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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현장탐방
글 방준호 ＼ 공학박사 ＼ SIRIC 현장 차장 ＼ 전화 +65-6572-9675 ＼ E-mail jhbang95@ssyenc.com

1. 개요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SIRIC 현장)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 북동부의 Bukit Panjang지역과 남부
중앙지역에 위치한 도심지하철 1단계(Downtown Line Stage 1)
의 Bugis Station을 연결하는 도심지하철 2단계(총 연장 46km)
의 마지막 구간인 약 1.1km의 복선 지하철을 건설하는 공사로 싱
가포르 역사 이래 최대 공사금액의 지하철 공사이다.
본 현장은 [그림 2]와 같이 Rochor Station과 Little India
Station, NATM 터널(Mined Tunnel), 개착식 터널(Cut & Cover

[그림 1]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현장위치

Tunnel) 및 실드TBM 터널(Bored Tunnel)로 구성되며, 현장 주
변으로 크고 작은 건물과 Rochor Canal이 인접해 있고 현재 운
행 중인 MRT 동북선(North East Line) 아래를 3~5m 하부에서
근접 관통하여 지하철을 시공해야 하는 전형적인 도심지 공사구
간이다.
또한, 신설되는 Rochor Station 상부에 6차선의 지하고속도로
(Future Underground Infrastructure, 이하 FUI) 중 약 160m를

[그림 2]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노선현황

정거장과 병행하여 선시공하여야 하며, 현재 Bukit Timah Road
사이에 위치한 Rochor Canal의 영구 이설(Realignment of

1-1. 공사개요

Rochor Canal)과 지하철 터널 및 정거장 시공을 위한 작업 공간

1) 공사명 :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ations and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이설(Traffic Diversion)을 여러 단

Tunnels at Rochor and Little India For

계에 걸쳐 병행해야 하는 난공사 구간이다.

Downtown Line Stage 2

본고에서는 921공구의 주요 진행상황, 적용공법, 지질현황 및 계

2) 발주처 : LTA(Land Transport Authority)

측관리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3) 계약 방식 : Fixed Lump Sum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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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 금액 : SGD 803,334,477
5) 공사 기간 : 81개월(2009년 6월 18일 ~2016년 3월 30일)
6) 하자 보수 : 준공 후 18개월

1-2. 과업범위

DTL Stage2
C921

1) Mass Rapid Transit : 연장 1.065km
LEGEND :
Kallang Formation
Old Alluvium
Jurong Formation
Bukit Timah Granite
Gombak Norite
Filled Land
Fault

① Rochor Station/Little India Station : 연장 184m/192.6m
② Cut & Cover Tunnel : 연장 337.2m
③ Mined Tunnel : 연장 58.4m, 직경 6m
④ Bored Tunnel : 연장 292.8m, 직경 6m

[그림 3] 싱가포르의 지질도

2) Realignment of Rochor Canal(Permanent Canal) :
연장 1.156km, 폭 8.9~20.8m
3) Future Underground Infrastructure : 연장 158m, 폭 35.6m

2. 지층 및 지질 특성
싱가포르의 지질은 크게 5가지의 대표지층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싱가포르 섬의 중앙 북부지역에서는 Bukit
Timah Granite와 Gombak Norite로 대표되는 화성암이 나타
나고, 사암(sandstone), 실트암(siltstone), 석회암(limestone) 등
의 퇴적암과 풍화잔류토로 이루어진 Jurong Formation(이하 JF)
은 서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고결화된 모래질 퇴적층인 Old
Alluvium(이하 OA)이 동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암편과
전석이 혼합된 단단한 점토층인 Fort Canning Boulder Bed(이

[그림 4]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지질분포

하 FCBB)가 중앙비지니스 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을 중
심으로 분포하며, 중앙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Alluvium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굴착에 의한 인접지반의 침하유발과 지

