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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MRT 출입구 및 버스정거장
구조물의 철거 및 신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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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구조물과의 시각적 연계성 및 심미성 강화를 위해 철거 후 신

1. 머리말

설하는 방안이 계획되었으며, 본 고를 통해 상기 과업의 설계, 기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 수단인 MRT(Mass Rapid Transit)는

존 구조물 철거 및 신설 구조물 시공을 위한 시공계획 및 시공과

1982년 싱가포르 정부의 MRT 공사에 대한 승인을 기점으로 1983

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과업 중 시공승인은 『싱가포르 Railway

년 10월에 첫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98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

Protection Zone 내 도심지 지하연결통로 설계 및 시공 사례(건설기

통되었다. 최초의 싱가포르 MRT는 싱가포르의 남북과 동서를 가로

술/쌍용, 2014년 봄호)』에 기 소개된 절차와 동일하므로 본 고에서

지르는 2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Red Line(North

는 시공승인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South Line, NSL)과 Green Line(East West Line, EWL)에 해당한
다. 당사가 수행한 Bedok Mixed Development Project는 상기 언

2. Bedok MRT 출입구 및 버스정거장 개요

급한 싱가포르 제 1기 MRT 중 하나인 Bedok MRT 역사와 인접하
여 위치하고 있다. 본 역사는 Green Line에 해당하며, 1989년 11월

Bedok MRT 출입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9년에 준공되었으

개통한 이래 약 26년간의 운영에 따른 미관상의 노후화가 진행 중

며, RC(Reinforced Concrete)로 지어진 기둥 및 보와 Steel Truss로

에 있었다. 이에 Bedok Mixed Development Project의 기획단계에

이루어진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MRT 출입구 전면에 위치한 버

서 Bedok MRT 구조물 중 사업부지와 근접한 Bedok MRT 출입구

스정거장은 Bedok MRT 구조물의 준공시기와 동일한 년도에 준공

(Entrance B) 및 인접 버스정거장(Bedok MRT Sta. Bus Stop)을 신

된 것으로 추정되며, 버스정거장 상부는 강관 및 Steel Frame으로
구성된 Shelter로 덮여있다. Bedok MRT 출입구 및 버스정거장의
상세한 제원과 위치는 아래의 <표 1> 및 [그림 2~4]를 참조하기 바
란다.

표1

Bedok MRT 출입구 및 버스정거장 제원

구분
준공년도
규모

[그림 1] Bedok MRT 역사 출입구

구조물
형식

MRT 출입구

버스정거장

1989년

1989년(추정)

길이 : 38.0m
폭 : 9.2m
높이 : 6.2m
RC (기둥 및 보)
+
Steel Truss (지붕)

길이 : 27.0m
폭 : 4.9m
높이 : 3.3m
Steel Column (기둥 및 보)
+
Steel Frame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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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설 구조물 설계
3-1. 신설 구조물 개요
신설 구조물은 강관과 사각 형강을 이용한 길이 112m, 폭 16m, 높이
6m의 철골구조물로 계획되었다([그림 5] 참조). 구조물의 서측에는 철
거 후 신설되는 MRT 출입구와 버스정거장 구조물 이외에 Taxi Stand
를 추가로 신설하여 교통시설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신설 구조물 중 버스정거장 구간은 공간적 개
[그림 2] 버스정거장(Bedok MRT Station)

방감을 확보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버스 번호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한 측의 기둥을 배제한 Cantilever 형태의 구조물로 계획
되었다. 신설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은 대형장비의 사용 승
인이 어려운 LTA(Land Transport Authority)의 1st Reserve에 위치하는
시공조건의 특수성과 MRT 및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을 고
려하여 소형 천공장비를 이용한 Micropile로 계획하였다.

