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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사례 Ⅰ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흙막이 설계변경 사례

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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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는 도심지하철 2단계 10개 공

구 중 마지막 공구인 약 1.1 km의 단선병렬 지하철 현장으로 설

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실시설계 및 시공병행(Design & 

Build) 방식의 공사현장이다.

과업구간은 2개의 신규 역사인 리틀인디아 역사 및 로처 역사와 

두 역사 사이를 NATM 터널과 개착식 터널로 연결하며, 로처 역사

에서 도심지하철 1단계 903공구의 부기스 역사까지 TBM 터널로 

연결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신설 지하철 노선과 나란히 위치하

고 있는 기존 수로를 영구이설하기 위해 박스형 수로를 새로이 시

공하고, 신설되는 로처 역사 상부에 장래 계획 중인 6차선의 지하 

고속도로 중 일부를 역사와 병행 시공하고, 신설되는 리틀인디아 

역사를 운행 중인 MRT 북동선의 리틀인디아 역사와 환승할 수 있

도록 연결통로로 연결하는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921공구 프로젝트에서 적용되었던 흙막이의 설계기준

과 설계변경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1. 한계상태 설계

싱가포르에서의 흙막이 설계는 한계상태 설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흙막이 설계의 극한한계상태는 설계수명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는 <표 1>과 같은 설계조건 및 하중계수에서 <표 2>의 검토항목

에 대해 국부적 및 전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1  설계조건 및 하중계수

설계조건 하중계수 주요 내용

Standard 1.2

· 굴착단계별 Unplanned Excavation(0.5m) 고려

· Moderately Conservative Parameters(MCP) 적용

· Allowable Wall Deflection Limit와 비교 

Worst 

Credible
1.4

·  Standard Case와 동일하나 Worst Credible 

  Parameters 적용(Strength와 Stiffness를 MCP 대비 

  10~20% 감소)

· Upper Bound Wall Deflection 제시

One Strut 

Failure
1.05 · Accidental One Strut Failure 또는 Removal 고려

표 2  안정성 검토현황 

구분 적용 안전율 주요 내용

Toe-In Depth 1.0 · 수동저항이 확보되도록 벽체 근입깊이 검토

Base Heave 1.0 · 굴착단계별 굴착저면의 융기 검토

Hydraulic Uplift 1.2 · 굴착단계별 굴착저면의 양압력 검토

Longitudinal 

Slope
1.2

· 긴 구간 굴착 시 종방향 사면안정 검토

· 사면파괴에 따른 버팀보 시스템의 안정성 검토

Vertical Bear-

ing Capacity
- · 연직하중에 대한 벽체 선단지지력 검토

Buckling & 

Bearing
-

· 버팀보 및 띠장 연결부에서 뒤틀림 및 지지력 

  검토

2. 설계기준

[그림 1]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과업구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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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버팀보 간격과 띠장 간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체 버팀보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휨모멘트와 전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추가로 발생된 휨모멘트와 전단력으로 인해 잔여 버팀보 시스템

과 흙막이 벽체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2-3. 지층조건 및 설계정수

921공구는 싱가포르에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지질의 경계에 위

치하고 있어 매립층, 해성점토층, 충적퇴적층, 전석층 및 퇴적암층

이 혼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지질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층분포는 싱가포르 교통청에서 제시한 지반분석 기본보고서와 

추가로 현장에서 시행된 지반조사를 통해 파악되었는 데, 싱가포

르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지층분포와 대동소

이한 결과를 보였다.

흙막이 설계를 위한 설계정수는 해당 지층별로 싱가포르 교통청에

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 지반정수(GIBR Parameter)를 Moderately 

흙막이 설계의 사용한계상태는 벽체가 공용 중 충분한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벽체의 수평변위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의 사용 중 벽체 수평변위 관리기준은 <표 3>과 같이 인접구조물

과의 근접도 및 지반조건에 따라 굴착깊이의 0.5∼1.0%로 제시되

어 있는 싱가포르 건설청(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 BCA)

의 벽체변위 관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3  벽체 허용수평변위 기준

벽체변위한계/ 

Zone

(여기서,

x= 굴착면으로

부터 이격거리

H= 굴착심도

δw= 벽체변위)

건물, 구조물 및 주요 매설물의 위치

Zone 1

(x/H < 1)

Zone 2

(1 ≤ x/H ≤ 2)

Zone 3 (x/H > 2)

지반

Type A

지반

Type B

허용수평변위

(δw/H)
0.5% 0.7% 0.7% 1.0%

그러나 921공구는 싱가포르 남북을 관통하는 주도로인 부킷티마 

도로와 로처 캐널도로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다수의 주거 및 상

업 시설과 기존 수로가 인접해 있는 도심지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발주처인 싱가포르 교통청(Land Transportation Authority, LTA)

