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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현장 개요

싱가포르 마리나 해안고속도로는 1970년대 매립한 지반에 왕복

2-1. 공사 개요

10차로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현재도 압밀 침하가 진

•프로젝트명 : Marina Coastal Expressway(Marina South 1)

행중인 불안정한 지반에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하므로, 굴착시 버

C482 Project

팀을 이용한 가시설 이외에도 굴착면 하부지반 개량을 통한 안정

•발주처 : LTA(Land Transport Authority)

성 확보가 필요한 공사이다.

•계약방식 : Fixed Lump Sum Contract

또한 당 현장은 해안과 인접하여 해수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으므

•공사금액 : SGD 929,899,570

로 가시설 벽체의 강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수에 대한

•공사기간 : 56개월(2008년 10월 31 일~2013년 6월 28일)

설계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자보수 : 18개월

일반 구간의 굴착폭은 약 54m로 Strut 공법을 적용하였고, 굴착
폭이 최대 150m인 비정형 구간은 효율적인 토압 분배를 위하여
Superbeam 및 Strut 공법이 적용되었다.
굴착깊이는 구조물 종류에 따라 14m와 26m 두 가지 경우로 각
각 2단 및 5단 Strut으로 설계되었다. 가시설 벽체는 Pipe Pile
로 설계되었으며, Strut은 지간장에 따라 Laced Double Strut
또는 Triple Strut으로, Waler는 구간에 따라 RC 및 Steel로 설
계되었다.
또한 당 현장은 Design and Build 방식으로, 굴착을 위한 계측
설계가 필수이며, 이를 기준으로 현장이 관리되므로 공기 및 원가

[그림 1] 현장 개요도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계측기는 발주처의 관
리 하에 설치되며 비용 또한 발주처가 부담하게 된다.

2-2. 주요 구조물

본고에서는 비정형 구간을 제외한 일반 구간에 대한 가시설 설계

•Twin Cell Box 구조물 : 10차선(연장 1km)

및 시공, 계측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Depress Road : 330m, Main Tunnel : 6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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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p Road : 760m/590m(2개소)

[그림 3]은 왕복 10차선 Twin Cell Box 구조물 시공을 위한 가시

•Future Stub : 110m

설 단면도이며, [그림 4]는 가시설 종단면도이다.

•Future Transit Tunnel(MRT) : 285m

사용부재는 해석단면 별로 상이하나, 대표적인 부재 제원은 아래

•Trunk Sewer : 1,135m(D=1,800mm, Semi Shield : 972m)

<표 1>과 같다.

표 1 부재 제원

3. 가시설 설계

구분

3-1. 공법 개요

제원

Temporary wall

당 현장은 Cut and Cover 공법으로 구조물을 시공하며, 가시설
은 Pipe Pile 및 Strut 공법을 적용하며, 굴착폭 54m 구간의 평면
도는 [그림 2]와 같다.

Pipe Pile D : 1,400mm / t = 14mm, 19mm

Strut

2UB - 600 × 229 × 125kg/m

Waler

UB - 800 × 300 × 210kg/m

Runner beam

UC - 254 × 254 × 89kg/m

King Post

UC - 350 × 350 × 106kg/m

Vertical bracing

UC - 152 × 152 × 30kg/m

Horizontal bracing

UC - 152 × 152 × 30kg/m

3-2. 벽체 설계
54m

가시설 벽체는 굴착시, 굴착깊이(H)에 대한 0.5% 변형 한도를 만
족시켜야 하므로, 적절한 강성의 부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당 현장에서는 직경 1.4m의 Pipe Pile(축강성 EA는 9.13
× 106 kN/m, 휨강성은 2.18 × 10 6 kN·m2/m)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두께 1.1m의 Diaphragm Wall과 비슷한 강성을 나타낸다.

