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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환기소 대단면 터널 시공 사례 연구

노승환*, 최성욱, 노상림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arge Cross Section Tunnel 

for Underground Ventilation System

Seung Hwan Noh*, Sung Wook Choi, Sang Lim Noh

Abstract This case study introduces the construction of large cross section tunnel for underground ventilation system 

in Sillim-Bongcheon Tunnel Project. In order to grant the safety and efficiency in connecting the ventilation shaft 

(7.8 m of width, and 6.6 m of height) to a tunnel for axial fan facility (20.8 m of width, and 12.3 m of height), 

gradual enlargement of tunnel cross section was employed between those and temporary support method was 

determined based on Q system. In addition, some original designs were revised during construction stag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xcavation in large cross section tunnel. The advance length was optimized and top heading of 

the tunnel was excavated without partition in accordance with ground condition and numerical stability analysis 

results. It is believed that some experiences and considerations in this case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future design 

and construction in similar large cross section tunnel such as large underground ventilation system or road tunnel 

with four lanes.

Key words Long tunnel, Large cross section tunnel, Underground ventilation system, Enlarged tunnel cross section

초  록 본 사례연구에서는 신림∼봉천터널 지하환기소 대단면 터널의 시공 사례를 소개하였다. 환기갱(폭 7.8 m, 

높이 6.6 m)에서 환기소(축류팬실, 폭 20.8 m, 높이 12.3 m)로 터널 단면이 확대되는 구간에 대해 안전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확대 굴착 방안 및 Q 시스템을 이용한 확폭 구간의 임시 보강 방안이 검토되었

다. 확폭이 완료된 이후 대단면 터널은 현장의 암반조건을 확인하고, 전산해석을 이용한 터널의 안정성 검토 

등을 통해 암반등급에 따라 굴진장을 일부 조정하고, 터널 상부 굴착을 분할 없이 전단면 굴착으로 변경하여 

시공성을 향상시켰다. 본 사례연구에서 소개한 시공 사례가 향후 유사한 조건의 지하환기소 또는 4차로 도로 

등의 대단면 터널의 설계 및 시공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장대 터널, 대단면 터널, 지하환기소, 터널 단면 확폭

1. 서 론

최근 장대 터널의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 단계에

서 터널의 환기 및 방재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대 터널의 경우 기존의 자연환기 또

는 제트팬 종류식 환기 방식으로는 소요 환기량의 처리

가 불가하고, 화재 및 교통사고에 대비한 추가적인 방

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환기 방식 및 방재 시설을 

선정해야 한다. 연직갱 및 지하환기소는 공사 중 민원

발생 가능성 및 지상 공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장점 때문에 장대 터널의 환기와 방재를 위해 고려

되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연직갱 및 지하환

기소를 계획하는 경우 다양한 터널 단면들로 인해 접속

부 및 단면확폭부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터널의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신림∼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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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the Road Construction Works for Sillim-Bongcheon Tunnel (Section 2)

터널 도로 건설공사에 적용된 지하환기소 대단면 터널

의 시공 중 주요 고려사항 및 설계 변경 사례를 소개한

다. 본 사례연구가 향후 지하환기소 시설물이 적용되는 

유사 프로젝트에서 지하환기소 대단면 터널의 합리적

인 설계 및 시공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2. 프로젝트 개요 및 지하환기소 설계 현황

2.1 프로젝트 개요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는 시흥 IC와 강남순

환 도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약 5.6 km 연장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동서방향 간선로인 남부순환도로의 도로 기능 향상, 상

습 정체 구간의 해소, 동서 방향의 간선 도로 확충을 통

한 원활한 교통 흐름 및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울시 도로망 계획의 일부분이다. 본 사례 연구에서 

소개하는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 2공구의 총 연

장은 약 2,510 m이고, 주요 구조물로는 신림∼봉천터

널(연장 2,236 m), 개착박스(연장 239 m) 및 관악 JCT 

출입시설 1개소 등이 있다(Fig. 1). 

Fig. 1과 같이 신림∼봉천터널은 도심지에 시공되는 

터널로 상부의 주택, 상가, 신림로(복개천), 도림천 등의 

하부를 통과하고, 여의∼신림 경전철 터널 및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봉천터널과 근접하여 교차 또는 병행

하여 시공되며, 종점부 개착구간에서 강남순환 도시고

속도로와의 합류를 위해 총 4개의 터널이 각각 필라 폭 

5 m 내외로 매우 좁게 위치하게 되는 등 시공이 매우 

어려운 조건의 터널이다.        

