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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당사는 싱가포르 Land Transport Authority(LTA, 육상교통청)에서 발

주한 North-South Corridor(NSC) 프로젝트 전체 11공구 중 N102 및 

N111 2개 공구를 2018년 12월 21일에 약 8,500억원 금액으로 동시에 

수주하였다.

2개 공구는 모두 당사가 최저가(Lowest)가 아니었음에도 (N102 : 당

사 2등, Lowest 업체와 3.1% 차이, 115억원 차이 / N111 : 3등, Lowest 

업체와 12.4%, 490억원 차이) 수주를 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

는 당사가 싱가포르에서 기 수행하였던 마리나 해안 고속도로 C482, 

2016년 LTEA Awards 대상을 수상한 도심지하철 2단계 C921 현장의 

성공적 준공 및 톰슨라인 T308의 원활한 공사 수행으로 당사가 발주

처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공사는 싱가포르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싱

가포르 도심으로부터 최북단까지 연결되는 약 21.5km 터널 및 교량으

로 구성된 고속도로 구간 중 2개 공구로, N102공구(왕복 6차선 1.55km

의 지하고속도로 및 진출입로 4개소 등)는 한화 약 4,000억원에 당사

가 85% 지분의 주간사로 로컬업체인 Wai Fong 사(15%)와 JV로 수주

하였으며, N111공구(왕복 6차선 1.28km 지하고속도로, 1.11km Viaduct 

및 진출입로 5개소 등)는 한화 약 4,500억원에 단독 수주하였다.

[그림 1] N102 및 N111 Location

본 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N102와 N111 현장의 소개와 각 공구에 적용

된 주요 공법 및 진행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현장개요                                                                                               

2.1 N102 공구

2.1.1 공사 개요

공 사 명
North South Corridor – Contract N102, Design and 
Construction of North-South Corridor (Tunnel) Between 
Victoria Street and Kampong Java Road

공사위치 싱가폴 북부, Ang Mo Kio Ave

발 주 처 LTA(Land Transport Authority)

계약형태 Firm Price Lump Sum

인도방식 Design Build Contract

공사금액 SGD 485,000,000

참여구도 당사(85%, 주간) + Wai Fong(15%) JV

공사기간 96개월(2018.12.26 ~ 2026.11.30)

2.1.2 공사내용

왕복 6차선 지하고속도로 연장 1.55km

진출입로 4 개소

Sewer Diversion 연장 5.7km

기 타 Conservation of Ellison Building 등

[그림 2] N102 공구 공사 개요도

▶▶▶ 토 목 

싱가포르 North-South Corridor(NSC)
N102 & N111 공구 현장 소개
글 이광원 / 싱가포르 도심 지하고속도로 N111 현장 설계팀 과장 / 전화 +65-8266-8395 / E-mail kwlee@ssyenc.com
글 허남태 / 싱가포르 도심 지하고속도로 N102 현장 설계팀 차장 / 전화 +65-8317-7355 / E-mail abhnt@ssy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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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111 공구

2.2.1 공사 개요

공 사 명
North South Corridor – Contract N111, Design and 
Construction of North-South Corridor (Tunnel and Viaduct) 
Between Ang Mo Kio 9 and SG Seletar

공사위치 싱가폴 북부, Ang Mo Kio Ave

발 주 처 LTA(Land Transport Authority)

계약형태 Firm Price Lump Sum

인도방식 Design Build Contract

공사금액 SGD 537,144,000

참여구도 당사 단독(100%)

공사기간 96개월(2018.12.26 ~ 2026.11.30)

2.2.2 공사내용

왕복 6차선 지하고속도로 연장 1.28km

왕복 6차선 고가도로 진입로 연장 0.37km

왕복 6차선 고가도로 연장 1.11km

진출입로 5개소 터널 1개소, 고가도로 Ramp Structure 4개소

[그림 3] N111 공구 공사 개요도

 3. 현장에 적용된 주요 공법                                                                                         

3.1 Diaphragm Wall 지하연속벽 공법

본 공법은 특수 굴착장비(Grab 방식 또는 Trench Cutter 방식의 장비)

와 안정액(Bentonite)을 이용하여 지중에 연속적으로 콘크리트 벽체

를 조성하는 공법으로 Diaphragm Wall(이하 Dwall)이라고도 한다. 굴

착 시 사용되는 Bentonite는 물보다 비중이 높은 수용액으로 굴착면

의 안정은 물론 굴착면의 토사 공극에 침투하여 불투수막(Filter Cake)