155m(최대 버팀보 간격 : 6m)

이러한 가시설 벽체 설계를 위해서는 지반 물성치뿐만 아니라, 전

[그림 2] 가시설 평면도

체 구조물 시공순서, 구조물 기초 Pile 강성, Strut 강성에 대한 자
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Deep
14,288

15,562

11,562

14,288

Cement Mixing(DCM)으로 하부지반을 보강하였다.

GL 103.5m
RL 102.5m

(1) 굴착중 배면측 토사하중에 의한 히빙 방지

RL 97.0m

(2) 지중 Strut역할을 통한 가시설 벽체 변형 제어

RL 93.5m
FEL 90.4m

(3) 장비 주행성 확보를 통한 시공성 향상

[그림 3] 구조물 및 가시설 단면도

1) 지층 구성
현장의 지층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상부로부터 매립층,
Kallang Formation 및 지지층인 OA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현장 지층 구성
층후(m)

지층

7.5 ~ 23.0

Fill
Upper Marine Clay (UMC)
Fluvial Clay (F2)

11.0 ~ 40.5

Kallang Formation

Estuarin (E)
Fluvial Sand (F1)

[그림 4] 구조물 및 가시설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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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Marine Clay (LMC)

0.0 ~ 8.0

0.0 ~ 5.5

Old Alluvium

1) Strut

(D : 10 < N < 30)

Strut는 6m 간격으로, 강축 및 약축에 대한 좌굴 길이 15m로 설

Old Alluvium

계하였다. 설계시 Plaxis에서 계산된 하중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C : 30 < N < 50)
Old Alluvium(OA)
Old Alluvium

0.0 ~ 10.4
19.25 max
proven

하중을 고려하였다.

(B : 50 < N < 100)

•온도(±10℃)에 의한 추가 축력

Old Alluvium

•자중에 의한 휨모멘트

(A : N > 100)

•1.5kN/m 또는 50kN의 충격하중 중 큰 모멘트
•자중처짐 변형에 의한 2차 모멘트

2) 설계조건 및 하중계수

•0.1H(H : Strut 높이)에 대한 편심모멘트

싱가포르에서 적용하고 있는 3가지 설계조건은 <표 3>과 같으며,

계산된 축력 및 모멘트로 BS 5950:2000 3.5.1 ~ 3.5.5에 따라

지지층에 대한 배수 및 비배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Section Classification을 한 후 좌굴 검토가 이루어졌다. Strut
평면 및 단면은 [그림 6]과 같으며, 2개의 H빔을 Channel과 L
형강으로 합성한 것이다.

표 3 벽체 설계시 적용되는 설계조건
설계조건

하중계수

내용

Standard

1.4

추가 굴착 고려(0.5m)

Worst Credible

1.2

지반 물성치 20% 감소

One Strut Failure

1.05

2단 Strut 중 1단을 완전 배제하고 설계

8.5m

1.0m

A

3) 모델링 단면

A
1.0m

Plaxis를 이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모델링 단면은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6] Laced Double Strut 평면도 및 단면A-A

2) Waler
Strut는 6m 간격으로 설치되었고, 1개의 Strut 폭이 1m이므로,
Waler는 지간장 5m의 연속부재로 검토하였다. Waler Bracket
은 Pipe Pile에 설치되므로, 2개의 Pipe Pile간격인 3.22m마다
하나의 Bracket을 설치하였다. Plaxis에서 계산된 하중 및
Waler 자중에 의한 하중으로 Strut 과 같이 Section
Classification을 한 후 축력, 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단면검토
를 하였다.
설계시 LTA CDC에서 규정하고 있는 One Strut Failure도 고려
[그림 5] 모델링 단면

되어야 한다. 이것은 BS 8002 4.2.2에서 하나의 Strut이 파괴되
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3-3. Strut 시스템 검토

벽체 검토시, 2열 Strut 중 1열의 Strut가 파괴되었다고 가정하여

Plaxis에서 시공단계별로 해석된 하중으로 Strut 시스템에서 각각

벽체모멘트가 계산되었으므로, 수용될 경우 Waler 검토시에는 추

의 부재를 결정하고 검토하였다.