2.2 지하환기소 설계 현황 

신림∼봉천터널의 환기 및 방재 시설은 1공구 및 강

남순환 도시고속도로를 연계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

해 선정되었으며, 주변 지역, 자연 경관, 경제성 및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통합 지하환기소, 연직갱 및 환기

탑 등을 계획하였다. 

지하환기소는 Fig. 2와 같이 환기갱 및 환기소(축류팬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기소(축류팬실)터널은 본선 

터널과 각각 접속하게 된다. 환기갱 및 환기소 터널의 

지보패턴은 설계 단계에서 Table 1 및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환기소 구간의 지보패턴은 본선 터널의 지

보패턴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암반등급에 비해 보강

량을 한 두 단계 정도 상향시켜 적용하였고, 3개의 등급

으로 단순화하여 패턴을 분류하였는데, 이는 지하환기

소 구간 터널의 단면 크기, 연장 및 기하학적 특성(접속

부 및 단면확폭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측으로 설계하였

기 때문이다.

환기갱의 터널 단면은 폭 7.8 m, 높이 6.6 m이며, 환

기소(축류팬실)의 터널 단면은 폭 20.8 m, 높이 12.3 m 

정도이다(Fig. 3). 따라서 환기갱에서 환기소를 굴착할 

때, 두 터널 단면 크기의 차이로 인해 점진적인 확대 굴

착이 필요하나, 설계 단계에서 단면확폭부의 확대 굴착

에 대한 시공 및 임시 보강 방안 등이 상세하게 고려되

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 중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3. 지형 및 지질 

프로젝트 노선의 남동쪽에는 삼성산, 관악산, 우면산을 

잇는 산계가 북동쪽 방향으로 발달해 있으며, 노선은 낮



터널과 지하공간 197

                      (a) Schematic image                          (b) Plan view

Fig. 2. Underground ventilation system in Sillim-Bongcheon Tunnel Project

Table 1. Support types of ventilation shaft 

RMR
Round

(m) 

Excavation

Sequence

Shotcrete

(mm), SFRS

Rockbolt

(m)

Steel

Rib

Lining

(mm)

(If

necessary)

VS-1 > 61 2.0 80 4.0 - 300 -

VS-2 21~60 1.5 120 4.0 - 300 Forepoling

VS-3 < 20 1.0/1.0 160 4.0
LG-50

x20x30
300

Forepoling,

Pipe-roof

* SFRS :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 LG : Latice Girder.

Table 2. Support types of tunnel for axial fan facility 

RMR
Round

(m) 

Excavation

Sequence

Shotcrete

(mm), SFRS

Rockbolt

(m)

Steel 

Rib

Lining

(mm)

(If

necessary)

ET-1 > 41 1.5 160 5.0
LG-70

x20x30

400

(reinforced)
-

ET-2 21~40 1.2 200 5.0
LG-95

x22x32

500

(reinforced)
Forepoling

ET-3 < 20 1.0 250 5.0
H-150x

150x7x10

600

(reinforced)
Pipe-roof

* SFRS :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 LG : Latice Girder.

은 구릉성 산지인 청룡산 하부를 통과한다. 신림∼봉천터

널 시공 구간은 전체적으로 경기 편마암 복합체에 해당하

며, 퇴적 기원 변성암류인 운모괴상 편마암과 운모호상 

편마암을 기반암으로 하고 있으며, 남쪽 구간에는 화강암

의 관입 작용에 의하여 다량의 열수 상승에 의한 변질 작

용으로 지질연약대가 간헐적으로 분포하고 있다(Fig. 4).

시추 조사와 다측선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노선과 교

차하는 지질연약대 6개소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 지하환기소 구간은 지질연약대가 존재하지 않

고, 전체적으로 암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추 코어의 암반분류와 물리탐사의 상관 분석 등을 이

용하여 산정된 지하환기소 구간의 암반등급은 I∼III 등

급 정도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시공 중

에도 설계와 거의 유사한 암반 조건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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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entilation shaft                    (b) Tunnel for axial fan facility

Fig. 3. Tunnel cross section 

Fig. 4. Geological condition of Sillim∼Bongcheon tunnel 

4. 지하환기소 대단면 터널의 시공

4.1 환기갱-환기소(축류팬실) 확폭 구간 굴착 및 보강 

환기갱(폭 7.8 m, 높이 6.6 m) 굴착 완료 이후 환기소

(폭 20.8 m, 높이 12.3 m)를 굴착할 경우, 터널 단면의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점진적인 확대 굴착이 필요하

