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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 설계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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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칼리파 스타디움 리노베이션 공사는 2022년 FIFA월드컵 개최를 위해 기존 50,000석 규모의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약 68,000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칼리파 스타디움은 스탠드 상부 2개의 압축링(철골구조)과 인장케이블, 현수케이블로 구
성된 순수 케이블에 PTFE막으로 덮여 있는 구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입찰과정에서 수행한 구조검토, 해체
및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Abstract
Renovation of Khalifa Stadium is changing of existing Asian Game Stadium with 50,000 seats for 2022 FIFA Worldcup to
have 68,000 seats. There are 2 compression rings, tension and suspension cables with PTFE membrane for new Khalifa
Stadium. This paper consists structural review, dismantle and erection work for Renovation of Khalifa Stadium conducted
during the bid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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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후 2014년 1월 기술설
명회를 가졌다.

칼리파 스타디움은 1976년 처음 건설되어 2006
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2005년 약 50,000석 규모의

본 고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수행한 구조검토,
해체 및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지붕과 조명아치로 구성된 경기장으로 재설계 되
었다.
최근 카타르는 2022년 FIFA월드컵 개최를 위한

2. 지붕 구조시스템

중・장기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칼리

현재 칼리파 스타디움의 서측 스탠드 메인 지

파 스타디움을 약 68,000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리

붕은 길이 약 220m, 폭 약 50m의 PTFE막이 순수

노베이션 하기로 결정되어 (주)CS구조엔지니어링은

케이블에 지지되어 있고, 동측 스탠드는 지붕 없

카타르 현지의 Q.S.T(Qatar Space Technology)와

이 스팬 265m, 높이 75m의 조명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01>.

* 주저자, (주)CS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건축구조기술사
** (주)CSSE-Qatar 지사장, 공학박사
*** (주)CS구조엔지니어링 부소장
**** 교신저자, (주)CS구조엔지니어링 실장, 공학석사
Tel: 02-3497-7800 Fax: 031-735-9947
E-mail: cs@csse.kr

2014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리노베이션 계획에 따라 칼리파 스타디움은 서
측 스탠드의 케이블과 PTFE막, 동측 스탠드의 조
명 아치를 해체하고 동측 스탠드 추가 확장 및 스
탠드 상부 2개의 압축링과 인장, 현수 케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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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순수 케이블에 PTFE막을 덮는 형태로 변
경될 것이다<그림 02>.

3. 설치
설치 계획은 기존 시공 방법인 벤트 설치 후 압
축링을 각 세그멘트 단위로 분절하여 타워크레인
을 사용하여 각각 시공하는 방법을 탈피하여
CSSE는 지상에서 조립 후 유압잭을 이용하여 인
양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그림 04>. 이 방법은
조명 아치 해체에도 사용될 것이다.

<그림 01> 칼리파 스타디움 전경(변경 전)

<그림 02> 칼리파 스타디움 구조시스템(변경 후)

기존의 서측 스탠드는 동측 스탠드 확장에 따
라 서측과 동측 스탠드를 모두 덮을 수 있는 케이
블, 막구조로 구조시스템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기존 철골 구조의 보강 및 브레이스 신설이 필요
하다.
동측 스탠드는 확장 및 지붕 공사를 위해 조명
아치를 완전히 해체하고 서측 스탠드와 동일한 구
조 시스템으로 신설될 것이다. 신설 구조계획은

<그림 04> 설치 계획

<그림 0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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