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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any countries, most of the tunneling works have been ordered by the shield TBM, 

and also Korean companies are actively bidding and execute in this project. In case of 

Korea, refurbished machines are mainly using in power cable, gas pipelines, and water 

and sewage tunnel. Also in metro projects, shield TBM of over diameter 7m is required 

mainly by using brand new machine. Since the shield TBM is not easy to change once 

it is produced, it is necessary for the client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conditions so as to satisfy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 this 

study, to manufacturing optimal shield TBM, the Client’s TBM requirements of tunnel 

construction in Hong Kong and UK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domestic 

requirement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as client’s guidelines for bidding 

stage and manufacturing for shield TBM tunneling in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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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터널공사가 쉴드TBM공법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활발하게 참여

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는 재활용 장비를 활용한 전력구, 가스관로, 상하수도 공사를 중심으로, 지하

철 터널의 경우는 신규장비를 활용한 7 m 이상의 쉴드TBM공법이 주로 발주되고 있다. 쉴드TBM은 한번 제작되면 변

경하기 쉽지 않으므로, 해당 공사의 다양한 특성을 만족하도록 제작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발주자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최적의 쉴드TBM 제작을 위해 최근 홍콩과 영국에서 발주된 도심지 터널공사의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국내의 입찰안내서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쉴드TBM을 

이용하여 터널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 및 제작에 대한 보다 발전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어:쉴드, 발주자, 입찰안내서, TBM사양, 가이드 라인

1. 서 론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쉴드TBM을 이용한 터널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재활용 쉴드TBM을 이용하여 전력구, 가스관로, 상하수도 터널공사가 꾸준히 

발주되고 있으며, 도심지 지하철공사에는 직경 7 m 이상의 신규 쉴드TBM을 제작하여 터널공사에 활용하는 발

주가 증가하고 있다.

쉴드TBM은 해당 구간의 지반조건과 제반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1회성으로 발주한 후 제작하기 때문에 설계와 

공장제작 및 현장에 반입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또한 굴진을 시작한 이후에는 계획되지 않은 장비의 기

능을 추가하거나 개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비를 발주할 때는 설계와 굴진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충분한 정

보와 요구되는 사양을 입찰안내서에 포함하여 시공 중 사양의 변경, 공기 및 공사비의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발주자가 터널공사에 필요한 구간별 지반정보, 주변 현황, 제반조건, 설계정수와 함께 쉴드TBM

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사양, 굴진 중에 예상되는 리스크 등 입찰자로 하여금 현장 조건을 고려한 쉴드

TBM의 형식을 선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터널공사에 필요

한 일반적인 조건과 개략적인 정보만을 입찰안내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맞는 장비를 선정하기 

어렵고, 굴진 중에도 장비제작사, 현장, 발주처간에 장비의 적정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문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장비설계와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검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현장 반입 후 굴진 중에

는 적절한 예비 부품, 보조설비, 첨가제가 준비되지 않아 굴진효율이 저하되는 트러블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입찰안내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향후 국내 발주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제작을 위한 입찰안내서(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선행연구로서 먼저 해외에서 최근 입찰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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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입찰안내서(Invitation To Bid, ITB)를 수집,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국산화 쉴드TBM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쉴드TBM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오

퍼레이터의 역량과 필요조건에 대한 조사분석도 수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쉴드TBM 터널공사의 시

장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국외 쉴드TBM 터널공사 개요 및 분석

국내외 입찰안내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향후 국내 발주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제작을 위

한 입찰안내서(안) 작성을 위해 국외 사례에서는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와 적용 구조물(지하철, 

수로터널) 공사의 입찰안내서(ITB)를 수집하였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실적이 많은 전력구 공사와 지하철, 철도 

공사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입찰안내서는 Table 1과 같이 국가와 발주연도, 발주처, 터널의 용도 등을 정

리하였다. 해외의 자료로는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7개 터널공사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국내

는 지하철, 철도와 TBM시공 실적이 많은 전력구 공사 3개의 입찰안내서를 수집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국