가적인 고려가 필요 없다. 1열의 Strut이 파괴되었다고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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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 벽체의 모멘트로 설계된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모멘트보

•Strut 자중

다 클 경우에는 Waler 검토시 [그림 7]과 같이 그 열의 Strut 중

•Strut Live Load : 1.5kN/m

하나의 Strut이 파괴되었다고 가정하여 해석한다. 이러한 경우에

•갑작스런 수직 하중 : 50kN

는 Waler의 지간이 2배가 되므로, 필요시 이를 줄이기 위해

Beam 단면 계산은 앞서 계산한 Strut 및 Waler와 같이 Section

Splay를 설치한다.

Classification을 한 후 여기에 맞게 x, y축에 대한 축력, 모멘트
및 전단력을 검토한다.
[그림 8]과 같이 Runner Beam은 King Post에 양쪽 플랜지의
회전변형이 완전 구속된 빔으로 BS 5950 4.3.5의 유효좌굴길이
는 지간장의 85%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4) King Post
King Post는 Runner Beam의 수직력 및 모멘트를 지반으로 전
달하며, Runner Beam을 좌우에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P·δ모
[그림 7] One Strut Failure 개요도

멘트를 배제하였다.
해석시 고려 하중은 다음과 같다.

3) Runner Beam

•2.5% Strut 축력에 대한 수직하중

Runner Beam은 Strut와 King Post에서 발생하는 횡방향 하중

•Runner Beam에 작용하는 1.5kN/m의 활하중

을 Bracing으로 전달하는 역할과 Strut을 수직으로 지지해주는

•Strut 및 Runner Beam 자중

역할을 하며, King Post 플랜지 양쪽으로 설치하여 대칭이 되도

•1/300의 편심하중

록 설계하였다.

King Post 설계시 고정 지점간 거리와 고정단의 지점 종류에 따

해석시 고려 하중은 다음과 같다.

라서 좌굴길이가 결정된다. [그림 9]와 같이 King Post는 최종

•Strut 축력의 1% 또는 2.5% / No. of restraint 중 큰 하중을

굴착면 하부에 Bored Pile에 근입되어 있다. 따라서 당 현장에서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재하

[그림 8] Runner Beam Restraint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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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축 방향으로 상부는 힌지지점으로 하부는 고정지점으로 설

[그림 9] King Post 고정지점 거리

계하였다. 하부 고정지점은 해석을 통하여 Marine Clay 지층에서
는 굴착시 굴착면으로부터 하부 5m로 계산되어 사용하였으며,
최종 굴착면 하부는 qu=800kPa 이상인 DCM으로 지반보강되어
있으므로 최종 굴착면 3m하부에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5) Bracing
Horizontal Bracing은 Strut의 약축 좌굴에 대한 지점역할 및
Strut에서 Runner Beam에 전달되는 횡방향력을 저항하는 역할
을 하고, Vertical Bracing은 횡방향력을 저항하면서 횡방향력이
Base로 전달되어 구조물을 안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횡방향력은 축력에 비해 많이 작으나 구조물 안정성에는 큰 영
향을 미치므로, 당 현장에서는 24m 간격으로 Bracing을 설치
하였다.

3-4. 굴착 사면 안정검토
CDC 16.7.5에는 긴 구간 굴착시 종방향으로 사면에 대한 안정성
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율은 1.2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림 11] Pipe Pile 시공전경

그러나 BCA 가시설 관련 보고서에서는 영구 구조물보다 안전율
이 작지 않도록 안전율을 1.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현

4-2. Strut System

장의 사면 안정성은 안전율 1.5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사면경사

1) Strut

는 [그림 10]과 같이 1 : 3 또는 1 : 4의 경사로 설계되었다.

길이별(12.0m, 8.5m, 3.8m, 2.65m, 1.5m, 1.0m)로 모듈화된
Laced Double Strut이 Runner Beam위에 [그림 12]와 같이 설
치된다.

