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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owntown Line 2단계공사 915공구 노선 현황

1. 프로젝트 개요

싱가포르 Downtown Line(DTL) 2단계공사는 싱가포

르의 북서부 Bukit Panjang역과 남동부 Rocher역을 연

결하는 총 연장 16.6km의 도심 지하철 공사로, 12개의 정

거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발주처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

thority, LTA)으로서, 육상교통망을 통합 연계하고, 육상

교통 정책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있는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기관이다.

SK건설(주)이 단독으로 수주하여 현재 시공 중인 싱가

포르 DTL 2단계공사 C915공구는 총 10개 공구 중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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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터널연장 및 TBM 운영 계획

그림 3. 싱가포르 지질도

게 역사가 포함되지 않고 터널구간으로만 구성되어 있으

며,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Bukit Timah Hill을 통과하

는 구간으로서 인접한 Beauty World Station(C916공구)

과 Hillview Station(C913공구)을 단선 병렬터널로 연결

하는 공사이다(그림 1).

본 공사는 2곳의 TBM 발진수직구(Launching Shaft)를 

포함한 Cut & Cover 구조물(폭 30m, 길이 164m) 1개소와 

3기의 Slurry Shield TBM을 이용한 총 연장 2.3km의 단

선병렬터널, 그리고 Drill & Blast를 이용한 9개의 피난연

락갱(Cross Passages)을 굴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터널연장에 따른 TBM 운영 계획은 다음의 그림 2와 같

다. Cut & Cover Box 좌측 발진수직구에서 C916공구의 

Beauty World Station까지의 단선병렬 터널은 2기의 

Shield TBM(TBM-1 및 2)이 각각 1개소의 터널굴착에 활

용되며, 우측 발진수직구에서 Hillview Station까지의 터

널은 1기의 Shield TBM(TBM-3)으로 발진 – 회수(Retrieval 

Shaft) – 재발진 과정을 통하여 2개소의 터널을 굴착할 

계획이다.

2. 지질 조건

싱가포르의 지질은 서부의 Jurong Formation(퇴적암) 

및 Kallang Formation(연약지층), 중부의 Bukit Timah 

Granite(화강암층), 동부의 Old Alluvium(충적층 계열), 

남부 해안의 Kallang Form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915공구는 Bukit Timah Granite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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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공 중 관찰된 Bukit Timah Granite의 핵석 및 시추코아 사진

그림 5. C915현장 공대공 탄성파 토모그래피 결과 및 3D Geological
Model

Bukit Timah Granite의 일반적인 특성은 열대성 기후

로 인한 다량의 우수 침투에 의해 생성된 토사층이 깊게 

분포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풍화가 진행되지 않은 핵석

(Corestone) 및 불규칙한 기반암선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

이다. 그림 4는 본 현장 시공 중에 출현한 핵석 및 불규칙

한 기반암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토사 및 불규칙한 

기반암층 조건은 TBM 터널 시공 시 큰 장애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시 발주처에서 제공된 지반조사보고서(Geotechnical 

Baseline Report, GBR)를 분석한 결과 C915공구의 터널

은 터널막장(Face)에서 암반과 토사가 교호하는 복합지

반을 약 10개소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Shield 

TBM 운영 중 적정 Disk Cutter Intervention 지점 선정 

및 Sink Hole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복합

지반의 형상 및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총 67공의 추가 시추조사와 공대공 탄성파 토모그래

피(Geo-Tomography)를 실시하였다. 

그림 5는 C915공구의 터널 구간을 11개소로 나누어 약 70

개의 단면에 대해 실시한 탄성파 토모그래피와 획득한 정보

를 이용하여 작성한 3차원 지질모델의 예를 나타낸다.

추가 시추조사 및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사를 수행한 결

과를 바탕으로 C915공구 전체 노선에 대한 지층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하였으며, 입찰 당시 약 10개소로 추정되던 

복합지반 구간은 14개소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다음 표 1 및 그림 6은 C915 현장에 분포하는 지층에 

대한 특성과 단면을 나타낸다. 풍화 정도에 따라 G-I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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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ukit Timah Granite의 풍화분류 및 주요 설계정수

LTA Guidance Note Description c' (kPa) Φ' (°) UCS (MPa)

G-I Fresh

Rock

500 50 92

G-II Slightly weathered 500 50 85

G-III Moderately weathered 300 45 55

G-IV Highly weathered 50 40 12

G-V Completely weathered
Soil

3 31 -

G-VI Residual soil 3 30 -

그림 6. 본 현장의 지층단면도

터 G-VI까지 구분되며, G-I~IV는 암반층에 해당되고, 

G-V~VI는 토사층에 해당된다.

이상의 지질 조건을 정리하면, 본 현장은 토사와 암반

의 교호하는 복합지반 구간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Shield TBM 터널굴착의 측면에서 본다면 난공사 구간이

라 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 이러한 지반조건을 대처할 수 

있는 설계 및 운영기술이 필요하다 하겠다. 

