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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 economical efficiency of two excavation methods with respect to the 

room-and-pillar method for the underground space and conventional excavation method, i.e. 2-arch tunnelling method. For 

feasibility study, an excavation cost for both room-and-pillar method and 2-arch tunnelling method was estimated when the 

same space in operation was required. It was assumed that properties of reinforcements and rock were adopted from 

literatures. However, an excavation shape of the room-and-pillar method was assumed not to be the rectangular shape which 

is a general type in the room-and-pillar method but to be an arch shape in order to compare with the conventional excavation 

method (2-arch tunnelling) and to achieve the maximum bearing capacity of the structure during excavation. Consequently, 

the wider space in use or required and the better condition of rock we assumed, the more economical advantage we have 

in the room-and-pillar method than the 2-arch tunnelling method.

Keywords: Room and pillar method, Rock pillar, Economical efficiency, 2-arch tunnel, Excavation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 건설을 위한 주방식 공법에 대해 기존 전통적인 지하공간 건설공법에 대비한 공사비 측면의 경제성 

검토를 가정된 전형적인 지반조건에 대해 수행하였다. 경제성 비교검토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대규모 지하공간 조성에 적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공법 중 하나인, 2아치 터널 굴착 공법을 비교대상 공법으로 선정하고 동일한 공용 단면적을 확보하도록 굴착하였을 

때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하여 비교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주방식 공법에 적용할 보강 공법 등은 기존 공법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차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특히, 굴착 공사의 경우, 주방식 공법은 대체적으로 직사각형 단면을 사용하나 기존 공법과의 

비교를 위해, 그리고 공간 천정부 및 암주부의 지반 자체 지지력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 아치형의 터널 형태로 굴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결과, 건설 요구 공간이 넓어질수록, 암반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기존 전통 터널공법 대비 주방식 

공법의 경제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어: 주방식 공법, 암주, 경제성, 2아치 터널,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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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화와 인구 밀집 형태의 문

명이 발전하면서, 인류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

게 되었다. 그 중에서 지하의 공간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하공간은 전통적인 이동 통로의 기능과 함

께 생활 및 다양한 경제활동에 요구되는 활동 공간으

로서의 기능면에서도 점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지하공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변 환

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방식 공법(room-and-pillar method)은 광산분야

에서 시작된 공법으로서 수평 또는 거의 수평으로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공

법으로 굴착면과 수직으로 굴착을 진행하고 광물의 

매장 형태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방(room)을 형성하

여 방과 방 사이에 암주(rock pillar)를 남겨 놓는 형태

로 여러 곳의 작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Hartman and Mutmansky, 2002; Lee et al., 2013). 

공간확보 차원의 주방식 공법에서는 전체 주방식 구

조물이 상재하중을 중장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암주 사이에 형성된 공간의 천정부(roof)와 각각

의 암주가 안정성을 유지하여 공간 활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주방식 공법이 지하구조물 시공에 적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많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캔자스

(Kansas)에서 1960년대부터 개발되었던 기존의 석회

암 광산을 주방식 공법을 활용하여 확장하고 서브트

로폴리스(Subtropolis)라는 대규모 상업 지하공간 단

지를 조성하여, 물류센터, 우편물 집중국, 사무실 등다

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Lee et al., 2013). 주방식 

공법은 자연 암반을 굴착하면서 굴착하지 않은 암반

을 지지구조물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기존 2아치 터널 

또는 멀티 아치 터널의 기둥부(pillar)와는 공법상 차

이점이 있다. 기존 공법에서는 터널 굴착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필요에 의해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

하게 되므로 굴착이외에 시공비가 추가된다. 하지만 

주방식 공법에서는 자연 암반을 기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암주 확보 부분에서는 기존 공법보다 지보 및 

보강개념이 단순화될 수 있으며 공사비의 저감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 건설을 위한 주방

식 공법 도입 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기반한 

설계/시공 개념의 구체적인 정립에 앞서, 기존 전통적

인 지하공간 건설공법에 대비한 공사비 측면의 경제

성 검토를 가정된 전형적인 지반조건에 대해 수행하

였다. 본 경제성 비교검토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대규모 지하공간 조성에 적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공

법 중 하나인, 2아치 터널 굴착 공법을 비교대상 공법

으로 선정하고 동일한 공용 단면적을 확보하도록 굴

착하였을 때 두 공법을 통해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

하여 서로 비교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주방식 공

법에 적용할 보강 공법 등은 기존 공법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차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굴착 공사

의 경우, 주방식 공법은 대체적으로 직사각형 단면을 

사용하지만 기존 공법과의 비교와 공간의 천정부 및 

암주부의 지반 자체 지지력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

해 아치형의 터널 형태로 굴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비교 공법에 사용된 보강 및 토사 운반 등의 굴착 

및 시공 비용을 총괄하여 단위 부피당 공사비 형태로 

두 공법을 서로 비교하였다. 

