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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Dubai Deira Waterfront Development Phase 1, Plot 3
• 준  공  일 : 2020년 3월
• 공사위치 : Northern Deira, Dubai, UAE
• 발  주  처 : Deira Waterfront Development LLC
• 주거시설(4개동, 350세대), 호텔(290객실)

❷ Dubai ICD-Brookfield Place
• 준  공  일 : 2020년 11월
• 공사위치 :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strict(DIFC), Dubai, UAE
• 발  주  처 : Al Salwa Investment LLC 
•  지하7층 ~ 지상55층(지상5층 포디엄 + 타워1동, 

최고높이283m), 오피스 및 부대시설

❸ Singapore Forest Woods Condominium Project
• 준  공  일 : 2020년 11월
• 공사위치 : Serangoon Planning Area, Singapore
• 발  주  처 : CDL (Serangoon Green Pte.ltd)
• 주거시설(지상 12층 7개동, 519세대)

❹ 세종 KT&G 복합개발P2
• 준  공  일 : 2020년 5월(35BL), 2020년 7월(33BL)
• 공사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발  주  처 : ㈜케이티앤지
•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4층 ~ 지상14층 3개동)

❺  역삼 차병원 의료관광호텔 신축공사
• 준  공  일 : 2020년 10월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발  주  처 : 의료법인성광의료재단
• 숙박시설(지하7층 ~ 15층 1개동)

❻ 마곡 아워홈 식품연구원 신축공사
•준  공  일 : 2020년 10월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  주  처 : ㈜아워홈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하3층 ~ 지상8층 1개동)

❼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 준  공  일 : 2020년 10월
• 공사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 발  주  처 : 학교법인을지학원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부속병원, 기술사, 

근린생활시설(지하5층 ~ 지상15층)

❽ 김해 외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 준  공  일 : 2020년 10월
• 공사위치 : 경남 김해시
• 발  주  처 : 김해외동지역주택조합
• 공동주택(지하2층 ~ 지상29층 5개동)

준공리뷰
COMPLETION

❷

❹ ❼

❸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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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대구 연경 S-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 준  공  일 : 2020년 12월
• 공사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 발  주  처 : LH공사   
• 공동주택(지하1층 ~ 지상18층 22개동)

❿ 면목 6구역 재건축 아파트
• 준  공  일 : 2020년 12월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발  주  처 :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공동주택(지하4층 ~ 지상15층 5개동)

⓫ 광주 우산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준  공  일 :  2020년 12월(임시사용2021년 1월) 

(본사용승인)
•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 발  주  처 : 우산동지역주택조합
• 공동주택(지하1층 ~ 17층 13개동)

⓬ 캠프페이지 일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 준  공  일 : 2020년 4월
• 공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소양동 및 

약사명동 일원
• 발  주  처 : 한국환경공단    
• 빗물펌프장 증설 : Q=380m3/min,   
     유수지 개선 : V=60,000m3

⓭ 국도77호선 신온-창기간 4차로 확포장공사
• 준  공  일 : 2020년 11월
• 공사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남면 신온리 
• 발  주  처 : 충청남도    
• L=1,600m, 교량1개소(L=300m), 
     회전교차로 2개소

⓮ 부산 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대저분기)
• 준  공  일 : 2020년 10월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816번지
• 발  주  처 : 한국전력공사   
•  터널식전력구 : L = 1,666m (Sheild TBM 1,657m           

/ NATM 9m)

⓯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2공구)
• 준  공  일 : 2020년 12월
• 공사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단장면 단장리
•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신설 (연장 3.58 KM, 폭 23.4 M / 4차로)

⓰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4공구)
• 준  공  일 : 2020년 12월
• 공사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고례리 일원
•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신설 (연장 3.72 KM, 폭 23.4 M / 4차로)

⓱ 강원 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 준  공  일 : 2020년 12월
• 공사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일원
• 발  주  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잠제 3기 : 390m, 헤드랜드 : 190m 
     해빈복원 : 68,108㎥

❽ ❿

⓫

⓭ ⓯



❶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리모델링 공사 
•발  주  처 : ㈜서한사   •수주금액 : 400억원
•공사개요 
  - 위치 : 서울 중구 동호로 287 
  - 내용 :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지하2층 ~ 지상18층)
  - 기간 : 2020년 04월 ~ 2021년 02월

❷ 안성 공도읍 승두2지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발  주  처 : 우리자산신탁(㈜삼원건설디)  
•수주금액 : 2,778억원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3번지 일원
  - 내용 :  공동주택(지하2층 ~ 지상35층)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❸  판교 KT사옥 신축공사 
•발  주  처 : KT, KT-estate  •수주금액 : 834억원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 테크노밸리 2구역 E8-1,2
  - 내용 : 업무시설(지하4층 ~ 지상12층) 
  - 기간 : 2020년 08월 ~ 2022년 12월

❹ 고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발  주  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수주금액 : 638억원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92-1번지 일원
  - 내용 : 공동주택(지하2층 ~ 지상15층)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❺ 고양장항 A-4BL 아파트 건설공사
•발  주  처 : LH공사 
•수주금액 : 1,843억원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 내용 : 공동주택(지하2층 ~ 지상29층)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1개월

❻ 울산다운2 A-5BL 아파트 건설공사
•발  주  처 : LH공사 
•수주금액 : 600억원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
  - 내용 : 공동주택(지하2층 ~ 지상25층)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9개월

❼ 마곡 엑셈연구소 신축공사
•발  주  처 : ㈜엑셈 
•수주금액 : 303억원
•공사개요
 - 위치 :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 D21-2
  - 내용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지하2층 ~ 지상8층)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수주리뷰
NEW ORDER

❶ ❷ ❶

❸ ❺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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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공구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주금액 : 185억원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수동, 서동, 탑동, 일원
  - 내용 :   사업면적 2,199,082㎡, 조경공사면적 670,987㎡,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수변공원 5개소, 완충녹지 23개소, 
경관녹지 15개소, 공공공지 4개소, 가로수 1식

  - 기간 :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❾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
•발  주  처 :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수주금액 : 532억
•공사개요
  - 위치 : 경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일원
  - 내용 : 골프장(18H, 클럽하우스) 및 기반시설 917,488㎡(277,540평)
  - 기간 : 2021년 01월 ~ 2022년 12월 

❿ 일로-시종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발  주  처 : 전남도청    •수주금액 : 451억
•공사개요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 내용 :  연장 : 3.84 km, 폭원 : 왕복 2차로(9.5m), 교량 963m, 토공사(흙깍기 

16,256㎥, 흙쌓기 146,296㎥)
  - 기간 : 2020년 12년 ~ 2026년 11년

⓫ 화성동탄2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공사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주금액 : 375억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영천동 일원
  - 내용 :   제방 및 호안, 가동보 설치, 녹조발생 억제장치, 교량 1개소, 건축 3개동
  - 기간 : 2021년 01년 ~ 2024년 01년

⓬ 동내~경산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수주금액 : 338억
•공사개요 
  - 위치 : 경북 경산시 갑제동 424-3
  - 내용 : 주배관 : 20" × 24.115km
                관리소 : 신설 2개소(VS 1개소, BV 1개소)
  - 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12월

⓭ 수도권북부열수송관개선공사
•발  주  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주금액 : 151억원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28-20. 2층
  - 내용 : 이중보온관 부설길이 7.661km X 2열
                밸브설치(84 EA) 및 점검홀 설치(48개소)
  - 기간 : 2020년 11월 ~ 2023년 04월

❾

⓬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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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의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와 
스마트 건설기술

특집기획Ⅰ

인류 역사에는 우리 사회를 전(Before)과 후(After)로 극명히 나누는 사건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시

작된 대공황은 역사상 가장 길고 깊었던 경제 위기로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사회 및 문화적으로도 막대

한 영향을 미쳤다. 200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적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를 탄생

시킬 만큼 세계 경제를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 시켰다.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은 인류의 삶은 전과 후로 구분시켰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020년을 집어삼킨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1월 24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1억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210만명을 넘어섰다. 미

국에서는 일일 감염자가 20만명을 넘으며 사망자 수도 조만간 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는 이동제한과 봉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동시 위축이라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

다. 도덕적 해이나 국가 부채의 증가 등을 고려할 틈도 없이 각국은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그림 1] 세계 코로19 누적 확진자 추이

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는 우리 사회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촉진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신 접종 등을 통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언제 가능할지 예단할 수 없지

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일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될 지도 모른다. 

코로나19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전과 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차

이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삶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것이고 곧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

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낮은 생산성 해결

01
Before와 
After 

코로나19는 경제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바

꿔 놓았다. 접촉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

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감염 확산을 막

는 최선의 방책이 되면서 사람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멀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근무, 수업, 음식 주문 등 

사회활동과 일상을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바꿔버렸다. 오프라인(Off Line)보다 온라인

(On Line)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원격

수업, 재택 근무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나

이라는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 산업의 체질 전환이 필요한 건설산업에서 코로나19는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건설산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4차 산업혁

명이라는 거대한 기술 물결 속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소개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간 경계를 넘어서는 기술의 융복합을 의미한다. 3차 

산업혁명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되는 혁신을 기반으

로 한다. 기계가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컴퓨팅 기술이 인간 신체에 적용되는 등 기술의 적용 방식

에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시선이 있다. 이전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구

분된다는 주장과 3차 산업혁명의 연속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실체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시

선은 4차 산업혁명이 정보만 있고 기반시설과는 관련 없는 가상의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

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예상하는 그룹은 속도, 범위, 영향 측면에서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구분되기에 3차 산업혁명의 연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두 개의 다른 주장이 충돌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진위 여부의 확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림 2]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는 충돌하는 주장의 진위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술 혁신을 활용할지

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의 영향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일자리다. 맥킨지(McKinsey)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

의 확산으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는 710만개, 반면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00만개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일자리 감소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노동력 기반의 생산과 서비스 방식을 

자동화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이다. 산업별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그림 3]을 보면 숙박과 식품 서

비스 산업의 경우 자동화 가능성이 73%에 이른다. 산업 활동의 대부분이 계량 분석이나 판단을 필요로 하

지 않는 육체 노동 중심인 경우 기계가 인력을 대신하게 된다. 숙박과 식품 서비스 산업 다음으로 자동화 가

능성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 분야로 60%에 이른다. 제조업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

리(Smart Factory)가 확대되면서 장비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인력을 통해 공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02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영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실체 여부와 상관없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신의 속도는 과거 어

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

양한 기술은 산업의 경계를 넘어 경험해보지 못한 

상품과 융합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

신이 산업 생태계와 일상에 미칠 영향의 크기가 어

느 정도인지는 미처 상상하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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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다. 58%로 세 번째를 차지한 농업은 비약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분야로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이미 기계화와 자동화가 산업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무인자동차의 확대가 예상되는 교통 분

야는 57%, 도소매 판매업이 53% 등 인간의 물리적 행위가 생산과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산업의 자동화 가

능성은 50% 이상이다.  

옥외산업이면서 인력 중심의 생산방식인 건설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의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여타 산업 분야와 달리 예측이 어려운 물리적 행위(Unpredictable Physical)의 비중이 높

은 건설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가능성은 47%다. 결국, 예측 가능한 현장 작업과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과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이뤄지는 생산프로세스는 자동화될 것이다. 건설 산업의 낮은 생산성 해결을 위해서

는 분절된 생산 구조의 통합과 효율화가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화 비중은 지속해 증가할 것이다. 

[그림 3] 산업별 자동화 가능성

※ 자료: WEF

자동화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 외에도 불평

등의 심화나 사회 및 윤리적 이슈 발생 등도 4

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이다. 특히 

저소득 일자리의 감소는 소득의 불균형을 심

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로소득의 감소

는 분배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

을 유인하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회도 감소시킬 수 있다. 더불어, 공정 경쟁

과 사회구조 및 윤리 등의 영역에서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인간의 대리인 역할까지 기대되는 인

공지능 로봇은 국가, 종교, 개인마다 다른 도

덕적 가치로 인해 통일된 윤리규범의 적용이 

쉽지 않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상술한 일자

리 감소나 불평등의 확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의 본질이 생산성 혁명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전의 1~3차 산업혁명은 생산, 소비, 조직, 고용 등의 분야에서 변화를 유인했

고 이는 곧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견인했다. 때문에, 물리적 생산의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

무의 효율화가 중심인 4차 산업혁명도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최

근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는 2030년 기준 최대 460조원의 경제적 효

과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규 매출은 41.9~85.4조원 증가하고, 비용 절감은 109~1,199조원, 소비

자 후생 증가는 76.4~174.6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8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교통사고 

40% 감소, 가사노동 25%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산업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일자리 감

소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것이며, 대체되는 일자리의 형태도 산업마다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산업마다 다른 촉매요인에 따라 변화의 형태와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개

념적 총론 단계에서의 4차 산업혁명 이해 수준을 넘어 산업마다의 전략적 각론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그림 4] 4차 산업혁명의 산업별 각론

이 논의에서 건설산업도 예외

가 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기술혁신의 변화 영

향을 가장 크게 받을 건설산업

이기 때문이다. 

1) 생태계 변화의 방향

산업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 디지털 역량

을 활용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급진적 또는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다양

한 기술 활용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산업마다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건설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유입은 건설산업의 과거 전통적인 생산 프로세

스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미래 건설산업의 변화 방향은 크게 디지털화와 

통합 그리고 자동화로 규정할 수 있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건설기업 내부의 벨류 체인과 공급체

계 상의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기본적 기능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합(Integration)은 생

산성 제고를 위해 설계와 시공 단계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운영 및 유지보수(O&M)까지 포함하는 사업 

전주기에 걸친 모든 기능 통합을 목표로 한다. 자동화(Automation)는 산업용 인터넷과 센서를 통해 데이

터 수집, 저장 및 접근, 장비 감시 및 보수, 에너지 저감, 안전사고 감시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의 자동화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건설산업의 생태계 변화 방향은 결국 스마트 건설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분절

된 생산 구조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품질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불완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동화 

기반의 통합과 효율화가 가능한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생태

계와는 완전히 다른 산업의 생산 환경의 구축은 기술의 활용 확산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건설산업의 

직ᆞ간접적 참여자를 포함하는 전ᆞ후방 연관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하다. 

[그림 5]에서 보듯이 미래의 건설산업이 추구하는 생태계의 모습은 스마트 건설이 가능한 환경이다. 하지

만, 스마트 건설이 가능한 생태계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포함해 발주자, 건설기업, 설계기업, 제조기업, 사

용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참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한, 직접적인 생산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기술인력

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중요한 구성 요인이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시장의 성장성, 사회 및 환경, 제도 및 

시스템, 사업의 수익성 등 다양한 영향요인이 존재한다. 결국, 스마트 건설이 가능한 생산 환경의 구축은 

이러한 영향 요인 간의 유기적인 작동이 가능할 때 달성할 수 있다.  

