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Thomson-East Coast Line 

T308공구 현장탐방

1. 머리말

당사는 지난 2016년 1월 25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이 발주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도심 지하철 공사

(Thomson-East Coast Line T308)를 쌍용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75%와 25%의 지분으로 공동 수주하였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당사

의 우수한 설계 및 시공 기술력과 더불어 토목 및 건축 부문 다수

의 시공실적 및 모기업인 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ICD)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 받아 시공사로 선정된 만큼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공사는 총 연장 약 1.78km 구간에 440m의 정거장(Marine 

terrace station) 1개소와 토압식 쉴드 TBM 공법(Earth Pressure 

Balance Shield Tunnel Boring Machine, EPB Shield TBM)을 적용

하여 1.34km의 병렬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공사 구간 상부

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다양한 종류의 고층 및 저층 건물과 3차선 

왕복도로가 위치해 있고, 공사 구간 하부는 대부분이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거장이 시공되는 일부 구간에는 굴착 시 지반침

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 25m 층후의 모래층이 분포해 있어 이를 고

려한 공법 선정과 철저한 공사 및 계측 관리가 요구되는 난공사 구

간이 포함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당 현장의 정거장 구간에 적용된 주요 공

법과 2017년 3월 현재 설계변경이 추진 중인 그리고 완료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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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omson-East Coast Line T308 공구 공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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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iaphragm	wall	지하연속벽	공법

본 공법은 특수 굴착장비(Grab 방식 또는 Trench cutter 방식의 장

비)와 안정액(Bentonite)을 이용하여 지중에 연속적으로 콘크리트 

벽체를 조성하는 공법으로 Diaphragm wall(이하 Dwall)이라고도 한

다. 굴착 시 사용되는 안정액(Bentonite)은 물보다 비중이 높은 수용

액으로 굴착면의 안정은 물론 굴착면의 토사 공극에 침투하여 불투

수막(Filter cake)을 형성함으로써 구조체의 차수효과를 높여 준다. 

또한 저소음 및 저진동 공법으로 당 현장과 같이 공사 구간과 인접

하여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을 경우와 지하수위가 높고 굴착대상 

지층이 연약지반으로 굴착 시 주변 건물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 적

용하기 적합한 공법이다. 아울러 Dwall을 정거장의 본 구조물로 이

용이 가능하며, Dwall이 본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공법 대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wall은 Guide wall 설치, 굴착 및 안정액 주입, 철근망 삽입, Tremie 

pipe를 통한 콘크리트 타설 등의 순서로 시공되며([그림 4] 참조), 

당 현장의 지반조건 및 굴착깊이에 따라 두께 0.8m, 1.0m 및 1.2m

와 길이 48~66m의 Dwall이 설계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301개의 

Dwall panel 중 38개가 시공되었다(2017년 2월 23일 기준). [그림 

2] 및 [그림 3]은 각각 정거장 구간 Dwall 전체 평면도 및 입체도와 

Dwall이 적용된 정거장 구간 중 굴착규모가 가장 큰 대표 평면도 및 

단면도(G-G, BIM modeling 포함)이다.

싱가포르 공사 특성상 차량이 운행중인 도로를 점유하고 Dwall 공

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현장의 공사여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

여 향후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교통우회계획(Traffic 

diversion Plan)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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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에 적용된 주요 공법

[그림 2] 정거장(T308 Marine Terrace Station) 구간 Dwall 전체 평면도 및 입체도

연결통로 구간 Top Down 공법으로 설계변경 추진 중

[그림 3] 정거장 구간 대표 평면도, 단면도 G-G 및 BIM modeling 

G

G

※  [그림 2]내에 표기된 교통우회계획(Traffic diversion plan) Stage 1부터 Stage 4에 따라 Dwall이 시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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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SM(Wet	Speed	Mixing)	지반개량	공법	

WSM 공법은 지반의 차수, 지수 또는 지반강도 증대를 목적으로 교

반혼합 방식과 고압분사 방식을 조합한 지반개량 공법이다([그림 6] 