 

2. 검토 조건

2.1 지반 및 지보재 물성

주방식 공법을 적용하여 지하공간을 설계하기 위하

여 설계에 필요한 조건과 그 조건을 만족하는 단면을 

먼저 선정하였다. 주방식 공법은 현재까지 지하공간 

건설 공법으로 정례화 되어 있지 않고, 실무에 적용된 



2아치 터널 굴착 공법과의 비교를 통한 주방식 굴착 공법의 예비 경제성 검토 연구

601

(a) Room-and-pillar method (b) 2-arch tunnelling method

Fig. 1. Comparison of structure types for the room-and-pillar (a) and 2-arch tunnelling method (b) (unit: m)

Table 1. Design conditions

Geometric parameters Unit Room-and-pillar method 2-arch tunnelling method

Height m 5.000 5.000 

Width m 8.400 8.400 

Area m
2

42.000 42.000 

Length m 80.000 80.000 

Section demand m
2

80 × 8.4 = 672 80 × 8.4 = 672

Section dimension m
2

30 × 30.4 = 912 40 × 23.0 = 920

Total space m
3

3,360.00 3,360.00 

사례가 적으며, 설계 및 공사 시방관련 정보가 전무하

여 상세한 공사비 산정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가정을 

수립하였다. 먼저 지하공간의 크기와 사용 목적이다. 

주방식 공법은 도로나 철도와는 다르게 평면적으로 

지하를 이용할 때 좀 더 유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최근에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구축을 위한 저장장

치와 보안 등 사회적으로 직접 요구되고 있는 지하 

서버 공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하공간을 

시공을 위해, 국내에서 적용되었던 터널 단면을 이용

하여 Table 1과 같이 설계제원을 결정하였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방식 공법과 2아치 터널 

공법에서 필요한 사용 총 공간이 동일하도록 하였다.

Fig. 1은 주방식 공법과 2아치 터널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 평면상 제원을 나타낸 것이며, 지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표시

하였다. 2아치 터널 공법의 경우, 콘크리트 기둥이 

일렬로 배열되고 사용 공간이 선형적인 구조물 형태 

특성을 가지게 된다.

Fig. 2는 주방식 공법과 2아치 터널 공법을 각각 

이용하여 지하공간을 건설하였을 때의 3차원 이미지

를 나타낸 것이다. 지하공간의 위치 즉, 심도는 터널 

바닥면을 기준으로 지표면에서 50 m 깊이에 건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검토에서는 지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수직터널은 공간 굴착 외에 부가적인 

시공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설계를 위한 지반 정수와 지보재의 설계 정수는 

다음 Table 2∼Table 4와 같이 결정하였다. 국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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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om-and-pillar method (b) 2-arch tunnelling method

Fig. 2. 3D image of the room-and-pillar (a) and 2-arch tunnelling method (b)

Table 2. Rock mass properties

Class
Unit weight

(kN/m
3
)

Deformation Modulus

(MPa)

Poisson’s ratio

()

Cohesion

(kPa)

Friction angle

(°)

Ⅰ 27.0 20,000 0.18 800 45

Ⅱ 26.0 7,000 0.20 400 40

Ⅲ 25.0 1,300 0.26 200 38

Ⅳ 24.0 800 0.31 100 33

V 22.0 200 0.35 50 31

Table 3. Shotcrete properties

Properties
Unit weight

(kN/m
3
)

Deformation Modulus (Soft)

(MPa)

Deformation Modulus (Hard)

(MPa)

General shotcrete 23.5 5,000 15,000

Table 4. Rockbolt properties

Properties
Unit weight 

(kN/m
3
)

Deformation Modulus

(MPa)

Cross section

(m
2
)

Material

General rockbolt 78.5 210,000 0.0004999 SD35

설계에서 사용된 지반정수의 값과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범위로부터 본 연구에 적용할 지반정수를 결정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수락선 터널, 냉정-부산간 터널 