03
미래 건설산업
의 생태계 변화 
방향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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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 건설산업의 생태계

스마트 건설이 가능한 생태계로의 건설산업 

변화는 산업의 체질 전환과도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지난 2009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

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가 고성장에서 저

성장이라는 뉴 노멀로 바뀐 것처럼 건설산업

의 넥스트 노멀(Next Normal)도 새롭게 정의

될 것이다.

2) 건설산업의 넥스트 노멀(Next Normal)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건설산업의 넥스트 노멀 창출의 시작점이라면, 블랙스

완과도 같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다. 이 두 개의 이벤트는 과거 건설산업의 

특성을 재정의 하도록 유인할 것이며, 이는 곧 미래 건설산업의 넥스트 노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미래 건설산업의 넥스트 노멀은 크게 4개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건설산업의 생산방식이 

현장중심(Site-built)에서 공장제작 방식으로 전환되는 탈 현장화(Off Site Construction, 이하 OSC)다. 옥

외산업이라는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낮은 생산성과 안전사고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건설산업이 공장

제작 기반의 OSC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OSC는 통제된 환경에서 시설물의 부재를 생산해 현장에서 조

립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품질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방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건설사업 적용 확대다. OSC를 촉진하는 모듈러를 포함해 BIM, 드론, 3D 프린

팅, 증강 및 가상현실, 인공지능, 지능형 건설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 이

를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분절된 생산 프로세스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다. 

세 번째는, 건설분야 스타트업(Startup)의 확산이다. 미래 건설산업 안에서 활용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

술을 개발하는 신생기업의 등장이 확대될 것이다. 드론이나 3D 프린팅 등과 같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업과 더불어 사업 수행 시에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 및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 등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로는, 건설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대다. 시공 중심의 건설기업은 사업의 기획에서 유지보수까지 

참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지분투자, 에너지 디벨로퍼, 리츠 자

산관리업, 선박대여업,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등 사업 포트폴리오도 건설이라는 영역에만 머물지 않

을 것이다. 이는 건설이라는 행위로만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미래의 시장을 의미한다. 

[그림 6] 건설산업의 넥스트 노멀

3) 미래 건설산업의 특성(Dynamics)

스마트 건설이 가능한 생태계로의 전환과 산

업의 새로운 노멀로 인해 미래 건설산업의 특

성은 새롭게 정의될 것이다. 

첫째, 미래 건설산업의 생산방식 형태는 개별 

사업 기반에서 상품기반으로 전환할 것이다. 

규격화된 상품으로 조달 및 판매되는 구조물과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해 사업의 전주기에 걸친 수행 시간

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건설기업은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차별화를 위해 건설 상품의 전문화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특정 

상품(예시: 고급 주택 등)에서의 전문화된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과 인력 보강과 같은 투자의 필요성이 급

격히 증가할 것이다. 

셋째, 가치사슬관리와 산업 수준의 공급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다. 개별 건설기업이 기획 및 설계, 구성품

의 제조, 현장 조립 등 가치사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유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산업 수

준의 공급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과 공기 절감 등을 달성할 것이다. 

넷째, 규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의 부분 또는 전체를 통합화하려는 경향의 증가다. 전문화와 

혁신 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기업의 공격적인 투

자 기반의 생산체계 통합은 가속화할 것이다. 

다섯째, 고객 중심과 브랜딩 전략의 확대다. 상품화된 건설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을 유인하고 관

계를 유지하는 수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브랜드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 가치, 신뢰성, 서비스의 

다양성, 보증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건설기업의 브랜딩 전략은 강화될 것이다. 

여섯째, 기술과 설비 투자의 확대다. 건설산업의 상품화 전략은 제조시설, 로보틱스 및 자동화 설비 등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때문에, 관련 영역의 투자가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경쟁력은 차별화 될 것이다. 

일곱째, 인력투자의 강화다. 디지털화, 가치사슬관리, 기술활용, 전문화 등은 조직 내 역량 개발과 유지의 

중요성을 높일 것이다. 기업의 조직 내 역량 개발은 전문인력의 채용과 양성 부문과 관련된 투자의 필요

성도 증가시킬 것이다. 

여덟째, 건설산업의 규격화 확대 전략은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의 사업 영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인프라 또는 반

복 생산이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기업은 자국 건설시장이 아닌 해외 건설시장으로 진출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아홉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중요성 증가다. 건설자재의 선택이나 제조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작업 환경, 물 소비, 비산 및 먼지, 폐기물 등 건설사업의 생산 프로세스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과 시행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그림 7] 미래 건설산업의 특성

※ 자료 : 맥킨지

건설산업의 체질 전환과 더불어 생산 체

계의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의 모습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기술 활용뿐만 아니라 

산업의 모든 참여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하지만, 생

산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통합을 가능하

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이다. 때문에, 실제 사업

에 적용 가능한 미래 스마트 건설기술의 

선택과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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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보듯이 건설산업 안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은 BIM, 드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분석, 증강 및 가상현실 등 다양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 활용에 대한 산업의 내부적 요구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와 효율화 등이 가능한 기

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8] 기술별 활용 가능성과 영향력

※ 자료: WEF

미래 건설산업이 활용 가능한 스마

트 건설 기술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술은 BIM이다. BIM은 사업 

정보의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

업 참여자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

는데 있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

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생산되는 정

보의 수집과 분석 및 공유는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생산성 개선에 효과적이다. 

드론은 설계 및 시공과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이미지, 비디오, 지형 데이

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현장의 자산관리 및 하도급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최

근 PwC분석에 따르면 드론 기술을 통해 대체 가능한 시장 규모는 1,279억달러이며, 이 중 인프라 부문이 

452억 달러를 차지한다. 

모듈러는 공기 단축, 소음과 분진 및 안전사고 저감,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특

히, COVID-19 확산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중국이 10일만에 모듈러 방식을 활용해 1,000상 규모의 의

료시설을 준공하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장 중심의 시공방식은 사업의 기획, 설계 및 엔지니어

링, 부지개발과 기초 공사, 시설물 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지만, 모듈러 방식을 활용한 사업에서는 

부지개발과 기초 공사와 동시에 모듈의 사전제작이 가능해 공기 절감이 가능하다. 

[그림 9] 현장시공 방식과 모듈러 건설 방식

3D 프린팅은 인건비와 공사기간 절감과 동시에 시공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다. 암스테르담

에서는 운하를 잇는 금속 재질의 7.3m 다리가 3D 프린팅으로 건설된 바 있으며, 두바이에 건설된 시청은 

높이 9.5m의 복층 건물로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 건물이다. 현재의 기술적 및 비용적 제약이 향후 개선될 

경우 3D 프린팅을 활용한 사업 적용은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VR and AR)은 기본적으로 설계도면과 실제 건설될 시설물을 현실감 있게 가상 공

간에서 구현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의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BIM 모델 기반의 가상 건

04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용

축물 체험을 통해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발주

자 및 최종 사용자의 사업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인화가 가능한 지능형 건설장비와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주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필

요한 정보를 영상화해 제공하는 스마트 헬멧과 같은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도 활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 

상술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범위와 속도는 향후 기술의 성숙도와 기업의 투자 등에 따라 차별화될 것

이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든 간에 플랫폼 중심의 융합이 없다면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드론의 활용 극대화는 3D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의 장착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

으면 레저용 장난감에 그치게 된다. 결국,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극대화는 기술 간 융합이 핵심 요인이다.   

[그림 10] 스마트 건설기술 간의 융합

상술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과 산업 차원의 기술전략이 수

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의 인식 수준과 활용 실태

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

산업의 현재 수준을 확인해 보자. 

1)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인식과 활용 실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내 200여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술한 대부분의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해 일부의 대형 건설기업만이 인지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전 국내 건설산업에 도입된 BIM의 경우 설문 조사 대상 기업의 84.6%가 해당 기술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문건설기업의 경우 

BIM을 모른다는 응답이 32.6% 였으며,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60%로 조사되었다. 

현장관리 및 자산관리 영역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드론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조사 대상 기업

의 80.1%가 드론 기술에 대해 모르거나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건설기업만을 대

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모른다는 응답이 23.2%, 사업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5%로 규모가 

작을수록 스마트 건설기술에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조사 대상 기업 중에 일부 대형 종합건설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해 낮은 인지도와 활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그룹간의 인지도와 활용도 차이

는 결국 새로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늦추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05
건설산업의  
역할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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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스마트 건설기술 인지 및 활용 수준 GAP

상술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인

지도와 활용 수준에서의 기업 간 차

이와 더불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

화 전망과 도입 계획에 있어서도 극

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의 대형 

종합건설 기업의 경우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향후 5년 안에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종합건설 

기업과 전문건설기업의 경우 활성화 

전망과 도입계획에 대해서 상대적으

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12]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전망과 도입계획 GAP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국내

의 일부 종합 대형 건설기업의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에서 선각수용자

(Early Adopters) 단계에 있지만, 그 

외 기업들은 후기다수수용자(Late 

Majority) 단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결국 기업 

간의 기술간극(Technology Gap)으

로 정의할 수 있다. 기술간극은 기업

의 규모와 업종, 기술활용을 위한 전

담 조직의 운영 여부,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그림 13] 기업 간 기술간극의 원인

위와 같은 기술간극은 기업의 기술전략

과 정부의 기술전략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기업의 기술전략

먼저 건설기업의 기술전략은 사업

부의 하위전략이 아닌 기업의 경영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기술에 대

한 인지도, 활용수준, 도입계획, 인력과 조직의 차이가 목표 기술의 기획과 확보 및 활용 등을 포함하는 기

업의 중장기 기술전략의 방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술간극을 유지해야 하는 종합건설기업은 기술 도입계획 촉진과 활용 수준 제고를 목표로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기술환경과 내부 기술능력을 분석하고, 핵심 기술 공급자 확대 및 기

술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파트너십, 아웃소싱 등 외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도 필요하

다. 끝으로 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내부 조직과의 협력과 기술활용 지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 기술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건설기업과의 기술간극을 좁혀야 하는 전문건설기업의 기술전략은 기술 인지도 제고와 도입계획 촉

진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먼저 기업 내부의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활용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고 핵심 기술 공급자의 선정 방안을 수립하고 기술 인지도 제고를 위해 재교육 중심의 지식 습

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14] 건설기업의 기술전략

3) 정부의 기술전략

건설기업의 기술전략이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기술전략은 [그림 15]에

서 보듯이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축과 

실행, 기술 실증화, 스마트 건설기술

의 활용 확산, 성과평가 및 보상, 시장 수요 창출 지속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 또는 기존 기술

의 성능 개선, 타 산업 분야의 응용기술(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실행

을 통해 건설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추진과 검증된 스마트 건설기술의 사업 및 현장 적용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발주 방식 개선 등 확산 정책의 추진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사업

의 면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기술이 건설

산업 안에서 경제성과 범용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건설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장 수요가 지속되어야 한다. 공공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수요 창출은 정부

가 주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원 중에 하나다. 

[그림 15] 정부의 기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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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본격 도입과 활용을 위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다. 본 로드맵의 최종 목표는 2030년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지반모델링, 설계자동

화, 건설기계 자동화,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로봇 시설물 자율진단, 디지털 트윈 시설물 관리 등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건설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요구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

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낮은 산업 생산성은 건설산업의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기술혁신과 생산 프로세스

의 통합과 효율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건설기업은 산업의 중요한 참여 주체이면서 기술 활용의 주체

다. 때문에, 기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전략은 필수적이다. 쌍용건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필자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생산 생태계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 쌍용건설에게 필요한 제언을 6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Top-down 형태의 강력한 경영 리더십의 확보다. 쌍용건설의 사업전략과 맞물린 기술전략의 수립

도 확고한 리더십 확보 없이는 수립과 시행이 어렵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Top Management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상수보다는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탄력성 확보다. 미래의 건설시장에서 경제 상황, 국제유

가 변동성, 투자 감소 등처럼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상수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다. 반면에 코로나19처

럼 경험해보지 못한 변수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때문에, 쌍용건설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발생의 조

건을 항상 고려해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투자의 총량 법칙이다. 쌍용건설의 경쟁력 즉,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투자의 총

량과 비례한다. 중장기 비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기술 경쟁력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넷째, Try, Feedback, and Improve의 반복이다. 미래에 쏟아져 나올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업에 적

용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기술 고도화에 반영하는 순환

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술 활용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어떤 기술이든 사람을 거치지 않고 활용할 수 없을뿐

더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의 구

축과 시행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쌍용건설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산업의 참여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건설기업은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중요

한 주체다. 이익의 확보와 더불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산업의 참여

자로서 쌍용건설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림 16] 쌍용건설을 위한 제언

1. Top-down 형태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 4. Try, Feedback, & Improve

2. 상수보다는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 확보 5. 기술의 활용 주체는 사람

3. 투자의 총량 6. 산업의 참여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 인식

06
쌍용건설을  
위한 제언

글 성유경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   전화 02-3441-0881   E-mail sungyk@cerik.re.kr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설산업 변화 방향특집기획Ⅰ

2021년의 경제를 전망한 기관들 대다수는 예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백신의 효과, 정부지출을 확대해온 국가들의 재정

수지 악화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전세계의 경제, 산업에서부터 사회ᆞ문

화까지 많은 환경을 바꾸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위축에 따른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 양극화와 같은 문

제가 심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이란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모범적인 방역체

계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수출 회복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월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은 2020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

은 폭의 GDP 규모 하락을 보인 국가였으며, 2021년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전망은 5년 전인 2016년 전망보다 밝다. 2016년 당

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불황 속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출을 동력으로 하는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속에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고, 내수시장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고용둔

화,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었다. 주력산업인 철강, 조선, 유화 산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산업 경기가 부

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술경쟁력은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위태로웠고, 가격경쟁력은 유로화와 엔화

의 약세에 따라 유럽 및 일본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다.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일시적 불황이 아닌 장

기적 불황을 예견하게 하였으며,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경제가 성숙기에 들어서자 신규 건설

투자는 줄고 저성장시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다.

2021년 현재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코로나19의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망은 오

히려 긍정적이다. SOC 재원 확대, 한국판 뉴딜 정책 등으로 건설 수주는 성장세를 보였고, 주요 기관들은 

2021년의 건설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바탕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확인된 역량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2021년은 디지털화를 필두로 한 포스트코로

나 시대로의 구조적 전환이 예상된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을 행운과 위험이 공존

할 한 해로 보았다. 

