향후 

국내 입찰안내서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장비 사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안내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어: 발주처, TBM 장비 사양, 가이드 라인,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장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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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외 시장에서는 도심지통과구간과 하천･해저통과구간을 중심으로 발파굴착을 주로 활용하는 NATM공법대신 도심지 싱크홀 

발생,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문제, 지하수위 저하 방지, 터널 굴착중 막장 안전확보, 근접시공에 따른 기존 구조물 안정성 확보 등

을 해결하기 위한  비배수터널로서 쉴드TBM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계화 시공에 따른 시행착오를 통해 발주 시 장비제작

과 장비 운영기술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계단계부터 현장에 적합한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발주 항목에 장비사양서를 

제공하고, 장비 운영기술자에 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현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전력구, 수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관로 등 직경 3 m 전후의 소규모 쉴드TBM과 직경 7~8 m전후의 지하철, 고

속철도를 중심으로 쉴드TBM 공법 적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NATM공법에 기반 하여 획일화된 발주방

식에만 의존하여 장비제작 사양서에 대한 가이드제시가 없어 현장조건에 최적화된 장비의 투입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공 중에서

는 장비 운영미숙으로 인한 트러블 발생으로 굴진율 저하 등 여러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해외 입찰

안내서에 TBM굴착이 이뤄지는 현장의 입찰안내서에는 설계를 위한 세부적인 지바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에 입찰안내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Kim, 2017).

따라서, 본 연구 조사는 국내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입찰안내서 가이드(안)를 제시하는 선행연구로서 우선, 국외 발주처가 

입찰안내서와 함께 제공하는 장비사양서(Tunnel Boring Machine)를 토대로 TBM 장비에 대한 요구사양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발주 쉴드TBM 공법을 적용한 사업에서 발주처가 장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여 현장조건에 맞는 장비가 선정되도록 유도하고, 최적의 장비를 발주 및 설계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비운영에 있어서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트러블과 작업 효율

(일 굴진율)이 많이 좌우되나 아직까지는 국내에 개설된 쉴드TBM 작업자(기술자)의 교육시스템이 없으므로 국내 전문 기술자 양

성을 위해 국외에서 이뤄지고 쉴드TBM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조사하고 제시하여 향후 국내 전문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개

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입찰안내서 장비사양

2.1 국외 입찰안내서 

국외 자료로는 토압식(EPB, Eerth Pressure Balanced)으로 계획된 싱가포르 LTA(Land Transport Authority)가 발주한 

“Circle Line”사업과 이수식(SPB, Slurry Pressure Balanced)로 계획된 홍콩 MTR Corporation이 발주한 “Shatin to Central 

Link (SCL)”사업의 입찰안내서에서 제시된 장비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국외에서는 쉴드TBM을 사용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반조사결과, 주변 제반사항을 상세히 제시(MTR Corporation 

Limited, 2011, Geotechnical Baseline Report)하고 있고, 쉴드TBM장비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을 공통항목으로서 제시하기 때

문에 입찰자가 장비를 설계하고 사전에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입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도 발주처

와 사업자는 추가 상세 분석하여 현장에 최적의 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제시하도록 규

정 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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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Circle Line”에서는 입찰안내서 일반사항 “APPRENDIX P-Tunnel Machine”을 통해 장비에 대한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고(Fig. 1 참조), 홍콩의 “Shatin to Central Link (SCL)”은 입찰안내서 일반사항 “APPRENDIX AX-Tunnel Boring 

Machine(TBM) AND Lining”편에  장비요구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Fig. 2 참조).

Fig. 1. Singapore Bidding Guide Equipment Contents and Details (MTR Corporation Limited, 2011)

Fig. 2. Hong Kong Bidding Guide Equipment Contents and Details (MTR Corporation Limited, 2011)

2.2 국내 입찰안내서

국내 쉴드 TBM발주 관련 입찰안내서는 직경 7 m급 이상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단계와 인천공항철도(T2)에서 제시한 장비 

제시 항목을 분석하였다. 두 과업 모두 쉴드TBM 적용을 목적으로 발주된 현장으로 실제로 설계와 낙찰 후 시공이 이뤄 졌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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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현장 모두  EPB 쉴드TBM으로 시공되었다(Fig. 3, Fig. 4 참조).

