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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 Line Stage 2, C921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현장의 2개 

역사(Little India역, Rochor역)를 포함하

여 1.065km를 설계 및 시공하는 공사로 

지하철 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터널공법

(NATM, TBM, CUT&COVER)을 적용하였

고, 폭 20m의 수로를 이설하며 총 30회

가 넘는 Road Diversion을 실시하는 등 

역대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중 단일구간 

최고가격 프로젝트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안전관리대상 

2010/2011(우수상) / 2012(최우수

상) / 2013(대상)

• 2011/2012/2013/2014 영국 왕립재해예

방협회 안전보건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2012 싱가포르 교통청 안전캠

페인대상

• 2011/2013 싱가포르 노동부 안전보

건대상

•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사상 최장 무재

해 기록(1,600만 인시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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