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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베트남은 1975년 공산화 통일 이후 사회주의적

공업화,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집단화를 골자로 하

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 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이어진 신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난,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대외개방정

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 외자법, 외국인 투자법 등

을 제정하여 대규모 외국자본의 합작투자를 허용하

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1990년대 연평균 경제성

조 인 성

포스코건설토목사업본부이사

insung.cho@poscoenc.com

임 현 우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 과장

hyuncom2@poscoenc.com

<그림 1> 카이멥 항만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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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 7%를 상회하는 고속 경제성장을 기록하 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전자,

기계 등의 기술집약적인 공업 또한 집중 발전시키고

있으며,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전략을 성공시켜 세계

적인 수출입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 교통부에서는 베트남

해안선 전반에 걸쳐 2030년도까지 수출입 항만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진행 중이

다. 본 개발계획은 <그림 1>과 같이 지역에 따라 크

게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지며, 베트남 경제의 수

도라 할 수 있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5번째 그

룹이 본 개발계획의 핵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

다. 카이멥 항만공사현장은 호치민시와 남부지역 최

대공업단지를 연결하는 카이멥 강의 하류, 해상교통

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최근 급증하는 남부지역의

물동량을 해소하는 수출입의 관문으로서, 베트남 경

제성장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사개요

카이멥 항만공사 현장은 베트남 호치민시로 연결

되는 카이멥 강의 입구에 위치하며, Baria-Vungtau,

Tan Thanh 지구에 속해있다. 본 현장은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로서, 600m의 안벽(8만톤급 2선석)

과 48ha의 배후부지에 조성된 야적장을 통하여 인

근 산업지역 및 호치민으로 수출입 되는 물동량을

담당하며, 연간 115만 TEU 규모를 처리할 수 있도

록 계획되었다. 주요 공사내용에는 준설, 지반개량,

호안, 안벽(80,000DWT×2선석, 최대 160,000

DWT급 선박 접안가능), 접속교 3개소, 7,200TEU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 터미널 내부 순환도로, 포

장 및 상하수도, 각종 빌딩 및 전기시설 공사 등 터

미널 운 에 필요한 모든 공종이 포함되며, 터미널

의 평면배치는 <그림 2>와 같다. 계약방식은

Design Build Contract로서, 2007년 포스코건설에

서 수주하여, 계획, 설계, 시공 및 인허가 등 사업 전

반의 업무를 주관하 고, 감리단은 인터내셔널 컨설

<그림 2> 터미널 평면배치

<표 1> 베트남 카이멥 항만공사개요

공 사 명 ㆍImplementation of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Project

위 치 ㆍ베트남 Baria-Vungtau Tan Thanh 지구

시 공 ㆍ포스코건설, 삼환기업

발 주 ㆍCMIT (A.P.Moller Maersk +Vinalines
+Saigon Port)

감 리 ㆍInros Lackner AG. +Portcoast

계약공기 ㆍ41개월

계약금액 ㆍ1.1억불

공사성격 ㆍDesign-Build Contract

안 벽 ㆍ600m, 8만톤× 2선석[115만 TEU/년]

접 속 교 ㆍ3개소 (L=85m, B=20m)

부지조성 ㆍ48ha 컨테이너 야적장

지반개량 ㆍ1LS

건 물 ㆍ25개동 부속건물 (관리동, 세관동, 정비동,
수처리시설 등.)



팅 업체인 독일 Inros Lackner AG.와 베트남 항만전

문 설계사인 Portcoast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항만공

사는 2008년 4월에 착공되었고 , 발주처인

CMIT(A.P.Moller Maersk +Vinalines+Saigon Port)

의 단계별 상업운 계획에 따라 2단계의 구역으로

구분되었으며, 1단계 구역이 완공된 2011년 3월부

터 상업운 을 시작, 현재는 전체 터미널이 정상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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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반개량공법

<기본설계조건>
ㆍ설계하중: 4kPa (건물동: 3kPa)
ㆍ침하조건: 2년간 50cm, 이후 48년간 75cm

<지반개량공법>
ㆍ야드(야적장, 건물동): PVD + Preloading
ㆍ해상구조물 인접구간: 진공압 공법
- 구조물 파일 항타공사와 간섭사항 최소화
- 균질한 지반개량
- 호안 및 해상공사 공기단축 실현 (약5개월)

