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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북7축, 동서4축으로 계획한 수도권 제2순환도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

해 김포와 파주~포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체계적인 국

토간선망 구축과 대도시지역의 교통난을 개선하여, 수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시공 및 계획 중인 고속국도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노선

인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 포천간 건설공사의 

노선 현황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파주~양주 ․ 포천간 건설공사 구간의 NATM터널은 Ex- 

TM이 적용되었으며, 본 기술에서는 2공구에 위치한 장대

터널인 비암터널, 단터널인 덕도터널과 4공구에 위치한 

은현3터널 실시설계(원안) 및 제안설계의 터널 수량산출

에 따른 공사비를 비교 ․ 분석 하고자 하였다.

2.2 장대터널 현황

2공구 노고산을 통과하는 비암터널은 약 4.6km 연장

을 갖는 장대터널로 2차로 기계환기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2). 피난연결통로는 대인용 12개소, 차량용 7개소, 

<그림 1>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포천간 건설공사 공구현황

<그림 2> 비암터널 평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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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2개소가 적용되었으며, 유지관리 목적의 별도 

구조물인 갱외공동구 및 환기소가 설치되었다. 기계환기 

방식의 장대터널에 적용된 표준단면도는 표 1과 같다.

굴착은 양방향 굴착으로 계획되었으며, NATM구간의 

상부0.5D의 암반등급은 1등급과 2등급 암이 총연장의 약 

70% 이상으로 분석되어 신선한 암반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3).

2.3 단터널 현황

2공구 점미산을 통과하는 덕도터널은 439m연장을 갖

는 단터널로 2차로 자연환기 방식으로 굴착은 일방향 굴

착으로 계획되었다(그림 4). NATM구간의 상부0.5D의 암

반등급은 4등급 이상의 암이 총연장의 약 75%로 분포됨

에 따라 불량한 암반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그림 5).

4공구 약대산을 통과하는 은현3터널(원안)은 389m 연

장을 갖는 단터널이며, 파주방향 2차로, 포천방향 3차로

의 자연환기 방식으로 계획되었으며, 파주방향은 터널 내 

가 ․ 감속차로에 의한 터널단면의 변화를 두어 2차로 단면

과 2차로 확폭단면으로 계획하였다(그림 6). 굴착은 양방

향 굴착으로 계획되었고, NATM구간의 상부0.5D의 암반

등급은 2, 3등급의 암이 총연장의 약 66%, 토사 및 풍화

암 구간은 약 29% 분포함에 따라 파쇄대 및 지질이상대가 

<표 1> 장대터널의 표준단면도

제트팬 미설치구간 제트팬 설치구간

내공면적=68.22m2 굴착면적=85.76m2 내공면적=72.48m2 굴착면적=90.00m2

<표 2> 비암터널 암반등급별 연장

구분
터널상부 0.5D구간에서의 암반등급 연장

파주방향 포천방향 합계

Ⅰ등급 2,129m 2,407m 4,536m

Ⅱ등급 1,063m 885m 1,948m

Ⅲ등급 748m 666m 1,414m

Ⅳ등급 516m 410m 926m

Ⅴ등급 65m 67m 132m

토사 및 풍화암 69m 120m 189m

합계 4,590m 4,555m 9,145m

<그림 3> 비암터널 암반등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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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표 4, 그림 7).

은현3터널(제안)은 원안을 기본으로 계획하여 지형특

성 및 교통안정성을 고려하여 파주방향은 터널내 단면의 

변화를 두지 않고 2차로 확폭단면으로 계획하였고, 시점

부 파주방향(+8m) 및 종점부 갱구위치를 조정(-13m)하

였으며, 또한 방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인용 피난연

결통로 1개소를 설치하였다(그림 8).

