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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Bedok Mixed Project의 구성 및 
디자인 

글 장석권 ＼ 건축기술팀 과장 ＼ 전화 02-3433-7713 ＼ E-mail jjanggwon@ssyenc.com

1. 머리말

Bedok Mixed Development는 싱가포르의 동쪽지역인 Bedok MRT 

역사와 마주하고 있다. 싱가폴 최대 부동산 대기업인 CapitaLand에

서 발주하였고, Retail, Bus Interchange, Condominium으로 구성된 

Design & Build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명 Bedok Mixed Development

발주처 CapitaLand

위치
Lot 10724L MK 27 at Bedok North Drive / 
New Upper Changi Road

공사기간 2011년 11월 ~ 2015년 7월

공사규모

 • Retail Shop, Carpark : 지하2층 ~ 지상1층
 • Bus Interchange : 지상 2층
 • Multi Storey Carpark : 지상 3층 ~ 지상 4층
 • Residential : 지상 4층 ~ 지상 15층(8개동)
 • GFA : 94,130.31m² 

주요시설

 • Bedok Mall : 상점 240개, 주차 265대 
 • Bus Interchange : Alighting 5개, Departure  
        10개, Parking Lot 58개 및 상가 18개
 • Bedok Residences(Condominium) : 총 
        583세대(Typical 566세대, Pent House  
       17세대),
 • 공용부분 : 수영장, 테니스코트, 클럽하우스,       
       휘트니스센터, 놀이터, Environmental Deck 
       (4층/5층 조경시설)

구조 및 공법

 • 기초  :  Foundation Pile
 • 구조  :  RC Structure, Semi Top-down 
                  Method, Transfer Slab(L3)
 • 마감  :  External(Window 및 Sliding Door 
                  System + Texture Paint),
                 Internal(Skimcoat, Ceiling, Stone 
                 and Tile, Paint) 

 

3-1. Bedok Mall & UPN(Underground Pedestrian 

       Network)

Bedok Mall은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상점 240개와 주차 265

대를 제공하며 인근지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의 규모이다. 또한 

Bedok MRT역과 연결되고, 프로젝트 내에 Bus Interchange가 있

어 하루 4만 명의 유동인구를 마주하고 있는 매력적인 상권을 형

성하여 지역상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림 1] Bedok Mixed Development 3. 프로젝트의 구성

2.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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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N은 New Upper Changi Road 지하를 관통하여 기존의 통로

(Underpass)와 연결되어 Bedok MRT Station과 지하상가를 연결

하여 유동인구를 자연스럽게 쇼핑몰로 유도하고 있으며, 퇴근시 

쇼핑하고 귀가하는 싱가포르 문화의 콘셉트에 부합하고 있다.

3-2. Bus Interchange

2단계 공사인 Bus Interchange는 Air-Conditioned Bus 

Interchange를 제공하겠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공약으로 수행되

었다. 오픈 행사에 Minister for Transport(교통부 장관), Senior 

Minister of State in the Ministries of Trade and Industry(산업통

상부 장관)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VIP 및 Channel News Asia, 

The Straits Times 등 언론과 국민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3-3. Bedok Residences

583세대로 이루어진 Bedok Residences는 지상 3, 4층에 주차장

을 설계하고, 그 상부에 E-deck와 콘도를 얹혔다. 복합프로젝트

로서 지면과 연계되는 각각의 동선(각 동 및 공용공간을 외부와 연

결)을 풀어내는 것이 당 프로젝트 설계의 핵심이다. 

E-deck에는 콘도미니엄의 부대시설과 조경을 구성하여 교통중심

지의 건물에서 놓칠 수 있는 틀에 짜여진 설계를 충분히 지양하고 

있다. 8개의 동으로 둘러싸인 넓은 E-deck는 조경공간 및 수영장

을 3층과 4층 상부에 다이나믹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림 2] Bedok Mall

[그림 5] Bedok Residences

[그림 6] 옥상에서 바라본 E-deck 전경                   

[그림 4] Bus Interchange

공사 전 Bus Interchange 전경 완공 후 Bus Interchange 전경

[그림 7] Club House

[그림 3] Underground Pedestrian Network



4-1. Transfer Slab

지상 3층 바닥에 설계된 Transfer Slab(두께 1.5m)는 Bus 

Interchange 상부에 Bedok Residences를 얹히기 위한 기초로 자

리 잡고 있다. 7m의 층고를 가지고 있는 Bus Interchange 상부에 

180m×110m의 대형 기초판을 얹혀 Bedok Residences 구조물이 

다른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준다. 