건설산업 역시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위기 이면의 기회를 찾고 있다. 본 고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 

이면에서 건설산업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정리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건설

산업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기술과 생산방식의 측면에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

타나는 건설 업무 및 역량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다. 

0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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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환경

'바이러스가 바꾼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매년 전망하는 「트렌

드 코리아 2021」의 시각은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환경은 

경제, 사회ᆞ문화 전방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의 확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2.1 첨단기술의 확산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삼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VR(가상현실)/AR(증강현

실), 로봇, 3D프린팅, 드론 등의 첨단기술 발전과 향후 5년안의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미 독일은 인더

스트리 4.0 전략을 마련하고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공장으로 대표되는 생산방식 변화를 추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건설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세계경제포럼은 

생산성 정체에 빠져있던 건설산업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이 건설산업에 확산될 시점은 예측이 어려웠다. 중국 브로드그룹의 BSB사가 30층짜리 

호텔을 15일만에 준공하여 이슈가 된 것이 벌써 2011년이다. 일본의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 로봇과 건설자

동화를 연구해온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일본은 건설 정책 'i-Construction'을 2016년 내놓고, 이후 현

장 청소로봇, 자재운송 로봇, 철근용접 로봇 등을 개발했다. 하지만 마케팅이나 테스트의 용도가 아닌 건

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하고 경제성까지 확보하는 수준을 달성하기에는 요원해 보였다. 

혁신적인 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 넘어야할 장벽에 대해 윤정현(2020)은 지식의 장벽, 기술적 장벽, 경제

적 장벽, 사회ᆞ문화적 장벽으로 정리했다. 하나의 혁신 기술이 사회적 변환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지식의 장벽’, 이를 실제로 만들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장

벽’, 시장에 내놓을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제적 장벽’,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과 통념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장벽’까지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첨단기술은 건설산업에서 이론

적, 기술적 장벽은 넘어섰지만, 경제적, 혹은 사회ᆞ문화적 장벽에 막혀있었다. 그런데 포스트코로나 시

대는 이런 혁신적 첨단기술을 과감히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0)은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

에서 근본 변화가 일어나는 임계점에 이르는 시간이 전례 없이 단축되었다고 보았다. 즉, 일부 현장에서 

적용되던 첨단기술이 보편적 기술로 확산되며, 전통적 건설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코로나19의 위기가 압축시킨 것이다. 전 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되었고, 여

기에는 건설산업도 포함되어 있다. 

2.2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은 비대면 사회를 가치로 하는 디지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경제포럼(2020)은 코로나19가 가속시킨 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기회로 보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비

즈니스의 전환(Business Transformation)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강화(Stakeholders Empowerment), 

시스템 변환(Change of System)까지 얻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0)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가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시

스템도 바뀌고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19의 발생 전에는 개인 데이터 활용, 산업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기

술의 수준 미흡 등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상존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대면ᆞ비접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유례없이 높아진 것이다. 기술이 만

드는 급격한 사회변화는 기술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용성이 갑자기 높아지는 상황에

서 발생할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발생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시키며, 디지털 기술이 그동안 넘고자 

했던 진입 장벽을 일거에 뛰어넘도록 했다.

2.3 2021년 기술 트렌드

수년 전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시작되던 시기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로

봇, 3D프린팅, 드론 등 첨단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면, 2021년에는 첨단기술의 활용

도가 구체화되며 기술이 제공하는 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매년 10대 전략기술(Top 10 Strategic Technology)을 발표해온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21년 사람 중심

(People Centric), 위치 독립(Location Independence), 회복탄력성(Resilient Delivery)으로 기술을 구분했다.  

가트너가 제시한 전략기술 중, 사람 중심 기술은 행동 인터넷, 총체적 경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컴퓨

팅이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디지털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중심

에 있음을 보여준다. 위치 독립 기술로는 분산 클라우드, 어디서나 운영, 사이버 보안 메시가 제시되었다. 

전염병은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비즈니스를 연결

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회복탄력성 기술로는 지능형 구성 비즈니스, AI엔지니어링, 초자동화가 제안

되었다. 더욱 커진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러한 기술을 조합하는 혁신 자체를 기술로 제시하였다. 

[그림 1] 2021 가트너 전략기술 트렌드

사람중심 위치독립 회복탄력성

행동 인터넷 분산 클라우드
지능형 구성
비즈니스

총체적 경험 어디서나 운영 AI 엔지니어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컴퓨팅 사이버 보안 메시 초자동화

기술 조합을 통한 혁신 

※ 자료 : Gartner(gartner.com)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1)은 첨단기술

이 제공하는 환경을 비대면 사회 전환, 디

지털 경제 확산, 글로벌 신경쟁이라는 3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10대 이슈를 제

시했다. 비대면 사회의 이슈로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라이프 확산 추세를 보여

주는 온택트(Ontact), 디지털 소비, 홈코

노미, K-콘텐츠가 선정되었고, 디지털 경

제의 이슈로는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고

품질 5G, 디지털 트윈이 제시되었다. 글로

벌 신경쟁 이슈로는 전 세계적인 정치ᆞ

경제의 불확실성 속 새로운 경쟁구도로

의 전환을 예상하며, 빅테크 기업과 디지

털 통상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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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1 ICT 10대 이슈

※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1.1), 2021 ICT 10대 이슈.

한편, 10대 ICT 이슈 중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은 건설산

업의 기술과 생산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핵심적인 기술로 예상된다.

특히, 데이터 경제는 코로나19의 확

산과 함께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된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의 원유, AI는 엔진으로 비유되며 전 

산업의 지능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디지털 뉴딜을 통한 데이터 댐 구

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데이터 경제로의 본격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AI기술도 점차 성숙단계로 진입하여 다양한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IDC(2020. 8. 25)에 

따르면, 세계 AI 시스템 투자 규모는 2019년부터 2024까지 연평균 20.1% 성장하여, 2020년 501억 달러

인 투자 규모는 2024년 2배 이상 증가한 1,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각국 정부는 AI 기

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AI의 기술적 진보가 빨라지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상에 구현하여 모니터링, 원격 제어,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하

는 디지털 트윈의 적용분야도 확대 중이다. 디지털 트윈은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에서 스마트 도시의 인

프라를 가상화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활용성이 검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

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며 급성장할 전망이다. 

[표 1] 2021 ICT 10대 이슈 주요 내용

10대 이슈 주요 내용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

인공지능
AI의 全 산업 확산은 물론, 경제ᆞ사회 전반에서 지능화 시대 진입이 예상되며,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 전망

고품질 5G
비대면 문화 확산과 네트워크 사용자 급증에 따른 트래픽 증가로 초고속ᆞ초저지연ᆞ
초연결이 가능한 5G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주요국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전망

디지털 트윈
IoTᆞAIᆞ5GᆞVR/AR 등의 기술 발전으로 물리적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세계를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시장의 본격적 성장 예상

비대면 사회

온택트
비대면 산업의 성장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패러다임 변화로 진행 중이며, 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세 강화

디지털 소비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장되며, 디지털 소비 시대 본격적으로 개막

홈코노미 I재택기반 ‘홈코노미’ 경제가 급부상하고, 가정 내 디지털 라이프 본격화

K-콘텐츠
ICT와 결합한 K-콘텐츠는 디지털 소비와 플랫폼 경쟁력을 발판으로 
초일류 산업으로 성장 예상

글로벌 신경쟁

빅테크 기업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플랫폼ᆞ디지털 기술 기반의 빅테크 기업은 성장이 더욱 
빨라질 전망

디지털 통상
교역 규모 감소, 美ᆞ中 무역 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교역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디지털 서비스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세계화 예상

3.1 건설 첨단기술 전망

세계건설포럼의 미래건설기구(Shaping the Future of Construction Initiative)는 건설산업의 미래 시나

리오 3가지를 작성한 바 있다.  여기서도 첨단기술은 미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상현실과 자동화ᆞ로봇 기술이 확산된 미래이다. 로봇공

학과 AI의 발전으로 자동화, 로봇, 클라우드 기술 등이 모든 생활과 산업에 활용되며, 기획에서 유지관리

까지 시설의 전 가치사슬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합된다. 또 BIM에 쌓인 정보를 통해 로봇과 자동화된 건

설장비가 활용되는 미래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전제작 및 모듈화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건설 생산 방식이 공장형으로 변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건설이 가능해지는 미래이다. 현장 비숙련 노동인력의 수요는 줄고 사전제작 공장의 일

자리와 생산 기획인력은 증가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핵심 공급자로는 3D 프린트 및 모듈 제작기업이 등

장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시공과 자재가 중요해지는 미래이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심화로 글로벌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고, 재사용, 재활용, 소비를 줄이는 공유경제 

등 친환경 관행이 조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사업은 감소하나 대중교통 건설 수요 및 풍력, 태양

열 등 친환경 에너지 수요, 그리고 기존 시설의 개선 및 리모델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2] 건설산업의 미래 3가지 시나리오

건설산업 미래 시나리오 주요 내용

가상세계의 건설
(Building in a virtual world)

•가상현실 기술과 자동화ᆞ로봇 기술 확산
•지능형시스템 발전으로 건설 전 단계의 가치사슬 통합

공장 건설
(Factories run the world)

•사전제작 및 모듈화를 전면적으로 적용
•공장 중심의 건설 생산체계 구축

친환경 건설
(A green reboot) •자원고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시공 및 건설자재 활용

현재 세계경제포럼의 3가지 미래 시나리오는 모두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의 위기로 비대면 환경의 확보

가 중요해졌으며, 건설산업에서는 인력이 밀집되는 현장 작업을 줄이고 감염병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

일 수 있는 모듈러 공법, 사전제작과 같은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각 국가가 코로나19 극

복을 위한 방향으로 디지털화와 친환경성을 중시하며 관련된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전 산

업과 사회ᆞ문화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산업 역시 자동화와 지능화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건설

산업의 친환경성도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틀로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국내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Zero)로 만

들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사태는 어느 한 방향이 아닌 모든 시나리오

를 실현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을 바꿀 첨단기술로는 세계경제포럼과 보스톤컨설팅사가 제시한 건설 분야의 파괴적인 

10대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제시된 10대 기술은 사전제작 및 모듈러 건설, 진보된 건축자재, 3D프린팅, 

자율(Autonomous) 건설, 가상ᆞ증강 현실, 빅데이터 및 예측분석, 무선 모니터링과 연결 장비, 클라우드

와 실시간 협력, 3D 스캐닝과 포토그래메트리, BI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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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10가지 기술

※ 출처: WEF, The Boston Consulting Group ; WEF(2018.2)

국내에서는 이광표 외(2019) 의 연구에서 7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제시했다. 7대 스마트 건설기술로는 BIM,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드론, 모듈러,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팅, 지능형 건설장비, 로봇기술이 선정되

었다. 또,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술의 현황 및 활성화 시기를 조사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10

년 이내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도입계획을 수립 중인 기술로는 BIM, 모듈러, 드론이 응답되었다. 

3.2 연구개발(R&D) 현황

미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 혁신 준비가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를 보인다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건설 생

산성과 안전성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 ~2022)'이 발표되

었다. 이후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18.10)',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11)'이 발표되었

고, 2020년부터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은 5년 9개월 간(2020.4~ 2025.12) 총 사업비 1,969.8억원(정부 1,476.1억원, 

민간 493.7억원)을 투입하는 R&D사업으로 4개 중점분야 로 구성된다. 1분야에서는 드론, 자율주행 기술, 

2분야에서는 로보틱스와 3D스캐너 기술, 3분야에서는 VR/AR,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기술, 4분야에서는 

BIM,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의 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연계되며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년에는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가 시작됐다. 정부의 2021년 R&D 예산은 전년도에서 13% 

증가한 27.4조원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 대한 R&D 투자

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R&D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R&D 예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8%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전년대비 9.4%, 2021년에는 전년대비 14.3% 

증가하며, 올해 73개 사업에 역대 최대규모인 6,03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 R&D사업은 4차 산업

기술 가속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 및 안전 강화, 생활편익 향상, 기반연구 촉진의 5개 방향

으로 추진된다. R&D 세부분야 중에는 건설지능화,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핵심재료ᆞ부품ᆞ장비 등의 기술

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 생산방식의 첨단화 및 디지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래차, 수소경제, 무

인비행체, 스마트시티, 스마트 교통물류 등의 R&D는 건설 신상품ᆞ신사업의 등장을 촉진할 것이다. 

4.1 생산성 저하 요인

건설산업은 그동안 저조한 생산성, 뒤처진 첨단기술 적용,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지연과 사업비 초과, 

낮은 사업 수익 등의 특징을 보여왔다. 첨단기술의 도입과 건설산업 변화를 분석해온 맥킨지는 건설산업

의 이러한 부정적인 성과가 주문생산과 맞춤화, 건설현장 중심의 업무, 그리고 다수의 엔지니어링, 하청

업체, 자재공급업체로 세부화된 업무와 같은 근원적인 건설사업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건설산업이 자동차산업과 같은 현대화된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에는 작게 분할되어 있는 생산과

정, 맞춤화된 생산, 낮은 자본투자, 인허가부터 안전 및 현장관리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규제 등이 존재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업의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후행 단계로 넘어가며, 사업에 대한 불

확실한 예측과 경기 의존도로 인해 기업은 임시 직원과 하도급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4.2 기술발전이 가져올 변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

다. 맥킨지는 앞으로 건설산업에서 나타날 변화를 크게 제품 생산 방식화, 전문화, 가치사슬 제어, 통합, 

고객중심 접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국제화, 지속가능성의 9가지로 제시했

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리더 중 75%가 동의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향후 5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9가지 변화는 건설산업

의 생산방식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설산업은 각 사업마다 개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자재와 장비 공급, 자재/장비 유통과 임대, 시공

이 맞춤화하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제작 및 모듈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과정을 

압축하여 관리하게 되고, 나아가 각 생산 단계의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준화된 부재는 

설계를 자동화하고, 건설산업도 제조업처럼 효율적인 반복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림 4] 산업별 9가지 변화

※ 자료: Mckinsey(2020.6)

또한, 맥킨지의 보고서(2020.6)는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어떻게 변

화할지를 예측하였는데, 이를 위해 

건설산업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변

화가 나타난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농업, 자동차 제조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 산업에서는 기술과 

생산 방식의 혁신이 산업 전체의 구

조를 바꾸었고, 산업의 부가가치는 

변화에 가장 민첩히 대응한 영역으

로 이동했다. 즉, 코로나19 이후 건

설산업에서는 기술 변화와 생산방식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

는 기업으로 건설산업 부가가치가 이동할 것이 전망된다. 각 산업의 리더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혹은 데이

터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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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게임체인저 BIM과 모듈화