Member(이하 F1, F2)와 Transitional Member(이하 E), 그리고

반융기(Ground Heave)와 같은 공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Marine Member(이하 MC)로 구성되는 Kallang Formation(이하

F1층(모래퇴적층)과 MC층(해성점토층)이 깊게 분포하는 특징을

KF)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보이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현장은 싱가포르에서 분포하고 있

지역적으로 지층 현황을 살펴보면 Little India Station과 Mined

는 다양한 지질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Fill층, KF층, OA층,

Tunnel 구간에서는 OA층과 FCBB층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FCBB층 및 JF층이 혼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암편(Rock Fragment)과 전석(Boulder)이 빈번히 나타나는

본 현장의 지층분포는 LTA에서 제시한 GIBR(Geotechnical

FCBB층이 상당히 두껍게 나타나고 있다. Cut & Cover Tunnel

Interpretative Baseline Report)와 추가로 시행된 지반조사

구간에서는 현장의 서쪽 지역은 FCBB층이, 나머지 동쪽 지역은

(Additional Soil Investigation)를 통해 파악되었는데, 싱가포르의

OA층이 분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지층분포와 대동소이하다.

한편, Rochor Station과 인근 구간에서는 F1층이 약 6~9m, MC

본 현장의 노선 상 대표적인 지층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층이 약 20~40m 두께로 나타나고 있고 그 하부로 OA층이 분포

전 구간에서 Fill층과 KF층이 고루 나타나고 있다. 특히 KF층은

하고 있으며, Bored Tunnel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OA층 두께가

Little India Station에서 Rochor Station 방향으로 점차 깊어지

작아지는 반면에 MC층이 점차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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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의 지지력을 확인하였다. [그림 7]은 도로 이설 이후 전경

3. 도로 이설을 위한 Canal Decking

을 나타낸 것으로, 도로 이설 후 확보된 부지에서 각종 흙막이 가
본 현장의 노선은 Little India Station 구간과 Cut & Cover

시설 및 현장타설말뚝 시공을 진행하였다.

Tunnel 구간에서는 Bukit Timah Road의 South Bound를 따
라 지나게 되고, Rochor Station 구간에서는 Bukit Timah Road
의 North Bound를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 6]에

15500

ROAD EDGE LINE

70~100THK PREMIX

서와 같이 기존 Rochor Canal이 Bukit Timah Road 사이에 위
치하고 있어 흙막이 가시설 및 기타 공사를 위해 부지확보가 필요

PANEL INSTALLTION
SEQUENCING NUMBER
SECTION TYPE C2 : 19.2m MAX

한 상황이다.
CANAL

이에 본 현장에서는 기존 Bukit Timah Road를 통과하는 교통흐
름을 이동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존 Rochor Canal(폭
16~18m)를 복개하는 Canal Deck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TYP. DECK SECTION VIEW FOR TYPE C2
1:50

[그림 5] Canal Decking 대표단면도

5]는 Canal Decking 대표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3.5~4.0m 간
격으로 기존 Rochor Canal 외부에 Deck Post를 설치하고
Deck Post 위에 Main Beam과 Secondary Beam을 설치하며
이 위에 공장제작한 길이 12m의 Deck Plate를 시공하여 최종적
으로Canal Decking을 완성하게 된다.
<표 1>은 Deck Post, Main Beam, Secondary Beam과 Deck
Plate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본 Canal Decking은 오랜 기간 동
안 이설된 차량 등 교통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단순
한 가설구조물이 아니라 영구교량의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약

[그림 6] Canal Decking 설치전경

1km 정도의 교량 시공시 소요되는 물량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재
가 투입되었다.
[그림 6]은 Little India Station과 Rochor Station 구간에서 시행
되고 있는 Canal Decking 전경을 나타낸 것으로, 항타장비를 이
용하여 약 490개의 Deck Post 항타작업을 진행하였으며,
Decking 작업에 사용되는 항타기 및 크레인 장비의 점유 공간
부족으로 인해 기 시공된 Decking 위에서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Decking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Deck Post 설치 후에는 설계
하중의 지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LTA 시방규정에 따라