굴착은 일방향 굴착으로 계획되었고, 추가조사를 통해 

NATM구간의 상부0.5D의 암반등급은 2, 3등급의 암이 

총연장의 약 72%, 토사 및 풍화암 구간은 약 25% 분포함

<그림 4> 덕도터널 평면현황

<표 3> 덕도터널 암반등급별 연장

구분
터널상부 0.5D구간에서의 암반등급 연장

파주방향 포천방향 합계

Ⅰ등급 - - - 

Ⅱ등급 - 34m 34m

Ⅲ등급 126m 127m 253m

Ⅳ등급 195m 185m 380m

Ⅴ등급 50m 14m 64m

토사 및 풍화암 34m 45m 79m

<그림 5> 덕도터널 암반등급 분포합계 405m 405m 810m

<그림 6> 은현3터널(원안) 평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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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파쇄대 및 지질이상대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

으로 검토되었다(표 5, 그림 9).

단터널인 덕도터널과 은현3터널 원안 및 제안에 적용

된 표준단면도는 표 6과 같다.

2.4 NATM터널 현황 비교

터널의 각 현황 비교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장대터널인 

비암터널은 갱외공동구 및 피난연결통로 21개소와 기계

환기 방식으로 별도 환기소를 설치하였으며, 덕도터널과 

<표 4> 은현3터널(원안) 암반등급별 연장

구분
터널상부 0.5D구간에서의 암반등급 연장

파주방향 포천방향 합계

Ⅰ등급 - - - 

Ⅱ등급 151m 69m 218m

Ⅲ등급 77m 152m 229m

Ⅳ등급 8m 18m 26m

Ⅴ등급 - - - 

토사 및 풍화암 77m 116m 193m

<그림 7> 은현3터널(원안) 암반등급 분포합계 313m 355m 668m

<그림 8> 은현3터널(제안) 평면현황

<표 5> 은현3터널(제안) 암반등급별 연장

구분
터널상부 0.5D구간에서의 암반등급 연장

파주방향 포천방향 합계

Ⅰ등급 - - - 

Ⅱ등급 34m 32m 66m

Ⅲ등급 189m 207m 396m

Ⅳ등급 13m - 13m

Ⅴ등급 - - - 

토사 및 풍화암 59m 103m 162m

<그림 9> 은현3터널(제안) 암반등급 분포합계 295m 342m 6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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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단터널의 표준단면도

2차로 구간 2차로 확폭구간 3차로 구간

내공면적=67.55m2 굴착면적=83.47m2 내공면적=71.48m2 굴착면적=87.85m2 내공면적=91.55m2 굴착면적=111.71m2

덕도터널: 파주 및 포천방향 적용

은현3터널(원안): 파주방향 적용

은현3터널(원안): 파주방향 적용

은현3터널(제안): 파주방향 적용

은현3터널(원안): 포천방향 적용

은현3터널(제안): 포천방향 적용

<표 7> 터널현황 비교

구분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포천간 건설공사

2공구 4공구

비암터널 덕도터널 은현3터널(원안) 은현3터널(제안)

연장

파주방향 4,600m 439m 347m 337m

포천방향 4,565m 439m 389m 376m

합계 9,165m 878m 736m 713m

적용단면

(차로)

파주방향 2차로 2차로 2차로, 2차로 확폭 2차로 확폭

포천방향 2차로 2차로 3차로 3차로

환 기 방 식 기계환기 자연환기 자연환기 자연환기

굴 착 방 법 양방향 일방향 양방향 일방향

갱 문 형 식 면벽식 벨마우스변형 벨마우스변형 벨마우스변형

피난연결

통로

대인용 12개소 - - 1개소

차량용  7개소 - - -

대형차량  2개소 - - -

기타구조물

1. 갱외공동구 1개소

2. 환기소

 -전기실 1개소

 -축류팬실 1개소

 -수직갱+유도갱 1개소

3. PSC풍도슬래브 1개소

- - -

직접공사비 707.6억 83.9억 79.4억 83.6억

지급자재비 65.1억 4.2억 3.6억 1.9억

직접공사비+지급자재비 772.7억 92.2억 83.0억 85.5억

총공사비 1062.8억 128.3억 115.6억 120.0억

m당 공사비 11.6백만 원 14.6백만 원 15.7백만 원 16.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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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3터널은 단터널로, 자연환기 방식으로 별도의 구조

물이 필요 없으나, 은현3터널의 경우 기술제안로 대인용 

피난연결통로를 1개소 설치를 계획하였다. 비암터널은 장

대터널로 갱구부 구간의 비중이 전연장에 비해 작고, 1, 2

등급에 해당하는 암반등급의 연장 비율이 높기 때문에 m

당 공사비가 작게 산정됨을 보인다.

