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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을 위한 가변성 분할 라이닝 터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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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and Lined Segment Tunnel for Underground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CAES)

Hyung-Mok KIM, Dong-Woo RYU, So-Keul CHUNG, Won-Kyong SONG

Abstract Flexible and lined segment air-tight tunnelling technology for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Gas Turbine 
(CAES-G/T) power generation was introduced. The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of the air-tight tunnel system can 
be summarized by two facts. One is that the high inner pressure due to compressed air is sustained by surrounding 
rock mass with allowing sufficient displacement of lining segment. The other is that the air-tightness of storage 
tunnel was enhanced by adopting a specially designed rubber sheet. The flexible lined air-tight underground tunnel 
can be constructed at a comparatively shallow depth and near urban area so that the locally distributed CAES-G/T 
power generation can be accomplished. In addition, this air-tight tunnelling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energy underground storage tunnels such as Compressed Natural Gas (CNG), Liquifed Petroleum Gas (LPG), 
DeMethyl Ether (D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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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변성 분할 라이닝 기밀시스템을 채용한 CAES-G/T 발전용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 터널기술을 소개

하였다. 본 기밀시스템의 특징은 라이닝 세그먼트의 변위를 허용함으로써 고압 압축공기에 의한 내압을 암반이 

최대한 부담토록 하고 특수고무시트 부착을 통해 저장터널의 기밀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밀시스템을 채용한 가변성 터널기술은 압축공기 지하저장 시설의 천심도, 도심지 근교 및 도서지방에서의 

시공을 가능케 하여 소규모의 분산형 CAES-G/T 발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천연가스, LPG, 
DME) 지하저장시설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핵심어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 가변성 분할 라이닝, 기밀성

1. 서 론

1.1 CAES-G/T 발전의 특징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Gas Turbine System 
(이하 CAES-G/T) 기술은 야간 및 휴일의 여유전력을 

이용하여 압축공기를 발생시켜 지하암반 등의 저장시

설에 저장해 두고 주간의 최대부하(peak)시에 연료와 

함께 연소시켜 가스터빈 발전에 이용하는 일종의 화력

발전이다. 가스터빈 발전은 입지조건 등의 제약이 적고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발전을 위

해서는 고온고압의 압축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적 가스터빈 발전의 경우 투입 에너지의 약 2/3가 압축

공기 생성을 위한 압축기 구동에 소비된다. CAES-G/T 
발전은 야간 및 휴일의 여유전기를 이용하여 압축공기

를 생성․저장해 둠으로써 발전시에 압축기 구동이 불필

요하게 되어 동일한 연료량으로 통상적인 가스터빈 발

전보다 약 2~3배의 발전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 즉, 동
일한 발전량을 얻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량을 약 1/3 수
준가량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에너

지 효율향상과 배기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통상적

인 가스터빈 발전시설과 CAES-G/T의 구성요소 및 효

율을 그림 1에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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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상적인 가스터빈 발전방식 (b) CAES-G/T 발전방식

그림 1. 가스터빈 발전방식과 CAES-G/T 발전방식의 비교

(a) 정압식 (b) 변압식

그림 2. 압축공기 지하저장 방식(한국자원연구소, 1995)

국내에서는 최근 국내전력환경 변화를 고려한 CAES 
-G/T 발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고찰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며 (김택곤 외, 2008), CAES-G/T 발전을 위한 

압축공기 지하저장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술동향 및 해

결과제가 보고된 바 있다 (한국자원연구소, 1995).