일반적인 NATM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찰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구제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설계 및 시공

지침이며, 또한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입찰안내서에는 현장에서 EPB와 SPB를 구분할 자료 제공도 되어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입찰자가 선정되어지면 장비변

경과 장비에 대한 추가 설비, 보완이 거의 불가능하고 곧바로 시공을 착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완 설계를 통한 최적 장비 검토가 어

려우므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도입이 어려워 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Contents and Details of Bidding Guide for Seoul Subway Section 919 (Seoul City Urban Railway Development, 2009)

Fig. 4. Contents and Details of Bidding Guide for Incheon Airport Railroad (T2)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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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찰안내서 장비 사항 제시 항목

국외의 경우에는 장비형식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입찰자가 사전에 현장에 최적화된 장비를 선정하여 입찰할 수 있도

록 많은 제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입찰시에도 최소 2개 장비회사를 사전에 선정하여 입찰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기존의 NATM에서 제시하는 입찰안내서를 바탕으로 TBM에 대한 일반적인 일부 사양만을 제시하고 있고, 장비 업체도 

사전에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가 선정되어진 후 최적의 장비를 설계하고 함께 시공계획하는 기간이 없어 운영 중 리스크 발

생 확률도 높아 보인다. 국외 장비사양과 관련되어 제시된 항목을 정리해 보면 쉴드TBM 장비 제작에 필요한 거의 모든 사항과 운

반, 조립,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세밀한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Table 1 참조).

Table 1. Equipment Specification Requirements (1)

TBM 장비 설계항목

해외 발주처 ITB 제시사항 국내 입찰안내서 제시사항

비고CCL

(EPB제안)

SCL

(Slurry제안)

9호선3단계

(EPB제안)

공항철도 T2

(EBP 제안)

1 GENERAL PROJECT INFORMATION 프로젝트 일반 사항 정보 △ ○ - - 　

　 　 Tunnel length 터널연장 △ ○ - - 　

　 　 Segment OD 세그먼트 외경 △ ○ - - 　

　 　 Segment ID 세그먼트 내경 △ ○ - - 　

　 　 Segment length 세그먼트 길이 △ ○ - - 　

　 　 Ring distribution 링 분할 △ ○ - - 　

　 　 Max segment weight 최대 세그먼트 중량 △ ○ - - 　

　 　 　 　
설계 가이드 

제시

설계 가이드 

제시

TBM굴착

공법만제시

TBM굴착

공법민제시
　

2 SHIELD 쉴드 　 　 　 　 　

　 　 Front shield 쉴드, 전통 ○ ○ - - 　

　 　 Middle shield 쉴드, 중통 ○ ○ - - 　

　 　 Passive articulation 중절방식, 후통추진 △ - - - 　

　 　 Thrust jacks 추진잭 ○ ○ - - 　

　 　 Man lock 작업원 가감압실 ○ ○ - - 　

　 　 Material lock 자재 투입실 ○ ○ - - 　

　 　 Stone crusher 암파쇄기 ○ ○ - - 　

　 　 Slurry equipment in shield 이수순환설비 - - - - 　

　 　 Probe drill machine 막장드릴장치 ○ ○ - - 　

　 　 Guidance system 선형관리시스템 ○ ○ - - 　

3 CUTTING WHEEL 커터헤드 　 　 - - 　

　 　 Cutting wheel 커터헤드 ○ ○ - - 　

　 　 Cutting tools and accessories 커터 및 액세서리 ○ ○ - - 　

　 　 Rotary coupling 로터리 커플링 ○ ○ - - 　

4 MAIN DRIVE 구동부 　 　 - - 　

　 　 Main drive 구동부 ○ ○ - - 　

　 　 Main drive displacement 구동부 조정장치 ○ ○ - - 　

5 ERECTOR 세그먼트 조립장치 　 　 - - 　

　 　 Steel structure 장치구조 ○ ○ - - 　

　 　 Erector head 세그먼트 인양기구 ○ ○ - - 　

　 　 Other features 기타 장치 ○ ○ - - 　

6 SCREW CONVEYOR for EPB EPB 쉴드용 스크류 컨베이어 　 대안의 경우 - - 　

　 　 General 일반사항 ○ ○ - - 　

　 　 Screw conveyor discharge gate 스크류 컨베이어 개폐장치 △ ○ - - 　

　 　 Screw conveyor front closing gate 스크류 컨베이어 막장 차폐장치 △ ○ - - 　

　 　 Additionals 기타 장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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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제시, △ : 내용만 제시

Table 1. Equipment Specification Requirements (2)

TBM장비 설계항목

국외 입찰안내서 제시사항 국내 입찰안내서 제시사항

비고CCL

(EPB제안)

