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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하공사에 적용되는 흙막이 공법 중 4개 공법을 대상으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분석하여 

최적의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도심지에 적합한 흙막이 공법 선정을 위한 주요 영향영역과 

영향요인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매트릭스 분석을 이용하여 흙막이 선정 방법을 제안하였고, 대
안별 공법들을 대안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통하여 가중치 및 대안 평가기준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영향 영역들의 중요

도를 평가하여 최적 대안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제한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지하 흙막이 공법 선정을 위한 분석 시  IT 
분야의 정보처리기술과의 융합은 많은 제한조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화하는데 효과적이다.  

ABSTRACT

This study regards to a method how to select the optimized earth retaining technology among four target 
technologies which are applied to underground construction work by analyzing relative weight values of major 
influence factors. In this study, major affected zone and influence factors are analyz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to 
select a suitable earth retaining technology for downtown area, and an optimized earth retaining technology is 
proposed by using the matrix analysis based on them.  Also,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weight values and 
methods of alternatives selection through consideration the importance of alternatives evaluation criteria, the 
importance of affected zones is evaluated to determine the optimized alternative. It is concluded that when performing 
the analysis to select the earth retaining technology which should consider a variety of constraints, the convergence 
with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in the field of IT is effective to analyze and optimize many constraints.  

키워드 : 매트릭스 분석, 공법 선정 , 영향요인, 정보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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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건설업의 상황적 특성은 도심지의 인구집

중으로 인해 효율적인 공간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심지 내 건설되는 입체적․복합적 공간 구조물

의 경우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지하공

사를 통한 지하 공간 활용이 설계 및 시공에 있어 고려

해야 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지하공사에 있어서 지하 흙막이 공사는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건축물

의 고층화․대형화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지하 흙막이 공사는 시공 전 고려해야 될 요

소들이 많고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 요인들을 내포한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특히 도심지에서의 근접시공 시 신설공

사의 종류, 규모, 시공법, 구조, 기초의 형식 및 그 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주변지반의 변위, 변형, 응력상태의 

변화 등을 초래하여 인접구조물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하 흙막이 공사는 실제

로도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거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는 전체적인 공사비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기 및 다양한 분야에도 주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지하 흙막이 붕괴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고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되는 특성상 사

고발생 시 인명사고로 직결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사

고발생 후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하층이 포함된 건축공사에서 부지특성

에 적합한 흙막이 공법의 선정절차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며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는 설계단계부터 가능한 모든 변수의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흙막이 

공법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요소들을 대상으로 

Matrix Analysis를 활용한 공법선정에 의한 가중치를 

분석하여 부지특성을 고려한 지하 흙막이 공법의 최적 

선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T 분야의 정

보처리 기술과의 융합은 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지하공사에 적용되는 흙

막이 공법 가운데 4개 공법을 대상으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분석하여 흙막이 공법 선정 시 부지

특성을 고려한 최적 선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공사에서 적용되는 흙막이 공법별 특성을 

분석하고, 흙막이 공법과 관련된 연구와 실제 수행된 

흙막이 공사 사례를 분석하여 흙막이 공법 선정에 관계

되는 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선정한다. 선정된 흙막이 공

법 영향요인이 최근 사용되는 주요 공법 대안들에서 차

지하는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선정한다. 개별 대안에서 차지하는 해당 영향

요인의 가중치를 토대로 흙막이 공법별 최적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Ⅱ. 예비적 고찰

2.1. 매트릭스 분석의 고찰

Matirx Analysis[1]는 각 대안에 대해서 대안이 실행

되었을 때 영향을 받을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영향도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의 범위는 가장 중요도가 

낮은 요인은 1점,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5점으로 

하며, 요인별 중요도 지수를 합산하여 구한다. 가장 점

수가 높은 대안을 최적안으로 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대

안이 평가항목에 주는 영향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대
안 대신 영역을 가지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해서 영역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여 결

정한다.
매트릭스 평가법의 변형인 가중치 부여 매트릭스 평

가법은 특정 공정의 여러 대안 가운데서 최적대안을 선

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매트릭스 평가법에

서는 “각 평가항목의 중요도가 같다.”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각 항목의 중요도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드문 

것이므로, 이 방법에서는 각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

한다. 각 대안의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평가항

목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계해서 계산한다.