1.2 압축공기 지하저장 방식

CAES-G/T 발전시스템은 크게 공기압축시설, 가스터

빈발전시설 및 압축공기 저장시설로 구성된다. 이중 압

축공기 저장시설은 압축공기 저장압력이 40~80 kg/cm2

에 이르기 때문에 저장용기를 지상보다는 지하에 설치

함으로써 주변 암반의 구속압을 통한 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압축공기 지하저장 방식은 크게 정압식과 변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2). 정압식은 압축공기의 입출력에 

맞춰 지하수 혹은 해수가 유출입함으로써 저장 공동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압축공기가 일정

한 압력으로 저장되므로 출력에 필요한 양만을 저장하

기 때문에 CAES-G/T 플랜트 설계시에 유리하며 공동 

체적이 변압식에 비해 작게 소요되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일정한 압력으로 조절을 위한 부대시설(주입시설, 
통수갱, 저수지 등)이 필요하고 저장압력에 상응하는 

지하수압 확보를 위해 대심도에 위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변압식은 압력조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압축

공기 입출력에 따라 저장공동 내압이 변화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압력조절을 위한 고압의 지하수가 불필요하

기 때문에 공동의 설치 심도가 저장압에 의존하지 않고 

천심도에도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플랜트 설계시 일정압력으로 압축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압력조절장치를 고려해

야 하며 저장압력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주변 암반

의 피로파괴 등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변을 복공재로 보강한 복공식 공동

의 경우 변압방식을, 무복공 공동의 경우 정압방식으로 

운영된다. 복공식 및 무복공식 모두 압축공기 지하저장 



터널과 지하공간 79

발전소

통기관

압축공기지하저장시설

그림 3. 대상 광산갱도 구조 및 CAES-G/T 발전시설 개념도(合田佳弘, 2002)

표 1. CAES-G/T 파일럿 플랜트 상세사양

출력 2000 kW

발전시간 4 시간

압축공기 충진시간 10 시간

압축공기저장방식 변압방식

내압방식

100% 암반부담

16분할 복공판(두께 30 cm)
+ 뒷채움 콘크리트

기밀방식 고무 라이닝 방식(두께 3 mm)

압축공기저장압력 4~8 MPa(운용압력)

압축공기저장온도 50 ℃이하

저장용량 약1,600 m3

지하저장조 내경 직경 6 m

길이 57 m

시설의 핵심기능은 고압의 압축공기에 대한 내압성 및 

안정성과 저장 압축공기의 누출 방지를 위한 기밀성으

로 대표된다.
암반공동을 이용한 저장방식 이외에도 대수층 상부에 

저투수성의 덮개암(caprock)이 발달한 지역에 시추공을 

이용하여 압축공기를 입출력하는 대수층 저장방식과 암

염층에 열수를 주입하여 공동을 형성하고 저장공동으

로 이용하는 암염공동 저장방식 등이 있으나 국내 지질

조건에는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 터널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변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동의 설치 심도가 저장

압에 의존하지 않아 천심도에도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

니라 상대적으로 암반조건이 불리한 지역 및 도심지에

도 건설이 가능하여 소규모 분산형 전력저장시설로 사

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압축공기 지하저장에 적

합한 암염층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고, 기밀성 장애요

인인 균열을 다수 함유한 복잡한 지질구조를 가지는 국

내지질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의 터널 기술을 응용한 새

로운 저장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

내지질여건에 적합한 압축공기 지하저장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유사한 여건의 일본의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

저장 터널 시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1 개요

일본에서는 미국, 독일 등 암염공동을 이용한 사례와는 

달리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 터널을 포함한 CAES-G/T 

발전시스템의 실용성과 안전성 확인을 그 목적으로 하

였기 때문에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존 광산 및 기존 공동의 이용을 중심으로 대상

지를 검토하여 전력계통이 근접하고 광산설비의 유지가 
양호한 일본 최북단 홋까이도의 탄광을 활용하여 파일

럿 플랜트(pilot plant) 실증실험을 실시하였다(横山英
和 외, 2002; 合田佳弘, 2002; 篠原俊彦 외, 2001). 대
상 광산구조, CAES-G/T 파일럿 플랜트의 개념도 및 

상세사양은 그림 3 및 표 1과 같다.