SCL

(Slurry제안)

9호선3단계

(EPB제안)

공항철도 T2

(EBP 제안)

7 HYDRAULIC SYSTEM 유압장치 ○ ○ - - 　

8 LUBRICATION SYSTEM 윤활장치 　 　 - - 　

　 　 Main drive gear oil lubrication 구동부 기어오일 운영 ○ ○ - - 　

　 　 Main drive grease lubrication 구동부 그리스 운영 ○ ○ - - 　

　 　 Main drive HBW grease lubrication 구동부 HBW그리스 운영 - - - - 　

　 　 Tail skin grease lubrication 테일 스킨 그리스 주입 ○ ○ - - 　

9 WATER and GROUT 물과 그라우트 　 　 - - 　

　 　 General water circuit 기본 물순환시스템 ○ ○ - - 　

　 　 Dewatering circuit 배수시스템 ○ ○ - - 　

　 　 Grout injection system 그라우팅 주입 장치 ○ ○ - - 　

　 SLURRY CIRCUIT for Slurry  Shield 이수식 쉴드용, 이수순환 대안의 경우 △ - -

　 　 Slurry pump P2.1 on TBM 배니펌프 △ △ - - 　

　 　 Bypass pump P0.1 on TBM 순환펌프 △ △ - - 　

10 AIR 공기 　 　 - - 　

　 　 Industrial air system 기본 공기주입시스템 ○ ○ - - 　

　 　 Compressed air regulation system 압축공기 조절장치 ○ ○ - - 　

　 　 Man lock 감압실 ○ ○ - - 　

　 　 Primary ventilation equipment 1차 환기 장비 ○ ○ - - 　

　 　 Secondary ventilation system 2차 환기 장치 ○ ○ - - 　

11 ELECTRIC SYSTEM 전기장치 　 　 - - 　

　 　 General 기본 전기시스템 ○ ○ - - 　

　 　 High voltage 고압설비 ○ ○ - - 　

　 　 Communication, CCTV 통신,CCTV ○ ○ - - 　

　 　 Data acquisition system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 ○ - - 　

　 　 Surface monitoring 모니터링장비 ○ ○ - - 　

12 
BACK-UP GANTRIES AND  

INSTALLATION
백업 캔트리와 설비 　 　 - - 　

　 　 Steel structure 구조 ○ ○ - - 　

　 　 Segment Handling 세그먼트의 운반 ○ ○ - - 　

　 　 Lifting equipment 세그먼트 인양장치 ○ ○ - - 　

　 　 Gas monitoring system 가스 모니터링 장치 ○ ○ - - 　

　 　 Fire fighting system 방재장치 ○ ○ - - 　

　 　 Other features 다른 추가 기능 ○ ○ - - 　

13 OPTIONAL EQUIPMENT 장비 옵션 장치
○

(설계자 판단)

○

(설계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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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경우 발주자가 입찰자(시공사+설계사)에게 쉴드TBM 장비 발주(제작사양)와 사전 장비선정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비제작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공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장비제조사가 현장조건에 맞는 장비에 대한 

견적을 기술적 고민을 통해 장비사양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입찰자(2~3개 장비로 입찰, 입찰자가 장비분석)가 

선정된 후 입찰 때부터 현장조건에 적합한 장비의 조건을 바탕으로 장비제작이 계획되므로 현장 운영시 리스크의 최소화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사업특성과 중요한 지반조건에 기초한 검토가 부족하고 기존 방법에 기초한 범용적인 입찰안

내서를 제공하므로, 입찰자는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제안할 수 없고, 쉴드TBM 장비제작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입찰자 선정 후 부족한 착공시기로 인해 현장에는 충분하게 검토된 장비(옵션 및 

기계사양 등)가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굴진 중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국외에서는 주로 장비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제조사에서 TBM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를 자체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하

면 별도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고 있다. 현장 교육프로그램이 잘 이뤄지고 있는 중국 CRCHI사의 교육프

로그램과 독일 Herrenknecht 사의 비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였다(Fig. 5 참조). 

Fig. 5. German Herrenknecht and Chinese CRCHI TBM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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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일 Herrenknecht AG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독일의 Herrenknecht의 경우 별도 요청에 의해 임의로 구성한 총 7주의 프로그램으로 이론교육과 공장, 현장견학으로 구성되었

으며 단기과정으로는 4주과정도 개설되어져 있다. 또한 교육완료 후에는 자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Table 2 참조).