2.2. 흙막이 공법의 종류 

흙막이 공사란 기초 굴착으로 인해 흙막이 배면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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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토압 및 수압에 대응하는 가설 구조물을 축조하

여 주변지반의 침하와 인접구조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공되며, 직접 흙에 접하는 흙막이 벽과 이를 지지하

는 지보공으로 구성된다. 주로 사용되는 흙막이 공법은 

H-Pile + 토류판(어미널말뚝) 공법과 S.C.W(Soil Cement 
Wall) 공법, C.I.P(Cast in Place Prepacked Pile) 공법과 

슬러리 월(Slurry Wall) 공법이 있다[2].

2.2.1. H-Pile + 토류판 공법

H-Pile+토류판(어미널말뚝) 공법은 어미말뚝을 1m 
전후 간격으로 지중에 설치하고 굴삭하면서, 어미말뚝 

사이에 수평 흙막이널을 삽입해서 흙막이벽을 시공하

는 방법이다. H-Pile + 토류판 공법의 장점은 가장 경제

적이고 강재의 재사용이 가능하며, 시공이 간편하고 시

공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지하수

위가 높고 투수성이 큰 지반에서는 별도의 차수공법이 

필요하다. 또한 지수성이 없고 연약한 지반에서는 보일

링 및 히빙 현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흙막이판 설

치 시 여굴이 생기기 쉽고 타입 깊이가 불충분하면 주

변지반 침하가 발생될 위험이 크다.

2.2.2. Soil Cement Wall
S.C.W(Soil Cement Wall) 공법은 오거를 이용하여 

Soil Cement 벽체를 조성하며 H형강을 1.8m 간격으로 

근입하여 연속적으로 토류벽을 형성한다. 무진동, 무소

음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수성능이 높고 주변지반

에 대한 영향이 극히 적다. 그리고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별도의 차수 그라우팅이 필요 없다. 단점으로는 장비규

모가 크기 때문에 좁은 현장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주요 

구조물 방호를 위한 지반보강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

2.2.3. C.I.P 공법

C.I.P 공법은 어스 오거로 구멍을 뚫은 뒤 그 내부에 

철근과 자갈을 채운 후, 미리 삽입해 둔 파이프를 통하

여 저면에서부터 모르타르를 채워 파일을 형성하는 것

이다. 지하수가 없는 비교적 경질인 지층에 적합하며 

협소한 장소에서도 작업이 용이하고 배면토사의 수평

변위가 억제되며 저진동, 저소음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교적 고가이고 공사의 이음부가 취약하여 차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암반에서는 천공이 어려운 단

점이 있다[3].

2.2.4. 지하 연속벽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은 벤토나이토 등의 안정액으로 공

벽을 안정시키면서 지중에 벽상의 구멍을 굴삭하고 철

근 바구니를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흙막이벽

을 형성하는 것이다. 시공 시 진동, 소음이 적고 차수성

이 높으며 인접 건물에 근접 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벽체의 강성이 높아 본 구조체로 사용 가능하며 가장 

안정적인 흙막이 구조체 공법이다. 반면, 대체적으로 

공사비가 고가이고 대형으로 이동이 어렵다. 고도의 기

술과 숙련도가 요구되며 수평방향의 연속성이 부족하

다. 콘크리트 타설시 품질관리에 유의해야한다.

Ⅲ. 흙막이 공법 실태 분석

3.1. 흙막이 공법 사례

흙막이 공법의 사용사례는 다양한 조건에 의하여 변

수가 많다. 공사 도급방식, 공기, 부지특성, 지반상태, 
시공영역, 공정-공사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

다. 한 공법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도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고려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

재 부산시 수영구에 공사중인 SK주유소 건설현장에서

는 C.I.P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소음으로 인

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시트파일로 흙막이 공법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를 고

려해야 하는 흙막이공법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Matrix 
Analysis 기법을 통한 흙막이 공법선정이 아주 효과적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하공사 흙막이 공법 선정 

영향요인을 제외한 추가적인 영향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실제 흙막이 공사가 진행된 2개
소의 공사사례를 분석하였다. 흙막이 적용 공법은 표 1
에, 고려된 영향 요인의 분석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1. 사례분석 건축물 적용 공법 사례

