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정보 Ⅱ

2 싱가포르 Railway Protection Zone 내

도심지 지하연결통로 설계 및 시공 사례

글 박동인 ＼ 토목기술팀 대리 ＼ 전화 02-3433-7792 ＼ E-mail dipark@ssyenc.com

1. 머리말

· Bus Interchange : 27개월(2011년 12월 ~ 2014년 3월)
· Residential : 30.5개월(2011년 12월 ~ 2014년 6월)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노후화된 시가지를 미래 도시계획에 부합하

⑤ 공사규모

도록 탈바꿈하는 도심재개발 사업이 민간자본을 주축으로 활성화

· Retail & Basement(B2~L1) : Shop 214개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재개발 사업은 수요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 Bus Interchange(L2)

싱가포르의 대중교통 수단인 MRT(Mass Rapid Transit) 또는 주간

· Residential Tower(L3~L15) : 583세대

선 도로와 인접한 부지를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며 대중교통과의

⑥ 계약조건 : Fixed Lump Sum & Design Build Contract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교통인프라 시설과 연계하여 개발을 추

⑦ 계약금액 : SGD 292,553,000

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상기 현황으로 인해 사업 수행 중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의 개입 및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또한 교통
시설 연계구조물 시공 시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시 되고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 현재 당사가 싱가포르에서 수행하고 있는
Bedok Mixed Development Project 중 지하연결통로의 설계 및
시공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수반되는 승인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
개하고자 한다.

2. 현장개요

[그림 1] 현장 조감도

2-1. Bedok Mixed Development Project
① 공사명 : Bedok Mixed Development Project, Singapore

2-2. 지하연결통로(UPN)

② 발주처 : CapitaLand

지하연결통로(Underground Pedestrian Network, 이하 UPN)는

③ 대지면적 : 24,902.20㎡, 연면적 : 94,130.31㎡

본 구조물의 지하 2층에 위치한 상가구역과 1980년대 초반에 완

④ 공사기간

공된 Bedok MRT 역사의 지하 보행통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 Retail : 22개월(2011년 12월 ~ 2013년 10월)

신설 지하통로 구조물을 칭한다. UPN은 싱가포르 최대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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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 MRT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

UPN의 공사구간을 가로질러 폭 4.1m의 PUB(Public Utility

화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공사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Board) 우수박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상부는 보도로 이용 중

· 공사규모

이다. UPN 남측에는 싱가포르 중심업무지구인 CBD(Central

- 연장 : 장변 53m, 단변 36m

Business District)와 Changi 공항지역을 연결하는 일방향 3차선

- 높이 : 10.4m

의 주간선도로인 New Upper Changi Road와 U-Turn 차선이

- 굴착심도 : 13.8m(최대 13.95m , Lift Pit 구간)

위치하고 있으며 그 상부를 MRT 지상철 구간의 교량이 가로지르

· 공사기간 : 2011년 12월 ~ 2014년 1월

고 있다. 도로의 양측에는 Bedok MRT Station 및 주출입구가 자
리하고 있다. 상세한 현황조건은 [그림 3] ~ [그림 5]를 참조하
기 바란다.

]
[그림 2] UPN 위치도
[그림 4] New Upper Changi Road(공항방향)

3. 지하연결통로 설계
3-1. 지장물 및 인접구조물 현황

[그림 5] MRT Viaduct 및 U-Turn 차선

New Upper Changi Road 길어깨부를 따라 SPPG(Singapore
Powergrid)의 고압전선(HT), PUB의 상수관로 및 M1 통신케이블
이 위치하고 있다.

3-2. Railway Protection Zone
싱가포르의 경우 MRT 구조물은 중요 보호구조물로 간주된다. 이
에 싱가포르 정부는 MRT 인접지역을 MRT 구조물 경계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1st Reserve, Railway Protection Zone 및 Railway
[그림 3] UPN 및 인접구조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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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Zone으로 구분하여 각종 Activity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MRT 구조물과 근접한 1st Reserve Line(MRT 구조물 경계로부

3-4. 공사 중 도로점유 승인

터 6m 거리 이내)의 경우 강도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요구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도로를 Red, Yellow, Green으로 구분하여

또한 MRT 구조물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LTA(Land Transport