건설 생산방식의 변화는 BIM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디지털화와 통합, 그리고 모듈화와 사전제작 방식이 

중요한 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BIM을 사용한 디지털 협업, 4D와 5D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프로젝트 관리, 앱을 통한 

보건ᆞ안전관리와 자재조달 등 건설산업의 업무는 디지털화, 원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건설산업에서는 3D BIM 모델과 PMIS 같은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을 활용해왔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도구는 더 넓은 범위에서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사전 조립 및 모듈러 공법의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사비 변동성 감소, 안전성 향상,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의 이점이 조사되며, 미래 건설생산 방식으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현장 

내 작업자의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모듈러 공법, 사전제작, 현장 밖 건설(OSC)방식은 전염병 감염에 따

른 생산 중지 리스크를 줄여준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전염병은 단기간에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다. 건설산업에서도 재택근무와 원격 협업 등 새로운 업무 방식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첨단기술 활용과 디지털화를 위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5.1 업무 방식의 혁신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건설기업은 단기적으로 안전과 보건, 공급망 관리, 원격 업무 등에 투자하였다. 건

설 사업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중시되기 때문에 원격 업무에 대한 장벽이 높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러한 업무 방식을 접하게 되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원

격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 도입이 검토되는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건설현장 업무 중 

원격 작업이 가능한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모바일과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협업은 더 확대

되며, 현장 중심의 업무는 본사 지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미국 건설기업의 경우, 가상업무로 전환하는 수준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업의 다양한 원격 업무 사례가 나타났고,  줌(Zoom)과 같은 원격 협업 기술을 활용한 새

로운 표준(new normal)이 정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 관리 소

프트웨어를 제공하는 Aurigo사는 원격 작업 요청이 증가하여 Zoom 플랫폼을 Aurigo의 소프트웨어 제품

군에 추가했다. Aurigo사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25% 가량 증가했으며, 

클라우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엔지니어링사인 Sweco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IT 인프라를 

신속히 확장했다. 업무 방식을 빠르게 디지털화한 덕분에 프로젝트 피크 시에는 17,000명에 이르는 직원 

중 80% 이상이 재택근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사회는 건설기업도 원격 업무를 위한 인프라와 디지털 툴을 갖추게 하였다. 특

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역 봉쇄를 경험한 기업은 원격 업무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무공간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근로자의 통근 피로도 감소 효과가 있으

나,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 간 소통 부족, 업무 부담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재택근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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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업무의 성격이 단순 업무인가 창의적인 업무인가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즉, 재택근무의 생산성은 

기업에 따라, 업무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를 가지며 업무 방식의 전환에는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기업은 새로운 업무 방식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원격 업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비대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원격 업무에 대한 개인별 

목표와 성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 원격 업무 수행을 위한 IT 인프라도 갖추어야 한다. 비대

면 업무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의 업무 과정 전

반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빠르게 피드백받을 수 있는 수평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조직문화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단순히 재택근무나 원격 협업 같은 업무형태의 변화만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업무 방식의 변화

는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점검과 개선이 바탕되어야 한다. BIM을 활용한 디

지털 협업 같은 기술은 기존 건설사업 수행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5.2 혁신을 이끌 역량과 인재 확보

건설산업의 업무가 디지털화, 첨단기술과의 융ᆞ복합화,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역량의 확

보는 매우 중요해졌다. 또,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역량이 중

요하게 평가받게 되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설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식을 적용하기 위

해 민첩한 조직 운영, 그리고 이를 이끌 인재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를 새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과 비즈니스의 변화를 

분석하고, 건설인력의 현재 보유 기술 및 미래 필요 기술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건설 역량

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 사업은 사업 착수시에는 구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업 종료시에는 축적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는다. 이 

때문에 급격한 인력 수급 차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에는 자동화에 따른 기술 및 업

무 변화, 인력의 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조직 및 인력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직원의 잠재력을 높이고,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재교육 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국

내 건설기업은 직원의 육성과정을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 교육과

정으로는 필요한 핵심 역량 획득에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직원이 습득해야 할 역량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민첩한 대응 역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기업 내의 재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직무와 필

요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역량 개발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인재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건설산업

의 디지털화와 혁신적 변화를 고려할 때 다양한 업무에서 디지털 기술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기업은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인 직원들이 더 많은 교육훈련의 기회를 얻도록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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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발표된 블룸버그의 2021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위에 올랐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

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첨단기술 집중도, 생산성, 교육효율성, 특허활동, 연구집중도 등의 분야로 조

사된다. 우리나라는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된 9번 동안 7번 1위에 오르는 등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많은 전망기관이 2021년은 산업의 디지털화, 친환경 경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건설산업도 예외

가 아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 이면에서 산업의 기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술과 생산방식, 

업무와 역량 변화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화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 기존 사업모델 검토 등 기업의 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첨단기술이라는 열쇠를 가진 기업만이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

의 새로운 시대가 목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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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건축, 도시적 대응

특집기획Ⅰ

01. 서론                                                                         

2020년, 지난 한해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

화, 산업, 그리고,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한해였다. 

COVID-19는 스페인독감이후 100년만에 찾아온 대규모 팬데

믹이었다. 전 세계의 사망자가 수십만명을 넘어섰고 그 중 대

다수는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국가간의 이동 제한으로 

인한 여행금지와 도시 락다운(Lockdown)이 대부분의 국가에

서 시행되었다. 전염병 학자들의 이러한 팬데믹 경고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의료시설이나 도시, 건

축환경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축소해 왔다.  경제 효율성을 위

해 도시는 보다 더 고밀화 되었고, 이와 같은 고밀의 상황은 전

염병의 확산을 심화 시켰다. 지난세기 동안 크고 작은 지역적

이고 산발적인 전염병의 유행은 있었으나, 금번 COVID-19와 

같은 세계적인 유행병이 없었기에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인 ‘방역과 위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 컨셉을 다시 한번 상

기하는 계기를 만든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COVID-19 전염

병의 만연을 통해, 우리 감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미세 대상

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위해(超微細危害) 물질이 우리의 삶을 얼마큼 신

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접촉혐오와 비대면의 

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기존의 공간에

서 이루어졌던 인간 행위가 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건축과 도시분야 특히 건축 분야에서의 변화는 무엇이 있고,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주거건축에 있어 아파트에서 이와 

같은 초미세위해(超微細危害)환경을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02. COVID-19에 대응하는 공간 컨셉

건축가 유현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는 획일화된 주거형

태와 비개성적인 공간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팬데믹시

대에서는 최적화된 공간이다. 대면거래가 힘든 상황에서 온라

인 플랫폼의 새벽배송, 온라인쇼핑, 배달음식, 택배에 유리한 

구조가 아파트이다. 신속한 배송지의 식별과 엘리베이터 및 

무인택배설치 등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집콕’을 하

는데 문제가 없게 된 이유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는 팬데믹의 대응, 그리고, 비대면의 플랫

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 된 형태였고, 보다 더 진보

된 주거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2.1 언택트(Untact)와  느슨한 공간

최근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Vaccine)의 접종 착수

와 치료제의 개발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인류에게 있어 가장 우울한 현실은 우리에게 “Post Corona”

이전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with Corona”

의 상황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행한 예측이다. 당분간 언

택트의 확대와 지속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과거의 언택트는 

비대면을 통한 업무시간의 축소로 빠른 일처리를 의미했지만, 

현재 감염병의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접촉 방지의 의미가 강하

다. 신체접촉, 마주보며 대화하기, 같이 식음하기 등을 포함한 

접촉의 차단이다. 건축적으로는 어떻게 내외부를 비접촉 방식

으로 바꾸거나, “드라이브 쓰루(Drive-Through)”매장과 같이 

그와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주

택에서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주거내 체류시간이 

대폭 증가했고, 그 결과 배달음식, 택배 등의 인터넷 주문이 급

증하였다. (실제로 이와 같은 택배상품, 배달음식의 포장재의 

증가로 재활용 쓰레기는 2~3배 이상 증가했다) 즉 물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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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공간(Loose Fit Space)의 제공이 언택

트 구현의 가장 현실적이며, 신속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2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

건축에서 가변성(Flexibiltiy)이란 공간의 크기와 형태가 사용

목적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COVID-19 발생으로 공

공이 운영하는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문을 닫

았고, 지자체의 각종 생활 서비스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도 

COVID-19 유행에 대비한 각종 지침을 발동시켜 외부와 연결

을 차단하였다.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도 사용이 중단되

었다. 일정기간 동안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이 빈 공간으로 방

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활동은 재택

의 형태로 변화되었고, 소규모의 인원이 거주하는 공간이 요

구되었다. 공간의 가변성과 향후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공간

의 설계컨셉은 시간에 대응하고, 거주자의 사용 편리성과 기

본적 삶(Needs & Wants)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검토

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변성(Flexibility)이다. 

쌍용건설의 "안성 더플래티넘 프리미어"의 '플러스 룸(PLUS 

Room)', G건설의 '알파/베타룸', S건설의 '이지큐(EziQu)' 등은 

가변형 공간설계개념을 고려한 시도이다. 

[그림 1] 안성 더플래티넘 더프리미어 전용84㎡유니트

  

※ 침실1 드레스룸>재택근무공간 가변 계획, 방5개

COVID-19의 상황에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중요성과 

거주시간의 증대를 의미한다. 아울러, 개별성이 강조된 공간

은 아파트의 획일된 계획을 보완하는 유니트의 소비자 참여형 

(Customizing Space)의 컨셉으로 특화 평면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참여형 디자인은 다양한 사용이 가능

한 가변적인 공간(Flexible Space)을 개별단위 공간으로 단위

세대에 적용하는 다양한 건축설계기법이 개발 요구된다.

“더 플래티넘 완도” 프리미엄 세대는 완도의 해양조망과 주거

+업무, 2세대 거주 등 다양한 사용자의 사용에 최적화된 특화

된 평면을 제공하고자 건축설계 초기단계부터 기획되었다.

[그림 2] “더 플래티넘 완도” Customizing Unit

※ 주거+업무 등 다양한 가변 활용가능, 전용181㎡

이와 같은 상품의 구현을 위해 건축디자인 등 실시설계 진행

에 있어 거주자의 삶에 의해 창조되는 공간(Creative Space & 

Life, 개인의 성향 및 개성에 따라, 소비자 참여형 (Customizing 

Space)의 컨셉으로 특화 평면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3] K산업의 '큐어 스페이스'

K산업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큐

어 팬트리(CURE PANTRY, 클린룸+팬트리공간)' 및 기존의 방 

3개로 구성된 평면에서 벗어나 재택근무, 홈 스쿨링 등을 위

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구성한 '큐어 오피스(CURE OFFICE)'

의 적용을 추진 하고 있다. 큐어 팬트리는 외부 바이러스 유입

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현관 입구와 거실을 분리하는 별도의 

공간이다. 큐어 팬트리에는 에어샤워 청정기와 브러쉬 청정기, 

의류 관리기 등을 설치해 밖에서 돌아온 뒤 옷과 몸에 묻은 미

세먼지 및 바이러스를 털어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2.3 그 외의 건축적 대응

팬데믹 COVID-19 상황에서 보여준 감염 예방과 치료와 관련

하여 공간과 연계된 건축에서의 대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COVID-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주

택 분야 개선과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COVID-19공

동주택 대응 아이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D산업 ‘스마트 클린 & 케어 솔루션’(상) 및 C2 House 가변형 
평면 개념(하)

1) 주동출입구 에어샤워 존

스마트 에어샤워는 출입구에 게이트형태 등으로 설치되고, 사

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한 공기분사로 미세먼지를 털어주는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APP)과 연계된 24시간 실내 공기질을 

감지해 리포팅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그림 5] K건설의 ‘클린-케어’ 컨셉적용 단위세대

K건설의 ‘클린-케어’ 유니트는 ‘클린 케어룸’을 통한 바이 

러스와 미세먼지의 차단, 세대현관에 중문과 신발살균기를 

설치, ‘클린-케어룸’에 제균 환풍기, 스타일러 및 욕실, 

세탁실도 연계 배치한 단위세대이다. D건설의 ‘클린존 평면’도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면이다. D건설의 클린존 평면은 

최초 현관에서 에어 샤워 시스템을 통해 혹시 모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오염물질의 집안 유입을 차단한다. 여기에 현관 

옆에 설치된 의류관리기와 아웃도어 보관용 옷장을 통해 

외투의 먼지제거 및 보관도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건식과 습식공간이 분리된 스마트 욕실에서 손을 닦고, 

미세먼지가 묻은 옷을 세탁실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순환 

동선을 적용해 외출을 하고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벽을 기했다.

[그림 6] D건설 ‘Clean Zone' 컨셉적용 단위세대

[그림 7] HA건설의 반려동물 세척 공간

HA건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반려동물과 사람의 교감을 고려한 '포레나 펫 프렌즈 

인테리어', '펫 프렌즈 세면대'와 '포레나 엣지룩'을 제안하였다. 

2) 시설 접촉없는 출입 시스템 –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5G등의 무선 통신기술을 통해 소지한 스마트폰 앱(APP)으로 

공동현관문을 개방하는 시스템과 자동으로 승강기 호출 및 거

주 층이 선택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접촉 없이도 세

대 현관까지 출입가능한 출입시스템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3) 세대공간 첨단 제균시스템

세대공용홀 및 단위세대 에어샤워, LED 공기살균, 스마트 집

진팩 작동으로 먼지 차단 및 세균 소독하는 방식의 세대현관 

청정클린존의 설치, 바이러스 없는 실내공기 청정 솔루션으로

서 원자 형태의 강력한 살균 물질을 대기 중에 날려 실내를 청

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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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이와 같은 실내공기 청정 시스템을 통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는 물론이고 공기를 날려 벽이나 천장, 바닥에 붙어 있는 세균

과 바이러스도 소멸시키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COVID-19 

이후 일반 가정에도 빌트인 형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아파트 일부에서 선택가능한 빌트인 옵션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림 9] J건설의 Outdoor Clean-up System

4) 커뮤니케이션 비대면 자율주행 로봇 도입

커뮤니티 시설 안내와 예약 등을 도와 주는 로봇 도입이 시도

되고 있고, 자율주행과 음성인식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탑재한 로봇, 음성인식 디스플레이 가능을 통해 다양한 서비

스 제공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HA건설은 COVID-19로 비대

면 서비스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공동현관까지 배달된 음식을 

로봇이 세대 앞까지 전달해주는 배달로봇 서비스를 2021년 

입주 단지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10] Indoor Clean-up System

[그림 11] H건설의 배달로봇 이미지(좌) 및 H건설의 H-Entrance(우)

  

H건설은 ‘H 클린존’과 ‘H 드레스현관’ 등의 특화설계를 통해 시

장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H건설의 ‘H 클린존’은 2020년 

특허 등록을 완료한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 시스템’과 같

은 원리를 활용하여 2단계에 걸쳐 다양한 오염물질을 제거해

준다. 우선 1차로 각종 오염물질이 천장에 설치된 에어케어(Air 

care)내부의 광플라즈마를 통과하면서 파괴된다. 이를 통해 생

성된 수산화이온, 산소이온 등의 연쇄반응으로 부유하는 각

종 세균 및 바이러스 등 기타 오염물질들을 분해하여 2차로 제

거하는 방식이다. ‘H 드레스현관’은 외출 후 아파트 실내에 들

어서기 전 바이러스나 미세먼지에 오염된 소지품, 외투 등 일상

용품을 살균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현관 수납 공간을 대폭 업그

레이드된 개념으로 ‘H 클린현관’의 확장된 개념이다. H건설은 

‘H-Second Living’과 ‘H-With’의 개발컨셉을 구현하기 위해 ‘H클

린 엔트런스(H-Entrance)’의 단위세대 현관 건축디자인에 있어, 

먼지제거, 의류세척, 용품보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오염

물질의 유입을 사전차단을 목적으로 “현관, 복도 수납장+세탁실

(보조주방)+욕실”의 통합된 기능을 가진 공간을 제안하였다.