3-2. 신설 구조물 설계 및 설계승인
신설 구조물의 구조적 형태가 비정형의 일체화된 구조인 점을 감안
하여 3차원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가 수행되었다. 설계가 완
[그림 3] Bedok MRT 출입구 및 버스정거장 위치도

료된 후 설계승인(Structural Plan Approval)은 설계사 설계완료 →
AC(Accredited Checker)의 독립적인 구조검토(Independent Structural
Analysis) → Project QP(Qualified Person) 검토 및 BCA(Building &
Construction Authority) 제출 → BCA 승인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4] Bedok MRT 출입구 및 버스정거장 단면도

[그림 6] 3차원 모델링(Bentley Staad.Pro)

[그림 5] 신설 구조물 평면도, 전면도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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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물 철거를 위한 시공계획 및 시공

2) 버스정거장 Crash Deck 시공
버스정거장은 MRT 출입구와 마찬가지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

4-1. 공사를 위한 임시구조물 시공

간대에도 보행통로로써 공용되는 구조물이므로 공사 중 보행자 보

1) 출입구 Temporary Roof 시공

호를 위한 시설이 요구되었으며, 허용된 작업시간은 일 4시간(AM

Bedok MRT 역사는 열차 운영시간인 AM 06:00부터 AM 12:30까

01:00~AM 05:00)으로서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지 운영되고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폐쇄된다. 하지만 MRT 출입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버스정거장을 이설하여야 하

는 도로를 횡단하는 지하통로의 출입구로서 공용되기 때문에 24

나 인근에 점용이 가능한 용지가 없었다. 또한 버스정거장 이설 시

시간 동안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없었다. 또한 기존 구조

이용자 이동거리에 따라 산정되는 요금(Fare)의 변경이 불가피하

물 철거 시 기존 Roof를 대체할 수 있는 임시 Roof 겸 신설 구조

며, 이러한 경우 각종 민원해소 및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과다하

물 시공 시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였다. 이

여 버스정거장 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

에 출입구 구조물의 철거 전 이용자가 드문 시간대(AM 01:00~AM

어 버스정거장 구간의 신설 구조물은 Cantilever 형태의 구조물로서

05:00)를 이용하여 Temporary Roof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전체 구조물이 일체화되기 전에는 자립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Temporary Roof 시공 중 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전담 안내원

점을 가지고 있어 구조물의 일체화 전 Steel Frame을 지지할 수 있

의 지시를 받아 Lif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는 지지대가 필요하였다. 이에 버스정거장 구간에는 H-형강 및 철
판을 이용하여 공사 중 보행자 보호 및 지지대 역할을 겸할 수 있는
Crash Deck를 시공하였다.

[그림 7] Temporary Roof Truss 단면도

[그림 10] Crash Deck 단면도

[그림 8] 공사 중 이용자 안내계획

[그림 9] Temporary Roof 시공사진

[그림 11] Crash Deck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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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 구조물 철거

구조물(에스컬레이터 및 계단)과 충돌 발생 시 보상문제와 LTA의 벌

1) 출입구 Roof 철거

점이 우려되었다. 이에 L-형강 및 철판을 이용한 임시보호벽을 부

Temporary Roof가 완성된 후 기존 출입구 Roof의 철거작업이 시작

분적으로 시공하여 조적벽체를 일부 철거한 후 기둥을 세우고 내측

되었다. 기존 Roof 구조물은 각관(100x100x6t), 아연도금 파형강판

보호벽을 시공하여 잔여 조적벽체의 철거를 진행하였다.

등 경량의 자재를 이용하여 시공되었고, 주요 접합부는 분해가 용
이한 Bolting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거 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노후
화에 따른 녹으로 인해 Bolt를 해체하기 어려운 연결부는 LTA에서
산소를 이용한 Gas Cutting 작업을 불허함에 따라 Hand Cutter를
이용하여 자재를 절단하면서 철거를 진행하였다.

[그림 14] 출입구 조적벽체

(a) 임시보호벽

(b) 기둥 및 내측보호벽

[그림 15] 조적벽체 철거계획
[그림 12] 출입구 Roof 철거사진

2) 출입구 기둥 및 보 철거
Roof가 철거된 이후 RC 보와 기둥은 Crane의 작업반경에 따른 허
용하중을 고려하여 분할계획(Block 당 3.2~6.4ton)을 수립한 후 2
대의 Crane, Diamond Wire Saw 및 임시 지주를 이용하여 철거하
였다.

4) 버스정거장 Shelter 철거
버스정거장 Shelter는 Crash Deck의 시공이 완료된 후 철거가 가능
했으나, 우천 시 Crash Deck 바닥철판 사이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
우 이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었다. 이에 버스정거장 Shelter는 신설
구조물 마감이 일부 완성되어 누수에 대한 우려가 종식된 이후 철
거를 수행하였다.