설계, 그리고 강변북로 확장공사 하저터널에 적용된 

지반정수와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암반 

등급별 지반정수를 고려하였다(Bieniawski, 1967; 

Bieniawski, 1976; Lee, 2003; MLIT, 2007; KICT, 

2008; HDEC, 2010). 현장 조건에 따라 설계 정수의 

범위가 변화하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 적합한 설계 

정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문헌을 참조하여 지반과 지보재의 설계 정수를 설정

하였다(Table 3과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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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quare in circle tunnel (b) Rectangle in arch tunnel (c) Rectangle in horseshoe arch tunnel

Fig. 3. Tunnel shapes depending on their inner spaces in operation

(a) Box Column Type (b) Concave Type

Fig. 4. Pillar shapes

2.2 터널 단면 및 암주의 유형

본 연구에서 주방식 공법의 굴착단면은 기존 터널 

굴착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기존 

터널 굴착 공법의 터널 단면의 모양에 따라 필요한 

굴착을 수행하여 주방식 공법에서 요구되는 단면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시공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터널을 굴착하는 모양에 따라 주방식 공법의 암주 

모양이 결정된다. 또한, 사용공간에 대한 목적도 터널 

단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반의 설계조건 또한 터널 단면을 결정하는데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이다. Fig. 3은 지하 공간의 모양에 

따른 터널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사각형으로 사용되는 

공간, 둘째는 높이에 비하여 폭을 넓게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폭에 비하여 높이가 긴 공간 등이다. 

지하 공간의 모양에 따라 터널의 모양이 결정되고 

또한 암주의 모양이 결정된다. 암주의 형상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될 수 있으며, 형상에 따라 암주에 발생

되는 응력과 설계지보에 대한 방법이 결정될 수 있다. 

Fig 4는 암주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며, Fig. 4(a)는 

원형터널의 경우에 형성될 수 있는 암주이고, Fig. 

4(b)는 마제형 터널에서 만들어지는 암주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사각 기둥형 암주는 지반의 상태가 신선하여 보강 

없이 그 자체로 상재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지반에서

는 유리하다. 반면 지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터널 굴착이나 벽체 보강 구조물에 비용이 많이 발생

될 수 있다. 오목형인 경우에는 암주의 크기를 제한없

이 크게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지반의 등급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성이 사각기둥형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높다. 오목형에서 벽체의 아칭효과로 



이철호ㆍ장수호ㆍ안성율ㆍ신휴성

604

Table 5. Reinforcement patterns in the room-and-pillar method

Input parameters TYPE-1 TYPE-2 TYPE-3 TYPE-4

Rock class I II III IV

Thickness of shotcrete 80 100 120 140

Rockbolt

(m)

Length 3 3 4 4

Vertical space Random 2.0 1.5 1.5

Horizontal space Random 2.0 1.5 1.2

Steel arch (H) 150 200 250 300

Concrete lining (mm) 300 300 400 500

Table 6. Cases of Reinforcement patterns in the 2-arch tunnelling method

Input parameters TYPE-1 TYPE-2 TYPE-3 TYPE-4

Rock class I II III IV

Thickness of shotcrete 100 120 140 160

Rockbolt

(m)

Length 3 3 4 4

Vertical space 2.0 2.0 1.5 1.5

Horizontal space 2.0 1.5 1.5 1.2

Steel arch (H) D600 mm, H=4.15 m D600 mm, H=4.15 m D600 mm, H=4.15 m D600 mm, H=4.15 m

Concrete lining (mm) 400 500 500 500

Fig. 5. Reinforcement pattern in the room-and-pillar method

인하여 벽체에는 인장력보다는 압축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보강이 용이하다. 반면 사각형 기

둥형에서는 벽체에 모멘트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

장균열 및 전단파괴로 인해 보강이 필수적이다. 암반

이 신선한 경우에는 사각형 기둥형의 암주가 유리하

고 마제형의 터널을 계획한다면 지하공간 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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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inforcement pattern in the 2-arch tunnelling method

유리할 수 있다. 오목형의 암주를 적용하는 지반은 

대부분 지반에 적용하기 쉬운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구조물로 아칭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 지하공간을 지반의 상태에 상관없이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지보재 검토

주방식 공법 시공비 검토에서 터널의 지보는 중요

한 설계 요소이고 안정성과 경제성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적용

하고 있는 터널의 지보패턴을 참조하여 Table 5∼ 

Table 6과 같이 주방식 공법과 2아치 터널 공법에서의 

지보재 투입재원을 설정하였다. 앞에서 결정한 지반

등급에서 가장 연약한 조건인 V등급은 제외하고 IV등

급까지만 설계하는 것으로 하여, 암주의 지나친 보강

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

였다. Fig. 5와 Fig. 6은 각각 주방식 공법에 적용된 

지보패턴도와 2아치 터널의 지보패턴도를 나타낸 것

이다. 

