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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카라치항 15~17A 선석 재건공사(KAPO-2)
현장탐방

글 정욱현 ＼ KAPO-2 현장 차장 ＼ 전화 +92-321-389-2572 ＼ E-mail bbagi@ssyenc.com
글 유재석 ＼ KAPO-2 현장 대리 ＼ 전화 +92-321-389-0123 ＼ E-mail seese1@ssyenc.com

및 클레임 승인지연 등 많은 난관에 부딪혔으나 ‘쌍용’이라는 자긍

1. 머리말

심을 바탕으로 모두가 본인들의 위치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려준 결
당 현장은 파키스탄 남단, 금융산업의 중심도시 카라치에 위치하고

과 2017년 5월 25일 2단계 공사도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

있으며 파키스탄 전체 해상 교역 물동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본 고를 통해 우리 현장에 적용된 시공방법 개선 및 설계변경 사례

카라치항을 전세계의 현대화된 선박을 수용할 능력을 갖춘 최신 항

를 소개하고자 한다.

만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 부두 재건 공사이다. 본 공사는 노
후화된 기존 부두 안벽시설 재건공사로써 총 연장 932m이며 공사
금액은 약 1억$(USD)이다.
당사는 본 공사 수주 전 이미 10~14번 선석을 재건하는 공사를
2007년 8월, 약 1억$(USD)에 수주하여 2012년 4월 30일 1단계 공사
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4월,
2단계 공사인 ‘카라치항 15~17A 선석 재건공사’를 최저가 입찰자가

2. 공사개요
표1

파키스탄 카라치항 15~17A 선석재건공사(KAPO-2) 공사개요
공사명
발주처
시공사

재 원
공사금액
공사기간

아님에도 불구하고 1단계 공사에서 보여준 우수한 시공능력을 인정
받아 추가 연계 수주 하였다.

주요공사내용

Reconstruction of Berths 15~17A Including SRB's 1&2
Karachi Port Trust(카라치 항만공사)
쌍용건설㈜ 70% & 동양건설산업 30% JV
※ 쌍용건설㈜ 100% 위임시공
World Bank
8,388,109,158 PKR(약 1억$(USD))
2012.07.02 ~ 2017.05.25
· 노후화된 기존부두 안벽시설 재건공사(총 연장 : 932m)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 896본
· Front Capping Beam : 22Span(선박 접안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 기존 잔교 시설물 철거 : 3개소

[그림 1] 파키스탄 지도

우리 현장 직원들은 지난 5년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저 지장물로
인한 공사 지연, 감리단의 설계변경 승인 지연, 발주처의 공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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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장 위치도

3.	대구경, 대연장 철근망 제작 및 설치

3-3. 철근망 제작 및 인양 관련 당초 및 변경 설계 세부

공법 개선

표 2 철근망 제작 및 인양 공법

3-1. 개 요
당 현장 주요 공종 중의 하나인 Front Wall Piling(현장 타설 콘크리
트 말뚝(해상부))에 사용되는 무게 30ton의 철근망을 원 설계대로
제작 및 설치 시 해당 공종 지연 및 원가 상승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철근망 제작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근망 인양 및 설치 공법을
개선하여 원가 절감 및 시공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3-2. Front Wall Piling 시공 순서

당초 설계
①	3개의 철근망을 각각 제작 후
각각의 주철근(Φ40mm)을 1.7m
겹이음하여 일체된 철근망 제작
※ 본당 136개 겹이음
(일평균 0.8개 제작)

변경 시공
①	철근 나사선 가공 및 파키스탄
현지에서 Coupler 제작 후
Coupler를 통한 철근 이음
※ 본당 136개 이음
(일평균 2개 제작)

②	Crane 1대로 철근망
인양 및 설치
※ 철근망 처짐 및 휨 현상 발생

②	Pulley System을 활용하여 Crane
2대(150t&100t)를 통해 철근망
인양 및 설치

3-4. 철근망 제작 및 인양 개선공법 시공 순서
MAIN CRANE

500

CASING DRIVING BY VIBRO HAMMER

Vibro Hammer

SERVICE CRANE

Front Pile Casing

▽Level +4.0m

H -BEAM

① 커플러 제작

7500

Post Pile
Level +4.0m

Crawler Crane

(300 × 300 × 15 × 10mm)