다. 점보 드릴 등 장비 작업 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 터

널 단면의 확폭 방안은 다음과 같다(Fig. 5).

i) 환기갱 굴착 완료 이후 환기소 15 m 구간에 대해 

점진적으로 단면을 확대

  - 굴진장 1.5 m를 적용하여 총 10 단계로 확폭, 

Step (1)∼Step (10)

  - 터널의 상부 방향으로 21.1° 경사로 확대, 터널 

측면 방향으로 25.0° 각도로 확대 

  - 각 단계별 터널 단면 크기는 Table 3과 같이 확대됨

ii) 환기소 상반 15 m 구간 추가 굴착 

  - 굴진장 1.5 m를 적용하여 총 10 막장에 대해 환

기소 상반 굴착, Step (11)∼Step (20) 

  - 확폭 구간의 잔여 부분에 대한 굴착을 위한 장비

의 최소 작업 공간 확보

iii) 확폭 구간의 잔여 구간에 대한 굴착 - Step (21)∼

Step (29)

iv) 환기소 하반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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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cavation sequence for gradual enlargement of tunnel cross section 

Table 3. The width and height of the tunnel at each excavation step 

Step (1) (2) (3) (4) (5) (6) (7) (8) (9) (10)

Width (m) 10.3 11.7 13.1 14.5 15.9 17.3 18.7 20.1 21.5 22.9

Height (m) 6.7 6.9 7.1 7.2 7.4 7.5 7.7 8.2 8.8 9.4

Table 4. Temporary support for incremental tunnel cross section area

Excavation Sequence Max. De
Shotcrete (mm)

(SFRS)

Rockbolt (m)

(Length, spacing)

Section 1 (1) ∼ (5) 15.9 100 4.0, 2.0/1.5

Section 2 (6) ∼ (10) 22.9 120 5.0, 2.0/1.5

환기갱-환기소 확폭 구간 15 m 굴착 시 확폭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임시 보강은 향후 잔

여 구간 굴착 시 다시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터널의 안

정성 외에도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환기소 확폭 굴착에 대한 임시 보강안은 Q-system

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Fig. 6), 확폭 구간의 총 10 

단계 굴착에 대한 시공성 및 환기갱과 환기소의 주 지

보패턴을 고려하여 Table 4와 같이 두 구간으로 분류하

여 단계적으로 지보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환기갱-환기소 확폭 구간에서 출현하고 있는 암반은 

II∼III 등급 정도의 암반이었지만, 안전측을 고려하여 

III 등급 암반(Q Value 1∼10)의 경우를 가정하였다. 

Fig. 6에 표현된 것처럼, ESR(Excavation Support Ratio, 

굴착지보비)를 1.0으로 할 경우(주요 도로 또는 철도 터

널에 대해 일반적으로 ESR=1 적용), 1구간(Step (1)∼

(5))의 최대 De(Equivalent Dimension, 터널 유효 크기)

는 15.9이고, 2구간(Step (6)∼(10))의 최대 De는 22.9

이며, 두 구간 모두 지보 범주 ⑤(숏크리트 5∼9 cm+록

볼팅) 및 ⑥(숏크리트 9∼12 cm+록볼팅)에 해당한다. 

록볼트의 길이(L=2+0.15B/ESR)는 3.5∼5.4 m, 록볼트 

간격은 1.7∼2.3 m이다. 또한 1∼10 정도의 Q Value 

고려 시 무지보 최대 Span(2(ESR)Q
0.4

)은 2∼5 m 정도

로 평가되어 계획된 굴진장 1.5 m는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시공 중에는 환기소 확폭부 구간(임시 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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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orary tunnel support selection using Q-chart (Grimstard et al., 2002) 

적용 구간)에 대해 천단침하 및 내공 변위 계측을 추가

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계측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 터

널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확폭 구간에 대한 주요 시

공 사진은 Fig. 7과 같다.

