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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개요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공사는 두바이 제벨알리 엑스포 지구에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한국 관련 전시 및 공연을 위한 한국관을 

신축하는 건축물 프로젝트이다(엑스포 폐장 후 철거 예정).

[그림 1] Project 위치도 

한국관은 약 80개에 달하는 개별 국가관 가운데 엑스포 내에서 

주요위치에 배치 되어있는 중요 4개 국가관(한국, 독일, 쿠웨이트, 

사우디) 중 하나이다. 

[그림 2] 한국관 위치도  

[그림 3] 건물 배치도

건축물은 수직방향으로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있으며 지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철골조(건물 최대높이 : 약 27m)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건물외관은 삼각 모양을 기본으로하는 기하학적인 

형태이며 건물의 주요 디자인 컨셉은 ‘MOBILE MASS_ITY’로 

Mass(군중)와 City(도시)의 합성어이며 ‘신나서 다 함께 춤추는 

모습’을 뜻한다.

[그림 4]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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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공사개요

공사명 2020 Dubai EXPO Korea Pavilion

공사기간 2019.12.01 ~ 2020.09.19 (9.6개월) 

공동도급 당사단독

발 주 처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설 계 사 
• Lead Architect : MOOYUKI Architects
• Architecture/MEP : Archcorp 

감 리 단 
• PM : HanmiGlobal
• Supervision : Al Hilal Engineering Consultants
• AOR : Archcorp

공사범위 골조공사, 마감, PS 공사 

대지면적 4,651 m2

연 면 적 6,843m2 

공사규모 지하1층 ~ 지상3층 전시 및 공연 공간 

당 프로젝트는 현재 공정율 7.5% 정도로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본 고에서는 건물의 골조(지하층 RC & 지상층 

철골) 공사계획 및 제약된 현장 여건에서 주요 공종인 철골 공사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고자한다. 

[그림 5] 현장전경 

  2. 시공 계획                                                                           

시공과정은 다음의 4단계로 계획하였다. 기초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다(1st Stage). Ground 

Floor Slab 가 완료되면 지상층 Roof Truss 철골공사를 시작한다(2nd 

Stage). Roof Truss 진행에 따라 내부 철골공사 및 Ramp 철골 공사를 

진행한다(3rd Stage). 철골공사가 완료되면 내부 마감 공사 및 외부 

공사를 진행한다(4th Stage). 

[그림 6] 공사 진행 계획

<1st Stage> <2nd Stage>

<3rd Stage> <4th Stage>

  3. 철골 공사 공법 소개                                                                           

3.1 철골 공사 개요

당 현장은 부지 주변으로 사방에서 EXPO 관련 다른공사가 진행되어 

Access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 1,400톤에 달하는 

철골 물량을 3개월 내에 설치 완료해야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림 7] 현장 부지 주변 상황

따라서, EXPO Team과 현장 인접 Pavilion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

한 Mobile Crane 배치 위치 확보 및 자재 야적장 확보가 공기 달성에 

중요한 해결 과제였다. 

또한 [그림 8]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다양한 부위가 철골로만 이루

어진 기하학적인 외관 및 내부 설계로 인하여 철골 설치 순서 및 접합

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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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철골 공사 범위

Roof Pyramid

Ramp Stairs

3.2 양중 장비 배치 계획

주어진 여건에서 Mobile Crane의 Outrigger 위치 및 Swing 반경을 고

려한 가장 적합한 Mobile Crane 용량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현장 남

측의 Main Access 위치(부지외부)에 최소 500Ton의 대형 크레인을 

배치하여 주요 철골 부재(Roof Truss) 설치를 전담하고 북측에 최대 

200Ton의 크레인을 배치하여 부속 철골 설치를 수행하는 계획을 세

우게 되었다.

[그림 9] 양중 장비 배치 계획            

3.3 철골 분절 및 설치 계획

500Ton Mobile Crane의 거리별 최대 양중 용량에 따라  Roof Truss

를 분절계획 하였다. 접합 공정을 줄이기 위하여 분절 개소을 최소화

하였고 이에 따라 설치를 위한 Temporary Supporting Tower 가 계획 

되었다. 

[그림 10] 양중 장비 용량 검토            

[그림 11] 양중 장비 용량 검토            

Roof Truss는 500Ton Mobile Crane을 이용하여 최대 20Ton 중량의 

한 분절을 Temporary Supporting Tower를 이용하여 지지 후 다음 분

절을 현장 볼팅하는 방식으로 접합하여 이어가며 설치한다. 

Ramp Structure 역시 500Ton Mobile Crane의 거리별 최대 용량을 

고려하여 분절 후 Temporary Supporting Tower를 이용하여 1차 지

지후 볼팅 접합하여 설치를 이어간다. 

500Ton crane

200Ton crane

200Ton crane

500Ton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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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emporary Supporting Tower(예)            

내부 철골 부재 및 Roof Truss 간 이음철골은 현장 북측에 배치되는 

250Ton Mobile Crane으로 설치하며 필요시 더 작은 용량의 Crane을 

추가 배치하여 철골 잔부재의 설치를 진행한다. 

  4.  맺음말                                                                        

당 프로젝트는 조감도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 입면이 기하학적이고 

많은 철골 부재들이 동시에 접합을 하는 등 작은 규모임에도 

공사기간이 짧은 것을 포함하여 공사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이다. 

또한 2020년 10월에 개최하는 EXPO의 계획상 현장 주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Logistic Plan 및 공사계획 수립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당 현장의 공기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종인 

철골공사 시공방법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공계획을 살펴보았다.

비록 공사 규모가 크지 않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관을 건립하는 

국위선양 프로젝트이며 중동지역에서 한류가 팽창하는 가운데 

EXPO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Pavilion으로서(4개의 대표 

Pavilion들 중 한개)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두바이 지역에서 

당사의 위상을 높임과 더불어 수주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옥제 부장은 대전태평동쌍용아파트, 세이트 레지스 랑
카위 호텔&레지던스 현장, 두바이, ICD 브룩필드 플레이
스 현장 등 다수의 국내외 건축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현
재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현장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이
다.

권철우 과장은 구리문화예술 현장, 두바이, 로얄 아틀란
티스 호텔&리조트 현장, 두바이 지사 등 국내외 교육문화
시설 및 호텔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현장에 재직 중이며 공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WRITER INT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