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Tunn Undergr Sp Assoc 17(4)499-511(2015) eISSN: 2287-4747

http://dx.doi.org/10.9711/KTAJ.2015.17.4.499 pISSN: 2233-8292

*Corresponding author: Soo-Ho Chang
E-mail: sooho@kict.re.kr

Received July 15, 2015; Revised July 24, 2015;
Accepted July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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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oom-and-pillar underground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its grid-type array of galleries. As a result, its 

construction and economical efficiency can be governed by excavation sequence of galler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optimum excavation scheme of a room-and-pillar underground structure by considering its various design 

factors such as ground conditions and excavation sequences. Drill-and-blast method is assumed as a excavation method 

for a room-and-pillar underground structure. In addition, two kinds of excavation patterns corresponding to a concurrent 

and a sequential excavation patterns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For the assumed conditions, the structural stability and 

the construction efficiency based on the number of faces and the travel distance of a jumbo drilling machine are analyzed 

for the two excavation patterns. Even though the two kinds of excavation patterns show almost the same structural 

stability as each other, the concurrent excavation pattern is relatively preferable to the sequential excavation pattern in 

terms of the number of faces in operation and travel distance of a drilling jumbo.

Keywords: Room-and-pillar method, Excavation, Sequence, Constructability, Stability

초 록: 주방식 지하구조물은 여러 개의 갱도 굴착에 의해 형성되는 격자 형태의 구조물이므로, 갱도들의 굴착순서에 따라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시공성과 경제성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지반조건, 굴착순서 등의 다양한 설계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방식 공법의 굴착공정을 검토하였다. 굴착공법으로는 발파공법을 가정하였으며, 가로․세로 병행 시공방식과 

가로․세로 순차시공방식으로 구분하여 굴착공정을 검토하였다. 굴착순서에 따른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안정성과 더불어 굴진면의 

개수, 점보드릴의 이동거리 등에 따른 시공성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굴진면 운영 개소와 점보드릴의 

이동거리 측면에서 가로․세로 병행 시공방법의 시공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주방식 공법, 굴착, 공정, 시공성,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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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excavation sequence by room-and-pillar 

method (modified from Hartman and Mutmansky, 

2002)

1. 서 론

주방식 공법(Room-and-pillar method)은 광산분야

에서 시작된 공법으로서 수평 또는 거의 수평으로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효율적으로 채광할 수 있는 

굴착공법 중 하나이다(Hartman and Mutmansky, 2002; 

Darling, 2011). 주방식 공법이 적용된 광산에서는 

여러 굴착면에서 동시에 채광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

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광산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구조물 전체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구조물의 기둥역할을 하는 암주(rock 

pillar)를 채굴하여 채광 구역을 조금씩 무너뜨려 생산

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공법은 넓은 지역에 걸쳐 

수평하게 분포하는 광물을 채굴하는 데에 이상적인 

공법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다(Lee 

et al., 2014a). 기존 자원개발에서의 주방식 채광은 

채광 기간 동안 단기적인 암주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암주 설계를 통해 최대한 많은 채광량

을 확보하는 것이 주안점이라면 공간 확보 측면에서

의 주방식 굴착 공법은 중장기적인 공간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 천장부와 암주부가 

연계된 하나의 통합 구조물로써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14a).

지하구조물의 형태가 동일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

도 모든 부분을 동일하게 설계하고 공사를 수행하지

는 않는다. 즉, 지하구조물 시공은 지반조건에 대한 

고유성과 비반복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 과

정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다양한 변수들의 발생 가능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을 계획함에 있어 충분

한 사전조사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수행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필요로 한다. 

광산분야에서 주방식 공법은 지형, 광물의 매장 

분포 형태, 굴착방식에 따라 굴착공정을 달리 적용하

지만, 엔트리(entry)가 7개일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주방식 굴착순서의 사례는 다음의 Fig. 1과 같다.

이상의 Fig. 1과 같은 주방식 채굴을 위해서 암반

의 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마이너

(continuous miner)와 같은 기계식 채굴장비를 이용하

여 룸(room) 굴착, 광물 운반 및 천단보강의 순으로 

암주와 룸을 순차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특히, 컨티뉴

어스마이너를 적용함으로써 굴착진동을 최소화하고 

장비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며, 1개 룸을 굴착한 이후에 

인접한 룸들을 굴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지 조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암반이 존재하여 연암을 대상으로 한 컨티뉴어

스마이너와 같은 광산장비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발파공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 굴착공정의 최적 설계를 위하여 