3. Cut & Cover 구조물

C915 공구에서의 Cut & Cover 구조물은 2개소의 TBM 

발진수직구와 1개의 Cut & Cover Box로 구성되어 있으

며(그림 7), Box 구조물은 향후 정거장 설치를 위한 토목 

구조물의 선시공을 위한 것으로 발주처와의 Option 계약

에 따라 낙찰 후 추가로 계약한 구조물이다. 

전체 Cut & Cover 구간은 Secant Bored Pile(SB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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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ut & Cover 구조물 Layout 및 시공 전경

가시설 벽체 형성 후 굴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으며, 

TBM의 조기 발진을 위하여 Cut & Cover Box 구간과 발

진수직구를 분리 시공할 수 있도록 임시 Pipe Pile Wall

을 설치하였다(그림 7).

3.1 PRD(Percussive Rotary Drilling)의 적용

기존의 싱가포르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고결화된 토

사층 및 연약지반 대상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가시설 벽

체의 시공 시 암반 천공이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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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ercussive Rotary Drilling(직경 900mm, 1,200mm)을 이용한 Secant Bored Pile 시공

경우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축압축강도 100MPa이

상의 암반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천공 심도가 최대 

18.0m까지 이르는 부분도 존재한다.

SBP 시공을 위하여 기존에 싱가포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코어 회수식 대구경(1,200mm) 로터리 천공장

비 사용시 천공효율이 1m/day로 낮아 가시설 설치를 위

한 벽체시공 기간이 17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

었다.

따라서 설계시 장심도 암반층의 천공을 고려하여 국내

에서는 암반층 굴착에 흔히 사용되는 대구경 Percussive 

Rotary Drilling(PRD) 장비를 적극 검토하였고, 신공법 

적용에 다소 소극적인 싱가포르 발주처를 설득 후 DTL 

공사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현재, 총 4기로 시공 중에 

있으며. 2m/hour의 양호한 천공 효율을 보이고 있다. 그

림 8은 Percussive Rotary Drilling(PRD) 장비를 사용하

여 Secant Bored Pile을 시공하는 순서를 나타내었다.

3.2 발파(Blasting) 작업

Cut & Cover 구조물 구간은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전체 굴착 중 암반층이 약 17% 정도 차지하고 있어, 많

은 양의 발파(약 15,600m
3
)를 수행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발파 시공 사례가 많지 않아 도심지에서의 발파 작

업이 매우 어려운 공사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으며 대

부분의 발파는 ANFO 폭약 및 전기뇌관 또는 Chemical 

Blasting 방식으로 하루에 많은 양의 발파작업을 수행하

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지 Practice를 적용할 경우 발

진수직구의 굴착작업에 공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

로 판단되어 발파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고 발파효율을 

최대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한 번 발파 작업으로 굴착량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Deck Blasting 공법을, 발파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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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ut & Cover 구간에서의 발파 굴착량

그림 10. 전자뇌관을 사용한 3-deck blasting 배치도

Cartridge 폭약과 전자뇌관(Electronic Detonator) 조합

을 적용하였다.

작업 방식은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2분할-반단면

-2Deck~4Deck 방식으로 발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으며 주변 보안물건에 대한 진동 제어를 극대화하기 위

하여 CTC 0.6m의 Line Drilling을 적용하였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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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lurry TBM의 장비개선 항목

항목 과거 사례 915공구 적용 개선목적

Manlock 1개 2개 커터 점검 및 교체시간 단축

Disk cutter pitch(궤적간격) 85mm 79mm 암반구간에서의 굴진효율증대

Gauge roller cutter 2개 4개 커터 사용시간 증대

Material of disk cutter Medium duty Heavy duty 커터 내구성 증대

Abrasion detector of disk roller cutter 없음 있음 커터 마모 계측

Mixing rod for agitator
Outer: 4개

Inner: 2개

Outer: 4개

Inner: 4개
Slurry discharge line 폐색방지

Spare slurry discharge pipe 없음 있음 Slurry discharge line 폐색방지

그림 11. 조립 중인 TBM 2호기 공장 검수 사진

발파암 비산방지를 위해서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었던 Soil Cover(2~3m) 방식도 공정 지연의 주 원인으

로 분석되어 국내에서 반입한 폐타이어 매트와 방호매트 

조합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발파공법 및 비산방지 공법의 적용으로 재

료비의 증가에 따른 단점보다는 공기단축에 따른 제반 비

용 절감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SLURRY SHIELD TBM 설계

Slurry Shield TBM 장비의 선정을 위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TBM 공급실적이 높고 Slurry TBM 제작 실적이 

많은 Kawasaki 및 Herrenknecht 등의 공급업체를 대상

으로 심도 있는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통해 총 TBM 공급

업체로 Kawasaki를 최종 선정하였다.