참조). 교반날개에 부착된 주입관을 통해 Grout재를 저압 또는 고압

으로 주입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경화시켜 지반을 고결시키는 공법

으로 정거장 슬래브 또는 최종 굴착면 하부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WSM 시공순서는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본 공법은 DCM(Deep Cement Mixing) 공법 및 JGP(Jet Grout Pile) 

공법과 달리 교반혼합 방식과 고압분사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당 현장에 분포하는 다양한 지반(F1(Fluvial sand), F2(Fluvial 

clay), E(Peat/Organic clay) 및 M(Marine clay) 등)과 N치 60까지

의 지반개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당 현장의 작업여건에 따라 

50~200Bar의 주입압과 직경 1.0~2.2m까지의 Auger가 사용될 예

정이며, 본 공법 적용을 통해 정거장 일부 구간의 연약지반을 보강

함으로써 본 굴착 전 Dwall 벽체 및 배면지반의 변위 발생을 최소화

하고, 히빙(Heaving)을 방지하고자 한다.

   

 

1. Guide wall 시공
2. Trench cutter 

장비 세팅
3. 굴착

4. 철근망 근입 5. Tremie pipe 설치 6. 콘크리트 타설

2-2.	Top	down	공법

굴착공사 전 지하구조물의 외부 벽체와 기둥을 선 시공한 후 굴착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구조물을 지상에서부터 지하로 구축하는 공

법을 Top down 공법이라 한다. 인접건물의 침하 및 변형 등의 중대

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나 도심지에서 굴착 시 발생되는 소음, 진

동 및 분진 등으로 민원발생 여지가 있을 경우와 일반적인 흙막이 

공법 적용 시 벽체 및 버팀보의 탄성변위가 허용변위를 상회할 경

우에 적합한 공법이다. 

당 현장의 경우에도 열악한 지반조건과 도심지 굴착공사임을 고려

하여 Dwall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지하구조물의 영구벽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 구간과 인접하여 도로 및 다수의 건물이 위치

하고 있어 Top down 공법이 적용되었다. 정거장 공사 구간 중 Top 

down 공법이 적용된 구간은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당 현장의 

대표적인 Top down 시공순서는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❶ Dwall → Ground improvement →  
 Barrette → King post → Decking 
 시공

❷ 99.3mRL Excavation → 
 Roof slab 시공

❸ 91.8mRL Excavation → Concourse slab 
 시공 → 82.35mRL Excavation → Base 
 slab 시공

❹ 79.4mRL Pit excavation → Pit slab 시공 
 → King post 제거 → 상부 2m Dwall 
 제거→ Decking 제거 → Backfill

[그림 5] 정거장 단면 G-G Top down 시공순서

[그림 6] WSM 장비 및 분사 전경

[그림 7] WSM 시공순서

[그림 4] Dwall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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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수주 이후 현장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공기지연 및 원가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현재까지 1

건의 설계변경(보도육교를 횡단보도로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2건

의 설계변경(정거장 연결통로 구간 공법 변경 및 말뚝재하시험 개

수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3-1.	보도육교를	횡단보도로	변경

원설계의 경우 Dwall 공사를 위해 정거장 구간에 위치하는 기존 보

도육교를 철거하고, 철거 전 Dwall 시공순서 및 교통우회계획을 고려

하여 임시 보도육교(Steel structure 형식)를 신설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임시 보도육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소음 및 진동으로 인접 

주거 단지의 피해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었으며, 공사 구간이 주거 

단지와 인접하여 장지간의 Steel structure를 시공하기 어려운 실정

이었다. 임시 보도육교의 형하고 제한으로 향후 Dwall 공사 시 공사

장비의 이동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임시 보도육교 공사를 

위한 차선 점유로 차량 운행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임시 보도육교 대비 

공사기간을 약 4개월 단축시키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공사 수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횡단보도 설치 시의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장점을 부각하여 횡단보도 시공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부각

시켰다. 또한 말뚝 공사가 불필요하므로 소음 및 진동 발생으로 인

한 인접 주거 단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보도육교 대비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아래의 [그

림 10]은 기존 보도육교 전경이며, [그림 11]은 횡단보도 설치 사진

이다(횡단보도 설치 후 기존 보도육교를 철거함).