Table. 1 Examples of Applying the Method to Buildings

시설명
건축
규모

시설종류
준공
년월

적용공법

SK
주유소

지상2F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2013.06 CIP +
시트파일

대연동 
00원룸

지상8F 
지하1F

주거생활
시설

2012.09
H-Pile +
토류판 +

E/A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4 : 913~919 Apr. 2014

916

표 2. 사례분석 건축물의 영향 요인

Table. 2 The Influence Factor of Buildings

구분 내용

수영
SK

주유소

조감도

영향
요인

부지규모, 시공 난이도, 연약층, 지하
수위, 지하층 심도, 공사기간, 공사비
용, 인접시설물 보호, 소음, 진동

대연동
00원룸

조감도

영향
요인

인접건물 보호, 부지규모, 지하층 심도, 
공사기간, 공사비용, 소음, 진동, 굴착
지면 파괴형상, 작용하중의 변동, 지하
수 오염, 비산

3.2. 설문조사 만족도

설문조사는 흙막이 공법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가 10
인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5월 22일
까지 1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하공사 흙막이 공

법 선정에 따른 영향요인별 중요도 평가를 하였다. 영
향요인별 세부항목의 평균치를 내어 이를 매트릭스 분

석법에 적용시켰다. 매트릭스 분석법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한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였다.
분류영역에 따른 세부 영향요인별 가중치 평가에서

는 부지특성영역에서 평면형상 요인, 부지규모 요인, 
부지내 고저차 요인이 포함되었고, 지반상태영역에서 

연약층 요인, 지하수위 요인, 지지층 심도 요인, 굴착심

도 요인, 시공영역에서 근접시공 요인, 작용하중의 변

동 요인, 시공난이도 요인, 주변대지면적 활용성 요인, 
공정․공사비 영역에서 공사기간 요인, 공사비용 요인, 
공기단축조건요인, 구조․안전 영역에서 구조적 안전

성 요인, 작업 안전성 요인, 인접 시설물 보호 요인, 토
압작용 요인, 환경․민원영역에서 소음진동 요인, 주변

지반 침하 요인, 지하수 오염 요인, 비산먼지 요인, 지변

지구 현황 요인의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흙막이 공법 

세부 영향요인의 가중치 평가를 위한 조사지의 형식은 

표 3과 같다.

표 3. 흙막이 공법 선정 세부 영향요인과 평균치

Table. 3 The Influence Factor and Average for the Selection 
Method of Retaining Wall System 

영향 영역 평균치 영향 요인 평균치

부지특성

영역
3.43

평면형상 3.4
부지규모 3.3

부지내 고저차 3.6

지반상태

영역
4.03

연약층 3.9
지하수위 4.1

지지층 심도 4.0
굴착심도 4.1

시공

영역
3.5

근접시공 3.7
작용하중의 변동 3.5

시공난이도 3.3
주변대지면적 활용성 3.5

공정 ․ 

공사비영역
3.8

공사기간 3.7
공사비용 3.9

공기단축조건 3.8

구조 ․ 

안전 영역
4.45

구조적 안전성 4.5
작업 안전성 4.4

인접 시설물 보호 4.5
토압작용 4.4

환경 ․ 

민원 영역
3.84

소음진동 4.3
주변지반 침하 4.4
지하수 오염 3.1
비산먼지 3.9

주변지구 현황 3.5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흙막이 공법 선정 세부 영

향 요인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평면형상 

요인이 3.4, 부지규모 요인이 3.3, 부지내 고저차 요인이 

3.6, 연약층 요인이 3.9, 지하수위 요인이 4.1, 지지층 심

도 요인이 4.0, 굴착심도 요인이 4.1, 근접시공 요인이 

3.7, 작용하중의 변동 요인이 3.5, 시공난이도 요인이 

3.3, 주변대지면적 활용성 요인이 3.5, 공사기간 요인이 

3.7, 공사비용 요인이 3.9, 공기단축조건 요인이 3.8, 구
조적 안전성 요인이 4.5, 작업 안전성 요인이 4.4, 인접 

시설물 보호 요인이 4.5, 토압작용 요인이 4.4, 소음진동 

요인이 4.3, 주변지반 침하 요인이 4.4, 지하수 오염 요

인이 3.1, 비산먼지 요인이 3.9, 주변지구 현황 요인이 

3.5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흙막이 공법 선정 시 부지특성영역의 평면형

상 요인(3.6), 지반상태영역의 지하수위 요인(4.1)과 굴

착심도 요인(4.1), 시공영역의 근접시공 요인(3.7), 공
정․공사비 영역의 공사비용 요인(3.9), 구조․안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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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구조적 안전성 요인(4.5), 인접 시설물 보호 요인

