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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탐방 

02

쿠르드 지역 정수장 및 상수도 신설공사 
현장탐방

1. 머리말

당	현장은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을	구성하는	주요	4개	주인	아르

빌,	두혹(이상	Package1),	할랍자	및	술래마니아(이상	Package2)의	

상수도공급시설을	전면	개량(Package1)	및	신설(Package2)하여	깨

끗한	음용수를	자국민에	공급하고자	하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숙원사업이다.	당	현장은	Package2로서	공사구간	중	특히	정수장

이	신설된	할랍자	지역은	행정구역	단위가	당초	‘시’에서	2015년	초	

‘주’로	승격되었으나	정수장	없이	마을별	지하수	취수시설만으로	주

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번	현장	준공으로	인하여	송수관이	놓여지는	세이사딕	지역을	포

함할	때	14만여	지역주민이	일	평균	50,000m3의	정수된	식수를	공

급받게	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쿠르디스탄은	터키,	시리아,	이란과	국경을	맞

대고	있으며,	또한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라크	국토의	약	1/5	

면적을	차지하는(쿠르드	면적	약	78,000m2)	별도	행정자치지역이

라는	지형적,	정치적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당사로서는	처녀	진출

지역이자	중동지역	재	진출의	시발점이	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를	통해	쿠르드	지역	정수장	및	상수도	신설	현장에서의	개선사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쿠르디스탄 위치 및 현장 위치 [그림 2] 현장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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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개요

2-1. 현장 개요

공사명
Water	Supply	Improvement	Project	in	Kurdistan	Region	
Package	2	–	Halabja	Integrated	Water	Supply	System	
&	Sulaymaniyah	Distribution	Network

발주처
General	Directorate	for	Water	and	Sewarage,	Ministry	
of	Municipality	and	Tourism,	Kurdistan	Regional	
Governmnet	-	IRAQ

계약방식 Build	only(Bank	Harmonized	Edition	of	FIDIC	2006)

재원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공사기간
(변경후)

•Lot1(할랍자	정수장,	배수지	및	송수관로)	및	
		 Lot2(할랍자	배수관로)	:	2013.01.03	~	2016.05.31
•Lot3(술래마니아	배수관로)	:	2013.01.03	~	2016.02.29

2-2. 공사 내용

Lot	1.2	Water	Treatment	Plant	
(Q=50,000m3/day)

•Flash	Mixer
•Clariflocculator
•Sludge	Pit
•Rapid	Gravity	Filter
•Wash	Water	Tank
•Treated	Water	Tank
•Treated	Pumping	Station(P4)
•Alum/Polymer	BD
•Chlorination	BD
•MV	Switchgear	Room

Lot	1.3	Water	Transmission	
System

•Halabja	Transmission	Line(L=42km)
•Pressure	Break	Tank(500m3)
•NDR1(15,000m3)
•NDR2(5,000m3)
•NDR3(12,000m3)

Lot	2.	Halabja	Distribution	
Network

•L=200km

Lot	3.	Sulaymaniyah	Distrib.	
Network

•L=221km

2013년	1월	현장착공과	동시에	수행된	확인측량	결과,	특히	할랍자	

정수장으로부터의	송수관로	도면	및	할랍자	네트워크	관망도면이	

지형/지적	현황과	큰	차이가	있었다.

본	공사의	설계	완료일은	2011년	6월로	확인측량	시기인	2013년	1월과

는	약	1년	6개월의	시간차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차로	인한	지적/지

형의	변화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격차였고,	우리	나라처럼	지형/지적에	

대한	수치	지도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또한	지자체의	도시계획(Master	

Plan)	도면이	미확정	일뿐만	아니라	전	공사구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에서	설계가	수행되었다.	송수관로	노선의	일부는	현재	도로노

선을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의	관망도는	설계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

으로	변경되고	있는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결론적으로는	전

체	관로도면을	새로운	현황측량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과업구간	전체에	걸쳐,	측량기준점이	없는	지역	사정상,	

항공(위성)사진촬영	및	GPS측량을	통해	지형/지적도면을	완성한	후	그

에	따른	관로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야	하였고,	예측되지	못한	상

황에	대해	당	현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한편	터키에서	전문	측량

팀을	수배하여	긴급	투입한	끝에	전반적인	도면을	완성할	수	있었다.	

감리단과	발주처에서는	본	사항을	시공자의	과업범위인	확인측량	및	

Shop	Drawing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되었다.

4-1. 개 요

하천으로부터의	취수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Micro	Pile의	시공	시	

일반적인	Micro	Pile	시공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

어진	작업	절차	및	건설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현지	여건상	제

한된	시간과	장비로	수행해야	하는	하상	작업은	기한	내	완료가	불

가능하였다.