2.4 암주의 크기 및 터널 순간격 결정

주방식 공법을 이용하여 지하공간을 구축하는 과정

에는 암주의 순이격 거리가 중요하며, 이는 암주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또한 순간격이 넓어

지면 암주의 보강 없이 지하공간을 시공할 수 있지만, 

공간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공간 활용도 면에서 동선

이 길어져 실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순이격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암주의 지나친 보강으로 인한 

경제성이 떨어져 실용화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순이격 거리, 즉 암주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반의 일축압축 강도에 따

른 설계 지보압을 검토하였다. 순이격 거리 검토를 

위해 일축압축강도가 10 MPa, 30 MPa 그리고 50 

MPa인 지반에 대하여 암주의 심도와 암주 크기/터널

규모(RDP)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암주의 크기

가 6 m∼8 m인 경우 대체적으로 별도의 지보 없이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반의 등급에 따

라 다를 수 있지만, 절리면의 거동을 방지할 수 있는 

록볼트와 이완 암반의 탈락을 방지하는 숏크리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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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quired supporting capacities at different pillar and rock mass conditions (unit: kPa, rock mass strength = 30 MPa)

Pillar Depth (m)

Width (m) RDP 30.0 50.0 100.0 200.0 300.0 400.0 

3.0 0.07 0.0 2734.7 20469.4 55938.9 91408.3 126877.8 

4.0 0.13 0.0 0.0 4951.6 24903.1 44854.7 64806.3 

5.0 0.20 0.0 0.0 0.0 10538.0 23307.0 36076.0 

6.0 0.28 0.0 0.0 0.0 2734.7 11602.1 20469.4 

7.0 0.38 0.0 0.0 0.0 0.0 4544.4 11059.2 

8.0 0.50 0.0 0.0 0.0 0.0 0.0 4951.6 

9.0 0.63 0.0 0.0 0.0 0.0 0.0 764.2 

10.0 0.78 0.0 0.0 0.0 0.0 0.0 0.0

(a) Pillar (b) Excavation model

Fig. 7. Finite element model for stability analysis

도의 설계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도로터널, 철도터널 등의 단면과 설계

지보량을 이용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 Table 7은 대표적으로 지반의 

일축압축강도가 30 MPa인 조건에서 심도와 암주의 

크기에 따른 설계 지보압을 계산한 결과이다.

3. 수치해석을 이용한 경제성 검토모
델의 안정성 검토

 

주방식 공법을 이용한 지하공간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구조물에 발생될 수 있는 응력과 암주에 

대한 전단강도/전단응력 비를 검토하여 설계시 안정

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터널 굴착진행에 따른 암주의 

응력발생이 지반의 파괴율, 즉 전단응력/전단강도 비

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 심도 50 m, 지반의 

등급은 III등급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방식 공법을 

이용하는 경우 지하공간에 발생되는 천정부의 침하는 

중요한 설계 검토 요소로 작용하므로 천정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의 일환

으로 동일한 암반 조건에서 숏크리트 응력 수준을 

공법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록볼트의 경우는 설계지

보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본 검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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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lacement (b) Shear stress / shear strength

Fig. 8. Distribution of displacement and shear stress on rock pillars and roofs after excavation

(a) Principal stress (b) Displacement

Fig. 9. Principal stress and displacement of the shotcrete

는 생략하였다. Fig. 7은 본 안정성 검토에 적용한 

수치해석 모델이다. 여기서, Fig. 7(a)는 해석 모델에서 

암주 부분을 나타낸 그림이며, Fig. 7(b)는 전체 굴착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터널 시공 과정에 따라 암주의 

응력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4개의 암주

가 시공되도록 고려하였다.