(4.5), 환경․민원 영역의 주변지반침하요인(4.4)에 대

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특히 영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흙막이 공법 선정 세부 영향요인별 중요도 분포

Fig. 1 The Distribution among the Significance of Influence 
Factors Working on the Selection of Retaining Wall System

Ⅳ. 공법 선정 방법

4.1. 공법 선정 방법 및 기준

4.1.1. 현장 공법 선정 기준

기존의 공법 선정 및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의사결

정 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공법 선정과정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공법 선정 

시 선/후속 공정에 대한 상관성 분석이 미비하였다. 이
는 여러 공정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공사의 

특성상 공정별 공법대안이 조합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흙막이공사는 구조물의 안전성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공정이므로 공

법의 채택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통상 건축 

흙막이 공법 선정 시에는 기본적으로 지반조사 보고서, 
건축물 규모, 시공 및 환경 상태 등을 기본 정보로 활용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 흙막이공사에서는 

기초 지반 및 주변여건과 시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법이 채택되어 시공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로 인하여 최근에는 인접구조물 및 자체 구조물

의 손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시공조건 및 공사규모에 

따른 공법을 고려하는데 있어, 그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공법 계획 시 선정된 공법이 현장 적용 시 변경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법 계획 시 제한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1.2. 기존 공법 선정 과정의 문제점

기존의 공법 선정 과정은 통상 작업계획이 진행되면

서 일련의 채택가능 공법의 후보들 중에서 대안을 좁혀 

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작업계획이 

공정 계획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조건에 대한 체

계적인 고려가 미흡하고 작업계획과정이 주로 일부 기

술자들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특성 및 입지조

건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는 각각의 제한조건들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법이 채택되었다고 하더

라도 시공 도중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될 경

우 공법 변경 및 안전사고 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에 수행 프로젝트에서 발생되었던 제한

조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공법 선정 시 효과적으로 

종용될 수 있는 최적화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4.1.3. 흙막이 공사 적정 공법  선정 및 평가과정

제한조건 검토를 통한 건축 흙막이 공사의 적정공법 

선정 및 평가과정[4]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공종별 분류 후 대지의 제한조건 검토

흙막이공사 단계별 공정에 따른 세부 공종을 분류한다. 
 ① 계획 대지의 제한조건 검토

 ② 프로젝트 목표 검토

 ③ 공사 프로세스 시간대별 고려대상 제한조건 항목

[2단계] 적용 가능한 공법 및 공법 간 상관성 분석 

① 공정별 공법 분류

② 공법별 제한조건 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 공법 검토

③ 공법적용을 통한 대안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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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정별 대안조합 과정

[3단계] 대안별 평가를 통한 적정 공법 선정

공정 조합을 통해 작성된 공정 대안을 프로젝트 목표 

및 공사 프로세스에 의한 제한조건에 타당한가를 평가

한다. 이 때 프로젝트의 목표 및 공사 프로세스에 대한 

제한조건에 적정할 때 까지 ‘4단계’로의 피드백을 반복 

수행한 후 적정 공법으로 채택한다.

4.2. 매트릭스 분석을 적용한 공법 선정

본 장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계층별 중요도 및 가

중치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류영역과 세부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였고, Matrix analysis 기법

을 통해 세부 영향요인 및 분류영역의 흙막이 공법 대안

별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6가지 흙막이 

공법 대안에 따른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영역별 

중요도 산정결과와 세부 영향요인 각각의 가중치가 반

영된 조건으로 최종 가중치가 산정되게 된다. 흙막이 공

법 선정 영향요인의 쌍대비교 Matrix는 그림 2와 같다.