GL 103.5

5m
(NO LOAD ZONE)

5m
5m

1

FEL 90.5m

DCM

10m

3

[그림 10] 굴착 사면 안정성 검토단면

4. 가시설 시공
4-1. 벽체(Pipe Pile)
가시설 벽체로 사용된 Pipe Pile의 시공은 Guide Frame에
Hydraulic Vibro-Hammer를 Crawler Crane에 매달아 시공하
였으며 [그림 11]과 같다. 시공시 지지층 근입에 어려움이 있었으
나, 필요시에는 지지층을 보링하여 근입하였다. 또한 차수를 위해
파이프 파일 시공후 그라우팅을 실시하였다.

[그림 12] Strut 모듈 및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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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rt 설치후 Preloading을 하면 하중에 의한 Strut과 Waler 사
이에 틈이 발생하므로, 얇은 철판을 끼워 완전 밀착시킨 후, Strut
을 Waler에 완전 용접으로 고정을 시킨다. Preloading은 설계단

Concrete 채움

계에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Strut force의 10~15%이다. 본고
의 해석단면에서는 1 단과 2 단에 각각 360kN, 720kN을
Preloading하였다.

[그림 15] Waler 시공전경

3) Runner Beam
Runner Beam 이음부도 완전용접을 해야 하므로, H-Beam 밑
부분 플랜지 용접시 공간협소로 작업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King
Post 주변 용접구간에는 벽체 설계시, Standard Case에서 고려
하였던 0.5m의 깊이 만큼 더 굴착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림 13] Preloading 사진

또한, [그림 14]와 같이 Strut이 한 방향으로 거동할 수 있게
Restraint Bracket이라는 Frame을 Runner Beam에 용접하
였다.

Restraint Bracket

작업공간확보

[그림 14] Restraint Bracket 설치사진

[그림 16] Horizontal Bracing 설치사진

2) Waler

4) King Post

당 현장의 Waler는 원형 단면인 Pipe Pile에 접하게 된다. 따라

King Post 설치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도 및 강축 약축 방향

서 [그림 15]와 같이 토압을 전달할 수 있도록 Pipe Pile과 Waler

이다. 수직도는 설계시 1/300H를 고려하였으므로, 수직도가 이보

사이를 콘크리트로 채워주었다. 또한, 싱가포르 지역특성 상, 비가

다 클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King Post 해석을 다시 수행하여 안

자주 오기 때문에 Waler에 물이 고여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

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지층

므로, Web부분에 작은 배수 구멍을 뚫어 주었다.

이 Soft Soil인 Marine Clay구간에는 굴착시 토압이 King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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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용하여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King Post 주변 굴착 시에는 각별히 조심하여 굴착하여야 한
다. 또한 [그림 18]과 같이 King Post 상단에 강축을 고정하여 좌
굴길이를 줄이기 위해 Tie Beam을 시공하였다.

[그림 19] Horizontal Bracing 설치사진

[그림 20] Vertical Bracing 설치사진

5. 계측 설계 및 관리
[그림 17] King Post 설치사진

싱가포르에서 계측 설계 및 관리는 현장 공기에 직접적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시설 설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
목이다.
본고에서 소개된 단면에 대한 계측 평면도는 [그림 21]과 같다.
설치된 계측기는 <표 4>와 같고, 각각의 계측용도 및 계측빈도에
대해 나타내었다.
계측 관리 기준치인 Alert Level(AL)과 Work Suspension
Level(WSL)은 설계 감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며, AL은 WSL
의 70%를 사용한다.
계측값이 AL을 넘을 경우에는 현장 직원 및 발주처에게 전화 메

[그림 18] King Post Tie Beam 설치사진

시지가 24시간 내내 한 시간 마다 전달되며, 현장에서는 AL이
넘은 계측기 주변에 어떤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주변 환경 변화는

5) Bracing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Horizontal Bracing은 [그림 19]와 같이 Runner Beam에 용접

계측값이 WSL을 넘을 경우에는 계측기가 설치된 구역 내에 모든

하여 횡방향 하중에 대해 인장부재로 저항한다.