[그림 7] 도로 이설(Traffic Diversion) 이후 전경

PDA(Pile Driving Analysis)를 총 15회 실시하여 설계하중의 2

4. 흙막이 가시설
표 1 Traffic Decking 제원
구분

제원

근입깊이

설치간격

싱가포르에서의 흙막이 벽체에 대한 변위관리 기준은 인접건물과

Deck Post

UC400×400

20~50m

3.5~4.0m

의 근접도 및 지반조건에 따라 굴착 깊이의 0.5~1.0%로 제시되

Main Beam

UB610×324

-

3.5~4.0m

어 있는 싱가포르 건설청(Building & Construction Authority,

Secondary
Beam

UB914×305, UB914×419,
UB1016×305

-

15~20m

Deck Plate

폭 1~2m, 길이 12m, 두께 200mm

-

-

이하 BCA)의 허용 벽체변위 관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현장은 싱가포르 남북을 관통하는 Bukit Timah road
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크고 작은 건물과 기존 Rochor Cana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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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의 흙막이 가시설은 이러한 엄격한 LTA 관리기준을 만족
하고 향후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한 지하굴착 시 가설벽체로서의 역

40mm

25mm

45mm

25mm
70mm

55mm

85mm

50mm
45mm

25mm

100mm

85mm

45mm

100mm
80mm

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하철 구조물 벽체로 사용하도록 강
성이 큰 지중연속벽(Diaphragm Wall)을 적용하였으며 7~8단의
스트러트(Strut)를 설치하여 흙막이 가시설을 지지하도록 설계되
었다([그림 10~13] 참조). 또한, 흙막이 가시설 상부에는 Deck
Post Pile로 지지되는 Construction Declining을 설치하여 각종

[그림 8] LTA 최대 허용벽체변위 기준

자재의 적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2>는 본 현장에 적용
된 흙막이 가시설 제원이다.
Land Transport Authority

Main Contractor

Design Consultant

Geotechnical Interpretative
Baseline Report(GIBR)

Additional Soil Investigation

Additional Soil Investigation
Plan
50m

Factual Geotechnical Report
Geotechnical Interpretative
Report
Conservative Parameter
for ERSS Analysis

Geological Model
for ERSS Analysis

Worst Credible Parameter
for ERSS Analysis

ERSS Design
- Conservative Case
- Worst Credible Case
- One-Strut Failure Case

40m

NG

D-Wall(폭 1.2m)

OK

[그림 10] Little India Station의 대표적인 가시설 단면도

Wall Deflection
< Allowable Wall
Deflection Limit >

End

[그림 9] 흙막이 가시설 설계 절차

인접해 있는 전형적인 도심지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발주처인 싱
가포르 국토교통국(Land Transport Authority, 이하 LTA)에서는
[그림 8]과 같이 BCA 기준보다 강화된 허용 벽체변위 관리기준
을 제시하였다. [그림 9]는 본 현장에 적용된 흙막이 가시설 설계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지하연속벽체 시공 전경

표 2 흙막이 가시설 제원
구분

위치

제원

근입깊이

설치간격

비고

Earth Retaining Wall
(Diaphragm Wall)

Little India Station
Cut & Cover Tunnel
Rochor Station

T=1.2~1.5m
T=1.2m
T=1.2m

30~40m below Ground Level
30~50m below Ground Level
30~50m below Ground Level

-

T-panel(변위 제어)
Cross Wall(변위 제어)

Strut

Little India~Rochor

2/UB 610×174, 2/UB 610×229
2/UB 610×324

-

수평 6.0m, 수직 3.5m

7~8단

Waler

Little India~Rochor

UB 600×229, UB 600×324
UB 800×300

-

-

-

King Post

Little India~Rochor

UC 350×350
D=0.9m(Bored Pile)