[그림 12] H건설의 ‘H클린 엔트런스(H-Entrance)’

외부 활동후 의복의 먼지는 현관에서 제거 후,   세탁실로 오염

의복을 이동시키며, 유모차, 운동용품 등의 실내 유입을 차단

하고자 의도하였다

2.4 COVID-19에 대한 주거공간 대응방안

과거 공동 주택이 이웃과의 커뮤니티 회복을 시도했다면, 이

제는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야 한다. 환경적으로

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0세기 건축의 대표적

인 공동주택도 2번의 세계대전의 산물이다. 자연 환기와 채광 

시스템이 중요해져 식물이 가능한 테라스 정원이 필수적인 현

대의 공동주택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COVID-19 사태

는 이런 추세를 재촉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13] “더 플래티넘 완도” 스카이커뮤니티(32F)

대재난은 새로운 건축문화와 생활 패턴을 촉발해 왔다. 앞으

로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이로 인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는 

바, 한국 가구의 약 50%가 거주하고, 전체 주택유형의 75%를 

자치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건축적 대안

을 마련하고자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감염병 재난 대

응 건축 지침 및 기술개발을 제안해 본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

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한 공동주택 설계, 시공, 리모델링 지침/기법/기술/시스템/재

료/프로그램/공간유형 등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사

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OVID-19가 앞당긴 언택트 시대 

속에서 각 아파트들만의 브랜드 커뮤니티 역시 지난해부터 빠

르게 고도화됐다. G건설은 지난해 말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에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브랜

드 ‘자이안 비(XIAN vie)’를 제안했다.

입주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내는 시간, 경험의 가치에 주

목하고 단순 커뮤니티 시설을 넘어 생활문화 콘텐츠를 공유하

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XIAN vie’는 

완성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따라 지

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가 병행되는 서비스이다. 모든 서

비스는 ‘통합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03. COVID-19 이후 도시의 변화

COVID-19의 확산 이후로 사회전반에서 비대면(Untact)의 가

속화, 초개인화, 회복력 및 포용성을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으로서 분산 다핵형 도

시구조로 의료, 보건, 방역 등의 기초생활권 기능을 강화한다

거나, 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의 적절한 배치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3.1 COVID-19 이후 비주거 및 외부공간 계획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라는 시스템이 신속히  발전할 것이

다. 이와 같은 “언택트”의 상황이 보편화 되거나 당분간 지속

될 때 우리의 삶이나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것을 고

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건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대는 지났고 영향을 주더라도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의 운영방식인 소프트웨어적으로 줄 것이다. 건축외

적인 도시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공간에서 시야를 넓히면 

동네가 사실은 중요해 질 것이다. 식물도 가만히 있으면 비도 

오고 새가 씨도 물어가듯이 인간도 집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서비스가 찿아오는 ‘인간의 식물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사

람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더 식물화되어 가까운 범위로 축소

됐을 때 ‘동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식물

화된 삶의 형식에 있어서 도시 안의 여러 작은 생활단위인 생

활권이 가져야 하는 자족성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가 굳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생활권

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에

너지도 더 적게 쓰고, 더 친환경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

에서 ‘동네’가 작은 ‘Community’로서 자족적인 생활권이 되

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향후의 도시계획, 건축계획에

서 설계단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

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별 건물에 있어 ‘환기’에 대한 중요

성이 부각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

훈 중 하나는 ‘물류’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

으로 물류가 끊긴 상황으로 보아 물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인 ‘Just in Time’은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변화

를 촉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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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VID-19 이후 도시의 녹지 공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지

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처음 겪는 “뉴 노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힘든 시기이지만, 한강이나 청계천 같은 공원들인 오픈스

페이스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도시를 손으로 보았을 때, 손

가락에 각종 시설이 들어간다면 손가락 사이사이에 녹지를 계획

하는 방식인 “Finger Plan”또는 “선형의 녹지공간”일 수 있다.

[그림 14] Penda Designs Modular Timber Tower

※ 출처: http://www.archdaily.com

우리나라 공원간의 거리는 대부분 4km 이상으로, 뉴욕 맨하

탄의 공원간 거리 1km에 비하여, 공공녹지 공간의 이용과 접

근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또한, 녹지계획이 도시 전체에 바람

길을 도입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의 

곳곳에 ‘오픈스페이스’가 마련됨을 통해 각 개별 건축물의 환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택트시대에서 발생하

는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성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1.5km의 산책로(더 플래티넘 

칼로리트랙)로 글램핑파크, 플레이파크, 펫가든, 센트로 그리

너리, 커뮤니티시설 등의  다양한 체육, 산책 등 아웃도어 체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단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15] 선로공간 활용한 ‘경의선 숲길’

[그림 16] "안성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1.5km 선형산책로

04. 맺음말

COVID-19, 미세먼지 등 초미세위해(超微細危害) 요인은 제거

할 수 있는 환경인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하는 대상이되었

다.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창궐할 수 있다. 

이상적인 포스트 COVID-19 뉴노멀(New Normal)은 지속 가

능한(Sustainable) 사회의 구축에 있다.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 

디지털시대의 걸림돌이었던 관행은 상당부분 허물어 지기 시

작했고, IoT 등 신기술의 도입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컨셉의 변화는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중요성과 

거주시간의 증대를 의미한다. 아울러, 개별성이 강조된 공간

은 아파트의 획일된 계획을 보완하는 유니트의 소비자 참여형 

(Customizing Space)의 컨셉으로 특화 평면 설계가 진행될 것

으로 예측해 본다. 이와 같은 소비자 참여형 디자인은 가변적

인 공간(Flexible Space)을 기반으로 다양한 건축공간 아이디

어의 개발, 구조, 환기, 조명 등 환경제어 등의 신기술과의 통

합된 설계진행(Integrated Design Process)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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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머리말                                                                         

2019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전파되어 현재까

지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0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총 확진자 수가 8,325

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여 약 

672만 명이 감염되었던 2009년 인플루엔자 펜데믹보다 무

려 약 12.4배 사람들을 감염시킨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잠

정 치명률(치사율)은 약 2.2%로, 이전에 많은 사람을 죽인 신

종플루의 치명률(약 0.3%)보다 7배나 높은 수치이다. 인류 역

사상 유례가 없는 자원과 인력이 백신개발에 총 동원되어 개

발에 성공하였고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백

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전 세계 인구에 보급되기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현황 (2021년1월 1일 00시 기준, 
확진자 8,325만명, 사망자 182만명)

이러하듯 치명적이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으며,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면서 삶의 터전인 아파트도 

변화하고 있다. 환기에 특화된 클린에어시스템을 도입하고, 

드레스룸 및 알파룸을 홈오피스로 꾸미는 홈오피스형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주거공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다중 

접촉시설 등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이 

상시적으로 접하는 공동현관 및 승강기 사용방식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공동현관, 승강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원패스 시스템이 맞춤형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02.	원패스 시스템                                                                        

원패스 시스템이란 원패스 키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입주민이 건물의 공동현관 앞에 서면 자

동으로 출입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호출되며 승강기 탑승 

시 주거층이 선택되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접

촉 없이도 각 세대의 현관까지 안전하고 손쉽게 출입할 수 있

는 시스템이다.

[그림 2] 원패스 시스템 적용 전후 기능 비교

03.	원패스 시스템을 확장한 스마트 원패스 통합 시스템 

원패스 시스템에 주차위치관리, 비상호출, 조명제어 등 다른 

기능을 가진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편리성 및 안전성의 향상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개발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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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이다. “스마트 원패스 통합시스템”이라 명명하고 어떠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림 3] 스마트 원패스 통합시스템 구성도

3.1 주차관제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이란 주차장 입출구에 차량차단기를 설치하

여 등록된 입주민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부정방문객의 출입을 

제어하여 건물 내 원활한 차량관리를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주차관제 시스템의 출입을 위해서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차

량을 등록하거나 RF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스마트 원패

스 통합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이하 통합시스템 앱)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방

문객의 차량을 예약할 수 있다.

[그림 4] 주차관제 시스템 구성요소 및 입차흐름도

입차           ➡        양방향 차번인식          ➡       차단기OPEN

3.2 지하 주차장 조명제어 시스템

조명제어 시스템이란, 다수의 조명기구를 개별 또는 그룹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하 주차장의 조명을 스마트하

게 제어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평상시 CCTV 

녹화가 가능할 정도의 대기조도를 유지하다가 차량이나 사람

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용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조명을 최대

조도로 밝혀주어 입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도와주고, 더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대기조도로 복귀하여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림 5] 사람/차량 움직임 감지하여 조명제어

사람을 구분하여 인식

조명 설정 영역(사람)

차량의 진행방향을 구분(A→B)

조명 설정영역 (A→B)

차량의 진행방향을 구분(C→D)

조명 설정 영역 (C→D)

▴ 전방위 카메라로 사람과 차량의 진행방향을 구분하여 인식

▴ 사람의 움직임과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춰 조명을 제어

3.3 주차 유도 시스템

주차 유도 시스템이란 운전자가 주차 공간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주차 관제 시스템을 통과하여 지

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통합시스템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

어 스마트폰을 통하여 주차창의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

로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림 6]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주차 안내

3.4 주차 위치 관리 시스템

주차 위치 관리 시스템이란 주차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

는 시스템이다. 주차 후 원패스 키 또는 통합시스템 앱의 “주차

위치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위치가 서버에 등록되고 세대 

내의 월패드로 통보된다. 또한, 언제든지 스마트폰의 통합시스

템 앱이나 세대 내의 월패드를 통하여 주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

다. 차량을 주차한 주차 구획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

도 주차 위치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

[그림 7] 주차위치 관리 시스템 구성도

3.5 주차장 비상호출 

지하 주차장 내에서 비상 또는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원

패스 키 또는 통합시스템 앱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비상 통보

가 진행된다. 지하 주차장 내에 설치 되어있는 비상벨을 누르

기에도 여의치 않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유용한 기능이다. 이

러한 비상 상황은 세대 내의 월패드, 경비실, 관리실 등에 긴급 

상황이 통보되며 주차 위치 확인 관제기에서 사이렌 경보가 

울린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근처의 CCTV를 통해 방재실에서 

해당 상황을 인지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그림 8] 지하 주차장 비상 호출 시스템

그 외에도 무인 택배 시스템 및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연동하

여 택배 도착과 전기차 충전 완료상태를 통합시스템 앱을 통

하여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3.6 스마트 원패스 통합시스템 프로세스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시스템이 통합되어 구축되면 주차장 출

입부터 세대 현관 도착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스마트 원패스 통합시스템 프로세스

입주민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도착하면 주차관제 시스템이 

비대면으로 등록된 차량을 인식하여 차단기를 열어주고, 주차

유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빈 주차 공간으로 차량이 이동하

는 동안 조명제어 시스템이 조명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에너

지를 절약한다. 주차를 완료하면 주차 위치 관리 시스템을 활

용하여 주차된 위치를 저장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호출 

기능으로 경비실, 관리실 등에 상황을 통보함과 동시에 경보

를 울린다. 공동 현관문에 다다르면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고 

승강기가 호출이 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자동으로 거주

층이 선택되어 단 한 번의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접촉없이 세

대까지 도착할 수 있다. 

04.	맺음말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백신 접종을 시작으

로 전 세계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

년 2월부터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

비스 인력(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 재가 복지시설 종사자, 

1차 대응요원,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집단면역이 형성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될 것이며, 언

택트 문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개발된 기술이나 문화들은 포스트 코

로나 시대에도 계속 발전될 것이며, 본 고에서 소개한 스마트 

원패스 통합시스템도 편리성,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을 증대시

키는 방향으로 점차 확장되어 갈 것이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편리미엄’(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현대인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

낄 수 있는 편리함을 소비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생겨

난 신조어) 주거공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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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비대면 설계 사례

01. 들어가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19(COVID-19)로 인

해 삶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 일반적으로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Contact)

에 부정의 뜻을 가진 접두사 언(Un)을 붙인 신조어인 언택트

(Un-tact)가 사용되고 있음. – 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삶의 방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맞춰 주거문화도 비대면을 위한 많은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안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 입지의 시대를 넘

어 단지 규모 및 세대 규모의 상품적 요소가 강화되는 가치

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새롭게 도래할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집’은 단순히 주거를 위한 공간 개념을 

넘어 재택공간이자 쉼의 공간을 제공하는 휴양의 개념, 비대

면 스마트 세탁 서비스, 헬스장 대신 영상을 통한 홈트(Home 

Training) 등 다양성이 더해질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는 

외적인 질병 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마음의 질병을 극복

하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삶의 터전인 ‘집’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주거공간도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세대 내외 주

거공간의 질적인 대변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을 축으로 스마트까지 입힌 주거공간을 창출하

기 위한 공간계획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이며, 입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및 

주거서비스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가 될 것인 바, 본 고에서는 당사에서 

최근 분양한 안성 공도 쌍용 더플래티넘 프리미어 단지를 대상

으로 이러한 비대면 설계요소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02.	비대면 설계 요소

평면계획에 있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주침실의 폭을 넓히고, 

보조주방의 크기를 확보하여 주방 공간의 선택적 사용과 효율

성을 높였으며, 현관 신발장을 양쪽으로 배치하여 향후 팬트

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주방 창에서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하도록 가로로 긴 형태의 프로젝트 창으로 변경하

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림 1] 평면 개선 사례

배치계획에 있어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여행 목적

으로 구입 및 대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맞춰 지상 주차장의 

일부를 카라반 전용주차구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택배 차량 또

는 대형 차량의 정차 및 주차가 가능하도록 트럭 10대가 주차

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도 계획하였다.