2.2 암반 및 지질조건

대상부지는 홋까이도의 중앙 제3기 습곡대에 속하며 

지질구조는 일반적으로 남북방향의 주향을 가지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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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지역 암반의 기본물성치

단위체적중량(kN/m3) 24.5

자연함수비(%) 3.5~4.0

입축압축강도(MPa) 20

암반전단강도(MPa) 2.3+

암반탄성계수(GPa) 13.0

암반변형계수(GPa) 8.1

표 3. 대상지역 초기지압측정결과

최대주응력   

중간주응력   

최소주응력   

압축공기지하저장시설

계측단면 A
계측단면 C

*그림의 CH, CM, CL은 일본전력중앙연구소(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의 암반등급분류 기호로 

A,B,CH,CM,CL,D순으로 우수한 암반등급을 나타냄.

그림 4. Pilot plant 부지 지질조건(篠原俊彦외, 2001)

암반 접합부

뒷채움 콘크리트

복공판

기밀재접합재료

그림 5.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 터널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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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상시 (b) 저장내압 작용시 (c) 복공판 연결부

그림 6. 기밀 라이닝 구조

쪽으로 70도 급경사진 층구조를 보인다. 많은 탄층을 

포함하고 있으나 저장시설은 사암을 소량 협재한 사질

이암층에 건설되었다. 층리면에 평행한 불연속면이 다

수 관측되었으나 응력이완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의 불

연속면들은 밀착된 상태이다(그림 4).
초기응력상태는 상부 토피압과 유사한 등방성의 응력

장을 보였다. 일축압축강도는 20 MPa 정도로 건설지점

의 심도가 450 m 임을 감안할 때 암반강도비(일축압축

강도와 상부지표고하중비)가 약 2 정도로 공동굴착에 

따른 이완대 발생이 우려되었다. 또한, 대상지역 암석은 

코어채취 후 혹은 굴착 후 건조한 공기에 접할 경우 표

면에 미세균열이 발생하는 노화현상을 보이고 건조 후 

물과 접촉할 경우 slaking이 발생하고 흡수･팽창하는 

성질을 보였다.

2.3 복공시스템

압축공기 지하저장 시설의 복공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성능은 크게 저장압력에 대한 내압성과 저장압축공기

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밀성으로 대표된다. 복공시

스템으로는 내압성과 기밀성 확보를 위해 분할된 복공

판을 설치하고 복공판 안쪽면에 기밀고무시트를 부착

한 기밀라이닝구조를 채택하였다(그림 5).

2.3.1 내압성

저장 압축공기의 내압을 지지하는 내압구조는 RC 복
공판, 복공판과 암반의 간극을 채우는 무근 뒷채움 콘크

리트로 구성된다. 복공판은 내압작용 시 저장공동 주변

장의 증가에 따라 세그먼트 연결부에서 자유롭게 변위가 

발생되도록 고안되었다(그림 6). 이러한 가변성(flexible) 
구조로 인해 저장압축공기로 인한 내압이 암반에 충분

히 전달되고 복공판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완화하여 

기밀성을 저해하는 균열발생을 저감하는 라이닝 구조

를 확보하였다. 또한, 저장내압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

서도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고 구조적 안정성이 보장되

어야 한다. 
뒷채움 콘크리트는 굴착면 요철을 완화하여 복공판에 

발생하는 변위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한다. 충전 부족

에 의한 여굴은 치명적인 결함이 되므로 유동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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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위치시험에 사용된 복공식 지하저장터널 사양(篠原俊彦외, 2001)

고유동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여굴 발생을 방지하였다. 
또한, 복공판과 뒷채움 콘크리트 사이에는 특수한 시트

를 시공하여 구속력을 저감시킴으로써 복공판에서의 

과도한 응력 발생을 방지하였다.