3~19m below Formation Level

-

-

Deck Post

Little India~Rochor

UC 400×400,UC 356×406
8~20m below Formation Level
D=0.9~1.1m(Bored Pile)

-

-

50

건설기술 쌍용

지상에는 왕복 10차선 도로와 폭 18m의 수로가 있고, 공사기간
동안 여러 번의 도로 이설(Traffic Diversion) 후 조금씩 작업 공
간을 만들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좁은 시공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공법의 선정이 필요하였다. 당초 입찰시 지반보강공법으로
DCM(Deep Cement Mixing) 공법이 제안되었으나 이 경우 추가
적인 장비와 부속 플랜트로 작업공간의 제약이 있고 긴 양생과정
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며, DCM 작업 중 발생하는 압력으로
[그림 12] Little India Launch Shaft에서의 Ring Beam 및 Strut 설치전경

인하여 지반의 융기가 발생하는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심지
공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싱가포르에서는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한 지하굴착 시 까다로운 수

이에 본 현장에서는 연약지반이 깊게 분포하고 있는 지질조건과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각 구간별로 해석단면을 결정하고

좁은 공간에서 시공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다른 공정과 연

시공순서를 정하여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한 후 이를 설계감리인

계성이 높은 방법을 강구하여야 했고 도심지 공사 특성으로 인한

AC(Accredited Checker, 이하 AC)의 승인과 BCA 승인을 얻는

주변 구조물의 피해가 없어야 하는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Cross

다. 이 때 AC 및 BCA의 승인과정은 원칙적으로 각각 최소 1개

Wall 공법을 지반보강공법으로 채택하였다. Cross Wall 공법은 주

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밀한 설

공정인 D-Wall 장비와 부속 플랜트를 그대로 이용 할 수 있어 좁

계일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은 공사부지에 추가 설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아 공기단축, 시공

또한, 설계사(Qualified Person for Design, 이하 QPD)는 BCA

성 향상 및 안정성 개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반보강공법이다.

로부터 승인받은 설계를 기반으로 시공도면(Construction

<표 3>은 DCM공법과 Cross Wall 공법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Drawing)을 시공감리(Qualified Person for Supervision, 이하

본 현장에 적용된 Cross Wall 공법은 지중에 대략 6m 길이로 서

QPS)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비로소 굴착을 진행할 수 있다.

로 마주보게 선시공된 지하연속벽체 사이에 [그림 14]와 같이 폭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지하굴착 시 AC, QPS와 QPD의 사전승

1m의 안내벽(Guide Wall)을 설치하고 Grab이나 BC Cutter 장

인을 받은 굴착승인서(Excavation Permit)가 필요하다.

비를 이용하여 약 20여 m의 깊이까지 굴착을 한 후 지중에 폭
1m, 두께 10m의 무근 콘크리트 벽체를 시공하는 공법이다. 이
콘크리트 벽체는 향후 지하 단계굴착 중 스트러트(Strut) 설치를
위한 지반 굴착 시나 선행하중(Preloading)을 시행하기 전에 발
생하는 측방변위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표 3 지반보강공법 비교

[그림 13] Little India Station에서의 Strut 설치전경

구분

DCM(Deep Cement Mixing)

시공법

물과 시멘트를 혼합한 고화재를
DCM 특수교반기를 이용하여
지반내에 개량체를 형성

기존의 지하연속벽 시공장비를
이용하여 지하 20m 깊이로
굴착을 한 후 무근 콘크리트
벽체를 형성

장점

넓은 공사부지의 연약지반 개선
공법에 적합한 조건을 가짐.
비교적 저렴한 시공단가를 가짐.

기존 장비와의 연계성으로 새롭게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기가
단축됨. Trial Test가 필요 없음.
시공 후 바로 후속공정이 가능함.

단점

지반융기(Ground Heave)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Trial test 후 Coring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DCM 공법보다 시공단가가
비교적 고가임.