작업이 중지되며, 설계사는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Vertical Bracing은 [그림 20]과 같이 King Post의 중심에 용접

설계감리의 재검토 및 동의를 통해 BCA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하여 횡방향 하중을 지지하고 하부로 전달한다.

후 공사를 재개한다. 따라서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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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치된 계측기 용도 및 계측빈도
번호

계측기명

용도

계측빈도

최소 설치간격 및 개수

참고문헌

25m이내 1개소 이상 설치

M & A spec for
structural work 9.11

1

Inclinometer

벽체 횡방향 변위 모니터링

공사 단계에 따라 하루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2

VW-Piezometer

굴착시 또는 Surcharge에 대한
간극수압 모니터링

공사 단계에 따라 하루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25m이내 1개소 이상 설치

M & A spec for
structural work 9.15

3

Water Standpipe

지하수위 모니터링

공사 단계에 따라 하루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25m이내 1개소 이상 설치

M & A spec for
structural work 9.16

4

Settlement Marker

굴착 및 지반 보강시
지반/구조물의 침하/히빙 모니터링

공사 단계에 따라 하루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25m이내 1개소 이상 설치

M & A spec for
structural work 9.8

5

Rod Extensometer

굴착 및 지반 보강시 지반의
침하/히빙 모니터링

공사 단계에 따라 하루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25m이내 1개소 이상 설치

M & A spec for
structural work 9.13

6

Magnetic Extensometer

굴착 및 지반 보강시 지반의
침하/히빙 모니터링

공사 단계에 따라 하루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25m이내 1개소 이상 설치

M & A spec for
structural work 9.12

7

3D prism

공사중 구조물의 변위 모니터링

공사 단계에 따라 하루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구조설계시 주요위치에 설치

Handbook of
development &
building works in rail

8

Strain Gauge

Strut 하중 모니터링

실시간

전체스트럿의 최소 15%이상 설치

CDC 19.4.5
CDC 19.4.5

CDC 19.4.4

9

Load Cell

Strut 하중 모니터링

실시간

Strain Guage 최소 설치개수인
전체 스트럿의 최소 15%중
25%이상 설치

10

Vibration Monitoring

공사 중 Pile항타 및 인발 또는
발파 등에 의한 진동 모니터링

공사 단계에 따라 하루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Base on nature of structure
and critical activity

이에 대한 Section Classification을 하여 소성까지 검토할 것인
지, 탄성부재로 검토할 것인지 판단하여 이에 맞게 설계가 진행된
다. 벽체 및 Waler 설계 시에는 국내 기준에서는 볼 수 없는 One
Strut Failure 경우가 고려되어 검토되어지며, Runner Beam과
King Post는 Strut에 0.15kN/m의 활하중과 Strut 하중의 2.5%
에 대한 횡방향 하중이 고려되어 설계된다.
Strut System 시공은 모두 연결 부위에 용접이 실시되며, 시공감
LEGEND

리의 철저한 용접검사가 수행되어진다. 또한 부재와 부재를 연결

Array
Inclinometer

하거나 부착 시에는 부재중심선에 맞추어 편심이 작용되지 않도

Inclinometer and Magnetic Extensometer

록 한다.

Vibrating Wire Piezometer
Water Standpipe
Ground Settlement Marker
Rod Extensometer
Heave Stake
3D Prism on King Post
Pipe As-built Pile No.

마지막으로 안전 시공 및 원활한 현장 진행을 위해 각 가시설 부
Strain Gauge @ Concrete Waler
Strain Gauge
Load Cell

재에 설치된 계측기는 철저한 관리 및 지속적 모니터링이 실시된
다.

[그림 21] 계측기 설치 평면도

이 넘으면 WSL 값을 재조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시설
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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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에서 사용된 가시설 공법인 Strut System 설계 및 시공,
계측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부재의 설계는 단면 두께 및 높

26

건설기술 쌍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