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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탐방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

국내  현장탐방

반듯하게 뻗은 일산대로 너머로 우뚝 솟은 건물이 바로 올 초 개원한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다.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는 지하8층 ~ 지상13층 규모의 첨단 

의료시설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라이프 스타일 융합병원으로 지하 

35m까지 지하층을 건설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로 알려져 있다.

쌍용건설은 2016년 8월 차병원 그룹에서 발주한 이 사업을 단독 

수주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첨단병원 시공 실적과 특화된 기술력도 주효했지만 1995년 분당 

차병원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던 경험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장이 위치한 일산은 1989년 분당, 부천, 평촌, 산본 등 4개 

도시와 함께 1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성장을 거듭했고 30년 만에 

자족도시로서 전환을 꾀하고 있다. 100만평 규모 용지에 약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일산테크노벨리, 방송영상벨리 등 대규모 시설과 

광역교통망을 확대해 인구유입을 늘리고 도시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일산에 본 공사가 완료되면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에 성장동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  

•발 주 처 : (의)성광의료재단, ㈜케이에이치그린

•설 계 사 :  K.M.D, ㈜해안종합건축사무소

•감 리 사 : ㈜해안종합건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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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  판매시설(1~3F), 의료시설(4 ~ 7F), 병동(7 ~ 10F), 

                        산후조리원(11 ~ 13F), 지하주차장(B3 ~ B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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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FULL TOP DOWN 공법이 적용된 현장입니다. 공법의 

특징 및 현장에서의 주요 관리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 김현수 대리(FULL TOP DOWN 공법 담당) : 당 현장은 TOP 

DOWN 공법 중 비용이 많이 드는 FULL TOP DOWN 공법이 적용된 

현장입니다. 보통 TOP DOWN 공법 설계시 비용 및 공기 최적화를 

위해 DOWN-UP, UP-UP 등 지하 기초공사 완료 후 지상층 구조물 

공사를 후속으로 진행하도록 설계되지만, 당 현장은 판매시설의 조기 

준공을 위해 지하 기초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상층 구조물 전체를 

시공할 수 있는 FULL TOP DOWN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만큼 지하 

기둥 PRD 철골부재가 H-498×432×45×70 등 상당히 큰 부재들로 

시공됐습니다.

TOP DOWN 공법의 주요관리 포인트는 매우 많습니다. 특히 TOP 

DOWN 공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PRD 공사에서는 지하 구조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천공 시 수직도 관리를 

1/500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 하나라도 지연될 경우에는 전체 공기가 지연되므로 

지하층 공사 시에는 철골공사 → 데크플레이트 → 철근공사 → 

CON’C 타설 → 양생 → 굴착공사 순서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ZONING을 만들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당 현장은 대안설계입찰로 수주했으며 또한 병원공사 특성상 

설계변경이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많은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각 사안별 설계변경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요?

▶ 조성주 과장(설계변경 담당) : 최초 입찰 당시 입찰 도면 기준으로 

대안설계 입찰을 통해 15.9억의 공사비를 절감시켜야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공사 착공 전 MOB시 설계변경 Item을 발췌하여 건축기술팀 및 

협력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착공 후 발주처 및 감리단을 

조기에 설득했으며, 흙막이 벽체 및 철골구조변경, AL커튼월 단중 

변경 등 빠른 결정으로 공사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마감재 변경 중 일부를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금액을 절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입찰도면은 병원시설이 없는 미완성 도면이었고, 공사 착공 후 

병원시설이 반영된 전체 도면을 접수했으나, 이후 9차에 걸쳐 

도면이 변경됐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거의 2달에 

한번씩 새로운 도면을 접수한 꼴이죠. 매번 도면 변경사항을 알 수 

없는 관계로 매주 설계사를 포함한 설계회의를 통해 변경된 내용의 

실정보고 및 하도급 입찰시 선반영하여 대응해 나갔습니다. 

인테리어공사 및 최종마감공사 진행시에는 다소 많은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시설 Slab에 배관공사를 위해 2,500여개의 

코어링을 실시했고, Sample Room 또한 3차에 걸쳐 재시공 했 

습니다. 매주 인테리어 설계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도 다음날 해 

체하고 재시공하는 등 거의 매일 전쟁 같은 설계변경과의 싸움이었 

습니다. 건축, 전기, 설비, 설계직원들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없었 

다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준 직원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핵의학과

회의실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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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공조실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1층 중층 철골조 필로티에 

공기조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기조화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요?

▶ 김종서 대리(장비소음 담당) : 일반적으로 장비는 콘크리트 

PAD 상부에 설치하고 JACK-UP이나 방진매트를 바닥에 설치하여 

장비소음이 구조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당 현장은 

철골조 상부에 장비가 설치되어 철골조에 의한 구조체의 소음전달이 

문제시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공기조화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장비소음 

진동과 공기이송에 의한 덕트 내 소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비 소음은 송풍기 가동 시 90dB정도가 발생하고 공기조화기의 

Casing을 통과하면서 61dB로 감소하지만, 의료시설에서 요구하는 

실내권장 소음치는 40dB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공기조화기 설치 전에 NX Nastran을 이용한 Simulation을 통하여 

송풍기 하부 Base에 스프링마운트 방진장치와 공기조화기 하부에 

코니칼 마운트 방진장치를 설치했고, 송풍기의 공기 이송시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음 Chamber와 소음기를 소음기준치 

이하로 선정해 설치함으로써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휴게공간

휴게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