[그림 2] 배치 개선 사례

현대인의 필수품인 차량의 세차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공간

을, 지하 피트를 활용하여 계획함으로써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그림 3] 건식세차구역 

외부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농구 또는 배드민턴 등과 같은 운

동을 즐길 수 있도록 층고 4M 이상을 확보한 실내 다목적 체

육관을 계획하였으며, 더불어 어린이 놀이터도 함께 계획하여 

365일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림 4] 실내 다목적 체육관 및 어린이 놀이터

야외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비대면 시대에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갑갑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입주민 전용 게스트 하우

스를 설치하여 생활 편의 증진을 꾀하였다.

[그림 5] 게스트 하우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놀이터에 

에어(Air)로 전신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줄 수 있는 에어쉘터

를 설치하였다.

[그림 6] 어린이놀이터 에어쉘터

전체 세대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에는 외기를 실내로 유입

하는 급기쪽에 헤파필터를 장착하여 미세먼지와 세균 등을 완

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7] 헤파필터를 장착한 전열교환 환기설비

입주민이 세대로 들어가기 위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내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

지하고, 더불어 세균에 대한 위험도 줄이는 등 맑고 깨끗한 공

기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림 8] 엘리베이터 공기청정기

기존 공기청정기 공기 흐름도        엘레베이터 공기청정기 공기 흐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

로 질소산화물 2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 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

품을 말하며, 대상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친환경 저녹스 고효율 

보일러를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림 9] 친환경 저녹스 고효율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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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괄소등스위치는 전등만 소등하는 단일방식, 전

등과 가스 및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복합 방식 등이 있

는데, 대상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복합 방식에 더하여 외부 기

상정보 및 미세먼지 현황 뿐 아니라 전력사용량과 무인택배 

알림 등도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일

괄소등스위치를 적용하였으며, 각 세대의 거실에는 조명의 밝

기 조절이 4단계까지 가능한 디밍 스위치를 적용하였다.

[그림 10] 일괄소등스위치(좌)와 디밍 스위치(우)

   

전체 대지를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찾아 

다니기가 번거로워짐에 따라 주차 가능 구획을 초음파 방식으

로 푸른색(주차 가능)과 빨간색(주차 불가능)으로 표시함으로

써 원활한 주차를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11]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진입 후 주차여유층 확인 해당 층별 여유 확인

주차공간 확인 주차완료

더불어 광활한 지하주차장에서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헤갈릴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게 주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주차 후 주차위치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홈넷 월패드에서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그림 12] 지하주차장 주차위치인식시스템

지하주차장 차량 주차

주차위치 리더기 태그 홈넷 월패드 위치 확인

원패스 시스템은 스마트홈 등 첨단 주거시스템에서 거주 동선 

기반,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입주민들의 편리성을 크

게 증대시켜주는 첨단기술일 뿐 아니라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포인트인 보안성에 있어서도 입주민들의 정보를 기

반으로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높은 보안성을 확보한 기

술로써 대상 프로젝트에는 스마트키 및 스마트폰 소지시 공동 

현관 자동열림 및 거주층 엘리베이터 버튼 자동 선택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13]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03.	맺음말

이상과 같이 당사의 안성 공도 쌍용 더플래티넘 프리미어 프

로젝트의 비대면 설계 요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세대 내부에서 생활이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위세대 평면에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및 외부 공간에서도 비대면 뿐 아니라 미세먼

지 등 환경적 이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헤파필

터를 장착한 환기설비 및 저녹스 보일러, 엘리베이터 공기청

정기 등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하기 위

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전기설비 분야에서는 비

대면 시대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oT 및 ICT 기술들이 

총망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설계 요소들이 단지를 

진입할 때 접하게 되는 외부 공간을 시작으로 커뮤니티로, 또

는 단위세대로 시간적인 동선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계층적인 

접근이 시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

듯이 이러한 초기 기술들을 접목해 봄으로써 장단점을 정확하

게 분석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

근에 대한 시도는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 안전관리 적용 사례 

QR 코드를 이용한 현장 공사관리시스템 개발 

국내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 동향 및 인증제도 

싱가포르 건설현장의 VDC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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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 
안전관리 적용 사례

특집기획Ⅱ

01.	머리말 

바둑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몇 년 전 프로바둑기사 이

세돌 9단이 컴퓨터와의 바둑 대국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누

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당시 엄청난 화제였던 뉴스이다. 이

세돌 9단의 패배 전에는 컴퓨터가 바둑으로는 절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했지만, 이세돌 9단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컴퓨터에게 패

배를 한 것이다. 당시 대국의 결과인 이세돌 9단의 패배보다 

더 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요소 중 하나인 AI(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

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며,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초연결', '초

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6월 스

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포럼의 의장

이었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처음으로 사용하면

서 이슈화됐다. 

[표 1] 산업혁명 비교

순서 연도 특징

1차 1784 증기(생산설비의 기계화)

2차 1870 전기, 분업(생산의 대량화)

3차 1969 전자, IT(생산의 자동화)

4차 ? 디지털-피지컬시스템 통합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

기술과 결합되어 현실 세계의 모든 제품ᆞ서비스를 네트워크

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는 개념의 4차 산업혁명은 여

러 정보매체를 통하여 어디에서든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건설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

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02.	스마트 건설기술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국토부에서도 디지털 기술 중 건설산업에 적용성이 

높은 기술들을 ‘스마트 건설기술’로 정의하였다.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재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존 방법으로는 의미있는 개선

를 이루어낼 수 없다. 최근, 디지털 기술로 시작된 지능화 혁명

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인 ‘4차 산업혁명’은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며, 이로 인해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

인 생산성과 재해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 4사 산업혁명 기반의 디지털 건설기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자율주행

B I M

디지털 트윈

드론

시공 로봇

AR/VR

설계 자동화

자동화 장비

모듈화

이러한 기술을 산업에 도입/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제6차 건설기술진행기본계획(’17.12)’과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8.10)’과 같은 정책들이 발표됐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정책 모두 주요 목표에 건설산업의 오랜 문제였

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재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주요 스마트건설기술 정책의 목표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7. 12)

주요
목표

• 건설 노동생산성 40% 향상*, 사망자 수 30% 감소**
    건설 Eng. 근로시간 단축 20%***  
   *	 시간당	생산성(한국생산성본부)	:	(’15)	13.6$	→	(’20)	19$
		**	건설업	사망자	수(안전보건공단)	:	(’16)	554명	→	(’21)	388명
	***	연간	근로시간(Eng.	노동계)	:	(‘13)	2,560시간	→	(’21)	2,100시간 

•건설Eng 해외수주 100% 확대*
  *	해외수주	통계(해외건설협회)	:	(’16)	17억$	→	(’22)	34억$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18.10)

2025년
목표

•건설 생산성 50% 향상
•건설 안전성 향상(사망만인율 1.66 → 1.0)
•고부가치 스타트업 500개 창업

03. 당사의 스마트 건설기술 진행 방향

당사도 국가정책에 맞춰 [그림 3]과 같이 생산성 향상과 안전

성 확대로 스마트 건설의 적용 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림 3] 쌍용건설의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방향

BIM, 드론, VR/AR
3D 프린팅, 자동화 장비

IoT, AI,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터, 드론

스마트 건설기술 생산성

안전성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기본적인 개념은 BIM, 드론, 자동화 장비(MG/MC)등과 같은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ICT 및 IoT 등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안전관

리 방식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디지털화 및 자동화는 향후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인력관리, 

자재관리와 같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여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를 아래와 같이 보

다 구체화하여 단기/중기/장기로 적용계획을 나누어 단계적

이며 체계적인 조사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ⅰ) 단기계획(20’~22’)

•목표 : 스마트건설기술의 사용성 검토

•적용방안

   - 스마트기술 업체 및 효율성 조사

   - 신규현장 스마트건설 세미나개최

   - 현장 적용 가능 아이템 도출 및 활용 지원

   - 입찰 시 스마트건설 분야 지원

ⅱ) 중기계획(23’~27’)

•목표 : 현장에서의 활용성 증대 및 기술개발

•적용방안

   -  현장에 발생하는 제약사항 파악, 해결 가능한 스마트  

기술 개발

   - 연구소/대학 연구과제 진행

   - 교육을 통한 코디네이터 수준 인력 양성

ⅲ) 장기계획(26'~30')

•목표 : 전사시스템 플랫폼 정착

•적용방안

   -  전 현장 적용하는 스마트기술에 대한 통합시스템인 플랫

폼 개발(본사 ERP 시스템과 연계)

   -  현장 발생 문제점을 파악, 해결 가능한 스마트기술 개선 

및 개발

04.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기울이고, 

예방교육을 하여도 안전사고는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을 하고 

있다.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IoT 기반의 각종 센서와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이

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근로자가 안전사항들을 인

지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장비와 통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송출해 준다. 이를 통하여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각종 위험정

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감지가 가능하여 

사고를 예측/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정

보를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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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개요도

스마트안전관리의 핵심 기술은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다.

1) Sensor for Safety : RTLS, IoT 환경센서, 중장비접근 감지, 

AI 화재/연기 감지, T/L 레이져가이드, 안전고리 체결감지 등 

하나의 G/W를 통해 메쉬 블루투스 기반 통합 운영과 이를 통

해 획득한 안전데이터 수집

2) Safety Cloud(SaaS) : 안전센서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 분

석 기반의 클라우드 안전플랫폼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안전장

비/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연동을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3) 분석/예측 솔루션 : 리스크 매트릭스 알고리즘을 통한 위험 

분석/예측 솔루션으로 그 동안 정량적 지표로 제공하기 어려

웠던 안전을 정량적 지표로 제공 

05.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의 현장 적용

5.1 적용현장 개요

[표 2] 공사개요

공사명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

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업위치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 일원

사업비 155,220 백만원(VAT포함)

공사기간 2016. 12. 27 ~ 2021. 12. 20

공사개요

•복선화관로 신설
   - 연장: 28.60km
   - 관경: D500mm~ D1500mm 

•노후관 갱생
  - 연장: 25.40km
  - 관경: D900mm~ D2000mm 

•노후관 폐쇄
  - 연장: 13.00km
  - 관경: D900mm~ D1100mm 

•노후 밸브실 등 시설물 개량 1식(178개소)

당 현장은 설계ᆞ시공 일괄입찰(T/K)을 통하여 수주한 현장으

로 40년 이상된 광역상수도의 노후화 심화로 인한 대규모 단

수사고와 같은 수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량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를 위한 

공사로 단선인 기존의 상수관을 복선화하는 관로신설 공사, 

노후된 기존 상수관을 갱생하는 관로갱생 공사 등과 같은 공

종들이 있다.

5.2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의 도입 배경
[그림 5] 질식재해 발생 현황

10년간 질식재해 현황 발생건수

[그림 5]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에 의한 피해 상황이다. 193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146명의 부상자와 166명의 사망자를 발생하였다. 일

반재해에 의한 사망률이 약 1.2%인 것과 비교하여 질식재해

에 의한 사망률은 52.9%로, 일반재해에 의한 사망률과 비교

하여 약 40배가 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이처럼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작업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

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관로갱생 공종의 주요 시공순서

선 행 공 정

관&밸브 철거 작업구 개설 관내조사 도막제거

본 공 정

표면처리 도장

공사개요에도 설명되었듯이 당 현장의 주요 공사 중 하나가 

노후관 갱생이며, 노후관 갱생 작업은 [그림 6]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작업 대부분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질식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로 한다.

5.3 현장 특성 및 스마트안전관리의 필요성

광역상수도망은 가늘고 길게 넓은 범위에 퍼져있다. 이러한 

광역상수도망을 대상으로 공사를 하는 당 현장 역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수원시, 군포시 등 6개의 시에 걸쳐 넓은 범위

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갱생관로 공종은 기존의 노후된 상수관

의 내부를 갱생하는 공사로 대부분의 작업이 외부와 단절된 

지하에 매설된 협소한 관 내부(최대 직경 2m)에서 이루어지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사의 특성상 연속작업이 필요

한 작업이 있어 24시간 동안 연속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장의 특성은 관리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근접/밀착관리가 어

려워 작업자들이 불안전 행동 및 상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요소가 된다.

[그림 7] 현장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최대 직경 2m의 40년된 노후관 24시간 연속 작업 광범위한 지역
(과천시, 수원시, 의왕시, 과천시)

[그림 8]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본 공 정

표면처리

표면처리 작업 도장 작업

도장

밀폐공간 질식 위험 밀폐공간 화재 위험

5.4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의 현장적용
[그림 9] 잠재적 高위험요소 사전제거

현장의 고민 해결 방안

인력에 의해 상시적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게 되면, 휴먼에러

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미쳐 발견하지 못하거나, 인지할 수 없

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인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당 현

장에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

였다. 여러 종류의 계측기로부터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

하여 수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발생 시, 실시간 자동 경

보로 현장의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골

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도록 하

는 것이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프로

그램의 경우, 하나의 화면에서 환경(유해가스) 계측정보, 작업

자 출입/위치 정보, 화재경보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현

장 특성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각 위험요소별 대응 방법

은 아래 4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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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재

[그림 10] 화재에 대한 사전 대응

위험요소 : 작업장內 가연성 물질 포화도 증가 위험요소 : 장비 모터의 과열로 불꽃 발생

BLE MESH 통신 환경계측기 AI 영상분석 기반 연기/화재 감지

내연기관에 의해 작동하는 장비의 경우, 일산화탄소와 같은 

불완전 산화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 내에서는 전기로 작동

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전기의 경우, 누전, 합선, 과열 등과 같

은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현장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영상으로부터 불꽃

을 검출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AI 영상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였

다. 또한, 관내 화재 발생 시, 밀폐공간에서의 유해가스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를 

포함한 5대 가스의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환경

계측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가연성 가

스가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하여 작

업자와 감독자에게 상황을 즉시 전파하게 된다. 