Peak Hour를 규정하고 있다. Peak Hour 시간대에는 차선을 차

Authority)는 시공사가 착공승인을 위해 제출한 시공계획(Method)

단하는 작업이 승인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단기간 공사

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UPN

인 경우 승인을 받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공사가 장기적으로 진

의 경우 MRT 고가교 하부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할 뿐더러 기존구

행되는 경우 Peak Hour 시간대에는 차선을 차단하는 작업이 승

조물과의 연결 작업을 위해 LTA의 구조물인 기존 지하통로의 변

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신설하거나 차선

형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 중 각종 규제에 의한 통제 및 제

의 폭을 조정하여 공사 중 차선수를 유지하는 방안(Lane to Lane

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림 6]은 MRT Viaduct의

Replacement)이 주로 적용된다. 차선의 폭을 조정하는 경우 최소

Railway Protection Zone을 도식화한 것이다.

폭은 일반차로 3.0m, 버스차로 3.5m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UPN 상부에 위치한 New Upper Changi Road는 도로 분류상
Green에 해당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 오전 7시 30분에서 9
시 30분, 오후 5시에서 8시까지는 차선의 점유가 금지되어 있다.
UPN의 경우 도로의 양측에 위치한 MRT 출입구와 MRT 역사 건
물로 인하여 우회도로나 Lane to Lane Replacement에 필요한
최소폭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LTA와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통행량
이 적은 평일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1차선, 새벽 1시부터 5시
까지 2차선을 점유하고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차선을 모두 개통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협의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교통

[그림 6] MRT Viaduct의 Railway Protection Zone

영향평가를 토대로 U-Turn 차선은 공사기간 중 차단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표 2>는 공사 중 도로점유를 위한 개략적인 승인 절

3-3. 관련기관 협의

차를 나타낸 것이다.

목적 구조물이 Railway Protection Zone의 1st Reserve Line과 근
접하여 시공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는 매우

표2

공사 중 도로점유를 위한 승인 절차
절차

중요하다. 그 이외에도 도로에서의 장기간 작업이 요구되거나 지
장물과 인접하여 공사가 수행되는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의는 최

Pre-Consultation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방

내용
· LTA RIM 및 TM 협의
· TCP❹ 및 TIA❺ 제출 및 가승인

향, 공사계획 등이 바뀔 확률이 크고 이로 인해 수개월의 공기가
무의미하게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1>은 UPN의 설
계단계에서 협의한 주요 기관 및 내용이다.
표1

LTA PROMPT

· LTA PROMPT를 통한 관련서류 공식 제출
· 시공 Method 제출
· Contingency Measure 제출

유관기관
회람 및 승인

· NParks❻, PUB 등 유관기관 회람 및 최종 승인

관련기관 협의 내용
관련기관

협의내용

LTA DBC❶ Rail

· Railway Protection Zone 관련 시공계획

LTA RIM❷ 및 TM❸

· 시공 중 차선 통제 또는 Diversion 계획

SPPG, PUB

· 시공 중 지장물 보호

❶
❷
❸
❹
❺

Development & Building Control
Road Infrastructure Management
Traffic Management
Traffic Control Plan
Traffic Impact Assessment

❻ National Park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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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UPN 시공순서

일반적인 흙막이 가시설 벽체의 허용수평변위 기준은 굴착고의

UPN의 전반적인 시공순서는 일반적인 지하철 정거장 시공순서와

0.5% 내외이나 UPN의 경우 주변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굴착

유사하며 이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고의 0.1%라는 작은 값의 허용변위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소
구경의 직경에서 최대의 강성을 얻을 수 있는 Steel Pipe Pile +
Cement Grout라는 복합파일을 흙막이 벽체로서 적용하였다.

① Micropile 벽체 시공

② Deck 시공 및 굴착

[그림 9] Micropiling 시공단면

2) PUB 우수박스 매달기
PUB 우수박스는 UPN 구조물의 상부를 가로지르는 주요 지장
물 중 하나이다. 규모는 폭 4.1m, 높이 4.0m로 만수위 시 그 자
중이 1m당 20톤에 달하는 구조물이다. 우수박스의 상부는 버
③ 굴착완료 및 골조

④ 차선 복구

[그림 7] 시공순서 개요

스 Interchange, 버스 정거장 및 MRT를 연결하는 도보로 이용되
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박스 매달기 전 보행자 우회를 위한 Traffic
Deck를 UPN의 북쪽에 계획하였다.