3. NATM터널 공사비 공종별 분석

고속도로 NATM터널의 경우 터널공종은 표 8과 같이 

18개의 공종과 지급자재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종의 특성

에 맞게 4개의 큰 공종으로 구분하였다. 본 기술에서는 

NATM 공사비 분석 시 전체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공사비

의 비율로 분석하여, 공종별 공사비를 파악하는 것 보다

는 각 터널에서의 각 공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1 굴착 및 지보공 공사비 비율

굴착 및 지보공으로 분류되는 5개의 공종은 굴착공사

를 진행하기 위한 주공정으로 “굴착(발파)→지보공” 싸이

클의 반복공정을 하기 때문에 공기산정 및 단가산정에 밀

접한 영향을 미치며 EX-TM에 따라 내역서가 단순화되는 

공종이다. 

굴착 및 지보공은 전체 공사비에 36~41%이며, 이중 

굴착(발파)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절반이상인 23~25%로 

나타났다(그림 10). 굴착에 따른 발파로 암반등급에 따라 

단가가 비례하지만 덕도터널의 경우 양방향 모두 굴착단

면이 작은 2차로 단면임에도, 발파소음 ․ 진동 영향검토에 

의해 제어발파가 전구간에 적용되어 암반등급과는 별개

로 높은 공사비 비율을 보였다. 장대터널인 비암터널의 

경우 버력처리량은 제트팬구간 굴착과 환기소 및 피난연

결통로로 인해 양이 많으며 단가 또한 높아 상대적으로 

공사비 비율이 높았으며, 양호한 암반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아 지보공(강지보공, 숏크리트, 락볼트) 공사비는 약 

7%로 단터널의 경우보다 5%정도 낮게 나타났다.

3.2 보조공법 및 구조물 공사비 비율

압력그라우팅의 전체공사비에 대한 비율은 양호한 암

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암터널의 경우가 단터널

에 비해 낮고, 제안설계시의 은현3터널은 단층대구간을 

추가 보강하여 원안대비 압력그라우팅의 전체공사비에 

대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표 8> NATM터널 공사비 공종구성

굴착 및 지보공 보조공법 및 구조물공 기타부속시설물 및 계측 자재비

① 굴착

② 버력처리

③ 강지보공

④ 숏크리트

⑤ 락볼트

⑥ 콘크리트라이닝

⑦ 방수 및 배수

⑧ 압력그라우팅(보조공법)

⑨ 갱문

⑩ 터널부속시설물

⑪ 갱외공동구

⑫ 부대공

⑬ 계측

⑭ 숏크리트 생산 및 운반

⑮ 골재 생산 및 운반

⑯ 자재운반

⑰ 자재대

⑱ 고철대

⑲ 지급자재

<그림 10> 굴착 및 지보공 공사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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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장을 갖는 장대터널인 비암터널의 갱문공사비 비

율은 전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0.5%로 나

타났으며, 방수 및 배수가 비암터널의 경우 공사비 비율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피난연락갱의 거푸집, 콘크리

트, 철근조립, 강관동바리, 등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11). 은현3터널(제안)의 방수 

및 배수의 공사비는 피난연결통로 1개소와 지급자재의 방

수막설치의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원안설계 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3.3 기타 부속시설물 및 계측 공사비 비율

비암터널은 환기시설에 대한 공사비로 부속시설물의 

공사비 비율이 높으며, 은현3터널(제안)의 경우 방음커텐 

추가설치 및 폐수처리시설의 고속여과시스템과 TMS설치

로 부속시설물의 공사비 비율이 원안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 또한 양호한 암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암터널의 경우 계측 공사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을 보인다.

부대공의 경우 비암터널은 장대터널에 설치되는 터널내

부타일의 단가가 단터널의 내오염도장에 비해 높고, 방화

문 및 풍도슬래브의 설치로 공사비 높게 산출되었으며, 은

현3터널(제안)과 덕도터널 경우 일방향 굴착으로 가설B/P

의 축소에 의해 공사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였다.