발파공법을 가정한 계획공정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하

였다. 특히, 가로·세로 병행시공 조건(CASE 1) 및 가

로·세로 순차시공(CASE 2)의 크게 2가지 조건으로 

굴착공정을 가정하고 검토하였으며, 수치해석에 의해 

굴착순서에 따른 지하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굴착공정을 설계에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설계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NATM의 주요 공정은 천공-발

파, 버력처리, 숏크리트, 록볼트 등의 공정이 있으며 

이 중 버력처리에 가장 큰 시간이 소요된다(Chun et 

al., 2006). 그러나 주방식 공법으로 건설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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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wo kinds of excavation sequences for room-and-pillar method

Table. 1 Design conditions of the room-and-pillar underground 

structure assumed in this study

Excavation method Drill-and-blast

Size 120 m×120 m

Ground type Type 2 (Lee et al., 2014a)

Room and rock pillar height (H) 6.0 m

Rock pillar width (W)/Height (H) 1.0 (width=6.0 m)

Room span (S)/Height (H) 2.0 (span=12.0 m)

Excavation distance 3S (36.0 m)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방식 굴착에 소요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정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검토 항목들 가운데 구조적 

안정성, 장비 운용성 및 시공 관리성을 대상으로 하여 

주방식 공법의 굴착공정을 검토하였다.

2. 굴착 공정 검토 조건

2.1 굴착순서 및 시공성 검토 조건

본 연구에서는 암주와 룸을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전통적인 주방식 채광계획 대신에 발파굴착 시 화약

에 의해 발생하는 후가스로 인해 공사 중 환기 시설 

계획이 필요한 발파공법으로 굴착공정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주 통로를 우선 굴착하여 환기시설의 주 통로

로 활용해야 다른 발파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가정하였다. 즉, 다음의 Fig. 2와 같이 보이듯

이 공사 중 환기시설의 설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굴착 계획을 가로·세로 병행시공(CASE 1)과 가로·

세로 순차시공(CASE 2)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이때 주방식 공법의 최적 공정 검토를 위한 단면선

정 및 지반조건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여기서 

굴착공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천공－발파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지반조건은 기존 연구의 Type 2 (Lee 

et al., 2014a; Lee et. al., 2014b) 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하공간의 규모와 관련하여 부지면적을 120 

m × 120 m, 굴착높이(H)는 물류 창고형 공간을 대상으

로 하여 6 m로 설정하였으며, 암주 형상비(W/H)와 

룸 형상비(S/H)를 각각 1.0 및 2.0으로 가정하였다. 

굴착면과의 이격거리를 의미하는 굴착 이격거리는 

인접한 구역에서의 상호 굴착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

여 3S (36.0 m) 이상으로 가정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시공성 검토는 굴착 단계별 굴진면의 운용개소 수와 

점보드릴 한 대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

별 점보드릴 이동거리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굴

착공정을 검토하였다.

2.2 안정성 검토 조건

굴착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구조물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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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 numerical model for stability analyses of a room- 

and-pillar underground structure

성 검토는 수치해석을 통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 프로그램은 FLAC 3D이며 해석 조건으

로는 Table 1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되 지하구조물의 

토피고를 30 m로 가정하였다. 3차원 수치해석에 사용

된 주방식 구조는 Fig. 3과 같이 암주가 해당 부지에 

격자형으로 36개(6×6)개 존재하도록 모델링하였다. 

앞서 가정한 CASE 1과 CASE 2에 대해 굴착 단계에서 

굴착 완료 때까지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한 안정성 검토는 하중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중앙

부 룸의 천장부 변위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 기계식 굴착공법에서는 

환기를 고려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파공법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환기를 위한 굴착통로의 환기 덕

트 설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 굴착방향을 

제외한 룸의 굴착은 주 굴착이 끝난 후 수행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암주에 작용하는 응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선행 

연구에서 적용된 굴착공정에 따른 변위 및 강도응력

비(Lee et al., 2014a)를 검토하였다. 강도응력비는 

선행 연구(Lee et al., 2014a)에서 제시한 범위를 토대

로 계산하였으며, 기본적으로 Hoek and Brown (1980)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암주의 강도응력비가 암

주 전체의 안전율을 대표하는 값은 아니지만, 진행성 

파괴(progressive failure)나 응력전이 과정(stress 

transfer progress)을 고려하여 암주 중앙 단면에서의 

평균 강도응력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암주 전체가 

불안해 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Hoek and Brown, 1980), 본 연구에서는 강도응력비

가 1.0 이상일 때 암주가 안정한 것으로 검토를 실시하

였다.