2.3.2 기밀성

복공판 단독으로는 기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공판 안쪽에 나일론 섬유로 보강된 butyl rubber재의 

고무 섬유시트를 부착하고 고무의 기밀성과 변형에 따

른 가변성을 이용하여 공기 누출을 방지하였다. 복공판 

세그먼트들의 연결부에는 철판이 부착된 두꺼운 고무 

연결재를 설치하여 연결부 틈새로의 고무섬유 시트의 

끼임에 의한 기밀기능 손상을 방지하였다.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실증실험시의 지하저장 터

널 설계에 있어서는 대상지역의 암반조건을 고려하여 

복공판의 분할수, 두께, 필요 철근량 등을 결정하고 안

쪽면에 부착하는 기밀용 시트의 구조 및 연결 구조, 형
상, 규격 등을 결정하였다. 복공판의 분할수는 16, 두께 

30 cm, 뒷채움 콘크리트의 두께는 30 cm로 하였으며 CH
급과 CM급의 암반이 혼재된 모델 및 CL급 단층과 교

차하는 모델을 가정하여 철근량이 상이한 CH/CM급 암

반에 적용하는 I 타입(표준형) 복공판과 단층부에 적용

하는 II 타입 복공판 두가지로 설계하였다. 고무 기밀시

트의 접합은 열경화(heat vulcanized)접합을 사용하고 접

합방향을 터널원주 방향이 아닌 터널축 방향으로 실시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접합 총연장을 대폭 감소시켜 누

출 가능성을 저감하였다.

2.4 원위치시험

2.4.1 개요

파일럿 플랜트 실증실험시설 건설에 앞서 건설지역 부

근에서 보다 소규모의 원위치시험을 통해 복공식 기밀

라이닝 구조의 성능 확인을 실시하였다 (天野喜久男 외, 
1997) 저장터널은 내경 2.5 m, 길이 16 m의 원형단면

으로 기밀라이닝 구조는 파일럿 플랜트와 동일하고 복

공판은 8분할, 두께 20 cm를 사용하였다. 원위치시험에 

사용된 복공식 지하저장터널의 사양은 그림 7과 같다.

2.4.2 시험결과

최대 8 MPa의 수압에 의한 초기재하, 반복재하, 장기

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내압성을 조사하였으며, 기밀

성 조사를 위해서는 공기압을 이용하여 반복재하 및 장

기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8은 암반 및 복공판의 

변위와 변형률 계측결과로 부터 얻은 저장공동의 전체

적인 변형모드를 나타낸다. A 단면에서는 사전 설계해

석결과에서 예상한대로 비교적 균질한 거동을 보였으

나, B 단면에서는 바닥부에 상대적으로 큰 변형이 발생

하고 바닥부근의 복공판에는 예상보다 많은 균열이 발

생하였다. A, B 단면 사이의 거리는 불과 8 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B단면의 경우 인버트부터 천정부에 걸쳐 

2개의 연약층이 관통하고 있다. 해당암반은 강도가 낮

을 수록 slaking이 발생하기 쉬운 특징이 있는 점으로부터 

굴착시 이들 연약층에서 시공중의 물이 원인으로 slaking
이 발생, 노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인버

트부에 계측용 케이블 트렌치를 굴착한 점, 인버터부에 

록볼트를 시공하지 않은 것도 굴착에 의한 손상대 및 

노화의 진행을 가속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파일럿 플랜트용 압축공기저장시설 건설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질조건의 파악

노화가 진척되기 쉬운 연약부의 위치, 규모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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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재하(40~80kgf/cm2)실험 30회 반복 후 변형결과

A 단면 라이닝 거동 B 단면 라이닝 거동

지중변위

복공판 개구변위

복공판 철근 변형율

숫자만표기

범 례

내압
내압

그림 8. 원위치시험 저장터널에서의 변형모드(篠原俊彦외, 2001)