Ⅱ) 유해가스

[그림 11] 유해가스에 대한 사전 대응

위험요소 : 작업장內 산소 포화도 감소 위험요소 : 작업장內 유해가스 포화도 증가

BLE MESH 통신 환경계측기 BLE MESH 통신 환경계측기

작업 중 작업자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5대 가스인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

소, 가연성가스를 24시간 지속적으로 계측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준치 이상 측정 시, 자동경보를 발령하여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계측기는 내장배터리를 통하여 최

대 24시간 작동이 가능하여, 화재나 단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작동이 가능함으로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작업자 출입관리 및 응급상황

[그림 12] 작업자 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

위험요소 : 출입/위치 관리 오류 위험요소 : 응급상황발생 시 지연

근로자 위치 태그 SOS신호 송출 및 응급상황

재난상황 발생초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난 장소에 작

업자의 존재 유무이다. 당 현장은 관내 작업자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상황 발생 시, 해당 작업자의 위치 

확인에 대한 혼선으로 인한 초기대응 지연을 해결하고자 작업

자의 위치를 송신하는 위치태그를 안전모에 부착하여 관내 작

업자의 입출입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태그에 있는 SOS버튼을 누르거나, 작업자의 쓰

러짐(전도)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관제실에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각 작업자에게 1대1로 대응하는 위치태그에는 

작업자의 이름, 소속과 같은 신원정보, 혈액형, 지병/질병과 같

은 건강정보, 안전교육 이수 상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

여, 비인가자의 관내 출입통제 및 응급상황을 요청한 근로자

의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Ⅳ) 통신단절

[그림 13] 통신단절에 대한 사전 대응

위험요소 : 관리 사각지대 위험요소 : 상호 의사소통 오류

영상관제 Web 포털 시스템 작업자 안전모 부착형 액션캠

밀폐공간에서는 상용 통신망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

다. 본 현장의 갱생 작업은 대부분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특성상 상용 통신망과의 통신단절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장 내에 별도의 BLE(Bluetooth low energy, 저전력 블루

투스) 매쉬 통신망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BLE 통신모듈

이 내장되어 있는 액션캠은 BLE 매쉬 통신망을 통해 관제실

과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관리감독

이 어려운 갱생관로 및 맨홀 등에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의 상황을 관

제실시 영상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초동대처 

능력이 향상된다.

Ⅴ) 통합관리

[그림 14] 위험요소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실시간/원격/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사고/재난 자동 경보시스템  관리

앞서 말했던 4가지 위험요소인 화재, 유해가스, 작업자, 통신

단절과 같은 각기 다른 상황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

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상시 관제를 실

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5.5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대효과
[그림 15] 적용기술에 대한 기대효과

현장 특성상 발생 가능한 잠재위험 요인들 중에 고위험 요인

들을 선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기술들인 AI 화재 

감시 카메라, 스마트 환경계측기, 스마트 위치태그, 액션캠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고위험 요인들을 집중 관

리 함으로써 사전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재난사고 발생

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인지로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6. 향후 활용성

[그림 16] 활용성 확대 방향

향후 5년간 본 현장과 유사한 상수도 갱생공사가 약 500km 

발주될 예정으로 활용성은 매우 높다. 밀폐공간 사고는 발생 

시, 사망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치명적인데, 차후 발주 예정 

공사와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종에 스마트 안전관

리 시스템의 노하우를 적용해서 잠재적인 사고 원인을 선제적

으로 막고자 한다. 그리고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공사에 스마

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장 적용하면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마지막으로 본사에서 제안한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을 긍정

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

움을 주신 수도권관역상수도 현장소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01. 4차 산업혁명, 네이버 지식백과

02.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한계..해법은 무엇?,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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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Ⅱ

01. 개발 배경 및 개요                                                                      

고층건물과 공동주택의 프로젝트는 동일 평면 또는 동일 유닛

의 수직 및 수평으로 반복작업으로 완성되므로, 각 작업들은 

공간, 자원, 순서 상의 제약 등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선

행 작업의 지연 또는 선후행 작업간의 간섭이 발생하면 비용

증가나 공기지연 같은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반복작업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속되고 안정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림 1] TACT 공정표

특히, 고층프로젝트의 마감공사에서는 공종간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TACT 공정관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각 공정간 

순서 및 작업일수를 공사 초기에 협의 및 확정하여 간섭을 모

니터링하기에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➊ 하지만 협력업

체의 작업실적 취합 및 실적 분석 피드백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 현장의 환경에서 현장의 마감공사 진척을 모니

터링 및 협력업체 알림 등의 기능을 통해 진척관리 및 공사관

리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공사관리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본 개발 시스템을 2020년 상반기에 골조공사가 착수된 경기

도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여 효율을 검증하고, 시스템 개선작업을 통해 후속현장

에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본 고에서는 개발 시스템의 소

개 및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02.	QR코드 및 앱 시스템 활용현황                                                                        

해외의 QR code 연동 Management System으로 독일의 공

사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가 개발한 SABLONO Platform

이 있다. 

[그림 2] SABLONO Platform dash board

두바이 Royal Atlantis(DURAA) 현장에서는 SABLONO 

Platform을 마감공사 현황 및 검측, 이슈/간섭사항 등을 입력

하는 공정 Tracking System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글 장석권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13     E-mail jjanggwon@ssyenc.com

QR 코드를 이용한 현장 공사관리시스템 개발

➊ TACT	공정관리	:	작업부위를	일정하게	구획하고	작업시간을	일정하게	통일시켜	선ㆍ후행작업의	흐름을	연속작업으로	만드는	것.	제조업에서	유래되었고	흐름생산의	원리를	
		 							공정관리에	적용

싱가포르 Woodlands Health Campus(SINWA) 현장에서는 

마감공사 진척관리 시 건설사/발주처/컨설턴트/협력업체의 

의사소통 향상 및 관리효율 높이고자 Royal Atlantis 현장의 

SABLONO Platform을 벤치마킹하고 후속 현장의 도입을 고

려하여 2019년부터 국내 IT업체와 자체 개발을 추진하였다.

현재 구축한 시스템의 관리 작업수는 총 21만개이고, 룸별 공

사시퀀스는 40로 구성되었다.

[그림 3] Woodlands Hospital Construction Status Tracking System

03.	QR코드/앱을 활용한 공사관리 시스템 

여러 공종의 마감공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건설사 담당자

는 각 공종별로 일일 또는 일주일 등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림4]와 같이 공사현황판에 기입한다.

현황판을 분석하여 지연작업과 공종간의 간섭을 확인하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투입계

획을 조정하여 공종별 진도를 조정하게 된다.

[그림 4] 마감공사 현황판

QR코드/앱 시스템을 활용하면 협력업체는 담당 작업이 가능

한 세대/유닛를 앱을 통해 확인하고 작업을 착수하여, 완료 후 

QR를 통해 입력한다. 완료 현황은 실시간 모든 협력업체와 건

설사와 공유되고, 시스템에 의해 분석자료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투명한 작업진

도 결과를 토대로 투입계획 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

[그림5]에서 QR코드/앱을 활용하여 기존의 마감공사 관리업

무 Flow를 대폭 간소화 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건설사는 각 공정별 작업체크의 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자

료보관이 영구적으로 가능하다. 공종별, 동별, 호별, 기간별 집

계 및 분석 자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루어

지던 분석작업을 명쾌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자료의 투명성은 협력업체간 건설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개

선한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협력업체는 작업가능 구역을 실시간으

로 통보 받아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선행작업의 

진도율를 파악해 스스로 담당작업의 투입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림 5] 기존 마감공사 관리 흐름도

[그림 6] QR코드/앱을 이용한 마감공사 관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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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앱을 통해 선행작업이 완료되면 후행작

업에 통보하는 것이다.

[그림 7] 공사관리 기본 모듈

선행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작업 가능한 세대를 실시간 

확인하고, 작업완료 후 후행작업 협력업체에게 알린다.

[그림 8] 작업 시퀀스

이런 알림 기능은 작업 시퀀스에 설정한 순서도에 따른다. 각 

세대의 공정순서를 직관적으로 설정하도록 그래픽 유저 인터

페이스(GUI)로 구성되었다. 시퀀스 블록의 생성, 작업블록의 

생성/삭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시퀀스 블록에 삽입하거나 이

동이 가능하다. 또한 시퀀스가 정의되지 않는 작업도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화면에서 공정순서를 설정하면[그림10] 퀵판넬에서와 같이 

세대별 공정이 일괄 생성되며, 알림 기능이 연계된다.

 [그림 9] 공사현황판

공사현황판은 공정의 전체 현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화면으

로 동별/업체별/공종별 조건으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

성된다. 화면 구성은 공사진척도, 긴급작업현황/작업요청 현

황, 동별 진척현황, 진척 누계 완료, 일별 완료/반려/확인 현황

으로 되어 있다.

[그림 10] 퀵 판넬

전체 현황도, 진척입력, 긴급작업, 수정작업 화면 등에서 각 세

대를 클릭하면 [그림10] 퀵판넬 창이 호출되도록 구성하여 각 

세대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사 진척사항관리, 긴급작

업 등록/삭제, 수정작업 등록/삭제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04.	시범현장 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시범현장은 마감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중규모(500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인 경기도 광주 초월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아

파트 현장(이하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1]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표 1]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현장

사업명 광주 대쌍령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위  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산7-2

공사기간 2019.10.29 ~ 2022.02.28 (28개월)

건축면적 9,084.3 ㎡

연면적 127,718.9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  모 지하3층,지상10~15층/15개동/873세대

주요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시범현장에서는 마감공사 진도를 현황판에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이 업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시작하였다.

휴대폰 앱을 통해 작업완료 시 QR 코드와 연동된 세대의 작업

완료를 입력한다. PC에서 공종(작업)별 진척사항을 집계하고, 

모니터링 후 투입인원을 수정하는 등 공정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또한 문제점 확인 및 작업지시 발송 및 공정회의에서 활

용하는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였다.

[그림 12] 공사관리 앱 메인화면

     

시범현장은 총15개동 873세대로 8개 Type으로 구성된다. 각 

세대별 옵션 공사관리를 위한 메뉴를 추가하여 QR코드 인식

표에 기입하였다.

[표 2] 시스템 메뉴

Level 1 Level 2

상환판
Dash Board

호수별 작업 완료 현황

공정별 작업 완료 현황

이슈별 현황

S-Curve

Bar Chart

작업 현황

작업관리

아파트 측면도

호수별 공종별

간트 차트

업체별 작업현황

이슈관리(노트 및 알림)

자료관리

동호수 관리

공종관리

업체관리

직원관리

QR코드 출력

데이타 Import / Export

작업 현황(Log)

알림현황

시스템

기본 시스템 및 공지

코드관리

메뉴관리

권한관리

로그인 현황

작업 현황(Log)

알림현황

기타 기능
알림

메일 발송

2 QR코드	인식표	:	각	세대	출입구에	부착하여,	작업완료	후	공사관리	앱을	통해	완료	입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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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범현장 QR코드 인식표 2 

공사관리 앱은 현황판을 통해 작업 가능한 세대 확인 및 동별 

조회가 가능하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작업 완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하였다.

[그림 14] 작업 시퀀스 수립과정

시범현장 단위세대 작업 시퀀스는 공사팀장, 전기팀장, 설비

팀장이 각 작업의 정의와 작업순서를 협의하여 구성하였다. 

초기 운영결과 작업간의 알림이 부조화가 있어 2차례에 수정

하였다. 시스템은 이러한 업무를 반영하도록 시퀀스 조정 메

뉴를 신설하였다.

다만, 공사진행 중 시퀀스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

황 집계에 혼선이 발생하므로 공사초기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시범현장은 최종 46

개 작업과 19개 시퀀스로 구성되었다.

마감공사 진행 중 선행작업의 지연과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 시스템에 협력업체 알림기능을 생성하여 해당

항목 처리기능을 구성하였다. 작업의 지연은 작업시퀀스 설정 

시 선행작업 완료 후 특정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알림이 울리도록 하였다. 품질 저하는 후행공사 진행 업

체 및 공사관리자가 작업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15] 작업요청 등록

작업요청은 수정작업과 긴급작업으로 구분되며, 요청할 공사

와 업체 선택 후 해당사진과 내용을 입력하여 앱으로 알림을 

발송할 수 있다.

05. 기대효과 및 향후 개발 계획

본 개발시스템은 현장담당자의 마감공사 현황 체크 간소화 및 

모니터링을 실현시키고, 집계 간소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건설사와 협력업체간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고, 명확한 데이타 집계로 투명한 업무 협업 및 작업

지시의 간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 목적인 공종

별 투입계획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시범현장에는 2020년 4월 국내 현장 맞춤형으로 개발을 착

수하여 2020년 10월에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1월 말 

시범현장의 마감공사는 약 14% 진행 중이다. 시범현장의 사

용성을 검증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에 1차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후속현장

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첫 적용하는 시스템 사용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반복 사용을 통해 업무의 간소화가 실현된

다면 투입대비 성과가 점차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01.  이승훈, 최청균, 김주형, 김재준, TACT공정기법의 작업유
형분류를 통한 진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집기획Ⅱ

0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환경론자와 개발론자들 사이의 갈등

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

계 각국의 논의와 선언으로 건축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이에 각국은 ‘생태환경’,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친화 건축’ 

등 다양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의 친환경 건축은 건축의 활동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건축 활동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소극적 친환경 

건축과 건축의 환경에 대한 부하를 인정하되 건축활동을 수행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파괴된 환경의 복원을 함께 하는 적극

적 친환경 건축의 두가지 서로 다른 개념이 대립하는 양상이

었으나 점차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건축물의 생산에 있어서 자재의 원료 

추출과 생산, 건물의 시공과 사용 및 폐기 단계까지 전생애기

간 동안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수명이 다한 건물의 재사

용 또는 부품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건축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건축물을 생태계의 일

부로 만들어 물, 공기, 토양 등 자연의 순환체계를 거스르지 않

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문화와 장소성을 보전하고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이

러한 건축개념을 토대로 1990년 영국 ‘BREEAM’을 시작으로 

1998년 미국 ‘LEED’, 2002년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2013년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로 개정), 2006년 싱가

포르 ‘Green Mark’ 등 건축물의 환경성능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UN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2014년)에 따르

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

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

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협

약’(1994년)을 비준하였으며,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에 대한 건축물 분야의 대책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국내 및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

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

책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인증제도는 어떻게 운

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02.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 중 2006년 Torcellini et al.[1]이 발표한 다음 4가지 개념으

로 구분하여 정의한 내용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Net Zero Site Energy: A site ZEB produces at least as much 
energy as it uses in a year, when accounted for at the site.

Net Zero Source Energy: A source ZEB produces at least 
as much energy as it uses in a year, when accounted for 
at the source. Source energy refers to the primary energy 
used to generate and deliver the energy to the site.

Net Zero Energy Costs: In a cost ZEB, the amount of 
money the utility pays the building owner for the energy 
the building exports to the grid is at least equal to the 
amount the owner pays the utility for the energy services 
and energy used over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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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Zero Energy Emissions: A net-zero emissions building 
produces at least as much emissions-free renewable 
energy as it uses from emissions-producing energy sources.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원의 설치위치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였다. 