복합	공정을	단순화하고	크레인	작업을	이원화하며,	Pile	공내에	건

조상태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시간	단축	및	고품질	확

보는	물론	인력에	의존하던	두부	부착	및	절단	공정을	제거하여	안

전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3. 송수관로 노선 개선사례

4. Micro Pile 시공방법 개선사례

[그림 3] 현황과 상이한 관로 노선 설계도

[그림 4] Halabja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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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icro	Pile	시공	개요

공정 Intake	River	bed	Structure	Micro	Pile

기초	형식 Micro	pile	(L=15m)	x	175본

파일	직경 300mm

구근	콘크리트 fck	=	C40

보강재 Rebar	Cage	ø32mm	x	3ea

설계하중 112kN/본

	

4-2. 시공상 문제점

①		케이싱	타입/인발용	바이브로	해머	장착을	위한	두부가	타입	후	

철근망	삽입을	위한	절단	후	인발을	위한	재설치	용접에	많은	노

력과	시간이	수반됨

②		케이싱	타입	후	케이싱	선단부로	지하수	및	토사가	유입되어	케

이싱	내부	토사제거에	어려움이	많음

③		트래미관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	타설	방법상	Pile	시공품질	확

보에	어려움

④		히빙(Heaving)현상으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최소	근입깊이	확보

를	위해	설계대비	2m	추가시공	필요

⑤		일반적인	시공법으로는	제한된	시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절대	공기	부족

4-3. 개선 시공방법

1) 개선 방안

①		케이싱	선단에	콘	형식의	슈를	밀폐정착시켜,	타입속도	향상	및	

타입시	케이싱	내부의	지하수	및	토사유입을	방지

②		케이싱	타입	전,	내부에	철근망을	선설치하여	용접	및	절단의	반

복공정을	생략하고	바이브로해머	장착용	두부를	연속적으로	사

용할	수	있음

③		지하수	및	토사유입	방지로	트래미관	없이	직접	타설하여	콘크

리트	타설시간	단축

2) 개선 효과

①		공기단축	:	파일	개소당	1시간	이내에	시공완료(케이싱	타입	→

콘크리트	타설	→	케이싱	인발,	1일	시공량	15~20공	가능)

②		고품질확보	:	트래미관	이용	타설	시	육안	관측이	불가능하여	지

하수유입에	따른	재료분리,	토사	유입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저

하	발생	→	직접	타설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향상

③		안전성	확보	:	인력에	의존하던	위험공종	제거로	기계화	안전	시

공이	가능함

④		장비효율성	증대	:	케이싱	타입	전	철근망	설치	등	선공정	진행

으로	크레인	활용	극대화

표 2 	공법	변경	내용	요약

당초 설계 변경 시공

①	작업순서

				강관	근입(15분)	→	두부절단(10분)	→		

				홀내부	천공(120분)	→	구근인입(10분)		

				→	트래미관	삽입인발(10분)	→		

				콘크리트	타설(20분)	→	부두		

				용접(20분)	→	강관	인발(10분)

※	총215분/개소당(일평균	1.5개	시공)

②	모든	작업이	Pile	설치	위치	공내에서	

				이루어지며,	인력	의존도가	높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수반됨

①	작업순서

				일체화	제작된	강관	근입(15분)	→	

				콘크리트	타설(병행시행)	→	강관	

				인발(10분)

※	총25분/개소당(일평균	15~20개	

				시공)

②	일체화	강관	제작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이원화	하고,	Vibro	Hammer				

				거치용	두부를	연속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인력	의존	공종인	두부	절단	

				용접	및	홀	내부	천공	공정을	제거함

[그림 6] 대표 단면도

[그림 7] Intake River Bed 시공 사진

[그림 5] Micro Pile 배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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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선공법 시공순서

표 3 	개선된	Micro	Pile	시공순서

①	철근망	삽입	및	슈	설치	전	케이싱	
				인양(40t	크레인)

②	철근망	삽입

③	케이싱	선단부	슈	장착 ④	케이싱	가이드	홀에	거치

⑤	케이싱	수직	리프팅 ⑥	케이싱	위치	보정

⑦	케이싱	타입(Vibro	Hammer) ⑧	콘크리트	타설

⑨	케이싱	인발(30분	이내) ⑩	다음	케이싱	연속	작업

4-5. 철근망 삽입 및 슈 장착 순서

표 4 	철근망	삽입	및	슈	장착	순서

①	철근망에	케이싱	두부	걸이용	철근	D10	용접

②	케이싱	내부로	철근망	삽입

③	철근망	하단부와	선단	슈	용접접합

④	선단	슈	삽입	및	정착

⑤	케이싱	상부	걸이용	철근	고정

4-6. Micro Pile의 개선된 시공법 적용결과

일체화	강관	제작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이원화	하고,	Vibro-

hammer거치용	두부를	연속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인력에	의존하던	

공종인	두부	절단,	용접	및	홀	내부	천공	공정을	제거한	Micro	Pile

의	개선	시공법을	적용한	결과,	실제	작업일보	기준	당초	70일	동안	

152공을	완료하였으나(2.2공/일)	공법개선	후	8일	동안	117공을	완

료하여(14.6공/일,	첫날	7공	완료실적	포함	계상)	700%	이상의	작업

효율	증가를	이루었다.

현장	착공	후	준공까지	과연	중동의	화약고답게	바그다드,	카르발

라	등	이라크	남부	지역	폭탄테러,	터키	정부군과	반정부군(PKK)의	

교전으로	유일하게	안전한	자재운송	루트였던	터키-쿠르드	국경의	

통행차단,	이슬람근본주의	테러집단	IS	사태	등	자재,	장비	조달	중

단	그리고	작업자들의	소요를	일으킨	수많았던	현장주변의	악재들

로	하루도	순탄한	날이	없었던	것	같다.	공기연장	등	착공	때의	계

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은	한이	없으나,	비싸게	치룬	수업료	

이상의	값진	경험은	앞으로	중동	뿐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떨쳐나가게	될	건설명가	쌍용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양분이	될	것임

을	기대해	본다.	

5.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