Table 2. German Herrenknecht TBM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주차 교육내용

1주차

① 회사소개, Safety 비디오, 공장 견학, 프로그램 소개

② 공장 견학

③ 기술교육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④ 공장 : 장비제작 현황, 기술질의

⑤ 공장 : 커터헤더 및 부품, 기술질의

2주차

① 공장 : 유압기구, 물/공기 주입기구, 첨가제 주입기구, 뒤채움주입 기구, 질의응답

② 공장 : 장비의 조립과 해체, 질의응답

③ 세미나 : 전기/스위치 판넬의 구성, 제어기술, 데이터 기록, 시각화 과정의 기술

④ 세미나 : 뒤채움 그라우팅, Foam 첨가제주입, 공장 : 장비의 조립과정

⑤ 공장 : 유압기구의 조립, 물/공기 주입기구의 조립, Air Lock 기구의 조립

3주차

① 공장 : 드릴링 장비의 조립과 구성

② 실습 : 벤토나이트/첨가제를 사용한 이수의 배합과 관련 시험 (Mud School)

③ 공장 : 갱내 운반대차 MSV(Multi Service Vehicles) 제작과 운전실습

④ 공장 : 크레인의 구성과 조립, 

⑤ 세미나 : 디스크커터의 기술과 토론

4주차

① 세미나 : EPB 쉴드TBM, 장비설계에 있어서 지반정보의 활용

② 세미나 : TBM장비설계에 있어서 VR(Virtual Reality)의 활용, 장비설계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과 색인

③ 공장 : 후방대차의 구조와 유압기구의 배치, TBM 구동부의 구성과 조립

④ 세미나 : 세그먼트의 설계와 몰드의 제작기술

⑤ 공장 : 스크류컨베이어의 조립

5주차

① 공장 : 로터리유니트의 조립, 구성, 역할 

② 실습 : VR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세그먼트 조립

③ 세미나 : 전방 드릴장치와 구성

④ 공장 : 이수처리플랜트와 시스템

⑤ 세미나 : 운전실에서의 모니터링, 기계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등

6주차

① 공장 : 유압기구의 조립, 신규/재활용

② 현장견학 : Bossler Tunnel Project, EPB Shield

③ 현장견학 : Karlsruhe Kombilösung Project, Mix Shield

④ 세미나 : Mix Shield TBM의 구성과 기술

⑤ 세미나 : 유압기구의 기술(오일, 유체, 물, 공기)

7주차

① 세미나 : 전방 예측과 디스크커터 모니터링 기술

② 공장 : 커터의 제작, 점검, 검사

③ 공장 : 벨트컨베이어의 제작과정

③ 세미나 : 벨트컨베이어의 기술과 활용의 예

④ 공장 : Rebuilt 장치의 점검, 검사과정

⑤ 세미나 : Rescue Chambers의 구조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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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국 CRCHI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중국의 경우 정부산하의 TBM제조사 CRCHI는 총 60일 정규과정으로 이론, 사례,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료한 후, 연수생은 운영 

중인 현장에 투입되어 TBM오퍼레이터의 지도하에 실습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친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Table 3 참조).

Table 3. Chinese CRCHI Expert Training Program (1)

강의 일정 강의내용 시간

Shield TBM

기본 구성, 원리, 

사양에 대한 소개

1일차

1. Shield TBM 의 역사와 현재  2h

2.  Shield TBM 구조 및 원리에 대한 소개 (Shield TBM의 종류, 커터, 커터의 마모주기) 2h

3.Shield TBM의 기본 이론 소개 4h

2일차 1. Shield TBM Hydraulic pressure (유압잭)의 기초 이론 소개 8h

3일차
1. Shield TBM의 유압, 공기압의 원리 4h

2. Shield TBM의 전기 설비 관련 기초 이론 소개 4h

제조된 실제 Shield 

TBM 소개
4일차 공장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 실물 TBM 소개 8h

실제 Shield TBM 

시공 현장 학습

5일차

6일차
Shield TBM의 시공 과정 알아보기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2Day

토압식 쉴드 TBM 

operation 기술 

(EPBM)

7일차

1. EPBM controller 소개

8h

2. 운전개시, 굴진, 이렉터 (세그먼트 조립) 순서의 공정에 대한 소개

3. 굴진, 이렉터 작업 (세그먼트 조립) 완료 후 기계 shut down 순서에 대한 소개 (쉴드 TBM의 

도달과 설비)