SEA SIDE

① Steel Casing 항타

② 철근 나사선 가공

3000

6000

BORE THE SOFT STRATA &
DRIVE THE CASING COMPLETELY

35000

Sea Bed Level -8.0m

6000

▽Level -11.0m

6000

6000

Existing Quay Wall

Crawler Crane
Hammer Grab

▽Level +4.0m

SEA SIDE
Existing Quay Wall

③ 철근망 제작

④ 철근망 인양

Sea Bed

② Hammer Grab을 활용한 Soft Strata 굴착

Leader

Crawler Crane

3-5. 개선 효과
1) 철근망 제작 속도 향상

BORE THE HARD STRATA

- 당초 : 일평균 0.8개 / 변경 : 일평균 2개 제작 → 2.5배 향상

Auger

2) 철근망 설치 시작 단축

ROD
▽Level +4.0m
SEA SIDE
Existing Quay Wall

Sea Bed

③ Screw Auger를 활용한 점토층 굴착
LOWER THE CAGE

- 당초 : 본당 4시간 / 변경 : 본당 30분 → 1/8배 시간 단축

3) 겹이음부 철근 손실 제거를 통한 원가 절감
4)	콘크리트 타설 시 겹이음부 주철근 간격(Φ65mm) 협소에
따른 재료분리 현상 제거

Steel Cage
Crawler Crane
▽Level +4.0m

4. Stiff Clay 층 굴착 시공방법 개선

SEA SIDE
Existing Quay Wall

4-1. 개 요
Front Wall Pile 시공 구간 지층은 해수면으로부터 (-)16m Level 까

Sea Bed

④ 철근망 삽입
CONCRETE POURING

지 Soft Strata, (-)32m Level까지 Hard Strata로 구성되어 있다. Stiff
Clay로 구성되어 있는 Hard Strata를 굴착 시 현장 타설 말뚝에 주
로 사용되는 RCD 공법(Reverse Circulation Drill)을 사용하여 굴착을

Transit Mixer

Concrele
Pump Car

Treime

▽Level +4.0m
Existing Quay Wall

SEA SIDE

시도하였으나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투입비 과
다로 인해 원가에도 큰 부담이 되었다.

Sea Bed

⑤ Concrete 타설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파키스탄 현지에서
Screw Auger를 직접 고안 및 제작하여 상기 공종에 활용하였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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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작도면 및 시공사진

5-2. 시공순서

FLIGHT Φ1900 × 25T × 700P

3000

2005

700

25

PIPE Φ114.3 × 13.5T

Φ1900
1200Φ

Φ1900

JOINT SP6-240H FEMAL

Existing Embankment

SPS-240H

EXCAVATED AREA
BIT FLIGHT Φ1200 × 70T × 2000P

UGER TIP

FLIGHT Φ318.5× 25.4T

JOINT SPG-240H MALE

FLIGHT Φ1900 × 25T × 700P

① Crane 진입로를 위한 가시설 설치

[그림 3] Screw Auger 제작도

Crane Wire
Vibro Hammer
Crawier Crane

Temporary Casing

Existing Embankment

Existing Piles

Level -23.00m

② 임시 Casing 설치
Crane Wire
Vibro Hammer
Pumping Out Material
Air Compreesor

Crawier Crane

Welded Plate
Hose Pipe
Compressor Pipe
Existing Pile

Existing Embankment

Temporary Casing (Φ2.0m)

[그림 4] Screw Auger 시공사진

Abnormal Pile (Φ1.0m)
Disturbed Area by Pumping
DiSystem (Φ500mm)
Bore Hole by Pumping
DiSystem (Φ300mm)
Normal Pile

Abnormall Pile

4-3. 개선 효과

③ Air Compressor를 이용한 말뚝 주변 교란

1) 생산성 향상

Crane Wire
Vibro Hammer

- 당초 : 일 평균 0.5본 / 변경 : 일 평균 2본 굴착 → 4배 향상

Crawier Crane
Temporary Casing

2) 장비 가동을 위한 연료 및 인건비 등의 투입비 절감
Existing Piles

Level -23.00m

5. 기존 현장타설말뚝 인발 시공방법
5-1. 개요
[그림 5]에서 보이는 기존 잔교 시설물 3개소(SRB-1, SRB-2, NMB
Wharf)는 기존 현장타설말뚝으로 지지되어 있으며 말뚝인발을 위