       

4-2. 복합건물의 동선계획

대지는 남북으로 3.5m의 단차를 가지고 있다. 북쪽 2층은 Bus 

Interchange의 진출입(Ingress, Egress) 하도록 하고 남측 1층으로 

Bedok Mall 주출입(Main Entrance)를 계획하여, 두 개의 별도 시

설물을 지상에서 연결하는 동선계획이다. 

8개 동을 가진 Residences를 지상과 연결하기 위해 각 8개의 계

단실과 Elevator를 지상까지 연결하고, 2개소의 공용 Lobby를 공

용공간(Podium)과 연결하고 있다.

4-3. Facade

콘도미니엄의 외부로 내민 발코니 디자인은 다이나믹한 외벽의 구

성요소이다. 격층으로 내밀어 상하층 프라이버시에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되지만, 건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싱가폴에서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다.

3층~5층의 포디엄을 감싼 Curvy Wall과 알루미늄 파사드는 대

담한 곡선을 사용하여 파사드에서는 하부 Bedok Mall과 상부 

Residences를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알미늄 파사드 배면에는 

Bedok Mall과 Bus Interchange의 급기, 환기덕트 Chamber를 갖

추고 있다.

[그림 12] 야간 LED 조명이 설계된 알루미늄 파사드

[그림 11] 외벽 디자인                                

[그림 9] 동선 설계(남북 단면도)                                 

[그림 10] 동선 설계(1층 평면도)                                

[그림 8] Transfer Slab 시공을 위한 System Support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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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ok 현장은 2011년 12월 15일에 착공하여 2015년 5월 22일 5개

의 준공절차(TOP Certificate)를 통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임시

버스정류장(Temporary Bus Interchange) 해체공사까지 포함하면 

총 6단계이다. 주요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5-1. Bedok Mall(1단계 공사)

상부 골조공사 진행 중에 Bedok Mall(1단계 공사)의 준공을 위해 

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 건설청), MOM(Ministry 

of Manpower : 노동부)에 수십여 차례 방문하여 협의하고, 현장검

사를 거쳐 준공 승인을 득하였다. 각 관공서에서 제시하는 안전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운행을 제한하고 안전선반, 

수직보호망, 보행자보호용 Shelter 설치 등 수 많은 안전장치를 설

치한 후에 부분준공이 승인되었다. 

BCA도 당 현장을 통해 수직으로 분리된 부분준공의 어려움을 파

악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분준공은 불허하도록 조치되었다.

5-2. Bus Interchange(2단계 공사)

지상 2층에 위치한 Bus Interchange는 BCA에서 수직분리 준공을 

불허(Bedok Mall 준공 후)함으로써, 최상부의 외부 마감공사를 끝

내고서 준공허가를 신청하였다. 

5-3. Bedok Residences(3단계 공사)

1단계, 2단계의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집중된 자원투입은 마지막 

단계 공사에 공기부족을 야기하였다. 또한 품질을 매우 중요시하

는 발주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콘도미니엄 공사가 가장 나

중에 위치하는 것은 당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Bedok Mixed Project는 Mall, Bus Interchange, UPN, MRT 

entrance/Taxi Stand/Bus Stop, Residences, Temporary Bus 

Interchange 철거공사 등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시공할 수 있다면, 발주

처에게는 부지의 활용과 수익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다. 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취득한 복합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 노하우

가 향후 발주되는 유사프로젝트의 수주와 공사수행의 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  

[그림 15] 상부 낙하물을 고려한 Shelter 설치(10kN 설계)

[그림 13] 프로젝트 개념도

6. 맺음말

[그림 14] 1단계 준공 시 공사 전경                          

5. 복합프로젝트의 단계별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