4. EPBM 운전제어원리, parameter 선택원리 설명(지반변형의 영향요인, 지반변형과 구조물 

거동의 예측해석, 계측관리);(shield 시공-지반 침하 관계)

8일차

1. Shielding 작동, 중절장치 작동 2h

2. Back fill grouting (뒤채움 주입공)，Shielding 할 때 mud 추가하기 (토압식 쉴드 TBM의 막장 

안정을 위해 이토 가압)
2h

3. Screw conveyer 작동, 배토장치 작동 (스크류 컨베이어의 배토기구) 2h

4. supporting(지보) 설비 작동, Shield tail brush 작동 2h

9일차

1. Shield 타입 선택 및 지층 응용 (지반조건에 따른 TBM 장비 선정) 2h

2. cutter 종류 및 Pneumatic cutter change (압축공기를 활용한 커터 교체 방법) 기술 소개 2h

3. 이렉터 조작 및 back fill (뒤채움) 기술 4h

10일차
1. 안전 관련 Shield TBM장비 운용 규정 2h

2. Shielding 자동 계측(automatic measurement) 및 guiding system (조향장치)의 구조 및 원리 2h

굴착 시 핵심기술 11일차

1. Shield TBM 굴착시 관리parameter 기획 및 제도 2h

2. Shielding 자동 계측(automatic measurement) 및 guiding system (조향장치)의 구조 및 원리 2h

3. Segment 소개, linear correction (선형관리), 생산 accuracy, 완성된 터널 형상면의 허용오차 등 4h

Shield TBM 조립, 

디버깅, 검사, 장비 

해체시스템 설명 

12일차

1. Shield TBM 시공, 조립, 디버깅, 방법, 순서의 설명 2h

2. Shield TBM 시운전 (굴착) 2h

3. Shield TBM 장비 검사 및 평가 (시운전/시굴착) 2h

4. Shielding (굴진) 완료, 장비 해체 후 평가과정 설명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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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국내외 입찰안내서 분석 결과 국외에서는 입찰안내서에 장비제작에 필요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찰자가 고려

해야할 가장 적합한 장비선정을 가능하도록 유도하였고, 시공 시에도 사전에 검토된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작업효율이 높고 안전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입찰안내서에 장비에 대한 제반조건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 입찰

자가 현장에 맞는 장비를 자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적의 장비 설계가 어렵고, 향후 현장 시공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해외 TBM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자격 조사 및 분석결과, 해외에서는 일부 TBM제조사가 자체적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점검,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 이수 후에는 현장에서 보조 기술자로 성장하여 현장

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입찰안내서에서도 TBM운영기술자에 대한 경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 입찰안내서 작

성 시에도 과업조건에 적합한 TBM장비의 세부적인 사양과 운전 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전기술자 등 관련 기술자 양성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건설기술연구사업인 “TBM (Tunnel Boring Machine)설계･제작 국산화 기술 개발(과제

번호:17SCIP-B129646-01)-2세부과제: TBM 운전･제어 시스템 및 커터 헤더의 최적화 설계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

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able 3. Chinese CRCHI Expert Training Program (2)

강의 일정 강의내용 시간

굴착시작(발진), 

도착(도달)
13일차

Shield TBM 시공준비, 발진 조건의 설명소개 2h

2. Shield TBM 발진 계획, 발진 기술에 대해서 기본 소개 및 사례설명 2h

3. Shield TBM 도달을 위한 설비 및 조건 설명 소개 2h

4. Shield TBM 도달계획, 기초 기술에 대해서 기본 소개 및 사례설명 2h

Shielding 시공 

사례소개 및 설명
14일차

1. 각종 지반조건에서의 시공사례 설명 
8h

2. Shield 시공시 발생한 대형 Risk 사례설명

Shield TBM 유지 

및 보수 
15일차

1. Shield 구동부 유지보수 설명과 사례분석(Shield TBM 고장경보시스템 설명), PLC 4h

2. Shield TBM Support 설비 유지 및 보수설명과 사례분석 4h

Shield 시공현장

실습

16일차

~60일차

∙ Supply설비: 지상설비의 배치 및 기획, 수직구 (working well) 안에 장비배치 및 시공 

∙ Shield TBM : 조립, 디버깅 굴착 시작, 시공(굴착, 세그먼트 조립, 컨베이어를 이용한 배토, 

back fill(뒤채움), 수동 및 자동 계측 등, 유지 및 보수

41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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