4.2 환기소(축류팬실) 대단면 터널 굴착

국내 대단면 터널의 설계 및 시공 사례는 주로 4차로 

도로 터널에서 확인된다. 국내 고속도로 및 국도의 4차

로 대단면 터널의 굴착 단면적은 163∼171 m
2
, 굴착 폭

원은 약 20 m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 편평율(최대높이/

최대폭 비율)의 경우 0.47∼0.54 정도이며, 적용된 지보

패턴은 Table 5와 같다(박권제 등, 2014).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도에 적용된 4차

로 대단면 터널의 경우가 터널의 보강량이 많이 적용되

어 있는데, 이는 국도 4차로 터널의 경우는 대부분 왕복

4차로(양방향 4차로) 터널로 굴착폭원 및 면적이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차로 대단면 터

널의 지보패턴별 굴착공법은 상반 3분할 굴착 또는 2분

할 굴착을 주로 적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암반등급이 

높을수록 터널 단면의 분할 수를 적게 하고, 암반등급

이 낮을수록 분할 수를 다소 증가시켜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영동선의 일

부 터널에서는 암반이 양호한 경우 상하반단면 굴착을 

적용하여 상반의 분할 계획 없이 터널을 굴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공 단계에서 기존 분할 굴착 설

계의 시공상 문제점으로 인해 설계 변경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 사례(상/하반 분할 수의 변경, 상반의 분

할 굴착을 연속 발파로 계획 등)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정희선 등, 2006).

신림∼봉천터널 환기소(축류팬실) 대단면 터널의 경

우 터널 폭 20.8 m, 높이 12.3 m, 굴착 단면적은 240 m
2
 

정도로 국내에 적용된 주요 4차로 도로 터널의 단면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큰 터널 단면을 가지며, 터널의 

지보량도 많이 적용되어 있다(Table 2, Table 5). 또한 

암반 등급 등의 지반 조건과 관계없이 전체 지보패턴에

서 상반 3분할 굴착공법(중앙 분할 굴착부를 선행 굴착

한 이후 좌우 분할 굴착부를 후행 굴착)이 적용되어 있다.

대단면 터널은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터널의 안

정성을 고려하여 터널 상반의 분할 굴착 공법(상반 3분

할 굴착공법, 측벽 선진 도갱 굴착, 중벽 분할 굴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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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struction of enlarged tunnel cross section

Table 5. Tunnel support types for the construction of 4-lane road tunnels in Korea

P-1 P-2 P-3 P-4 P-5

Highway
National 

road
Highway

National 

road
Highway

National 

road
Highway

National 

road
Highway

National 

road

Round (m) 2.5∼3.0 2.0∼3.0 2.0∼2.4 1.5∼2.0 1.5∼2.0 1.2∼1.5 1.0∼1.5 1.0∼1.2 0.6∼1.2 0.5∼1.0

Excavation 

Sequence

Shotcrete (mm), 

SFRS
50∼100 100

120∼10

0

120∼15

0

120∼20

0

160∼20

0

120∼25

0

200∼25

0

180∼25

0
250

Rockbolt (m) 5.0 5.0 5.0 5.0 5.0 5.0 5.0 5.0∼6.0 5.0 5.0∼6.0

Steel Rib - - - LG-70 -
LG-70

∼H150
LG-50

LG-95

∼H150

LG-70

∼H150

LG-115

∼H150

Concrete Lining 

(mm)
400 400 400

400

(reinforced)
400

400

(reinforced)

400

(reinforced)

400

(reinforced)

400

(reinforced)

400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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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vised support types for large cross section tunnels 

RMR
Round

(m) 

Excavation

Sequence

Shotcrete

(mm), SFRS

Rockbolt (m)

(Length, Spacing)

Steel 

Rib

Lining

(mm)

ET-1

Original > 41 1.5

160

5.0, 1.5/1.5
LG-70

x20x30

400

(reinforced)
Revision

> 61 1.5 5.0, 1.5/1.5

41~60 1.2 5.0, 1.2/1.5

ET-2

Original 21~40 1.2

200

5.0, 1.2/1.5.
LG-95

x22x32

500

(reinforced)
Revision 21~40 1.0 5.0, 1.0/1.5

* SFRS :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 LG : Latice Girder.