을 형성함으로써 구조체의 차수효과를 높여 준다. 또한 저소음 및 저

진동 공법으로 당 현장과 같이 공사 구간과 인접하여 주거 단지가 밀

집해 있을 경우, 지하수위가 높고 굴착대상 지층이 연약지반으로 굴

착 시 주변 건물 침하가 예상될 경우 적용하기에 적합한 공법이다. 아

울러 정거장의 본 구조물로 이용이 가능하며, Dwall이 본 구조물을 지

지하는 기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공법 대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wall은 Guide Wall 설치, 굴착하면서 안정액 주입, 철근망 삽입 및 

Tremie Pipe를 통한 콘크리트 타설 등의 순서로 시공되며([그림 6] 

참조), N102 공구의 경우 현장의 지반 조건 및 굴착깊이에 따라 두께 

1.0m 및 1.2m와 길이 14m ~ 36m의 Dwall로 설계되었다. N111 공구의 

경우는 두께 1.0m 및 1.2m와 길이 14m ~ 36m의 Dwall로 설계되었으

며, 총 881개의 Dwall Panel로 계획되어 2020년 2월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4] 및 [그림 5]는 N111 공구의 터널 구간 Dwall 

전체 평면도 및 입체도와 Dwall이 적용된 터널 구간 중 굴착규모 가장 

큰 Zone A 구간의 대표 단면도이다.

[그림 4] N111공구 Dwall 전체 평면도 및 입체도

[그림 5] N111공구 Zone A 구간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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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wall 시공순서

1. Guide Wall 시공 2. Trench Cutter 장비 세팅

3. 굴착 4. 철근망 근입

5. Tremie Pipe 설치 6. 콘크리트 타설

3.2 Top Down 공법

굴착공사 전 지하구조물의 외부 벽체와 기둥을 선 시공한 후 굴착공

사와 병행하여 지하구조물을 지상에서부터 지하로 구축하는 공법을 

Top Down공법이라 한다. 인접건물의 침하 및 변형 등의 중대한 민원

이 발생할 수 있거나 도심지에서 굴착 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으로 민원발생 여지가 있을 경우, 굴착 시 일반 흙막이 벽체 및 버팀

보의 탄성변위가 허용변위를 상회할 경우에 적합한 공법이다. 

N102 및 N111 공구의 경우에도 열악한 지반조건과 도심지 대심도 굴

착공사임을 고려하여 Dwall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지하구조물의 영구

벽체로 사용이 가능하고, 공사 구간과 인접하여 도로 및 다수의 건물

이 위치하고 있어 Top Down 공법이 적용되었다. N102와 N111 공구의 

대표적인 Top Down 시공순서는 아래의 [그림 7]및 [그림 8]과 같다.

[그림 7] N102 공구 Ellison Building의 Top Down 공법 시공순서

[그림 8] N111 공구 Zone A의 Top Down 공법 시공순서

3.3 Lifting Gantry 공법

N111공구의 경우 공사 구간 중 터널구간 이외에 약 1.11km의 

교량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메인 교량의 경우 특수 제작된 인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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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ing Gantry)를 이용해 교각을 중심으로 균형상태를 유지하여 

시공해 나가는 BCM(Balanced Cantilever Method) 공법이 

적용되었다. 아래의 [그림 9]는 N111 공구의 교량 구간 현황이며, 

인양장비를 이용한 세그먼트 시공순서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9] N111 공구 교량 구간 현황

[그림 10] BCM 공법 시공순서

① 세그먼트 제작 및 운반
② 세그먼트 인양
③ 세그먼트 설치 및 긴장작업
④ 좌·우측 균형 설치
⑤ Stitch 세그먼트 설치

 4. 맺음말                                                                                         

본 고에서는 싱가포르 North-South Corridor(NSC) 프로젝트 전체 11

공구 중 N102 및 N111 공구의 현장 소개 및 주요 공법에 대하여 개략

적으로 설명하였다. 2020년 1월 현재 약 1년여 간의 공사 준비 과정

(설계 및 공사 전 선행작업)을 거쳐 터널 및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공

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공사 수주 이후 현장소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현장의 원가절감, 공

기단축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 시공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안전사고 방지

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본 고가 N102 및 N111 공구 현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 공사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N102 및 

N111 공구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싱가포르에서 쌍용

건설의 위상을 더욱 더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허남태 차장은 인도네시아 도로현장, 본사 토목기술팀,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싱가포르 도심 지하고속도로 N102 현장에 재직 중이며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WRITER INTRODUCTION

이광원 과장은 본사 토목기술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싱가포르 도심 지하고속도로 N111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