3.4 자재비 비율

비암터널의 지급자재의 경우 환기시설, 피난연결통로, 

갱외공동구 및 배수관으로 설치로 덕도터널 보다 높은 공

⑥ 콘크리트라이닝

 ∙콘크리트타설 ∙강재거푸집 ∙철근가공조립

 ∙신축 및 시공이음 ∙배면그라우팅

⑦ 방수 및 배수

 ∙방수막설치 ∙공동구콘크리트타설

 ∙배수관 및 배수맨홀 ∙철근가공조립 ∙암반청소

 ∙피난연결통로 거푸집, 콘크리트 등 포함 

⑧ 압력그라우팅

 ∙프리그라우팅 ∙강관보강그라우팅(소구경/대구경)

 ∙훠폴링 ∙선진수평보링

⑨ 갱문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배수 및 방수 ∙접속부연결

<그림 11> 보조공법 및 구조물공 공사비 비율

⑩ 터널부속시설물

 ∙임시전기, 환기시설 ∙급수, 물푸기 ∙작업용 비계, 대차

 ∙방음시설 ∙갱문가시설 ∙폐수처리시설

 ∙PH저감시설 ∙세척수처리시설 ∙환기시설(수직구)

⑪ 갱외공동구

⑫ 부대공

 ∙터널내부타일/내오염도장 ∙방화문

 ∙가설B/P ∙풍도슬래브 ∙제안(EX벨, TSM)

⑬ 계측

 ∙상시, 정밀계측 ∙시험발파, 발파계측

 ∙TSP ∙제안(디지털맵핑 등)

<그림 12> 기타 부속시설물 및 계측 공사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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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비율을 보였으며, 은현3터널(제안)의 지급자재의 경

우 방수쉬트의 재료비가 직접공사비에 계상됨에 따라 원

안보다 낮은 공사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숏크리트, 골

재, 자재 등의 생산 및 운반비는 전체공사비의 약 9~11% 

비중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3.5 NATM터널 공사비 분석결과

장대터널은 단터널과 비교해 제트팬의 설치로 단면의 

이원화, 다수의 피난연결통로 갱외공동구, 환기시설 등 

차이를 보이며, 이는 버력처리, 방배수공, 부대공, 및 부

속시설물, 지급자재의 공사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장대터널은 전 연장에 비해 갱구부구간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지보공, 압력그라우팅, 갱문, 계측에 대한 공사비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은현3터널의 제안설계는 원안설계시보다 단층대 추가

보강 및 고효율폐수처리시설 및 방음커텐, 각종계측기설

치로 압력그라우팅, 터널부속시설물, 계측에서 공사비의 

증가를 보였으며, 기술제안로 연장이 감소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공사비가 감소하였으며, 일방향 굴착으로 인한 

가B/P장 축소로 부대공의 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지보패턴별 공사비 분석

4.1 Ex-TM 주요지보패턴

Ex-TM은 현장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지보대

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반등급에 따른 지보패턴

에 비해 다양한 지보패턴이 제시되었으며, 본 기술에서는 

Ex-TM의 다양한 지보패턴에 대해 암반상태 및 시공여건

에 맞는 적합한 지보패턴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

사비를 분석하였다.

본 기술에서는 Ex-TM에 의해 제시된 지보패턴별 공

사비의 비교 ․ 분석을 목적으로 각 터널에 따라 지질 및 지

형특성에 따른 굴착 및 지보보강이 다른 지질이상대, 저

토피, 암반불량 구간의 패턴을 제외하였으며, 대표적인 

⑭ 숏크리트 생산 및 운반

⑮ 골재 생산 및 운반

⑯ 자재운반

 ∙시멘트, 철근, 모래

⑰ 자재대

 ∙시멘트, 철근, 모래

⑱ 고철대

⑲ 지급자재

 ∙콘크리트 생산 운반 ∙스틸그레이팅 ∙콘크리트관

 ∙도로배수용강관 ∙방수쉬트 ∙와이어메쉬

<그림 13> 자재비 비율

<그림 14> NATM 공종별 평균공사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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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NATM터널 공사비 공종구성

