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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5공구 건설공사 

현장탐방

1. 머리말 당 현장은 부산의 최남단부인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1호선 종점역인 신평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연장하여 지

하철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 완화, 관광객

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 낙후된 지역의 도시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총연장 8km의 다대구간 6개 공구 중 5공구 구간 1.26km를 시공

하는 공사이며, 공사금액은 992억원이다.

대안입찰 방식의 발주로 입찰 시 발주처의 설계원안은 전체구간을 

개착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당사에서는 정거장과 환기구를 제외

한 960m의 본선구간을 터널공법 설계로 제안하여, 설계평가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다.

6여 년간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공구 대비 1년 늦은 발주에 따른 

공기 촉박, 하도급업체 타절에 따른 원가관리, 축조된지 50년을 상

회하는 인접건물의 민원관리 등 많은 난관에 부딪혔으나, 현장의 

무사준공이란 공통의 목표를 향해 직원들 전체가 일치 단결하여 극

복해 나갔으며, 2016년 12월 성공적인 준공을 하였다.

본 고에서는 우리현장의 시공 공법 중 대표적인 공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사명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5공구 건설공사
발주처 부산교통공사
시공사 쌍용건설㈜외 6개사

공사금액 99,203,689,000원
공사기간 2010. 11. 9 ~ 2016. 12. 31

공사내용

ㆍ총연장 : L = 1,268.8m
ㆍ정거장 1개소 : L = 177.2m, 출입구 4개소

ㆍ본선터널 : 960.4m(M-CAM : 422.5m, NATM : 537.9m)
ㆍ본선환기구 3개소 : L = 69.1m

글 전진욱 ＼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5공구 건설공사 현장 과장 ＼ 전화 051-261-1834 ＼ E-mail jujeon@ssyenc.com

토목

[그림 1] 조감도

[그림 2] 공사 위치도 및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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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52 건설기술/쌍용



3-1. 공법 개요

M-CAM(Modified Cellular Arch Method)공법은 CAM공법을 개량하

여 저토피 토사터널을 공기 지연이나 환경민원 없이 안전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터널 공법이다. M-CAM공법은 CAM공법

의 하중전달 메커니즘을 응용하여 대구경 강관보강 그라우팅과 강

지보재를 설치하여 Roof를 형성하고 선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기둥

(CPW, Continuous Pile Wall)과 일체화함으로써 강관보강재와 강지

보재에 가해지는 상부하중을 CPW에 전달하여 터널안정성을 확보

하는 공법이다.

표 1  M-CAM공법과 CAM공법 하중전달 비교 

구분 천단보강 상부지지 측벽보강

M-CAM공법 대구경 강관 강지보재 CPW

CAM공법 강관압입 거더 측벽콘크리트

3-2. 적용구간

 

본 공사구간의 지반조건은 [그림 4]와 같이 3개의 단층 교차구간, 2

개소의 풍화발달대가 분포하며, 단층 및 차별풍화의 영향으로 지층

분포의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특히 M-CAM공법이 적용된 시•종

점부 풍화발달대는 풍화암이 최대 GL-37m(계획고 하부 21.5m)까

지 분포하며, 풍화토가 최대 GL-28m(계획고 하부 12.6m)까지 깊게 

분포한다. 또한 풍화발달대 전구간이 1.0D 이하의 저토피 토사구간

으로 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M-CAM공법의 적용구간은 [그림 

5]와 같다.

3-3. 시공순서 및 시공사진

① 수직 CPW 벽체형성

② 천단보강 후 상반굴착

③ CPW 절삭 및 상부 강지보 설치

④ CPW-강지보재 접합

 ⑤ 숏크리트 타설 및 하부굴착

  

3-4. 공법 적용

M-CAM공법은 당사에서 개발하여 특허 등록 및 건설신기술(제745

호)로 지정된 공법으로 당 현장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다. 도심지역의 

토피고 5.8~7.4m의 풍화토 구간에 대한 터널공법의 필요에 따라 

개발된 공법으로, 기존 토사 터널 적용공법인 NATM공법 대비 공사

비 절감, 공기단축이 가능하였다. 

3. M-CAM공법

[그림 3] M-CAM 및 CAM공법 개요도

[그림 5] M-CAM공법 적용구간

[그림 4] 응용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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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CAM공법 시공순서도 및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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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성 및 장점 

단위중량은 0.6~1.2t/m3으로 흙의 30~60%정도이며 일축압축강도

는 100~1,000kN/m2으로 흙과 콘크리트의 중간정도이다. 염해 예

방 및 완벽한 방수효과가 있고, 협소공간 시공성, 동반 및 잔류침하 

억제로 부등침하가 방지되며, 현장토, 진흙 등의 저품질 토양을 재

활용하여 환경성이 양호하다. 해당 공법의 적용분야로는 구조물 뒷

채움, 연약지반 성토, 협소공간 되메움, 도로 확장 등이 있다.