외에 많은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지하철 Shatin to Central Link 와 수로터널인 Thames Tideway Tunnel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Table 1. Bidding documents list (ITB)

Project Country Issued Client Structure

1 Shatin to Central Link (SCL) Hongkong 2012 MTR Corporation Metro

2 Riyadh Metro Project Saudi Arabia 2013
ArRiyadh Development 

Authority
Metro

3 Thomson Line Singapore 2013 Land Transport Authority Metro

4 Thames Tideway Tunnel
United 

Kingdom
2014 Thames Water Utilities Ltd Drainage

5
Jebel Ali Deep Tunnel 

Storm Water System
UAE 2016 Dubai Municipality Drainage

6 Bangkok Metro Thailand 2016 Ministry of Transport Metro

7 Circle Line 6 Singapore 2017 Land Transport Authority Metro

8 Seoul Subway Corporation Line 9 Korea 2009
Seoul City Urban Railway 

Development
Metro

9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nd Passenger Terminal 

Connection Railway

Korea 2012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Metro

10
Gunpo~Uiwang 

Electric Power Corporation
Korea 2017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Power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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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홍콩의 지하철 터널공사 입찰안내서

홍콩의 Shatin to Central Line (SCL)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홍콩 구룡반도 남단에 위치한 총 연장 17 

km의 지하철공사로 Table 2와 같이 나타낸 1단계 4~5개 구간, 2단계 2~3개 구간으로 구성되며 MTR Corporation 

Limited가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공사 중 쉴드TBM이 포함된 HOM~SUW구간의 입찰안내서를 분

석하였다.

Fig. 1. Shatin to Central Link location map

Table 2. Hong Kong Shatin to Central Link (SCL) tunnel construction contents

Div. Project list Structure

1 Phase 

construction

TaiWai~HungHom

Total(L) = 11 km

SCL C11○○ L = 4.1 km, Tunnel (Drill & Blast 2.5 km + TBM 1.6 km)

SCL C11○○ L = 1.5 km, Tunnel (TBM + Part Cut & Cover)

SCL C11○○ L = 1.0 km, Tunnel (Cut & Cover)

SCL C11○○ L = 1.6 km, Tunnel (TBM)

SCL C11○○ L = 1.2 km

2 Phase 

construction

HungHom~Admiralty

Total(L) = 6 km

SCL C11○○ Cross Harbour, Tunnel (TBM)

SCL C11○○ Tunnel (TBM + D&B)

발주처의 입찰안내서에서는 과업구간의 지반정보로서 시추조사를 포함한 지층분포, 지질특성, 설계정수, 구

간별 예상 리스크를 제공하고 있었다. 시추조사는 총 338공으로 간격은 20~30 m, 시추심도는 계획고를 고려하여 

평균 50 m로 수행하였다. 주요 분포지층은 매립층(0~5 m), 충적층 0~20 m, 풍화토~풍화암층(0~50 m), 자갈층, 

하부 암반층으로 구성되며 존재하며 대규모 파쇄대 및 단층대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하수위는 GL(-) 2~5 m에 위

치하고, 쉴드TBM 통과구간은 높은 강도의 암반구간과 토사층을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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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암반층은 Weathered granite으로 구성되며 Medium-grained, Fine-grained granite, Alluvium, 일부

구간은 Marine sand가 분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Fig. 2는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과업구간의 풍화도, 암반분

류 및 지질특성이다(Fig. 2).

Fig. 2. Weathering degree, rock classification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도면자료 중에는 터널단면과 세그먼트 설계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터널단면은 내경 6.3 m로서 내부에는 대피

통로와 건축한계, 유지관리 통로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세그먼트는 분할, 연결, 지수재, 코팅에 대한 사항

을 제시하고 있다(Table 3). 