2-4.	어스트릴(Earth	drill)	공법

원설계에 따르면 정거장 출입구 5개소(상부구조물)를 지지하기 위

해 총 59개의 현장타설말뚝이 설계되었으며, 말뚝 제원 및 위치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당사는 말뚝 시공방법 선정 시 말뚝이 시공

되는 지반조건, 시공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스드릴

(Earth drill) 공법을 제안하였다. 

어스드릴 공법은 당 현장의 지반조건과 같이 주로 지지층이 토사

층 위주인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단부에 칼형이 붙은 버켓

(Bucket)을 회전시켜 지반을 깎아 버켓 내로 끌어들인 다음 지상으

로 올려 배토하는 방식으로 말뚝이 시공된다. 굴착 중 공벽의 붕괴 

방지는 구멍 내에 채운 안정액(Bentonite)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면 근처의 공벽은 안정액을 이용하여도 붕괴 가능성이 크고, 

붕괴하면 장비가 전도되는 등의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현장에서는 지표부로부터 길이 약 6.0~12.0m의 케이싱을 삽입

하여 현장타설말뚝을 시공할 예정이다. 어스드릴 공법의 시공순서

는 아래의 [그림 8]과 같으며, [그림 9]는 시험말뚝 시공 사진이다.

표 1  현장타설말뚝 제원 및 위치 

말뚝직경(mm) 말뚝길이(m) 하중 (kN) 말뚝 총 개수

800 & 1000 45.95 ~ 64.45 2,745 ~ 5,100 59

말뚝 위치

[그림 8] 어스드릴 공법 시공순서

[그림 9] 어스드릴 공법을 이용한 시험말뚝 시공 전경

3. 설계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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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이 상당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장의 공간적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연결통로([그림 2]내 위치 참조) 구간의 시공

방안과 공법 변경을 발주처에 제안하였으며, 2017년 3월 현재 발주

처의 검토 완료 및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원안 Bottom up 공법 대비 Top down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사 중 안전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한 Roof slab 선 시공으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장비 및 자재 진•

출입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제안함으로써 원안 대비 시공성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아래의 <표 2>에는 원설계 및 변경설계 각각의 대표 

단면도와 장•단점을 나타내었다. 

표 2  정거장 연결통로 구간 원설계 및 변경설계 비교

구분 원설계 변경설계

대표
단면

설계
개요

• Bottom up 공법
• Strut 4단
• Cross wall 2단

• Top down 공법
•  Roof slab 상단 Temporary 

construction decking
•Ground improvement 2단

장•

단점

•  자재적치를 위한 추가 공간 
필요

•  Slab 타설 시 기 시공된 
Strut이 존치된 상태로 
동바리를 설치하므로 시공성 
저하

•  굴착대상 지반이 Marine 
clay이며, Cross wall이 6.0m 
간격으로 설계되어 장비 
이동성 및 굴착 시공성 저하

•  Roof slab 선 시공으로 인한 
작업공간 확보

•  Strut 및 동바리 설치가 
불필요하여 시공성 향상

•  굴착대상 지반을 균질하게 
개량하여 장비 이동성 및 굴착 
시공성 향상

3-3.		말뚝재하시험	개수	변경	제안

말뚝의 재하시험방법은 하중재하시간을 기준하여 정적재하시험과 

동적재하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재하시험은 재하방향에 따

라 압축재하시험, 수평재하시험 및 인발재하시험으로 나뉘며, 압축

재하시험에는 정재하시험과 양방향 재하시험 등이 있다. 정재하시

험은 말뚝의 시공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

으로 말뚝에 실제하중이 재하되는 것과 같이 말뚝의 두부에 하중을 

가하여 이에 따른 거동을 하중-변위 곡선의 형태로 얻어 말뚝의 지

지력을 산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다. 양방향 재하시험은 말뚝 내 

   