5-1. 공법 적용사유

터널구간 상반 굴착 중 토사의 자립성 저하로 인해 다대로(6차선) 

직하부 막장면 상반전면에 소규모 붕락이 발생하였다. 

 

해당구간은 저토피 토사터널 구간으로 풍화정도가 심한 풍화토가 

전반적으로 관찰되었고, 풍화대 절리면의 방향성이 굴진 반대 방향

으로 경사져 있어,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자중에 의해 슬라

이딩이 발생하였다.  

4-1. 공법 개요

경량기포혼합토(Lightweight Air-mixed Soil)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에 물과 시멘트와 같은 고화재를 혼합하여 유동화시킨 것에 기

포를 혼합하여 경량화시킨 것으로, 연약지반 성토, 옹벽 뒤채움, 구

조물의 되메우기 등에 효과적이다. 또한 당 현장과 같이 해안 주변

의 현장에서 되메우기 시 재료의 불투성으로 구조물의 염해 예방효

과 및 방수효과가 양호하다. 대표적인 연약지반 분포지역인 부산, 

포항, 광양, 서해는 굴착공사 및 준설공사 시에 발생되는 토사가 대

부분 자연함수비가 높은 점성질 흙으로 다짐이 어렵고 성토용으로 

부적합한 불량토로 분류된다. 경량기포혼합토공법은 이러한 불량

토의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 2007년부터 개발 및 적

용되었다.

 

4-2. 시공순서 및 시공사진

 

4. 경량기포혼합토(LAS)공법

[그림 8] 경량기포혼합토공법 시공순서도

❶ 플랜트에서 재료 혼합

❷ 펌프압송 또는 믹스트럭 운반

❸ 현장내 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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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믹스

5. GRP볼트 그라우팅 보강공법

[그림 9] 터널구간(M-CAM) 막장면 붕락 사진

막장면 붕락 전 막장면 붕락 후

[그림 7] 경량기포혼합토공법 시공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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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법 적용

   

 

시공성이 우수하고 고강도 자재를 사용하여 막장면의 붕락이나 변

형방지에 효과적이며, 설계 및 시공 사례가 많은 GRP볼트 그라우

팅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막장면 자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해머비트

(회전+타격식)를 일자형비트(회전식)로 교체하여 천단부 강관다단 

천공시 주변지반 이완을 최소화하여 추가 붕락이 발생하지 않았다.

당 현장은 전공종 대안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각 분야마다 다양한 

설계가 적용된 현장이다. 비록 착공 초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

법이라 일부 시행착오와 오류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

은 Know-how를 취득할 수 있었다. 

본 사례를 통해 여러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유사 공사 수행 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준공까지 진심어린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본사 유관

부서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토목기술팀 직원들

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5-2. 공법 개요

막장 전면부에 대해  GRP(Glass-fiber Reinforced Plastic)볼트 그라

우팅 보강공법을 검토 후 적용하였다. 해당공법은 고강도, 고내구

성의 터널 막장 보강 및 비탈면 보강용 주입식 나선 중공형 GRP볼

트로서 강한 내부식성, 높은 인장강도, 손쉬운 운반성, 용이한 절단, 

높은 탄력성 등의 특성이 있다. 

 

5-3. 시공순서도

 

[그림 10] 해당구간 막장전면 사진

풍화토 지반 풍화대 절리면 발달

[그림 11] GRP볼트 그라우팅 적용 사례

[그림 12] 시공순서도

GRP볼트 삽입

자재규격 확인

GRP볼트 그라우팅

시공부 천공

[그림 13] 공법 시공도

M-CAM 및 GRP볼트

종단면도

GRP볼트 그라우팅

L = 8m, Ø25mm

6m 6m2m 2m

상부 굴착선

하부 굴착선

중첩구간 중첩구간

•보강구간 : STA.6km092~6km285(L=193m)

•그라우팅 : L=8m, CTC=6m, 

•726공(막장당 22공 X 33막장)

6. 맺음말

분할굴착파이롯트터널 터널확장

사면보강

막장보강

분할굴착

대구경 강관보강그라우팅(Ø114) G.R.P 볼트 CPW(Ø508)

종방향 C.T.C 6,000 종방향 C.T.C 5,000
터널

횡방향 C.T.C 500, L=12.0m

Cap GRP Bo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