Table 3. TBM tunnel cross section and segment design

TBM tunnel cross section Connection etc

∙ Segment bore / thickness: 6.5 m / 300 mm

∙ Segment width: 1.5 m & 1.2 m (min. Radius 225 mm)

∙ Maintenance walkway: 450~850 mm × 2200 mm

∙ Passenger evacuation side access walkway: 

850 mm × 2200 mm

∙ Segment ring segmentation: 6 + 1 key

∙ Segment joint: Straight bolt

∙ Segment connection: 12 bolt sockets 

∙ Gasket: EPDM + Hydrophi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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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쉴드TBM 통과구간에 대한 주요 현황을 제시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세부설계 및 입찰용 제출서류의 작성

에 정확도를 높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쉴드TBM 통과구간에 기존 구조물의 파일기초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인접한 기존 빌딩에 대한 지반침하거동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인접 철도 구조물에 대한 설비 인터페이

스관리 필요성과 관련 내용, 기존 도로 하부통과 시 주의사항,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서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주변 근접시설물에 대한 이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2 영국의 수로 터널공사 입찰안내서

런던에서는 1858년 완성된 기존 하수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 중이며,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현재 2 mm의 강우

에도 하수가 Thames강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심한 상황이다. 증가하는 도심지 하수도 용량을 확충하고 수질 개선

을 위하여, 수년간의 검토를 통해 Thames Water Utilities Ltd에서 강우 시 하수의 저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하기 위한 대심도 터널 및 차집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2014년에 발주하였다.

Fig. 3. Thames Tideway Tunnel construction overview (linear and longitudinal section)

Fig. 4. Outline of WEST section of Thames Tideway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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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Fig. 3에 나타낸 공구 중 WEST구간에 대한 입찰안내서를 분석하였다. 터널연장은 6.9 km, 터

널내경은 2차 복공 후 6.5 m이며, 수직구는 총 7개소이다(Fig. 3, 4).

입찰안내서에서는 발주처가 시행한 지반조사 자료가 제공되었으며, 시추조사는 총 45공을 수행하였다. Fig. 5

에 나타냈듯이 쉴드TBM 통과구간은 전부 London Clay (Claystone) 지층을 통과하고, 하부는 Lambeth Formation 

(기반암)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지반정보로는 투수계수, 암석강도, 파쇄대 존재여부, London Clay의 

시추코아 및 자갈함유도, 입도분포의 양호정도 등 상세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Fig. 5). 또한 쉴드TBM은 발주

처가 제공하는 내용과 함께 시공 중 예상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도록 제

시하고 있다.

Fig. 5. The ground survey presented in the Invitation To Bid (ITB)

터널 구조물에 대해서는 1차 라이닝으로서 RC세그먼트를 제시하였고, 그 내측에 2차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최

소 내공 6.5 m를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자가 설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그먼트는 RC, SFRC, 

Spheroidal Graphite Iron (SGI, 합성세그먼트로서 Ductile 세그먼트류)를 입찰자가 선택하여 사용가능하나 세

그먼트별 설계법, 시험, 안전율을 상이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SFRC에 대해서는 하중효과에 의한 소성변형은 허

용하나, 과도한 변형에 의한 안정성 저하는 불허하고 있으며, 세그먼트 파열에 대한 검증 및 크랙방지에 대한 대

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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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 쉴드TBM 입찰안내서 분석 및 검토결과

국내외 쉴드TBM이 포함된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여 Table 4, 5에 나타

내었다. 

Table 4. Suggested items for overseas TBM

MTR Corporation ArRiyadh Development Authority Land Transport Authority

Thames Water Utiliti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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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ggested items for overseas TBM (continue)

Dubai Municipality Ministry of Transport Land Transport Authority

Table 5. Invitation To Bid (ITB) Document’s contents and analysis table (1)

Project list Structure

Geotechnical 

baseline 

report

Construction

risk

Client’s indication
Actual applied

TBM type

TBM

type

D&B

(Design/ 

Build)