4.1 개선사항 및 선정 TBM 제원

본 현장에 분포하는 복합지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TBM 설계를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TBM 공

법과 유사한 지반조건의 과거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2에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한 장비 개선 항목을 요

약하였으며, 커터의 점검 및 교체 시간 단축, 암반구간에

서의 굴진효율 증대, 커터의 사용시간 증대, Slurry Dis-

charge Line 폐색 방지 등이 주요 개선 사항이다. 이러한 

장비의 개선은 굴착 중 굴진 중단(Intervention)을 최소

화 함으로써 굴진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1은 C915공구의 TBM 2호기 조립 과정 공장 검

수를 위한 시험 가동이며, 적용된 TBM의 상세 제원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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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915공구에 적용된 TBM 사양

General

Type Slurry type TBM

Diameter 6,720 mm

Length 11,300 mm

Front Body

Diameter 6,650 mm

Front gripper jack
2,000 kN X 100 ST X 30 MPa X 2 pc

2,000 kN X 80 ST X 30 MPa X 2 pc

Front crusher jack 5,250 kN X 34.3 MPa X 165 mmst X 1 pc

Middle Body

Diameter 6,630 mm

Shield jack

Total thrust force: 49,000 kN (2,450 kN X 20 pc)

Stroke: 2,150 mm

Hydraulic speed: 7.0 cm / mm

Articulate jack
Total thrust force: 36,000 kN (3,000 kN X 12 pc)

Stroke: 200 mm

Rear gripper jack 2,000 kN X 100 ST X 30 MPa X 2 pc

Rear Body

Diameter 6,630 mm

Tail grout seal system Wire brush type 3 rows

                                  (a) 토사/복합지반용                                    (b) 암반용

그림 12. 지반조건별 면판설계

4.2 면판 설계

면판 설계는 본 현장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암반용과 

토사/복합지반용으로 구분되어 설계되었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반조건에 따라 개구율(암반용: 26%, 토

사/복합지반용: 32%)과 커터에 차이가 있다. 암반용은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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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수처리플랜트 전경 사진 및 배치도

타입의 디스크 커터가 적용되었고 토사/복합지반용에는 

Tip Insert 타입의 디스크 커터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면판은 암반과 토사/복합지반용으로 구분되어 

설계되어 있지만, 커터를 교체하고 Slit판을 탈･부착함으

로써 서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기

능을 통해서 암반구간을 만나게 되면 막장의 안정성 확보

를 위해 암반구간의 일정부분을 굴착한 후 면판을 토사/

복합지반용에서 암반용으로 교체한다. 같은 방식으로 암

반구간에서 토사/복합지반을 만나게 되면 암반구간이 끝

나기 일정 거리 이전에 면판을 교환하게 된다. 면판교체

시에는 inner 39개, 게이지 4개, center 커터 8개 등 총 

51개의 커터를 교체하게 되며 교체시간은 대략 10일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3 이수처리플랜트 (Slurry Treatment Plant)

Slurry TBM은 굴착중 막장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

여 지상의 이수처리 플랜트로부터 송니관을 통해 공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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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를 이용한다. 굴착 후 배출되는 이수와 토사는 배니

관을 통해서 지상의 이수처리 플랜트로 운송되어 분리처

리 되며 이수는 다시 송니관을 통하여 막장면에 재활용 

된다.

C915공구는 싱가포르를 통과하는 말레이시아 국영철

도(KTM) 부지에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처에서 제공한 지상의 부지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의 부지여건을 고려한 최

적 설계를 하였으며 그림 13에서와 같이 성공적으로 시공 

중에 있다. 

5. 결언

싱가포르 DTL 2단계 C915공구는 2009년 3월 입찰이 

완료되었고, 당사는 2009년 5월에 시공 적격자로 선정되

어 현재까지 약 22개월 동안 본격적인 Slurry Shield 

TBM 터널시공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

고 있다. 본 기술 보고에서는 C915공구의 지질적 특성과 

싱가포르의 토목설계 및 시공 기술력, VE를 통한 설계 개

선사항, 복합지반의 Slurry Shield TBM 설계 및 적용 시 

검토사항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 현황으로는 공사 착공서류 제출, 

4단계의 실시설계 감리 및 납품 완료, 도로 및 지장물 이

설완료, 부지 정지, Cut & Cover 구간 가시설 시공, TBM 

Slurry Plant 시공, TBM 발진수직구 굴착 등이 수행되었

다. 그리고, 향후 본 공사의 완공까지는 많은 기술적인 문

제들을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국내의 건설문화와는 

판이하게 다른 싱가포르 건설분야 Claim의 문제들을 해

결 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싱가포르 DTL 2단계 및 DTL 3단계 공사에는 SK건설

(주) 이외에도 한국의 많은 건설사들이 진출해 있으나, 지

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우수한 기업과 기술들이 대거 집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적인 성

과 위주의 싱가포르 진출 보다는 이들과의 경쟁과 학습을 

통해 국내의 건설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