Fig. 8는 굴착 후 터널과 숏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Fig. 8(a)는 지반의 변위를 나타

낸 것이며, Fig. 8(b)는 전단응력/전단강도비인 항복율

을 나타낸 것이다. 주방식 지하구조에서 교차되는 방 

구조에서의 처짐과 접합부의 응력 집중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숏크리트 응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고려하였다. 해석결과, 지반의 

변위는 15 mm로 굴착하는 과정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최종 굴착한 후에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응

력/전단강도 비인 항복율은 기둥 중앙부에서 0.5이며, 

경계부는 0.8 범위로 다소 높게 산정되었다. 지하공간 

확보 차원에서 7 m 크기의 암주로 설계된 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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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Quantity estimation of the room-and-pillar and 2-arch tunnelling method

Quantities unit Room-and-pillar method 2-arch tunnelling method

Total amount of space m
3

8.4×5×80 = 3,360.00 8.4×5×80 = 3,360.00 

Excavation space/m m
3
/m 82.227 166.419 

Shotcrete/m m
3
/m 3.453 7.944 

Concrete lining/m m
3
/m 11.426 16.332 

Total amount of excavation m
3

6,578.160 6,656.760 

Total amount of shotcrete m
3

276.240 317.760 

Concrete lining m
3

914.080 653.280 

Floor m
3

336.000 380.000 

Pillar and Contacts m
3

129.255 398.079 

Rockbolt EA/m 19.500 41.500 

Vertical space of rockbolt m 1.500 1.500 

Number of rockbolt EA 1,040.000 1,106.667 

공법은 해석결과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9은 

숏크리트에 발생하는 주응력과 변위를 나타낸다. 숏

크리트에 발생되는 주응력 중 최대 압축응력은 측벽

부에서 6.65 MPa, 이때의 최대 변위는 15.2 mm로 

숏크리트 허용응력인 8.4 MPa 이하여서 대체로 안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4. 경제성 및 시공성 검토

지하공간 건설의 한 공법으로 주방식 공법이 적용

되기 위해서는 다른 터널 공법 또는 동일한 규모의 

기존 굴착 공법에 비하여 시공되는 비용이 상대적으

로 낮아 경제성을 가지는 것이 실용화 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 비교를 통한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교 공법으로 2아치 터널 굴착 공법을 

적용하였고, 앞 절에서 제시한 설계 정수와 지반 조건

을 이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Table 8은 앞에서 

선정한 지보패턴 III등급에 적용하는 TYPE-3 지보패

턴을 적용하였을 때의 수량을 나타낸 것으로 터널 

공사비에서 중요한 굴착량, 숏크리트량, 록볼트 수량,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수량 등을 나타낸 것이다. 

공사비에서 공정이나 주변의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 

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순수 굴착 공사비 

비교로서 기타 환기나 방재와 관련된 공사비 부분은 

제외하였다. 또한 지하 공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는 수직터널 또는 경사터널 등의 출입구 터널이 시공되

어야 하지만 본 연구의 검토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총 굴착 수량은 2아치 터널의 경우가 약간 많은데 

이는 중앙부 터널 굴착으로 인하여 다소 증가한 것이

다. 지보재 수량에서 숏크리트 물량은 주방식 공법이 

2아치 터널에 비하여 적게 산정되었다. 이는 2아치 

터널의 경우 중앙 터널을 시공하고 제거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어 주방식 공법보다 숏

크리트 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록볼트 수량에서도 

숏크리트와 마찬가지로 중앙터널에 적용되었던 록볼

트로 인하여 주방식 공법에 적용된 수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게 산정되었다. 터널 공사에서 공사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콘크리트 라이닝과 별도의 

구조물 수량에서 터널면을 보호하는 콘크리트 라이닝 

수량은 주방식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특히, 주방식 

공법에서는 굴착과정에서 십자형태로 교차되는 지점

에서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했다가 해체하여 버력으

로 처리되는 콘크리트 수량이 발생될 수 있다. 초기에 

사용될 공간이 확정이 된다면, 숏크리트를 시공하고 

콘크리트 라이닝은 최종에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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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nstruction step of the room-and-pillar and 2-arch tunnelling methods in this study

Steps Room-and-pillar method 2-arch tunnelling method

Step 1 1
st
 tunnel, excavation Center tunnel, excavation

Step 2 1
st
 tunnel, shotcrete and rockbolt installation Center tunnel, shotcrete and rockbolt installation