3-6. 주요 설계사항
1) Micropile
UPN의 초기 설계 시 흙막이 가시설의 벽체는 직경 800mm의
CBP(Contiguous Bored Pile)로 계획되었으나 Viaduct와 인접
하여 대형장비의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소구경
Micropile 장비를 활용한 벽체를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방향을 수

[그림 10] PUB 우수박스

정하였다. 장비 전도 시 Viaduct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1st Reserve Line 내부에서는 장비의 Mast
길이를 4.7m로 수정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a) 1st Reserve Line 외부

(b) 1st Reserve Line 내부

[그림 8] Micropiling 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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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우수박스 매달기를 위한 보행자 우회계획

우수박스의 매달기는 굴착 중 우수박스의 자중을 지지하는 하부
Support와 이를 Micropile로 시공된 기초에 전달하는 상부 Frame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개념도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a) RC Capping Beam

(b) Steel Capping Beam

[그림 14] Capping Beam 비교

4) 기존 지하통로 연결부 시공
[그림 12] 우수박스 매달기 설계 개념도

UPN 구조물과 기존 구조물을 연결하기 위해 기존 지하통로의 벽
체를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벽체의 제거 전 기존 지하통로 상부

3) Steel Capping Beam
Traffic Deck은 별도의 독립적인 파일기초를 두어 지지하는 것으
로 계획되었으나 기존 지하통로와 간섭되는 구간은 파일기초의
시공이 불가능하여 흙막이 가시설의 벽체역할을 하는 Micropile
의 상부에 지지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Traffic Deck의 고정을 위
한 RC Capping Beam이 당초에 계획되었으나 양생시간으로 인
해 Peak 시간대에 차선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이
를 H-Beam과 Plate를 이용한 Steel Capping Beam으로 변경

의 하중을 UPN 구조물로 전달하는 보의 시공이 필요하였고, 그
에 앞서 Traffic Deck을 지지하고 있는 Micropile의 제거작업이 선
수행되어야 했다([그림 15] 참조). 따라서 바닥 슬래브의 일부 구
간을 미리 타설하고 바닥 슬래브로부터 임시 지주를 세워 Traffic
Deck을 지지한 후 Cutting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Traffic Deck 이후 일반 도로구간의 침하 및 토사유출을 방
지하고자 Grouted Column 및 임시 Strut를 설계에 적용하였다([그
림 16] 참조).

하였다. [그림 13] 및 [그림 14]는 해당구간의 대표단면 및 Steel
Capping Beam 상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 Steel Capping Beam 적용구간 단면도

[그림 15] 기존 지하통로 하중전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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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획을 LTA DBC Rail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계
획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장개요 및 시공계획
· Safety Work Procedure
· Risk Assessment
· Fire Safety Control Measure
· Emergency Call-up List
· Site Organization Chart
· 시공관련 설계 자료(Toppling Analysis 등)
· 각종 증빙자료
시공계획의 승인에는 제출 후 약 1~2주가 소요되나 공사의 난이

[그림 16] Temporary Support for Traffic Deck

도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LTA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3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UPN의 경우 LTA의 지적사항은 공사 중 보

4. 지하연결통로 시공

행자 보호, 장비의 전도방지 및 운영 계획, 화재방지계획과 관련
된 내용이 주였다.

4-1. 시공승인 절차
1) 시공승인 Process
아래의 [그림 17]은 Railway Protection Zone에 위치한 Design &
Build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승인 절차를 요약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설계 및 차선점유의 승인이 완료된 후, 공사의
착공을 위해서는 각 공정별 시공계획(Method)에 대한 LTA 승인이
필요하다.