④ Vibro Hammer를 통해 말뚝 인발

해 발주처 및 감리단은 해상장비 투입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해상장비는 파키스탄 현지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장비반입이 필요했으며 이 때, 장비 매매/임대 계약 진행 및 운송
시간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이 우려되었다.
당사는 현장에 기 투입되어 있는 자사장비(150ton Crane, Vibro
Hammer 등)를 활용할 것을 발주처 및 감리단에 제안하였고, 아래
와 같은 시공순서를 통해 총 273본의 현장타설말뚝을 인발하였다.

5-3. 개선 효과
1) 공사 착수 지연 방지
- 해상장비 반입시 현장 배치 및 조립까지 추가 3개월 소요

2)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사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원가 절감

6. 설계변경사례 (Drainage Works behind
Onshore Quay Wall)

SEA
SIDE

SRB-1
EXISTING PILE

SRB
-2

EXISTING PILE

NMB
WHA
RF
VERT
176.40H 17A
0M

6-1. 개 요
원 설계는 [그림 6]의 해상부(Sea Side) 굵은선을 따라 Front Wall
Pile 시공 후 그 위에 선박 접안을 위한 구조물을 시공하도록 설계

BERT
176.40H 17B
0M
LAN
D SID
E

BERTH 17C
127.950M

되었다. [그림 6(a)] 구간은 Front Wall Pile로부터 약 3m 뒤에(육상
부 방향) 기존 안벽이 있어서 원 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하였으나,

[그림 5] 시공구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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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ng Point 이후 구간([그림 6(b)] 참조)은 기존 안벽이 없음에

따라 세립자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 위험이 있었다. 대책방안으로

6-3. 설계 세부

Front Wall Pile 사이에 Grouting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3 Grouting 적용 단면 및 효과
Sea Side
Berth 15
150.265m

Berth 16
167.640m

구분

Berth 17
130.695m

설계 세부
Quay Wall

Apron

Gravel Column

Additional Paved Area

Existing Railway
Line

Additional Paved Area

Additional Paved Area

Existing Railway
Line

Existing Railway
Line

대표
단면

Quay Wall Elevation
Concrete Plug

Gravel Fill(100mm)

Land Side

Grout Seal
Grout Seal

[그림 6(a)] 도면

Quay Wall Piles
Flap Valve

Section A-A
Section B-B

Be
176 rth 17
.40 A
0m

효과

Sea
Sid
e

· 세립자 유출 방지
· Gravel Column 및 Flap Valve를 통해 배수 가능

Be
176 rth 17
.40 B
0m

Berth 17C
127.950m

Addition
al Pav
ed Are
a

Existing
Ra
Line ilway
Ad
ditio
nal

Lan
dS
ide

7. 맺음말

Pave
d

Exis Area
ting
Lin Railw
e
ay

당 현장은 1단계 공사(KAPO 현장) 경험과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착공 후 5년 뒤인 지난 2017년 5월 25일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

[그림 6(b)] 시공도면

었다. 당 현장이 위치한 파키스탄은 아직 사회 기반 시설이 많이 부
족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량, 댐, 도로 그리고 항만공사

6-2. 시공순서

등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는 노
후된 항만 재건 공사를 지속적으로 발주 검토 중에 있으며 본 고에
서 소개한 당 현장의 Front Wall Piling에 사용된 벽 강관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1단계 공사에서부터 2단계 공사까지의 항만 재건 공

① Casing 항타

② 천공

사 경험은 앞으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국가에서 유사 프
로젝트를 수주하거나 공사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
어 의심치 않으며 본 사례를 여러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참고자료로
써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③ Geotextile 설치

④ Gravel 채움

[그림 7] 준공선석 15~17
⑤ Casing 인발

⑥ Grouting

⑦ Flap Valve 제작

⑧ Flap Valve 설치

[그림 8] 준공선석 17A~17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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