5. 지반보강
본 현장의 Rochor Station 구간은 지반조사 결과 싱가포르의 대
표적 연약지반인 MC층이 약 20~40m 정도로 상당히 깊게 분포
하고 있어 지하굴착 중 발생하는 과다측방변위를 제어하기 위해
연약지반 개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본 현장의 특성상

Cross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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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d Pile

Cross Wall

[그림 15] Rochor Station에서의 Bored Pile Layout

[그림 14] Rochor Station에서의 Cross Wall Layout 및 Section

6. 현장타설말뚝
본 현장의 현장타설말뚝(Bored Pile)은 직경 0.8~2.2m, 길이

[그림 16] Bored Pile 시공 전경

10~50m인 철근 콘크리트 말뚝으로 그 수량은 227개이며,
Rochor Station 기초, Permanent Canal 기초 및 FUI 기초에 적
용되고 있다. <표 4>는 본 현장에 적용되는 현장타설말뚝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현장타설말뚝 제원
위치
Rochor
Station
Permanent
Canal
FUI

수량

제원

말뚝길이(지지층)

비고

60

직경 1.5~2.0m

10~40m
(OA층)

-

120

직경 0.8~1.0m

17~35m
(OA층 또는 JF층)

-

20~53m
(OA 층)

구간별로 North Pile,
Centre Pile,
South Pile에 적용

47

직경 1.5~2.2m

[그림 17] 말뚝재하시험(PLT) 전경

시 지지층으로 고려된 OA층, FCBB층 및 JF층을 대상으로 각 1
회씩 말뚝재하시험(Preliminary Pile Load Test)을 시행하였는데,

LTA 발주공사에서는 말뚝 설계시 적용된 설계정수를 검증하기

이 때 적용된 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3배인 약 2,500~3,500ton

위하여 말뚝의 본 시공전에 PLT(Preliminary Load Test)를 수행

의 상당히 큰 하중을 재하하였다.

하도록 시험방법과 적용 횟수를 시방서(LTA Civil Design

PLT로 산정된 계측결과를 토대로 설계에 적용된 설계정수를 검

Criteria, 2009)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현장에서는 말뚝 설계

증한 후 본 말뚝을 시공하는데, 이 때 설계하중의 1.5배를 시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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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Bored Pile 관련 시험
구분

Preliminary Load Test

Working Load Test

Sonic Coring Test

Sonic Logging Test

계획

3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완료

3개소

-

-

-

중으로 하는 WLT(Working Load Test)를 시행하여 말뚝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설계하중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시공된 말뚝에 대한 Sonic Coring Tset와 Sonic
Logging Test를 실시하여 말뚝의 건전도(Integrity)를 평가하게
된다(<표 5> 참조).

7. 구조물 계측 및 침하 관리
싱가포르의 LTA 발주공사에서는 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QPD

Inclinometer 설치위치

[그림 19] Little India Station 에서의 계측기기 배치도

의 계측설계에 따라 각종 계측기기를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고, 모
든 계측기기에 대한 초기값을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측관리
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 QPD는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지반에 대한 침하 해석과 주변 구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ROCHOR STATION
LAUNCH SHAFT
BORED TUNNEL
EXPO BOUND
BUKIT PANJANG BOUND

통해 공사영향범위(Influence Zone)를 [그림 18]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예정 구조물의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계측

3D 프리즘
DT13 BUGIS STATION
RECEIVING SHAFT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계측계획은 구조물의 설계
도서(구조 및 지반설계)에 포함되어 AC와 BCA에 제출되고 승인
을 득하게 된다.