BCA Approval

LTA Approval

QP Design

LTA DBC Rail

LTA DBC R&T

AC Check

QP Check

QP Check

BCA Approval

Approval

Approval

DBC Approval

SMRT for RFM

LTA RIM

Pre-consultation

Permit to Work
(Prompt)

[그림 18] 장비 운용계획의 예

Method Statement

Commencement

3) SMRT 승인
SMRT(Singapore Mass Rapid Transit Corporation)의 승인은

[그림 17] 승인절차

SMRT가 관리 중인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해야 한다. 승인
절차는 RFM(Request for Modification) 승인, AFM(Application for

2) 시공계획 LTA 승인

Modification) 승인, PTW(Permit to Work)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Railway Protection Zone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시

AFM 승인은 LTA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의 회람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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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초
기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4-2. 주요 시공사항
1) Micropile
공사 중 도로점유 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가장 큰 고민은 도로측
Micropile 시공법이었다. 허용된 작업시간은 일 8시간이었지만 시
공 준비 및 차선의 개통 전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
작업시간은 일 6시간 남짓으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

[그림 20] Steel Pipe Pile 용접이음 제작장

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여 작업시간을 확보하고자 [그
림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Micropile 위치를 따라 임시 Decking
을 설치하였다.

[그림 21] Steel Pipe Pile 설치

[그림 22] Viaduct 하부 Micropile 시공

2) Traffic Deck 시공
Traffic Deck의 시공은 Peak Hour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말 시간
[그림 19] Micropiling을 위한 임시 Decking 설치

대를 이용하여 약 3일간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Steel Pipe Pile의 용접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내 여유부지에서 18m의 Steel Pipe를 미리 용접하고 야간
에 UPN 현장으로 이송한 후 Crane을 이용하여 1회에 Micropile 1
개의 설치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1st
Reserve Line 내에서의 Micropile 시공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이기 때문에 Steel Pipe를 3.0m 길이로 절단하고 Splice Plate를
이용한 현장 용접이음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20] ~
[그림 22]는 Micropile의 시공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 Traffic Deck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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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 우수박스 매달기

5) 골조 및 버팀보 제거

우수박스 매달기는 박스 하부를 순차적으로 Trench 굴착 후 하

굴착이 완료된 후 골조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철근 반·출입, 콘크리

부 Support를 설치하였으며 우수박스와 Support 사이의 공간은

트 타설, 버팀보 반출은 굴착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Opening을 통

NS(Non-Shrink) Grout로 채움을 하였다.

해 수행되었다.

6) Traffic Deck 제거 및 도로 복구공사
도로 복구작업은 제한된 시공시간으로 인해 Traffic Deck의
Secondary Beam 하부까지 LSS(Liquefied Soil Stabilizer)로 채우
고 24시간의 양생시간을 거친 후 진행되었다. 주말 시간대를 이용
양질의 토사(Graded Aggregate)를 층다짐 후 100~150mm 두께
로 Asphaltic Base Course를 시공하고, 이후 Milling & Patching
작업으로 Wearing Course를 시공하였다.

[그림 24] PUB 우수박스 매달기 시공

4) 굴착 및 버팀보 설치
굴착은 Clamshell 장비를 이용하였고 굴착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버팀보를 설치하였다. 토사,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은 버팀보 사
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계획된 Open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27] 도로 복구작업

7) 연결부 시공
기존 지하통로 내부에 방화보드 및 방화문을 이용하여 공사구
간과 공용구간을 분리한 후 연결부 시공에 착수하였다. 두께
750mm의 기존 지하통로 벽체는 코어링, 와이어쏘우 커팅, 체인
블록으로 구성된 Controlled Demolition으로 제거되었다.
[그림 25] Clamshell을 이용한 굴착

(a) 방화벽 시공

[그림 26] 굴착 완료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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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벽체 제거작업 준비

[그림 28] 연결부 시공

[그림 32] UPN 및 기존 지하통로 연결부

[그림 29] 벽체 제거작업 후 내부전경

8) 마감작업 및 준공
연결부 시공이 완료된 후 마감작업을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를 거
쳐 UPN의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림 32] 및 [그림 33]은 현재
공용 중인 UPN의 연결부와 내부전경을 나타낸 사진이다.

[그림 33] UPN 내부전경

5. 맺음말
복잡한 승인절차와 규제로 인해 우려와 걱정 속에 시작된 UPN 공
사는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그림 30] Drain Mat 시공

2014년 1월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준공되었다. 비록 구조물의 규
모가 작기는 하나 유사한 조건 또는 형태의 구조물을 포함하는 공
사의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되는 바, 당 현장의 경험과 자료가 향
후 수주 및 공사수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UPN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현장
소장 이하 Bedok 현장 및 본사 토목기술팀 직원분들께 본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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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벽체 마감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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