구분 TYPE A TYPE B-1 TYPE B-2 TYPE C-1

지보패턴

개요도

암반등급/지반조건 I / RMR=100~81 이상 II / RMR=80~71 이상 II / RMR=70~61 이상 III / RMR=60~51 이상

굴착공법, 굴진장(상반/하반), 지보장(상반/하반)
전단면, 

4.0m 이상, 4.0m
전단면, 4.0m, 4.0m 전단면, 3.5m, 3.5m 전단면, 3.0m, 3.0m

지

보

재

숏크리트 형식, Sealing/1차/2차(mm) 일반, 50/50/- 강섬유, 50/50/- 강섬유, 50/60/- 강섬유, 75/80/-

록볼트 길이(m), 종간격/횡간격(m) 3.0, 랜덤/랜덤 3.0, 4.0/2.5 3.0, 3.5/2.0 4.0, 3.0/1.8

강지보재 규격, 종간격(m) - - - -

콘크리트라이닝 형식, 두께(mm) 무근, 300 무근, 300 무근, 300 무근, 300

보조공법 - - - -

구분 TYPE C-2 TYPE D-1 TYPE D-2

지보패턴

개요도

암반등급/지반조건 III / RMR=50~41 이상 IV/RMR=40~31 이상 IV/RMR=30~21 이상

굴착공법, 굴진장(상반/하반), 지보장(상반/하반) 전단면, 2.5m, 2.5m 전단면, 2.0m, 2.0m 분할, 1.5m/3.0m, 1.5m/3.0m

지

보

재

숏크리트 형식, Sealing/1차/2차(mm) 강섬유, 75/90/- 강섬유, 100/80/40 강섬유, 100/80/40

록볼트 길이(m), 종간격/횡간격(m) 4.0, 2.5/1.5 4.0, 2.0/1.5 4.0, 1.5/1.5

강지보재 규격, 종간격(m) 필요시(L/G –50×20×30), 2.5 L/G –50×20×30, 2.0 L/G –50×20×30, 1.5

콘크리트라이닝 형식, 두께(mm) 무근, 300 무근, 300 필요시 철근보강, 300

보조공법 - 필요시 포어폴링 필요시 포어폴링

구분 TYPE E-1 TYPE E-2 TYPE G-1

지보패턴

개요도

암반등급/지반조건 V/RMR=20~11 이상 V/RMR=10 이하 NATM시 ․종점

굴착공법, 굴진장(상반/하반), 지보장(상반/하반) 분할, 1.2m/2.4m, 1.2m/2.4m 분할, 1.2m/1.2m, 1.2m/1.2m 분할, 1.0m/1.0m, 1.0m/1.0m

지

보

재

숏크리트 형식, Sealing/1차/2차(mm) 강섬유, 100/100/60 강섬유, 100/100/60 강섬유, 100/100/60

록볼트 길이(m), 종간격/횡간격(m) 4.0, 1.5/1.2~1.5 4.0, 1.5/1.5 4.0, 1.0/1.5

강지보재 규격, 종간격(m) L/G –70×20×30, 1.2 H –100×100×6×8, 1.2 H –100×100×6×8, 1.0

콘크리트라이닝 형식, 두께(mm) 철근보강, 300 철근보강, 300 철근보강, 300

보조공법
포어폴링

(L=3.0m, θ=120°)

선진보강그라우팅

(소구경, L=12m)

선진보강그라우팅

(소구경, L=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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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M 지보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비암터널은 제트팬 미

설치구간 단면을, 덕도터널은 2차로 단면, 은현3터널은 2

차로 확폭단면을 통해 지보패턴별 공사비를 분석하였다. 

Ex-TM에 의해 제시된 주요지보패턴은 표 9와 같다.

4.2 Ex-TM 지보패턴별 공사비 분석 결과

Ex-TM 지보패턴에 대한 공사비는 일반발파에 대한 

공사비로 각 터널에 대해 지급자재를 포함한 자재비를 더

하였으며,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비에 부대공의 터널타일 

및 내오염도장 공사비를 추가하였고, 콘크리트 라이닝 타

설을 위한 강재거푸집의 이동설치비는 고려하되, 거푸집

의 자재비는 공사기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각 

터널의 지보패턴별 공사비는 그림 15~17과 같으며, 이를 

지보패턴별로 평균한 공사비는 그림 18과 같다.

