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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탐방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 308 공구
Construction of Marine Terrace Station and Tunnels for
Thomson-East Coast Line, Contract T308 Project

싱가포르는 전 국토면적이 718 ㎢로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국

하철과 MCE C482 지하고속도로 공사에서 보여준 기술력과

내 건설사에게는 전략적 요충지로 통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안전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주 당시, 타국 경쟁사보다 높

내놓은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지하철 노선을 기존보다 2배 이

은 가격을 적어낸 쌍용건설은 입찰 가격 순으로는 3위였으나

상 늘리기로 하고 고속도로, 철도, 항만 역시 대규모 시설의

고품질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최종 수주에 이를 수 있었다.

보수공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1.78km 구간에 총
1.34km의 쌍굴 터널을 짓는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 308 공
구(T308)도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해 쌍용건설이 2016년 수주한 이

• 발 주 처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LTA)

공사는 주간사 쌍용건설이 75%의 지분을 갖고 현대건설과 조

• 공사기간 : 2016. 01 ~ 2023. 09

인트벤처를 구성해 공사를 진행했다. 수주 배경에는 그 동안
싱가포르 발주처와 쌓아 온 신뢰도 및 다운타운라인 C92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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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 308 공구

• 공사내용 : 총 연장1.78km, 정거장 1개소, 터널 1.34km (쌍굴)
• 현장위치 : 싱가포르 남동부, Marine Parade Road

따라서, BIM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당 현장에서는 아래와

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같이 BI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
 계사에서 BIM 초기 설계모델로부터 시공모델을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하여, 시공모델을 구축하고, 이 모델에서 시공도
면 (Shop drawing)을 생산.

                                                                 

싱가포르 토목현장에서 BIM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공하는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BIM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IM은 싱가포르와 국내에서 전부
적용되고 있는데, 왜 싱가포르에서 더 활발히 적용되고 발전

-설
 계모델에서 시공모델 구축 시 발생되는 오류를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설계변경 함으로써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를 사전에 예방.
-B
 IM 모델을 각 기계, 전기 시공사와 공유하여 전기, 기계 서
비스 간의 간섭 차단.
-관
 련 업체들간 정기적 BIM회의를 통해 기계, 전기 BIM모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을 업데이트 하고, 이로부터 기계, 전기 시공도면 (CSD/SEM

▶ 배민혁 차장 (BIM관련) : 싱가포르는 2010년부터 BIM 로

drawing)을 생산.

드맵을 시작한 BIM 후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회기
반 시설인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는 BIM 없이는 설계를 진행
할 수 없을 정도로 BIM 선두국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이유를 설명하자면,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하

-B
 IM 모델의 시각적인 정보를 공사 담당자들과 공유를 하여
시공의 이해도 증진.
-B
 IM모델로부터 얻어지는 물량 정보로 공사계획 수립 및 발
주처 클레임 등에 활용.

나의 통합된 BIM Guide Line을 제시하고, 발주처에서 발주하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발주되는 향후 프로젝트는 설계

는 공사의 특성을 살려 필요에 맞는 시방을 아주 자세히 제시

BIM모델을 건설청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만 시공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BIM

수 있습니다. 또한, 4D (공정관리, Simulation), 5D (비용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사가 BIM을 따를 수

Quantity Take-Off), 장비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는 것을 시

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 처음으로 BIM을 도입한 목적을 2가지로 요약해 보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단계부터 시공

면, 첫째, 시공 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도면간의 차이가 없는
같은 도면을 만드는 것 (Clash Zero), 둘째, 준공 후 유지관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BIM을 적용하여
이를 통해 프로젝트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준공모델 및 도면을 구축하
는 것입니다.
                                                                 

정거장 굴착을 위해 D-Wall을 시공하고 이를 정거장 본 구조
물로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D-Wall 품질 향상을 위한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김기철 과장 (D-Wall관련) : D-wall 공법은 저소음 및 저진
동 공법으로 공사 구간에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을 경우나 지
하수위가 높고 굴착대상 지층이 연약지반으로 굴착 시 주변
건물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 적합한 공법이며, 이는 국토 면적
BIM 도면으로 전기, 설비 간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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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소하고 공사구간 대부분이 연약지반으로 구성된 싱가포
르 공사현장에서 이 D-wall 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D-wall 시공 시 품질향상을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굴착

단계별 검측을 통하여, 철근망 및 커플러가 도면에 명기된 위

시 수직도 확보입니다. 당 현장과 같이 D-wall이 정거장의 본

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방 규정에 따른 스페이서

구조물로 이용되는 경우 올바르지 못한 수직도는 추후 정거

를 설치하여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 내벽 작업에 영향을 미치며, 지수 역할을 저하시키므로, 올
바른 안내벽(Guide Wall) 시공, 숙련된 인력 투입 및 굴착 완료
후 공벽 수직도검사(Koden test) 등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액(Bentonite)의 품질관리입니다. 굴착부터 콘크리
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액을 섞은 수면을 항상 최상단
부까지 유지하고 공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액의 품

당 현장은 Build Only 계약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
니다. 계약 및 VO (Variation Order) 관리 측면에서 DesignBuild 계약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은 향후 구조물의 품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허준 과장 (계약방식 관련) : Build Only 계약은 발주처가

이므로, 현장에서는 수시로 안정액의 사분량, 점성, 비중, PH

설계를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설계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디자인에 대한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

셋째, 지수재(Water stop) 설치 및 철근망 근입 관리입니다.

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계가 이미 정해진 상

지수재가 올바르게 시공되지 못할 경우, 시공 조인트를 통한

태에서 시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지하수의 유입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향후 구조

는 문제들, 혹은 시공 업체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

물 내부 굴착 작업 시 공정 지연 및 보수작업에 추가적인 시간

(knowhow) 등을 디자인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

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철근망 근입 시

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도면을 수령하

D/Wall 시공을 위한 굴착장비 및 Backup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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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즉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상의 문제 또는 설계의 오류,

▶ 박상욱 부장 (작업구간 확보 관련) : 싱가포르에서는 통상

구조물과 전기, 설비와의 Interface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검

적으로 공사 중 기존도로 차선수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토해야 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발주처에 질의, 확인 및 수

런데 당 현장은 정거장이 들어서는 도로 양쪽에 콘도와 주공

정 요청을 하여 시공 지연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붙어 있어서 작업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시 계약서에 명기된 절

래서 현장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고정관념을

차에 따라 발주처에 통보하고, 협상을 통해 합당한 공기 연장

깨고 왕복 6차선 도로를 5차선으로 줄여보도록 시도하기로

을 인정받음으로써 지체보상금이 청구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

했습니다. Traffic Consultant를 통해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

지해야 합니다.

고, 도면을 준비해 발주처를 설득하고, 현장 관할 국회의원 사

또한 계약도면과 실시설계도면 사이의 변경사항이 확인될 경

무실(고척동, 에드윈통)까지 찾아가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지

우, 설계 변경(Variation Order)에 따른 추가 비용 여부를 검토

역 주민들 설명회까지 거친 후에 결국 정거장 전 구간에 걸쳐

후 발주처와 적극적인 금액 협의를 통해 현장 원가개선이 될

1개 차선을 줄이는 것을 승인 받았습니다. 줄어든 차선폭만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구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기도 단축하고 원가도 절감하
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고민하고 지속적으

                                                                 

싱가포르는 공사 중에도 기존도로 차선 수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SIMTEC 현장에서는 1개 차선을 줄였다고 들
었습니다.

당초 왕복 6차선 도로를 왕복 5차선으로 줄여 원가절감 및 시공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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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전하고 부딪히면 원하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