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싱가포르 건설청의 벽체수평 변위기준

(0.5%H) 보다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2-2. One Strut Failure 검토

싱가포르의 흙막이 설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설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One Strut Failure의 경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는 점이다. One Strut Failure는 [그림 3]과 같이 Strut System 중 1

개소가 국부적으로 파괴될 경우와 동일 Level의 1개단의 Strut가 

일시에 파괴될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심도가 얕

고 Strut 단수가 적을 경우에는 전자를, 심도가 깊고 Strut 단수가 

많을 경우에는 후자를 검토하고 있다. One Strut Failure가 발생하

[그림 2] 과업구간 벽체 허용수평변위 기준

[그림 3] One Strut Failure 개요

[그림 4] 지층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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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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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ve Parameter로, 강도와 강성을 약 10~20% 저감시킨 

Worst Credible Parameter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일 설계 

지반정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가 요구된다.

3-1. 역사 흙막이 버팀보 물량 변경

리틀인디아 역사는 도심지하철 2단계의 11번째 신규 역사로 현

재 운행 중인 MRT 북동선과 환승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연장은 약 

193m이고 폭은 약 33~49m이다. 흙막이 가시설은 두께 1.2m의 

지하연속벽체(깊이 약 30~40m)와 8단의 버팀보를 적용하였다. 

역사 구조물의 기초형식은 흙막이 벽체와 바닥슬래브를 연결하여 

하중을 지지층으로 전달하는 전면기초로 계획되었다.

[그림 6]은 원안설계로 중간 슬래브(84.5mRL)와 6단 버팀보(85.5mRL) 

간의 협소한 여유고로 인해 슬래브 및 기둥 철근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가 어려웠고, 남측 중간 슬래브에서 바닥 슬래브까지의 협소한 점용공

간(폭 20m, 높이 10m)에서 버팀보, 굴착, 철근운반 및 조립 등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공종간의 간섭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6단 버팀보 길이를 축소

하고 8단 버팀보를 제거하는 설계변경을 수행하였다.

표 4  원안설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원안의 중간 슬래브와 6단 버팀보간

의 슬래브 및 기둥 철근작업을 위한 

여유고 부족

남측과 중간 흙막이 벽체 사이의 6단 

버팀보 일부(20m)만을 설치하고 나

머지 6단 버팀보는 제거함으로써 여

유고 확보

남측 중간 슬래브에서 바닥 슬래브까

지의 협소한 점용공간)에서 버팀보, 

굴착, 철근운반 및 조립 등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른 공종간의 간섭 

발생

북측의 선시공된 중간 슬래브를 흙막

이 지지부재로 활용하고 7단 버팀보 

레벨을 조정함으로써 원안의 8단 버

팀보 제거

3-2. 개착식 터널 흙막이 버팀보 물량 변경

개착식 터널은 리틀인디아 역사와 로처 역사를 연결하는 길이 약 

337m, 폭 약 19~20m의 2련 박스구조물로, 기초형식은 지지층에 

흙막이 벽체와 바닥 슬래브를 연결하여 하중을 지지층에 전달하는 

전면기초이다. 흙막이 가시설은 두께 1.2m의 지하연속벽체와 1단 

RC Strut(교통과 장비용 복공 역할 겸용)과 7단의 버팀보를 적용하

였으며 흙막이 벽체는 지표로부터 약 28m 깊이에 시공되었다.

3. 설계변경 사례

[그림 5] 리틀인디아 역사 Layout

[그림 6] 리틀인디아 역사 흙막이 벽체 및 버팀보(원안)

[그림 7] 리틀인디아 역사 흙막이 벽체 및 버팀보(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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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캠퐁자바 수로 기초형식 및 가설공법 변경

921공구의 Option 공사 중 하나로 수주한 영구수로 이설공사는 기

존의 로처 수로를 대체하는 1.2km의 수로를 지하철 역사 및 개착

식 터널 구간 상부 혹은 인접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폭 18m의 2련

박스 구조물(2@9mx3.8m)이며 로처 역사에 인접한 수로와는 달

리 공사 시점부(Kampong Java)에 위치한 수로는 [그림 11]과 같

이 공사여건상 큰 제약사항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림 12]의 원안설계는 Soldier Pile/Sheet Pile + 버팀보의 흙막

이 공법으로 계획되었으나 공사부지 점용이 가능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경사면 오픈컷 공법과 Soldier Pile/Sheet Pile을 혼용한 

가설공법으로 변경하였고, 해당구간의 지반조건이 양호하다는 점

에 착안하여 파일기초를 직접기초로 변경하고 부력에 대해서는 

슬래브의 자중을 키우거나 전단키를 도입하였다.