<그림 4> 진공압 공법 개념도 및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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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시공현황

3.1 지반개량

본 현장은 연약지반상에 조성되어, 50년간의 터

미널 운 기간 동안 약 1.2m의 지반침하가 예상되

며, 해상구조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지계획고

가 결정되었다. 지반개량 공법으로는, 터미널 야드

지역 전반에 걸쳐 PVD와 Preloading이 적용되었고,

<그림 3>과 같이 해상구조물과 인접한 구간(600m

×50m)에는 파일 항타공사와의 간섭 최소화 및 지

반개량공기 촉진을 위해 진공압 공법이 적용되었

다. 본 공법 적용을 통하여, 해상구조물 공사를 조기

에 육상시공화 하 으며, 약 5개월의 공기단축을 실

현하 다.

3.2 구조물 공사

안벽구조물의규모는 <그림 5>와같이길이 600m,

폭 55m 이며, 100m 길이의 6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면부 최저 수심은 17m로 최대 160,000DWT

급의 선박 접안이 가능하다. 전체 해상구조물은 파일

기초로 지지되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강관

파일과 PHC파일을 혼합 적용하 다. 구조물에 지배

적인 하중인 STS 크레인 하중이 재하되는 크레인 빔

및 각 블록의 중앙에 위치한 경사파일은 강관(Ø812

×16t)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외의 구간은 모두 PHC

파일(Ø800×140t)이 적용되었다. 안벽은 3개의 접속

교(L=85m, B=20m)를통해야드로연결되어있다.

상부구조물 시공방법으로는 현장타설과 프리캐

스트 공법이 검토되었으며, 경제성, 시공성, 품질 및

베트남 현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프리캐스트 공법이

최종 선정되었다. 주요 시공순서로는, <그림 6>과

같이 파일 캡 설치, 프리캐스트 빔 및 슬래브 거치,

프리캐스트 내부 현장타설 슬래브 시공, 부속시설

설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상 거푸집 공사를 완

전히 배제함으로써 시공성 및 품질 향상과 공기단

축을 동시에 실현하 다.

<그림 5> 안벽 구조물 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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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해상구조물 주요 시공순서

1. 파일 항타 2. 빔 거치용 파일 캡 설치

3. 프리캐스트 빔 거치 4. 프리캐스트 슬래브 거치

5. 슬래브 콘크리트 현장타설 6. 부속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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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처리 시설

터미널 배후 부지에는 터미널운 에 필요한 관리

동, 정비동, 전기실, 세척장 등의 부속 건물동이 위치

하며, 운 중 사용되는 하수 총량의 처리가 가능한

수처리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강우량이 풍부한 우

기 시에는 건물동 주변의 빗물을 우수처리장에서 정

화하여 조경수, 각 건물동의 화장실 및 세척장으로

공급하게 된다. <그림 7>과 같이 세척장에서 사용된

세척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후 다시 우수처리

장을 거쳐 세척수로 재활용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러한 우수 순환시스템 운 을 통하여, 건기 시에는

하루 최대 45톤의 상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문에서는 향후 베트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을 하게 될 베트남의 항만 중장기 개발계획과 그 일

환으로 포스코건설에서 설계, 시공한 카이멥 항만공

사에 대해 소개하 다. 포스코건설은 국내외 다수의

항만공사 및 베트남 현지의 포스코부두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Design Build 프로젝트인 카이멥 항만공

사를 수주하 고, 계획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 전반

에 걸쳐 프로젝트를 주도하 다. 베트남 현지의 어

려운 시공여건 속에서도 시공품질을 확보함과 동시

에, 계약공기를 달성함으로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

공사의 기술경쟁력을 입증하 다. 또한, 41개월의

공사기간동안 단 한건의 재해도 없이 성공적으로 준

공 하여 발주처인 CMIT로부터 시공 우수성 뿐만 아

니라 인명중시경 , 기업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았

다. 향후, 포스코건설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된 카

이멥 항만공사현장은 베트남 남부 지방의 핵심 컨테

이너 터미널로서 베트남 경제성장의 상징적인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우수 순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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