Step 3 2
nd

, 3
rd

 tunnel, excavation Pillar and concrete at contact part of the center tunnel

Step 4 2
nd

, 3
rd

 tunnel, shotcrete and rockbolt installation 1
st
 tunnel, excavation

Step 5 4
th
 tunnel, excavation 1

st
 tunnel, shotcrete and rockbolt installation

Step 6 4
th
 tunnel, shotcrete and rockbolt installation 2

nd
 tunnel, excavation

Step 7 Concrete and lining installation 2
nd

 tunnel, shotcrete and rockbolt installation

Step 8 - Concrete lining installation

Table 10. Estimated cost of the room-and-pillar method at different rock types

Quantities Unit TYPE-1 TYPE-2 TYPE-3 TYPE-4

Total amount of excavation Won 250,239,038  315,686,837 399,485,482 502,438,977 

Transport cost Won 128,106,015  129,288,804 125,852,572 121,564,183 

Mucking cost Won 103,815,783  104,774,304 101,989,616 98,514,351 

Shotcrete removal Won 1,117,231  1,797,837 2,717,291 3,182,151 

Total amount of shotcrete Won 25,749,646  41,436,082 62,627,418 73,341,409 

Concrete lining Won 11,718,205  11,718,205 15,468,742 19,141,515 

Floor Won 4,603,200  4,603,200 4,603,200 4,603,200 

Pillar and Contacts Won 12,815,678  12,815,678 16,917,474 20,934,221 

Steel reinforcement Won 13,924,729  13,924,729 18,381,488 22,745,838 

Rockbolt Won 6,256,000  17,204,000 50,830,000 40,664,000 

Other construction Won 279,172,763 326,624,837 399,436,641 453,564,922 

Miscellaneous expenses Won 335,007,315 391,949,805 479,323,970 544,277,907 

Total construction cost Won 1,172,525,603 1,371,824,317 1,677,633,894 1,904,972,674 

Cost/m Won/m 14,656,570 17,147,804 20,970,424 23,812,158 

Cost/m
3

Won/m
3

348,966 408,281 499,296 566,956 

되고, 전체 수량에서 교차부의 터널 단면적에 해당하

는 부분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 라이닝 제거비와 버력처리비가 별도로 

발생된다. 2아치 터널의 경우는 중앙 기둥과 기둥 

상부에 터널 접합부 보강 콘크리트 물량이 많이 발생

하여 주방식 터널에 비하여 비교적 콘크리트 물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의 공사비에서 

수량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는 공정에 의한 단가 구성

이지만 연구에서는 주방식 공법과 2아치 터널의 시공

과정을 Table 9와 같이 제한하였다. 

주방식 공법에서는 암주를 중심으로 양쪽의 공간을 

시공하고 다시 다음 면을 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공속도는 빠른 편이다. 반면 2아치 터널의 중앙터널

을 시공하고 기둥설치와 접합부 보강 콘크리트 시공

하는 공기가 많이 소요되어 시공속도가 상당히 지연

되고 접합부 시공의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시공

성이 떨어진다. Table 10과 Table 11은 주방식 공법과 

2아치 터널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한 내용이

다. 두 공법 모두에서 지반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지보

재 사용이 줄어들어 총 공사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주방식 공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총 공사비가 

동일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2아치 터널 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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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stimated costs of the 2-arch tunnelling method at different rock types

Unit TYPE-1 TYPE-2 TYPE-3 TYPE-4

Total amount of excavation Won 371,378,621  415,493,662 464,850,580 520,072,210 

Transport cost Won 133,528,444  134,450,928 130,173,310 125,830,511 

Mucking cost Won 108,210,064  108,957,635 105,491,098 101,971,739 

Shotcrete refuse Won 2,595,139  3,125,958 3,660,709 4,199,390 

Total amount of shotcrete Won 59,812,093  72,046,288 84,371,074 96,786,453 

Concrete lining Won 13,679,393  13,679,393 13,679,393 13,679,393 

Floor Won 2,301,600  2,301,600 2,301,600 2,301,600 

Pillar and Contacts Won 29,921,084  29,921,084 29,921,084 29,921,084 

Steel reinforcement Won 18,268,949  18,268,949 18,268,949 18,268,949 

Rockbolt Won 19,550,000  26,066,667 43,270,667 54,088,333 

Other construct Won 379,622,693 412,156,082 447,994,231 483,559,831 

Miscellaneous expenses Won 455,547,232 494,587,298 537,593,077 580,271,797 

Total construction cost Won 1,594,415,312 1,731,055,543 1,881,575,771 2,030,951,290 