[그림 9]는 원안설계로 5단 버팀보(86.0mRL)와 천정 슬래브

(87.0mRL)간의 협소한 여유고로 인해 슬래브 철근작업을 위한 공

간 확보가 어려웠고, 천정 슬래브 하부의 폭 20m, 높이 10m 점용

공간에서 버팀보, 굴착, 철근운반 및 조립작업 등의 공정이 동시

에 진행됨에 따라 공종간의 간섭이 예상되었다.

표 5  원안설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원안의 5단 버팀보와 천정 슬래브간의 

슬래브 철근작업을 위한 여유고 부족

천정 슬래브 시공 후 바닥 슬래브를 시

공하는 Semi Top-Down으로 변경으로 

여유고 확보 

천정 슬래브 하부의 점용공간에서 버

팀보, 굴착, 철근운반 및 조립작업 등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른 공종간의 

간섭 발생

Semi Top-Down에 따라 천정 슬래브

를 선시공하여 흙막이 지지부재로 활용

함으로써 원안의 5~7단 버팀보 제거

[그림 8] 개착식 터널 Layout

[그림 9] 개착식 터널 흙막이 벽체 및 버팀보(원안)

[그림 10] 개착식 터널 흙막이 벽체 및 버팀보(대안)

[그림 11] 시점부 수로 Layout

North Bound
(Outer Track)

C
H
 41+

437.438
 

C
H
 41+

10
0
.0

0
0

South Bound
(Inner Track)

Start of the Proposed 
Realigned ROCHOR CANAL

LITTLE 
INDIA STATION

KAMPONG JAVA CANAL

BUKIT PANJANG BOUND



672014 SPRING

표 6  원안설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원안는 말뚝기초(65ea) 형식으로 Sheet 

Pile/Soldier Pile의 복합 흙막이 벽체로 

계획되었으나 현장여건상 수로 남측지

역의 공사부지 점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안 적용 시 원가 상승

경사면 오픈컷 공법을 혼용한 가설공법 

적용(굴착 후 남측 수로 박스구조를 선 

시공하고 이 구조물과 북측 흙막이 벽

체 사이에 버팀보를 설치하고 추가 굴

착 후 나머지 수로 박스 완성)

과업구간의 지층조건이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원안 기초형식 적용 시 원

가 상승

수로 바닥 슬래브의 두께 증가에 의한 

자중 증대 및 전단키를 적용한 직접기

초 적용

3-4. 로처 수로의 흙막이 공법 변경

영구수로 이설공사는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심지 왕복 

10차선 도로와 인접하여 위치한 기존 수로를 제거하고 신규 박스

형 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수로의 해체와 영구수로의 설치

를 위하여 물 돌리기 및 도로 이설의 병행과 왕복 10차선 도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하며 로처 역사의 흙막이 벽체 시공

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확보가능한 공사용 점용면적이 

협소한 실정이었다. 원안의 흙막이 공법인 Sheet Pile 장비 투입 

시 추가 점용면적 확보가 어려운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 도로

이설을 통한 점용면적 확보가 요구되었다.

표 7  원안설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인접한 로처 역사와 공사용 점용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기존 지하연속벽 장비와

의 간섭 발생

점용공간을 공유하는 로처 역사의 지하

연속벽 장비의 전용으로 추가 점용공간 

불필요

기존 지하연속벽 장비와 간섭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도로이설을 통한 공간 

확보 필요

지하연속벽 적용으로 추가 도로이설이 

불필요하게 되고 벽체의 강성 증가로 

수로 하부의 지반개량 삭제

[그림 12] 캠퐁자바 수로 기초 및 흙막이 벽체(원안)

[그림 14] 로처 수로 과업구간 현황

[그림 13] 캠퐁자바 수로 기초 및 흙막이 벽체(대안)

[그림 15] 로처 수로 흙막이 공법(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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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구의 흙막이 설계는 싱가포르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는 다양

한 지층에서 약 20~40m의 깊이까지 이루어지는 대심도 굴착 및 

버팀보의 설치와 역사 및 지하철 터널의 슬래브, 기둥, 벽체 등 영

구 구조물의 설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벽체 허용수평변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시공단계별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에서 과업구간의 공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 지연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흙막이 시공 중 축적된 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흙막이 설계로 

공기 지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간섭요소를 줄일 수 있

었으며, 버팀보의 단수 조정, 흙막이 및 가설 공법의 변경을 통해 

VE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921공구에서 수행된 다양한 현장여건 하에서 이루어진 흙막이 설

계 및 시공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향

후 해외공사 입찰 시 Risk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술제안 자료로서의 활용도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로처 수로 흙막이 공법(대안)

[그림 17] Little India Station Strut 설치전경

[그림 18] Rochor Station Strut 설치전경

4.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