EPB Slurry

1 Shatin to Central Link (SCL) Metro ○ ○ ○ 　 ○

2 Riyadh Metro Project Metro ○ ○ ○ ○  

3 Thomson Line Metro ○ ○ ○ 　 ○

4 Thames Tideway Tunnel Drainage ○ ○ ○ 　 ○  

5
Jebel Ali Deep Tunnel Storm 

Water System
Drainage ○ ○ ○ ○  

6 Bangkok Metro Metro ○ ○ ○ ○  

7 Circle Line 6 Metro ○ ○ ○ ○  

8
Seoul Subway 

Corporation Line 9
Metro

General

information
○ 　

9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nd Passenger Terminal 

Connection Railway

Metro ○ 　

10
Gunpo ~ Uiwang Electric 

Power Corporation
Power Cable Basic plan

General

inform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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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vitation To Bid (ITB) Document’s contents and analysis table (2)

Project list

Details for TBM tunneling

TBM

Specifi-

cation

Sege-

ment

Specifi-

cation

TBM 

manage-

ment

TBM 

ope-

ration

Disman-

tling 

of the 

machine

operator

Equip-

ment

quality

Docu-

men-

tation

Remarks

1
Shatin to Central 

Link (SCL)
○ ○ ○ ○ ○ ○ ○ ○

Back Up Sledges / 

Probing and Grouting 

Ports / Control system / 

Documentation etc

2
Riyadh Metro 

Project
○ ○ ○ ○ ○ ○ ○ ○

Technical training / 

Equipment quality 

assurance / Fire 

prevention etc

3 Thomson Line ○ ○ ○ ○ ○ ○ ○ ○

Support services / 

Survey / TBM spare 

parts / Dismantling of 

the machine etc

4
Thames 

Tideway Tunnel
○ ○ ○ ○ ○ ○ ○ ○

Interlocks (general) / 

Shove rams, erectors 

and interlocks / Machine 

availability etc

5

Jebel Ali Deep 

Tunnel Storm 

Water System

○ ○ ○ ○ ○ ○ ○ ○
Gas detection / 

Underground cavern etc

6 Bangkok Metro ○ ○ ○ ○ ○ ○ ○ ○

Cavity Grouting Unit 

System / Additive 

Injection System / Foam 

Injection System etc

7 Circle Line ○ ○ ○ ○ ○ ○ ○ ○ ○

Use of explosive / Work 

in compressed air /TBM 

launch and retrieval etc

8

Seoul Subway 

Corporation 

Line 9

G/I G/I × × × × × ×

specification level / 

General information / 

NATM Tunnel General 

information 

9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nd 

Passenger 

Terminal 

Connection 

Railway

G/I G/I × × × × × ×

Specification level / 

General information / 

NATM Tunnel General 

information 

10

Gunpo~Uiwang 

Electric Power 

Corporation

G/I G/I G/I G/I G/I G/I G/I G/I

Shield TBM Outline, 

No TBM and detailed 

investigation

G/I: Gener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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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외 입찰안내서 특징

수집한 해외 입찰안내서를 분석하면, 쉴드TBM 장비선정과 설계, 제작에 필요한 지반조사보고서와 함께 과업

구간에 대한 굴진 중 주의사항, 인접구조물 통과구간 현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쉴드TBM에 대해서는 제작

과 관련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반입과 반출, 계측, 선형, 운전, 구비서류, 부속설비, 안전설비, 화재관

련 설비, 운영계획, 막장전방 계측 및 보강설비, 자격 등 전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설계기준, 방법, 재료, 재질, 연결, 배근 등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입찰안내서에서 중 Thames Tideway Tunnel, Bangkok Metro, Circle Line 8의 경우는 발주자가 지형 및 

지질특성을 사전 검토하여 장비의 형식을 제시하였다.

해외 입찰안내서를 분석하고 정리하면, 우선 쉴드TBM 제작과 갖춰야 하는 사양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하

고 있었다. 또한 굴진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지반조사 성과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장비

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터널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검토하면, 우수터널과 철도터널의 

입찰안내서는 내부시설에 대한 건축한계 기준과 규모에 따른 추가항목 외 큰 차이는 없었다.