3D 프리즘 설치위치

TUNNEL INSTRUMENTATION
ARRAY
SCALE 1:50

[그림 20] Bored Tunnel 구간에서의 계측기기 배치도

본 현장에서 적용되는 계측관리는 Ground/Building
Instrumentation, Diaphragm Wall Instrumentation, Strutting

한편, 본 현장에서는 추가 지반조사를 통해 Rochor Station 지역에

Instrumentation, Utility Instrumentation, Mined Tunnel

서 투수계수가 비교적 큰 모래질 퇴적층인 F1층(k=1×10-5m/sec)

Instrumentation 및 Bored Tunnel Instrumentation 등 7가지의

이 약 6~9m 두께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F1층

범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 19]와 [그림 20]은 대표적인

은 흙막이 지하 굴착시 지하수의 유출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와

Diaphragm Wall Instrumentation 및 Bored Tunnel

이로 인한 구조물의 이상징후(균열, 기울어짐)를 발생시킬 가능성

Instrumentation 계획을 나타낸 것이며, 본 현장의 주요 계측항목

이 상당히 높은 지층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굴착작

은 측방변위, 지표침하, 지반융기, 간극수압, 지하수위, 구조물 기

업 이전에 약 110여 공의 주수정(Recharge Well)을 배치하여 지

울기 및 균열 등이다.

하 굴착에 따른 주변 지반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각각 Recharge Well의 배치 계획과
설치단면 예를 나타낸 것이다.
영향범위

Recharge Well 설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
저 시추장비를 이용하여 Recharge Well Pipe의 최종 설치심도
까지 천공하고 여기에 직경 50mm의 PVC Pipe를 설치하게 된
다([그림 23] 참조). Pipe 설치 후 실제 가동시 지중으로 물이 적
절하게 주입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현장투수시험(Falling

[그림 18] C921 공사로 인한 영향범위(Influence Zone)

Head Perme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주입구간에서의 투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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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기준 지하수위(Base Water Level : Piezometer와 Water
13~28 Recharge Well

29~74 Recharge Well

Stand Pipe로 결정)보다 측정된 지하수위가 0.5m 이상 하강하
면 그 시점에 Recharge Well을 통해 물을 강제로 지중(F1층)에
75~98 Recharge Well

주입하게 된다.

8. 결론
1~12 Recharge Well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사(SIRIC 현장)는 2009년 싱
[그림 21] Recharge Well 배치도

가포르 정부에서 발주한 지하철 프로젝트 중 최대 금액의 공사로,
싱가포르의 3대 관광지인 Little India에서 지하철 터널 및 정거
장 시공과 함께 Bukit Timah Road 사이에 위치한 Rochor
Canal의 영구 이설과 지하철 터널 및 정거장 시공을 위한 작업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이설을 여러단계에 걸쳐 병
행해야 하는 전형적인 도심지 공사이다.
본 현장은 현재 지하철 터널 및 정거장 외벽으로 사용되는 지하연
속벽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각 구간별로 지하 굴착 및 Strut와
Construction Decking의 설치, 현장타설말뚝 및 영구수로 시공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본 현장은 2011년 5월 3일부로 무재
해 3백만 시간을 돌파하였고, RoSPA(The 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Accidents) 2011 Achievement부문 Gold
Award와 LTA ASAC(Annual Safety Award Convention)
2010 Safety 및 Environment 부문에서 각각 Merit Award를 수

[그림 22] Recharge Well 설치단면

상하는 등 공정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도심지하철 2단
계 현장 중 가장 우수한 현장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SIRIC 현장은 건설의 벤츠를 지향하는 우리 쌍용건설의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이곳 싱가포르에서 명품 지하철 창조에 매
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건설강자로 뻗어 나
갈 수 있는 쌍용건설의 첨병으로서 현장직원들은 또 하나의 신화
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그림 23] Recharge Well 설치 전경

가 1×10-5m/sec인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설치 및 시험과정은
시공사와 QPS가 공동으로 감독 관리하며 Installation & Test
Record에 사인을 함으로써 최종 완료된다. 본 현장의 경우는 향
후 Rochor Station 구간에서 지하 굴착이 진행되면서 사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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