(a) Finite element mesh (b) Vertical Displacement

(c) Beam stress (shotcrete) (d) Axial force(rockbolt)

Fig. 8. Numerical stability analysis of large cross section tunnel with revised support types    

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나,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성, 작

업 중 안정성, 공기 및 경제성 등에서 분할 굴착공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상반 3분할 굴착공법이 

경우 중앙부 굴착 후 설치되는 강지보는 터널 상부의 

록볼트에 매다는 방식의 난해한 시공이 불가피하여, 좌

우 분할 굴착부의 강지보가 시공되기 전까지 지보재로

써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좌우측 굴착 시 발파 

진동에 따른 강지보 탈락의 위험성이 존재한다(신영완 

등, 2010). 또한 중앙부에 먼저 시공되는 숏크리트, 록

볼트 등도 터널 좌우측의 굴착 시 지보재의 기능이 약

화될 가능성이 크며, 중앙부의 굴착 완료 후 측벽부의 

시공이 지연되는 경우(장비의 고장, 발파 작업의 제한 

등) 굴착된 단면의 형상이 터널의 안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장의 지반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계획된 상반 3분할 굴착공법이 시공 중 오히

려 터널의 안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굴착 

공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림∼봉천터널 환기소(축류팬실) 대단면 터널은 시

공 단계에서 현장의 암반 조건을 확인한 후 Table 6과 

같이 각 지보패턴별 굴진장을 일부 축소하고, 기존 상

반 3분할 굴착공법을 상/하반 굴착공법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지보패턴을 검토하였고, 변경된 굴착 공법 및 

지보패턴에 대한 전산해석을 통해 터널의 안정성을 확

인하였다(Fig. 8). 변경된 지보패턴에 대한 터널 안정성 

검토 결과 터널에 발생되는 변위, 지보재의 응력 및 축

력 등은 모두 허용치 이내였으며, 원설계 시공 조건에 대

한 해석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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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bility analysis results (support type: ET1, RMR 41∼60) 

Original Design Revised Design

K0 = 0.5 K0 = 1.0 K0 = 1.5 K0 = 0.5 K0 = 1.0 K0 = 1.5

Max. vertical displacement

(mm)
-3.40 -2.91 -2.43 -3.40 -2.91 -2.42

Max. beam stress (shotcrete)

(MPa)
1.85 2.33 2.95 1.59 2.13 2.72

Max. axial force (shotcrete)

(kN)
8.45 10.86 13.90 7.99 11.45 14.90

* K0 : Average horizontal stress (σh,av) / vertical stress (σv).

Fig. 9. Construction of a large cross section tunnel for axial fan facility

신림∼봉천터널의 지하환기소 같은 대단면 터널의 경

우 굴착 중 터널 주변의 교란 영향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지보재 설치 시간이 지연될 경우 터널의 초기 안정성이 

불리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시공 단계에서 굴착 후 지보

재 및 계측기는 최대한 신속히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조사 및 계측을 통하여 환기소 터널의 안정성 여

부를 확인하였다. 계측으로 확인된 터널의 천단 변위는 

최대 8 mm 정도로 전산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다소 컸

으나, 숏크리트 응력 2 MPa, 록볼트 축력 10 kN 이내

의 값에서 계측 결과가 수렴하여, 전산해석과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대단면 터널의 경우 시공 중 낙반 가능성이 증가하고, 

소규모의 낙석도 터널 작업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굴착 후 굴착면의 부석 제거를 보다 확실

하게 실시한 이후 후속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기

소 터널 시공 싸이클 타임 및 효율적인 장비 운용 등을 

고려하여 환기소 터널 하반을 이분할 굴착으로 변경하

여, 상반 굴착과 동시에 하반 굴착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환기소 대단면 터널에 대

한 주요 시공 사진은 Fig. 9와 같다.

5. 결 론

최근 장대터널이 증가함에 따라 터널 환기 및 방재 

계획을 위한 지하환기소의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하환기소는 환기 및 방재 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해 

대단면 터널로 계획되고 있지만, 연장이 본선 터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환기소 터널의 경우 설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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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지보패턴을 2∼3개 정도로 단순화하여 분류하

고, 단면확폭부의 확폭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계획 등이 검토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공 중 

공기 지연 및 사고 발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설계 또는 시공된 4차로 

도로터널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터널 단면이 큰 신

림∼봉천터널 지하환기소 대단면 터널의 시공 사례를 

소개하였다. 현장의 시공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면확폭부의 단계적인 굴착 및 임시 보강 방

안, 대단면 터널의 합리적인 굴착 및 보강 방안 등을 검

토하였고, 검토 결과를 적극적으로 시공에 반영하여 지

하환기소 대단면 터널을 성공적으로 시공 완료하였다. 

향후 지하환기소 또는 4차로 도로 등의 대단면 터널

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지반에 대한 보다 합리적

인 평가와 터널의 최신 장비 및 보강 기술을 활용한 다

양한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례연

구에서 소개한 시공 사례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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