3-2.	정거장	연결통로	구간	시공방안	및	공법	변경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 현장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현

장과 인접하여 3차선 왕복도로와 인접 건물이 다수 위치하여 공사

[그림 10] 정거장 구간 기존 보도육교 전경

[그림 11] 횡단보도 설치 후 기존 보도육교 철거 전경



본 고에서는 Thomson-East Coast Line T308공구 현장의 정거장에 

적용된 주요 공법 및 설계변경 사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였

다. 2017년 3월 현재 당 현장은 교통우회계획에 따라 Dwall 공사를 

중심으로 본 굴착 전 지반개량 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임시 보도

육교 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2017년 말 본 굴착을 시작으로 

2018년 중순에는 터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공사 수주 이후부터 현장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현장의 원가절감, 

공기단축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바, 3장에서 언급

하였듯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싱가포르 지하철 현

장 무재해 신기록을 갱신한 업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에서의 공사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열악

한 지반조건, 작업부지 매우 협소 및 인접 주거단지의 민원 등 당 

현장의 난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두바이를 3대 허브 축으로 연결

하는 당사의 글로벌 전략이 본 현장의 수주를 시발점으로 싱가포르

에서 양질의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보며, 쌍용건설의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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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잭을 이용한 재하장치를 설치하여 상향 및 하향으로 동시에 하

중을 재하함으로써 말뚝의 선단지지력 및 주면마찰력을 분리하여 

측정 가능한 시험방법으로 말뚝시험을 위한 작업공간의 제약이 있

을 경우 정재하시험에 비해 유리한 편이다. 

당 현장의 경우 원설계사가 말뚝 종류에 따라 총 8공의 말뚝재하시

험을 제안하였으나, 4공은 차량이 운행하는 기존 도로에 위치하여 

재하시험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며, 나머지 4공의 경우에도 작업공간

이 매우 협소하여 정재하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

고 싱가포르 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의 말뚝시험 

기준에는 현장에 적용된 총 말뚝개수의 0.5% 또는 1공 중 큰 값을 

말뚝재하시험의 개수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원설계 지반조사보고

서에 따르면 말뚝이 시공되는 정거장 구간의 지층 종류 및 층후 등

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편이다. 

이러한 현장의 공사여건, BCA 설계기준 및 지반조건 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발주처에 총 4공의 말뚝재하시험을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양방향 재하시험을 적용하여 3공의 말뚝재하시험을 성공

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공도 금년 상반기 내 마무리 할 예정

이다. 이와 같이 말뚝재하시험 개수를 줄임으로써 본 시험에 소요

되는 시간과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사초기 단

계에서 다른 공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래

의 <표 3>에서는 원설계 및 변경설계의 말뚝재하시험 개수를 나타

내었으며, <표 4>는 말뚝 설계 시 적용한 물성치와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산정된 선단지지력 및 주면마찰력 결과이다.

표 3  원설계 및 변경설계의 말뚝재하시험 개수

구분 원설계 변경설계

Bored Pile 2공 3공

Barrette Pile 2공 1공

Dwall 4공 0공

합계 8공 4공

표 4  원설계 물성치 및 말뚝재하시험 결과

구분
원설계 
물성치
(fs/N)

양방향 
재하시험결과

(fs/N)
비고

주면마찰력

F1 (Fluvial sand) 2.0 3.71 Verified

F2 (Fluvial clay) 2.0 4.13 Verified

OA(D) 
(Old Alluvium) 

2.5 3.60 Verified

OA(C) 2.5 2.87 Verified

OA(B) 또는 
OA(A)

2.5 3.21 Verified

선단지지력
OA(B) 또는 

OA(A)
5,000kPa 5,479kPa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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