3. 주방식 지하구조물에 대한 굴착공정의 
검토 결과

3.1 굴착공정에 따른 시공성 검토 결과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굴진면의 개수는 운용하는 

시공장비의 수와 투입 인력 등의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굴착공정에 따른 시공순서별 굴진면 개수의 

검토를 통해 시공성을 검토하는 것이 주방식 지하구

조물의 사전 계획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Fig. 4 및 Fig. 5는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시공 순서별 

굴진면 개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어떠한 굴진면 진입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용이 가능한 굴진면의 

개수가 달라지므로,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형태가 정

방형이 아닐 경우에는 몇 가지 예상 가능한 형태에 

대해 본 연구와 같은 검토를 수행하여 가장 적절한 

공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시공 순서에 따른 굴진면 개수의 검토 

결과, CASE 1의 경우에는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굴진면수가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굴착공정에서 굴진면의 개수가 3개로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그러나 이와 반대로 

CASE 2의 경우에는 굴진면의 개수가 최소 1에서 

최대 6으로 나타나 굴착공정에 따라 굴진면수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5).

다음의 Fig. 6 및 Fig. 7은 각 검토대상 CASE별 

굴진면의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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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mber of faces at each excavation step (CASE 1)

나타난 바와 같이 CASE 1의 경우에는 굴착순서 8단계

부터 굴진면의 개수가 3개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정규분포도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굴진면 개수의 평균

와 표준편차가 각각 2.93개 및 0.63개로서 CASE 2에 

비해 평균값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자료들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반면, CASE 2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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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umber of faces at each excavation step(CASE 2)

시공순서가 16단계가 되어서야 굴진면의 운영수가 

3개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3.15개 및 1.35개로서 CASE 1에 비해 자료들이 보다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토결과, 

CASE 1에서는 최대 4개의 굴진면수를 운영하다가 

3개의 굴진면 개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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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umber of faces at different excavation sequence and its statistical distribution(CASE 1)

Fig. 7. Number of faces at different excavation steps and its statistical distribution(CASE 2)

CASE 2보다 굴진면의 운영 효율성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굴착 공사에서 점보드릴의 이동거리는 공사기

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점보드

릴의 사용시간은 공사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보드릴의 장비 운용성을 점보드

릴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각 굴착단계

별 점보드릴의 이동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의 Fig. 

8 및 Fig. 9와 같다. CASE 1의 경우, 점보드릴의 이동

거리는 최소 18 m에서 최대 444 m로 산출되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굴착공정에서 이동거리가 288 m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반면, CASE 2의 

경우에는 점보드릴 이동거리가 최소 18 m에서 최대 

1,068 m로 나타나 굴착공정에 따른 점보드릴의 이동

거리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Fig. 9).

이상과 같은 시공순서에 따른 점보드릴의 누적 이

동거리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Fig. 10과 같다. 

Fig. 10에서 나타나듯이 시공순서 6단계부터 CASE 

2에 대한 점보드릴의 누적 이동거리가 CASE 1의 

누적 이동거리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점보

드릴의 누적 이동거리를 통해 점보드릴의 시공효율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 (1)과 같이 점보드릴의 



이철호ㆍ최순욱ㆍ현영환ㆍ황제돈ㆍ장수호

506

Fig. 8. Travel distance of a jumbo drill at each excavation step(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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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avel distance of a jumbo drill at each excavation step(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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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umulative travel distance of a jumbo drill for CASE 

1 and CASE 2
Fig. 11. Crown settlement of a central pillar at different ex-

cavation steps

시공효율을 산정하였다. 이상의 결과, 점보드릴의 시

공효율은 CASE 1과 CASE 2의 경우 각각 2.10 및 

1.49로 나타나 CASE 1의 경우가 단위면적당 시공효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보드릴 시공효율mm 


점보드릴 누적 이동거리
점보드릴 시공부지면적 (1)

3.2 굴착공정에 따른 안정성 검토 결과

주방식 지하구조 굴착시 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굴착단계에 따른 천단변위의 발생 경향을 분

석하였다. Fig. 11은 해석영역 중앙부에 위치한 룸의 

천단변위를 각 검토조건별로 굴착단계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천단변위의 분석결과, 굴착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CASE 2(가로·세로 순차시

공)의 천단변위가 CASE 1(가로·세로 병행시공)의 변

위와 유사하였으나 9단계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였고, 반면 24단계부터는 CASE 1보다 오히려 

크게 발생하였다가 굴착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CASE 

1과 CASE 2에서 발생한 최종 천단변위는 동일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치해석 조건 하에서 

나타난 중앙부 암주의 최대 변위는 5.47 mm로서 대부

분 구역에서 발생한 변위가 탄성영역 내에 해당하였

다. 따라서 각 CASE별로 굴착단계에 따른 발생 변위

는 다를 수 있지만, 최종 굴착이 종료된 후에는 동일한 

변위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상의 결과로부

터, 주방식 지하구조의 굴착순서가 최종적으로 발생

하는 변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CASE별로 굴착단계가 25% 및 50% 진행되었을 