4-3. 기타사항
기존 구조물의 철거 시 동반되는 부수적인 사항으로는 조명, CCTV,
통신시설, 안내시설, 가로등, 기타 지장물 등의 이설 또는 신설 후
철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구조물의 철거 계획 시 대상 구조
물의 철거 뿐만 아니라 상기 언급된 부수적인 사항을 사전에 고려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정부기관 승인 및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구조물 신설을 위한 시공계획 및 시공
[그림 13] RC보 철거계획

5-1. Piling

3) 출입구 조적벽체 철거

신설 구조물의 기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조건 및 안전상

기존 출입구 구조물의 3면을 둘러싸고 있는 조적벽체는 해체가 어

의 문제로 소형 천공장비를 이용한 직경 330mm의 Micropile로 계

려운 중량의 구조물은 아니지만 해체 중 잔해물의 낙하로 지하구간

획하였다. Micropile 시공 시 간섭되는 구조물(벤치, 안내판,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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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설 및 철거한 후 Piling을 수행하

5-3. Roof Frame 분절 및 설치

였다.

Roof Frame은 공기, 품질, 제한된 작업시간 등의 이유로 29개의
Frame으로 분절하여 제작장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제
작이 완료된 Frame은 제작장에서 1차 검수를 마친 후 현장에 반입
하여 설치하였다. Frame 당 중량은 최대 6.4ton, 단변의 길이는 7m
이내로 계획하였다. Roof Frame은 그 크기로 인해 이송 중 최소 2
개 차선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Escort 서비스를 이용하여 심
야시간대에 이송하였으며, 설치 또한 현장의 허용된 작업시간(AM
01:00~AM 05:00)을 고려하여 심야시간대에 수행되었다. 현장에
[그림 16] Micropile 단면도

반입된 Roof Frame은 Crash Deck에 임시 거치된 후 현장용접을
통해 연결되었으며, 모든 연결부의 용접 및 검수가 완료된 후 Crash
Deck과 Roof Frame 사이에 설치된 Screw Jack을 Release 하면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다.

[그림 17] Micropile 시공사진

5-2. Pile Cap 및 기둥 시공
Micropile의 시공이 완료된 후 Pile Cap을 시공하고 그 상부에 기둥
을 시공하였다. Cantilever 구간을 지지하는 경사진 기둥의 하부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제작장에서 Base Plate와 선결합한 후 현장에
반입하였으며 Crane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그림 20] Roof Frame 현장이송

[그림 18] Pile Cap 시공준비

[그림 21] Roof Frame 시공 중 사진

5-4. 마감재 시공 및 시공완료
Frame의 설치가 완료된 후 알루미늄, 유리, 석재 등의 마감재를
이용하여 신설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다. 공사를 위해 사용된
Temporary Roof, Crash Deck 등의 가설구조물은 마감재 시공 중
[그림 19] Base Plate 및 하부기둥 시공

해체를 통해 철거하였다.
2015 하반기호

47

[그림 22] 마감재 시공

[그림 26] 시공완료 후 MRT 출입구 전경 2

6. 맺음말
국내의 경우 풍부한 편의 및 교육 시설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키
워드로 도심재개발 사업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재
개발 사업은 비단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Trend로서 발전해 나
가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면적이 제한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이러
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가 수행한
[그림 23] 시공완료 후 버스정거장 전경

Bedok Mixed Development Project도 상기 언급한 도심재개발 사
업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사업이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도심
지 근접공사에 따른 각종 규제와 민원을 극복하면서 수행된 공사이
다. 더욱이 본 공사는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MRT 구조물, 버스
정거장, UPN(Underground Pedestrian Network) 등 정부기관 소유
의 구조물을 변경 또는 철거 후 재시공함에 따라 정부기관의 잦은
개입과 강도 높은 규제를 받으면서 시공되었다. 향후 싱가포르 내
도심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본 과업과 유사한 조건의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고의 내용이 입찰 및 시공에 미흡하
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본 공사의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현장소장님, 본 과

[그림 24] 시공완료 후 Cantilever 구간 전경

업의 시공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신 임상진 차장님 및 모
든 Bedok 현장의 직원분들과 본사 토목기술팀 직원분들께 본 지면
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고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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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시공완료 후 MRT 출입구 전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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