Cost/m Won/m 39,860,383 43,276,389 47,039,394 50,773,782 

Cost/m
3

Won/m
3

474,528 515,195 559,993 604,450 

Table 12. Comparison of the construction costs at different rock types

Unit construction cost TYPE-1 TYPE-2 TYPE-3 TYPE-4

Rock Class I II III IV, V

Room-and-pillar (won/m
3
), A 348,966 408,281 499,296 566,956 

2-arch tunnel (won/m
3
), B 474,528 515,195 559,993 604,450 

Cost ratio (%), (A/B) 73.5% 79.2% 89.2% 93.8%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에 두 가지 공법에 대한 개략 공사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지반 상태가 양호한 I 등급의 

경우 2아치 터널 공법 대비 약 73.5%의 비용으로 

주방식 공법을 적용할 수 있었고 지반 상태가 가장 

취약한 조건인 IV, V등급에서 2아치 터널 공법 대비 

93.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지반조건과 

지보패턴 등을 적용한 공사비 비교에서는 주방식 공

법의 경우가 2아치 터널 공법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고려한 공사비 

산정 방법에서는 굴착 공사와 지보재 시공에 관련된 

공사비 이외의 추가 공사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환기나, 진출입로, 배수, 장비 운용 공정 등의 공사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주방식 공법이 적용된 지하공간의 사례

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정보가 공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접근한 방식

은 가장 유사한 굴착 공법과 그에 따른 지보 패턴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굴착 방식에 차이를 두도록 하였

다. 주방식 공법이 2아치 터널 공법에 비해 공사비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암반을 구조체로 사용

하여 추가적인 콘크리트 시공이나 기둥의 설치가 없

다는 점이다. 또한, 동시 작업이 가능한 작업장 확보가 

유리하고, 장비 가동이 터널에 비해 융통성이 있어, 

장비 운용율을 극대화 할 수 있어서 공기단축 측면에

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 요구 공간이 넓어질

수록, 암반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기존 전통 터널공법 

대비 주방식 공법의 경제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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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단순화된 주요 건설

공사 항목들에 대해서만 검토된 결과로, 아직까지 국

내에서는 주방식 공법으로 지하공간을 건설한 사례가 

없어 현실적인 비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공사비에 대한 접근과 장비 운용과 같은 

공정 단계를 고려한 경제성 검토가 이뤄진다면 보다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지반 조건에서 주방식 공법

과 2아치 터널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굴착에 소요되

는 공사비를 산정하여 주방식 공법을 적용하여 지하 

공간을 건설하는 방법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

토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내 터널설계에서 사용된 지반정수와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범위로부터 본 연구에 적용할 지반

정수를 산정하였으며, 기존 터널 공법에 적용하는 

지보 패턴으로 주방식 공법과 2아치 터널의 설게 

조건을 산정할 수 있었다.

2.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III등급 지반에 대하여 지보

패턴 TYPE-3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암주

의 전단응력/전단강도비인 항복율은 0.5범위 안정

한 값으로 산정되었으며, 숏크리트에 작용하는 응

력은 6.65 MPa로 허용응력 범위인 8.4 MPa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고찰된 경제성 

검토 모델은 구조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주방식 공법과 2아치 터널 공법 모두의 경우에 

지반의 등급이 양호해 질 수록 지보재 사용이 줄어

들어 총 공사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주방식 

공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총 공사비가 동일한 공간

을 확보하도록 하는 2아치 터널 공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지반 상태가 양호한 I등급의 경우 2아치 터널 공법 

대비 약 73.5%의 비용으로 주방식 공법을 적용할 

수 있었고 지반 상태가 가장 취약한 조건인 IV등급

에서 2아치 터널 공법 대비 93.6%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가정한 지반조건과 지보패턴 등을 적용

한 공사비 비교에서는 주방식 공법의 경우가 2아치 

터널 공법에 비해 우수한 경제성을 보였다. 

5. 또한, 건설 요구 공간이 넓어질수록, 암반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기존 전통 터널공법 대비 주방식 공법

의 경제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하지만, 산정 결과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단순화

된 주요 건설공사 항목들에 대해 검토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주방식 지하공간 건설공

법의 설계 및 시공체계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이를 

기초로 실제 주방식 지하공간의 설계안에 대해 보

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을 갖는 경제성 검토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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