평면도

종단면도

표준단면도

플러그 콘크리트통기관

단위

플러그 콘크리트통기관

복공판

뒷채움 콘크리트

숏크리트

접합부

기밀재

접합재

그림 9.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 터널 설계 단면도

파악하고 시공시에 이들 지역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굴착형상

굴착단면형상은 가능한 한 원형에 가깝게 하여 국소적

인 응력집중을 피하고 케이블용 트렌치 등 불필요한 굴

착을 줄여 공동주변 손상대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한다.
(3) 지보

통상적인 터널굴착에서는 상반부만 록볼트를 시공하

는 사례가 많으나 본 구조물은 굴착공동주변의 암반을 

가능한 한 손상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하반부에도 상반

부와 동일하게 록볼트를 시공하고, 인버트부에 있어서

는 최종굴착 이전에 선행 록볼트를 시공하는 등 적극적

인 손상제어를 실시한다.
(4) 작업수 및 지하수 제어

해당암반은 slaking 특성을 가지고 습윤･건조의 반복

으로 인해 암반노화가 촉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굴

착시의 작업수는 손상을 받기 쉬운 연약부의 노화를 촉

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굴착시 작업수 사용을 가

능한 줄이고 사용 후에는 신속히 제거하고, 계측기 설

치 등을 위한 시추공 굴착용수도 철저히 제거할 수 있

도록 한다.

2.5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실증실험

2.5.1 개요

원위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표 1의 사양으로 파일럿 

플랜트 실증실험을 위한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시

설을 구축하였다. 지하저장시설의 상세설계 사양은 그

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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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크리트
록볼트

그림 10. pilot plant 지하저장터널 굴착단면(篠原俊彦 외, 
2001)

그림 12. 굴착 후 복공판 세그먼트 시공 모습(黒田重徳 
외, 1999)

그림 11. 로드헤더에 의한 상반굴착 모습(黒田重徳 외, 
1999)

그림 13. 복공판 설치 후 기밀시트 시공 모습(合田佳弘, 
2002)

2.5.2 시공방법

(1) 사용기계

손상영역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로드헤더를 이용한 기

계굴착에 의한 NATM공법으로 시공하였다. 파일럿 플

랜트의 건설 위치가 탄광내이므로 사용기계는 모두 탄

광방폭사양으로 하고, 굴착용 로드헤더는 탄광내 사용

실적이 있는 소형기종를 사용하였다. 작업수 사용을 가

능한 한 줄이기 위해 록볼트 공의 천공은 공기 천공, 숏
크리트는 건식으로 하였다. 따라서, 대형 집진기를 사용

하여 갱내 환경을 개선하였다.
(2) 지보구조, 분할굴착 및 기밀시트 시공

굴착단면형상은 원형으로 하였으나 시공기계가 이동 

가능하도록 인버트는 폭 3 m로 평탄하게 하였다(그림 

10). 록볼트는 인버터를 포함한 터널주위에 균등하게 

배치하고 록볼트 타설후 신속히 숏크리트를 시공하였

다. 사용한 로드헤더가 방폭타입의 소형기종이기 때문

에, 굴착높이가 제한되어 굴착단면을 상반, 하반, 인버

터로 3분할하여 굴착하였다(그림 11). 인버터에는 FRP
볼트를 사용하여 하반 굴착시에 선행타설하고 인버터

의 손상방지에 주력하였다. 또한, 인버터는 선행 타설한 

FRP볼트를 절단하면서 굴착하고 시공기계가 인버터 완

성면을 통행하도록 하여 암반 및 숏크리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였고 복공판 세그먼트는 일반 실드(shield) 터
널용 장비를 사용하였다 (그림 12). 고무 기밀시트의 접

합은 열경화(heat vulcanized)접합을 사용하고 접합방

향을 터널원주 방향이 아닌 터널축 방향으로 실시함으

로써 현장에서의 접합 총연장을 대폭 감소시켜 누출 가

능성을 저감하였다(그림 13).