3.2 국내 입찰안내서 특징

국내의 자료로는 쉴드TBM 공사실적이 많은 소구경 전력구 터널과 지하철 또는 철도터널의 입찰안내서를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공사실적이 비교적 많은 전력구의 경우, 상술한 해외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하고 있

는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쉴드TBM이 구비해야 하는 사양과 운영, 시공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었다. 

세그먼트에 대해서도 일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지하철과 철도 터널공사의 입찰안내서는 NATM공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었

으며, 일부 쉴드TBM 굴진에서 고려해야하는 일반적인 사항만으로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그 중 지하철 9

호선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쉴드TBM 터널계획은 터널의 선형, 토피, 내공단면, 쉴드TBM 형식, 라이닝, 

유지관리 계획, 공사계획, 환경보존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용 중의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라는 문구로 축약하였고, 시공편에 “쉴드TBM에 의한 터널공사”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이고 포괄적인 내

용으로만 제시하고 있었다. 발주자가 명확한 요구사항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입찰자와 장비사가 자체

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판단한 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Table 4, 5).

3.3 국내외 입찰안내서 분석 결과

국외 입찰안내서의 경우 대부분의 입찰안내서에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반조사보고서에서

는 쉴드TBM 장비 및 명판, 세그먼트 설계에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입찰자에게 제공되어지고 있으나 국

내의 경우에는 지하철과 철도에서는 별도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쉴드TBM 도입이 많이 이

루어진 전력구 입찰안내서는 지층의 구성과 분포정도만 기술되어져 있어 대략적인 추정이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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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사 주변의 쉴드TBM 공정중 참고하여야 할 근접 지장물에 대한 위치정보, 재질, 통과할 

경우에의 관리기준치 시공현황의 내용이 수록되어져 쉴드TBM 장비 제작에 필요한 추가 장비를 반영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 입찰안내서에서는 발주처가 TBM장비형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설계, 시공(Design/Build)에 대

한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려구 입찰안내서에서 장비타입을 

언급하고 있고, Design Build내용은 NATM의 일반적 내용일부만 수록되어있고, 기술적인 정보는 제공하고 있

지 않았다. 

국외의 경우에는 장비구비조건, 세그먼트내용, TBM운영, 시운전 사항, 장비해체, 오퍼레이터 자질, 장비품질, 

문서사항 등에 거의 모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백업 슬레이트, 사전탐사, 제어시스템, 인수사

항, 슬러리 장비세부사항, 예비부품, 중절잭, 운전실, 굴진모니터링, 가스탐지, 공동 가스탐지, 기포주입 시스템, 

인수 및 회수 등에 대한 상세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지하철, 철도에서는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

지는 않으며 전력구 입찰안내서에서는 항목들 내용이 미비하지만 장비구비조건, 세그먼트내용, TBM운영, 시운

전 사항, 장비해체, 오퍼레이터 자질, 장비품질, 문서사항 등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만을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이뤄지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설계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실제 입찰자가 현장에 적합한 장비선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주로 쉴드TBM

이 특수공정으로 경쟁일괄입찰로 진행하다보니깐 입찰자가 지반조사, 설계, 시공까지 이뤄지고 있으므로 입찰안

내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쉴드TBM을 이용하는 터널공사의 입찰안내서를 해외 7건, 국내 3건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해외의 

경우, 쉴드TBM을 활용한 터널공사를 위해 발주처는 다양한 정보와 필요한 요구사항을 입찰안내서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일반적인 NATM공법의 내용에 비해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쉴드TBM의 선정, 설계, 제작에 있어서 기존 유사사례, 전문가의 경험 등 입찰자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국내에서도 발주 시 해외와 같이 쉴드TBM의 선정, 설계, 제작에 요구되는 사항과 함께 운영, 관리, 계측

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그먼트 설계에 필요한 파라메터도 함께 제시하여 설계 및 시

공 중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자의 입찰

안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정보,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국

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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