A. 부지특성영역

B. 지반상태영역

C. 시공영역

D. 공정, 공사비영역

E. 구조, 안전영역

F. 환경, 민원영역

                    F   E   D  C   B   A   

개선대상 
: 공법

소 계 7 23 7 1 16 1 합
계가중치 3 10 3 1 7 1

원 안 : CIP 3
  9

4
 40

3
  9

3
  3

3
 21

3
  3 85

대안1 : Sheet Pile 4
 12

5
 50

1
  3

4
  4

4
 28

2
  2 99

대안2 : SCW 3
  9

3
 30

4
 12

3
  3

2
 14

3
  3 71

대안3 : PIP 3
  9

4
 40

3
  9

3
  3

3
 21

3
  3 95

※ 대안평가기준
 5.매우 우수  4.우수  3.보통  2.미흡  1.매우미흡

그림 2. 영향요인의 쌍대비교 매트릭스

Fig. 2 Pair Wise Comparison Matrix of Influence Factor 

원안인 C.I.P 공법과 대안1의 Sheet Pile, 대안2의 

S.C.W, 대안3의 P.I.P 공법 등을 평가기준 분석, 종합하

면 표 4와 같다.

표 4. 흙막이 공법 영향 요인 공법별 대안평가기준 분석 결과

Table. 4 The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Analysis 
Depending on the Influence Factor

영향요인 가중치
대안평가기준

원안 대안1 대안2 대안3
부지특성 1 3 2 3 3
지반상태 7 3 4 2 3

시공 1 3 4 3 3
공정공사비 3 3 1 4 3
구조,안전 10 4 5 3 4
환경,민원 3 3 4 3 3

가중치 분석결과와 대안평가기준을 통하여 종합분

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중치 및 대안평가기준을 통한 종합분석 결과

Table. 5 The Overall Analysis through Weight and the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영향요인 가중치
대안평가기준

원안 대안1 대안2 대안3

부지특성 1 3  3
2  2

3  3
3  3

지반상태 7 3  21
4  28

2  14
3  21

시공 1 3  3
4  4

3  3
3  3

공정공사비 3 3  9
1  3

4  12
3  9

구조,안전 10 4  40
5  50

3  30
4  40

환경,민원 3 3  9
4  12

3  9
3  9

따라서 지하 흙막이 공법 선정 시 표 4.1과 표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중치 분석과 대안평가기준 분석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위를 고려하여 지하 흙막이 공법

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다.
지하 흙막이 공법 선정 영향요인을 대상으로 각 영역

별이 차지하는 평균치, 가중치 분석과 공법 원안과 대

안들이 차지하는 대안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가중치

의 경우 가장 큰 부분을 10으로 봤을 때 부지특성영역

에서의 가중치는 1, 지반상태영역은 7, 시공영역에서는 

1, 공정, 공사비영역에서는 3, 구조, 안전영역에서는 10, 

※ 중요도 기준
7. 매우중요 (1.0이상)
5. 중요 (0.5∼1.0)
3. 조금 중요 (0.1∼0.6)
1. 기존/동일 (0.1이하) 

B-5

B-5

B-3
E-3

E-5

E-5

D-3
E-5

F-3
D/F

A/C

B-3
F-3

E-5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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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민원영역에서는 3의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어 구조, 안전영역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건축공사의 지하 흙막이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현장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흙막이 공법을선정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로, 흙막이 공법에 대한 이론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6가지의 분류 영역과 23가
지의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여 개별 영향요

인에 따른 흙막이 공법에 대한 영향 영역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중치를 토대로 각각의 해당 영향영역이 

주로 변수로 작용하는 현장에서 최적의 흙막이 공법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심지에 적합한 흙막이 공법선정을 위한 주요 

영향영역과 영향요인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Matrix Analysis 분석을 이용하여 흙막이 

공법선정 방안을 제안하였고, 대안별 공법들을 대안평

가기준의 중요도를 통하여 가중치 및 대안평가기준을 

종합 분석으로 영향 영역들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최적 

대안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제한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지하 흙막이 공

법 선정을 위한 분석 시  IT 분야의 정보처리 기술과의 

융합은 많은 제한조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화

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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