2.5.3 실험결과

실증실험은 기밀실험으로서 초기재하 및 단계별 재하

를 실시하여 내압성 및 기밀성을 확인한 후 30일간 및 

90일간 동안 반복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8 MPa의 압축공기를 저

장하고 5일간 유지하면서 압력, 온도, 체적변화 등을 확

인하는 shut-in시험을 실시하였다(그림 14).
그림 15는 재하시험 시 복공판 세그먼트의 개구변위 

및 암반의 지중변위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탄성 

거동을 보이고 저장압축공기의 내압에 기인한 손상영

역의 진전이나 주변 암반의 인장파괴는 발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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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하시험 시 주요계측항목

계측항목 계측기기 계측위치*

암반

지중변위계 A, C단면

말단부 지중변위계 말단부

암반매설 변형율계 C단면 

복공판
복공판 변위계 A, C단면

철근변형율계 A, C단면

플러그
플러그 절대변위계 플러그면

맨홀상대변위계 맨홀외벽면

저장공동 내부

내공변위계 A, C단면

압력계 A, B, C단면

온도계 A', A, B, C, D단면

누출공기 유량계 누출공기 검지관

(* 저장공동주변 지질도(그림 4)에서의 계측단면)

기밀시험 가스터빈 시운전시험

실증시험

저
장

공
동

내
압

력
(M

p
a
)

저
장

공
동

내
압

력
(M

p
a
)

그림 14. 실증실험시 저장공동 내 압력변화 양상(篠原俊彦 외, 2001)

저
장

내
압

(M
p
a
)

저
장

내
압

(M
p
a
)

복공판 개구변위 (mm)

지중변위 (mm)

열림닫힘

압축인장

기밀
실증30일
실증90일

기밀
실증30일
실증90일

C-평균

C-평균

그림 15. Pilot plant 실증시험시의 복공판 세그먼트 개구변

위 및 지중변위 이력 결과(合田佳弘, 2002)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압축공기 누출량은 공기중량

으로 0.2%/day (발전운전시간 환산시 약 40 초 정도에 

해당)로 극히 소량이었으며 전체 발전량은 781 MW를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표 4와 같은 항목에 대한 다양한 계측을 실

시하고 지중변위 관측값을 이용한 역해석 결과와의 비

교 분석을 통해 분할라이닝 기밀시스템 설계가 타당함

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분할 라이닝 기밀시스템을 채용한 

CAES-G/T 발전용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 터널기

술을 소개하였다. 저장 압축공기의 내압에 대한 안정성 

및 누출에 대한 기밀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본 

기밀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내압 작용시 복공재 세그먼트 연결부에서 자유롭게 

변위가 발생되도록 고안하여 작용 내압이 주변 암반

에 충분히 전달되고 복공판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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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여 복공판에서의 균열 발생을 저감하였다.
- 굴착면 요철을 완화하기 위한 뒷채움 콘크리트와 복

공판 사이에 특수 시트를 시공하여 복공판의 구속력

을 저감시킴으로써 복공판에 과도한 응력발생을 방지

하였다.
- 복공판 안쪽에 섬유 보강된 고무시트를 부착함으로써 

기밀성능을 극대화하였으며 복공판 세그먼트 연결부

에서 끼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연결재

를 채용하였다.

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저장의 경우 심도의 제약이 없

고 도심지에서의 건설이 가능하여 소규모 분산형 

CAES-G/T 발전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

며 이는 화력발전 에너지효율향상과 이산화탄소로 대

표되는 온실가스저감 효과를 가져와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최근의 추세에 대응 가능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적인 터널과 달리 내

압이 작용하고 작용 내압을 100% 암반이 부담토록 하

는 가변성을 가진 복공식 지하저장 터널기술은 압축공

기 지하저장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밀압력용기로서의 이용이 가능하여 

상온에서의 CNG (Compressed Natural Gas), LPG 
(Liquified Petroleum Gas), DME (DeMethel Ether) 등
과 같은 각종 지하에너지 저장시설로의 활용이 향후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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