때와 굴착이 완료되었을 때에 대해 각 암주와 각 룸의 

천단 중앙부에서 발생한 천단변위의 분포를 Fig.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Fig.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CASE 

1의 경우 중앙의 가로방향 룸을 중심으로 굴착이 세로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천단변위가 중앙 가로방향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SE 2의 

경우 가로방향 룸의 천단변위가 고르게 분포되어 나

타났다. 그러나 굴착 완료시에는 중앙부 룸의 천단변

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외곽부로 갈수록 변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ASE 1과 CASE 2의 천단변위가 거의 동일하게 발생

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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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stribution of crown settlements at different excavation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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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trength-stress ratios of rock pillars ranging from 1.0 

to 3.0

또한 각 CASE에 대하여 강도응력비를 1.0이하, 

1.0～1.5, 1.0～2.0 및 1.0～3.0의 네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1.0 이하의 강도응력비는 본 

연구에 적용된 검토조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Fig. 

13). 즉, 강도응력비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지반조건과 지하구조물의 형상조건에서는 굴착과정

과 지하구조물의 형상이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 완료 후에 

가장 큰 하중을 받게 되는 중앙부에서 외곽부보다 

상대적으로 강도응력비가 크게 나타났지만 안전측으

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격자형의 

정방형 구조의 경우에는 중앙부 암주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안정성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취약부의 안정성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곽부의 강도응력비가 중앙

부의 강도응력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굴착되지 않

는 주변지반으로의 아칭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

약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공정 검토 시 특정 굴착 단계

에서 강도응력비와 같은 안정성 검토 조건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날 경우, 해당 굴착 단계 이전에 공정 

단계를 다시 설정하여 공정을 재설계하고 공정 단계

별로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 공법이 적용된 지하구조물의 

최적 굴착공정 설계를 위한 척도로서 구조적 안정성

과 시공성을 굴착방식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서 검토한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가로‧세

로 병행시공 조건(CASE 1)의 경우에는 중앙의 

가로방향 룸을 중심으로 굴착이 세로방향으로 병

행 시공되므로 천단변위가 중앙 가로방향에서 상

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였다. 반면, 가로‧세로 순차

시공 조건(CASE 2)에서는 선행 굴착되는 가로방

향 룸들의 천단변위가 균등하게 발생하였다. 모든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굴착이 완료된 후에는 지하

구조물의 중앙부에서 가장 큰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부의 룸(선행굴착 메인 갤러리) 천정

부에서 최대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외곽부로 갈수

록 아칭효과로 인해 변위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 검토한 두 가진 시공순서 조건들에 

대해서 강도응력비가 1.0이하로서 구조적인 안정

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곽부 암주들의 강도응력비가 중앙부에 위치한 

암주의 강도응력비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과 같이 본 연구의 모든 검토조건들에 대해 강도응

력비 측면에서 주방식 지하구조물이 안정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는 주방식 지하구조물

의 각 굴착 단계별로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가로‧세로 병행시공 조건

(CASE 1)에서 굴착단계에 따른 굴진면은 1～4개

소로 운영이 가능하며, 굴진면의 평균 개수는 3개

로 나타났다. 반면, 가로‧세로 순차시공 조건

(CASE 2)의 경우에는 운영 가능한 굴진면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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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6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굴착공정에 따른 

굴진면 개수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점보드릴의 이동거리에 따른 시공성을 검토한 결

과, 가로‧세로 병행시공 조건(CASE 1)에 대한 점

보드릴의 이동거리는 최소 18 m에서 최대 444 

m이었으며 대부분의 굴착공정에서 이동거리가 

약 288 m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로‧

세로 순차시공 조건(CASE 2)에서 점보드릴의 이

동거리는 최소 18 m에서 최대 1,068 m으로 나타나 

굴착공정에 따른 점보드릴의 이동거리 변화가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5)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검토한 두 가지 

시공조건들에 대한 주방식 지하구조물의 안정성

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굴진면 운영 개소와 

점보드릴의 이동거리에 따른 시공성 분석결과에

서는 가로‧세로 순차시공 조건보다는 가로‧세로 

병행시공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

났다.

(6) 이상의 연구는 제한적인 부지조건(120 m × 120 

m)에 대한 안정성, 굴진면의 운영 개수 및 점보드

릴 이동거리만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이므로, 향후 

주방식 공법의 실제 적용 시에는 다양한 굴착방법, 

굴착순서 및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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