분석결과 지보패턴별 공사비는 약 4백만원에서 암반이 

불량해짐에 따라 1천9백만원까지 록볼트공을 제외한 전 

공종에서 증가함을 보이는데 Type D-2의 지보패턴에서 

분할굴착에 의해 굴착 및 버력처리에 대한 공사비가 약 6

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포오폴링을 적용한 Type E-1 이상의 지보패턴에서

는 굴진장의 감소에 의한 굴착 공사비의 증가와 더불어 

소구경 선진보강그라우팅 보조공법이 적용되어 록볼트의 

<그림 15> 비암터널 지보패턴별 공사비 <그림 16> 덕도터널 지보패턴별 공사비

<그림 17> 은현3터널(제안) 지보패턴별 공사비 <그림 18> 지보패턴별 평균 공사비



46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NATM터널 공사비의 공종 및 지보패턴별 비교분석 - 고속도로 터널을 중심으로 -

공사비는 감소하지만, 지보패턴별 공사비 증가의 큰 요인

이 됨을 보인다.

5. 결언 및 제언 

최근 국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지반조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표준지

보패턴을 적용하는 일률적인 설계 및 시공방법을 벗어나, 

보다 터널 현장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및 시

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지반

특성에 적합한 지보패턴을 결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고속

도로 터널공법 Ex-TM(Expressway Tunnelling Method)

이 대두 되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사례가 부족하고 더욱이 다양한 적용패턴에 대한 굴

착비용의 추후 정산으로 터널 굴진장에 의한 단가로 일원

화되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공사비에 대한 예상이 어려

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기고를 통해 현장기술자가 지질 및 주변여건

에 적합한 지보패턴 적용이 용이하도록 Ex-TM에 의해 

설계단계에서 산출된 NATM 공법에 의한 장대터널과 단

터널의 터널공사비의 발생비용을 공종별 비교 ․ 분석하고, 

4공구 기술제안 사례를 통해 원안대비 제안설계의 공사비

의 증가 요인을 확인하며, Ex-TM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지보패턴들에 대한 공사비를 분석 하였다. 이와 같은 분

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장대터널은 전 연장에 비해 갱구부구간의 비중이 작고 

양호한 암반을 통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보공, 

압력그라우팅, 갱문, 계측에 대한 공사비 비율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터널과 비교해 제트팬의 설

치로 단면의 이원화, 다수의 피난연결통로 갱외공동

구, 환기시설 등 차이를 보이며, 이는 버력처리, 방배

수공, 부대공, 및 부속시설물, 지급자재의 공사비 증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은현3터널의 제안설계의 원안시보다 단층대의 추가보

강 및 고효율폐수처리시설 및 방음커텐, 각종계측기설

치로 압력그라우팅, 터널부속시설물, 계측에서 공사

비의 증가를 보였으며, 기술제안에 의해 연장이 감소

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공사비가 감소하였으며, 일방

향 굴착으로 인한 가B/P장 축소로 부대공의 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결과 지보패턴별 공사비는 암반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공종에서 증가함을 보이며, Type D-2

의 지보패턴에서 분할굴착에 의해 굴착 및 버력처리에 

대한 공사비가 급격히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포

오폴링을 적용한 Type E-1 이상의 지보패턴에서는 굴

착 공사비의 증가와 더불어 소구경 선진보강그라우팅 

보조공법이 적용되어, 지보패턴별 공사비 증가의 큰 

요인이 됨을 보인다.

NATM 공법의 본질적으로 터널막장의 관찰을 통해 암

반상태나 지하수용출을 예측하여 즉각적인 대처의 가능

이 장점인 공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터널건설에 있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로 서로 분리되어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단

계의 등급대로 굴착 ․ 보강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NATM 

공법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적

용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 현장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지반특성에 따

라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한 Ex-TM의 적용과 시도는 매

우 진취적인 성과라고 판단된다. 향후 본고의 분석과 더

불어 다양한 설계 및 시공사례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터

널설계 및 시공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하고, 보다 효율적

이며 안전한 터널을 건설할 수 있도록 Ex-TM이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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