[표 1] ZEB Renewable Energy Supply Option Hierarchy

Number ZEB Supply Side Option

0 Reduce site energy use through low energy building 
technologies

On-Site Supply Option

1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available within the 
building’s footprint

2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available at the site

Off-Site Supply Option

3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available off site to 
generate energy on site

4 Purchase off-site renewable energy sources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구분을 Marszal et al.[2]은 신

재생에너지 공급 옵션을 부지 내외를 기준으로 다음 그림과 같

이 5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앞서 표1에 제시된 공급 

옵션과의 차이점은 ‘Ⅳ. Off-Site Generation’이 추가되었다는 

것인데, 이 방법은 부지 외부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해서 생

산된 에너지를 공급망을 통해 부지 내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림 1] Overview of possible renewable supply options

이러한 학술적 의미로써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 정책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데, 미국 DOE[3]에서는 201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을 공급망으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부지 내 신재생에

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적거나 동등한 건축물, 

즉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가 부지 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보

다 적거나 동등한 건축물로 정의하였다.(An energy-efficient 

building where, on a source energy basis, the actual 
annual delivered energy is less than or equal to the on-site 
renewable exported energy.)

유럽연합[4]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난방, 냉방, 급탕, 조

명, 환기 등에 대하여 건축적 및 설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 

성능 – 여기서, 에너지의 의미는 대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한다 – 을 갖는 건축물로 정의하

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후환경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

관계 등으로 회원국들이 공통된 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BPIE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비용 최적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

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림 2] Example of cost-optimal analysis

국내의 경우 20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

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법으로 정의(건축물에 필요한 에너

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

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하였다. 즉, 제로에너

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

소화하는 패시브 기술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

용하여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공급하는 액티브 기술을 

결합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및 시공

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2017년 1월 「건축물 에너

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고,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시

범사업 운영,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발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운영 등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Concept of Korea ZEB

03.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종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ILFI(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에서 운영하는 Zero Energy Certification과 USGBC에

서 운영하고 있는 LEED Zero Program, 싱가포르의 Green Mark 

인증제도에 부가된 Super Low Energy Building, 그리고 국내 제

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ILFI의 Zero Energy Certification 인증은 다음 그림과 

같은 목표를 위해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에서 사용하

는 전체 에너지를 연간 기준으로 대지 내 설치된 신재생에너

지원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이 외에도 Place, Water, Energy, 

Health+Happiness, Materials, Equity, Beauty 항목에 대하여 

주어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림 4]  Goal of ILFI’s LBC

다음으로 USGBC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LEED 인증을 넘

어 LEED Positive까지 목표로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

근 발표된 LEED Zero 프로그램은 LEED BD+C 또는 O+M 인

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한해 LEED Zero Carbon, LEED Zero 

Energy, LEED Zero Water Certification, LEED Zero Waste 

Certification 이상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LEED Zero Energy는 연간 기준으로 건축물에서 사용한 에너

지와 대지 내 또는 대지 외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

지가 같을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대지 외 신재생에

너지의 경우 Green-e Energy 인증을 받은 인증서(EACs)를 구

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싱가포르 BCA에서도 다음 그림과 같이 Positive Energy 

Building을 목표로 Green Mark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2018

년 신축 비주거 용도와 기존 비주거 용도 및 학교를 대상으

로 Super Low Energy Buildings 인증을 추가했는데, Green 

Mark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연간 기준으로 최근 

기준 대비 40% (2005년 에너지 기준 대비 60%)에 해당하

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Super Low Energy Building 

인증을 부여하고, 플러그 부하까지 포함한 모든 에너지 사용

량을 대지 내 뿐 아니라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경

우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부여한다.

국내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은 로드맵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

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에너

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5] Roadmap of Korea ZEB

이상과 같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LEED ZEB와 GM ZEB는 자체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

내 ZEB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과 더불어 에

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반해 ILFI Z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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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제조건이 없다. 다른 ZEB는 모두 100%를 인증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ZEB만 20%부터 단계적으로 100%까지 등

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LEED ZEB, GM ZEB와 국내 ZEB는 대

지 내 및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를 모두 인증하고 있지만 ILFI 

ZEB는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만 인증하고 있으며, 특히 LEED 

ZEB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ZEB는 모두 1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평가하

고 있는데 반해 국내 ZEB는 ECO2 프로그램에 의한 해석결과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2] Comparison of ZEB Certification

USGBC ILFI Singapore BCA 국내

LEED ZEB ZE 
Certification SLEB ZEB ZEB

전제조건 BD+C or 
O+M - Green Mark 1++등급, 

BEMS 등

요구조건 100% 100% 60% 100% 20% ~ 
100%

신재생
에너지원

On-site & 
Off-site On-site

On-site &
 Off-site

On-site & 
Off-site

평가자료 1년 사용량 1년 사용량 1년 사용량 ECO2          
해석결과

0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 및 분석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

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으로 684개 프로젝트가 인증을 받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5] 이 중 약 4%에 해당하는 27개 프로

젝트가 준공 후 본인증까지 받았으며, 등급별 프로젝트 개수

는 다음 표와 같고, 완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해당하는 1등

급은 19개 프로젝트가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주거용이 21건이고 비주거용이 663건이며, 주거용은 단독주

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이고, 비주거용은 업무시설, 수련시

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장, 운

동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표 3] Number of ZEB Project by Rating

등급 프로젝트 개수 비율, %

ZEB 1 19 (4) 2.8

ZEB 2 14 (4) 2.0

ZEB 3 40 (5) 5.8

ZEB 4 129 (3) 18.9

ZEB 5 482 (11) 70.5

※ 괄호 안은 본인증 건수임.

상기 684개 인증 프로젝트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2017년 10건으로 시작해서 2018년 30건, 2019년 41건

으로 거의 정체되어 있다가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기 시작하면서 508건으

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1월 현재 작년의 20% 해당하는 95

건이 인증을 받았다.

본인증 현황은 2018년 4건, 2019년 6건, 2020년 14건, 2021

년 3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것은 제도적 미비점으로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는 것은 

의무이지만, 준공단계에서 본인증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앞 

절에서 살펴본 외국 인증제도처럼 해석결과가 아닌 1년 사용

량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국 인증제도가 정부 정책이 아닌 부가적인 인증제도

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인증제도는 정부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예비인증과 1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증

해 주는 본인증이 혼용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림 6] Number of ZEB Project by Year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하 에효)을 받은 사례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하 제로)을 

받은 사례를 비교하여 등급별 에너지 용도별 추세를 살펴보

면, 다음 표 및 그림과 같이 급탕을 제외하고 난방, 냉방, 환

기, 조명 모두에서 60% 내외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

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400% 이상까지 증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6]

[표 4] Number of ZEB Project by Rating

에너지 용도 에효 1 ZEB 5 변화율

난방 69.7 28.4 -59.2%

냉방 58.6 17.7 -69.4%

급탕 28.1 28.1 -

환기 43.8 15.8 -63.9%

조명 46.7 21.4 -54.2%

신재생에너지 6.5 32.6 +403%

[그림 7] Comparison of Five Energy Elements

주거용 건축물인 세종시 4-2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구현하기 위한 방

법론을 살펴본 자료[7]에 따르면, 먼저 다음 그림과 같은 기본 

모델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따를 

경우 1차에너지 소요량은 122.7 kWh/(㎡.a)로 평가되어 에효 1

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8] Overview of Reference Model

여기에, 추가 투입비용을 1차에너지 소요량 절감수치로 나눈 

비용효율지수(CEI, Cost Efficiency Index)라는 개념을 도입하

여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로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은 LED 조명기기 

등을 사용하여 조명밀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

으로 신재생에너지 적용으로 나타났고, 패시브 기술에 해당하

는 고성능 단열재와 고단열 창세트 등은 비용효율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Proioritization by CEI

이러한 기술적 접근의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제로에

너지 건축물(ZEB) 인증을 받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조명밀도 5 W/㎡ 이하 및 태양광 발전용

량을 조명전력의 100% (372 kW)까지 고려한 CASE 5가 ZEB 

인증 5등급(20%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ZEB 인

증 4등급(40%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명밀도 5 W/㎡ 

이하를 유지한채 단열 기준을 중부2 기준인 0.17 W/(㎡.K) 이

하에서 중부1 기준인 0.15 W/(㎡.K) 이하로 하고, 태양광 발전

용량을 지붕 전체에 적용(580 kW)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로 

BIPV 265 kW 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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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Result of Case Studies

05.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더이상 이

룰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갈 수 있는 목표이며, 무조건 

가야 할 길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은 

높은 층고에 비해 대지면적이 좁아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설

치할 수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은 ①정의의 

불명확성, ②경제성 문제, ③유지관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의의 불명확성이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의 경우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이상 5개 용도별 1차에너지 소요량 합

계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일 경우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선진국에

서 플러그 부하 및 프로세스 에너지 등을 감안한 Net ZEB, 온

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Zero emission, 에너지 비용 제

로까지 고려한 Cost Zero와 같은 개념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

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러한 정의와 연계하여 경제성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

는데, 첫째는 시장에서는 Cost Zero를 생각하고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 수준이 그것에 미

치지 못하는 문제와 둘째는 Cost Zero가 되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초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문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기술들이 최근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기간 사

용에 따른 적정 효율의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기술적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 달리 제로에너지 건축물이기 때문에 필요 불가

결하게 실시해야 하는 유지관리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내

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으로 단순하게 준공단계에 장비의 효율 확인에 그치는 TAB가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 시공단

계 전체 프로세스에 관여할 뿐 아니라 최소 1년 단위의 모니터

링을 통한 최적화 사용 스케줄까지 고려하는 커미셔닝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들

에 직면해 있음에도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와 세대 내부에 다양한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

용하려고 부단히 시도할 뿐 아니라 향후 입주자의 생활 패턴

을 분석해 시간과 상황에 따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까지 개발하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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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건설현장의 VDC 업무 

01. 머리말                                                                      

싱가포르 건설청(BCA)은 2010년과 2015년 1, 2차 건설 생산

성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고숙련인력 확보, 새로

운 기술 활용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기술 활용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을 주목하였고, BIM을 기반으로 설계, 사전 제작 및 건설

을 통합해 가상의 환경에서 건설공사를 시뮬레이션하고 발

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VDC(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싱가포르는 건축 분야의 경우 공공ᆞ민간 할 것 없이 연

면적 5,000㎡ 이상에 대해서는 BIM을 적용하는 설계ᆞ시공

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당 현장 역시 BIM을 적용한 설계ᆞ시공 의무화 대상으로, 발

주처에서는 어느 현장보다 강도높은 VDC 업무를 요구하고 있

으며, 나아가 당 현장의 BIM 업무 및 활용방법이 싱가포르 모

든 BIM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이 되길 요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싱가포르 건축공사 현장 사례를 통해 BIM 기반

으로 VDC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02.	VDC의 개념                                                                     

VDC(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 건설 프로

세스에 BIM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및 인력, BIM 

모델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림 1] VDC의 범위

DESIGN
COORDINATION

CONSTRUCTION
COORDINATION

VIRTUAL
PLANNING EXECUTION

VIRTUAL DESIGN [VD]
PREREQUISITE

VIRTUAL CONSTRUCTION [VD]
FRAMEWORK

VDC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Virtual Design 부

분의 Design Coordination과 Virtual Construction 부분의 

Construction Coordination, Virtual Planning, Execution 이

상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1 Build Twice

“Build Twice”란 ‘가상으로 먼저 짓고, 실제로 짓는다’라는 말

로써 VDC를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Build Twice 사례

“Build Twice”는 프로젝트 팀이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실행하

기 전에 먼저 가상의 환경에서 설계 및 시공을 시뮬레이션 하

는 것이다.

BIM 모델을 활용하여 사전 설계 및 시공 검토, 시뮬레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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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 설계의 완성도 및 시공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작업

이 없도록 하고,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여 현장의 생산성을 높

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2 VDC Framework

VDC 업무에 활용되는 시공 BIM 모델은 모든 건설 프로세스 

및 업무를 연결하는 하나의 정보이며, 프로젝트 모든 참여자 

및 참여 업체는 체계적으로 BIM 모델을 작성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Design Coordination 단계부터 모든 협력업체의 

BIM 모델 작성이 진행되어야 하며, 코디네이션, 상세도면 추

출, 물량 산출, 상세 가상계획이 가능한 정확한 시공 BIM 모델

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되고 업데이트 된 시공 BIM 모델을 활용하여 시

공성 검토 및 시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BIM 모델과 실제 

시공될 건물과의 편차를 줄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림 3] VDC Framework

DESIGN
COORDINATION

CONSTRUCTION
COORDINATION

VIRTUAL
PLANNING EXECUTION

MODEL WHAT IS TO
BE BUILT

"REHEARSE" WAHT IS
TO BE BUILT

BUILD WHAT WAS
MODELLED AND

REHEARSED

DEVELOP DESIGN
INTENT MODEL TO

CONSTRUCTION
MODEL

REMOVE TIME-
SPACE-RESOURCE

CONSTRAINTS

BRING BIM TO FIELD

BIM is the single source of information connecting all activities

모든 VDC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Design 

Coordination - Construction Coordination - Virtual 

Planning - Execution 각 단계의 정보 입력 및 모델 업데이트

가 하나의 BIM 모델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세가

지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

1)  Model, what is to be built

-  설계 BIM 모델을 계획과 실행에 적합한 시공 BIM 모델로 

업데이트

-  시공 대상에 정확한 디테일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

상의 시공 BIM 모델 작성

2) Rehearse, what is to be built

-  시공 BIM 모델을 활용하여 시공성 및 안전성 등을 분석 

하고, 시공 시뮬레이션 실시 

-  실제 시공 전에 가상 계획을 통하여 시간, 공간, 자원에  

대한 제약 및 문제점 제거

 3) Build, what was modelled and rehearsed

-   시공 범위, 시공 방법 및 순서에 대한 정보를 현장의  

작업자에게 전달

-  실제 시공과 가상 계획을 비교하고, 시공대상의 품질 및 

일정 부분을 모니터링

 

2.3 VDC 단계별 주요 참여자

성공적인 VDC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전체 건설 프로세스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컨설턴트, 설계사, 

시공사, 협력업체, 특수 계약업체 등)의 협업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림 4] VDC 단계별 주요 참여자

1) Design Coordination

- 설계 코디네이션은 컨설턴트 주관

- 모든 설계 및 사양 결정, 관련된 문제점 해결

-  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의 경우 시공사 및 협

력업체가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

2) Construction Coordination 

- 시공 코디네이션은 시공사 Design & BIM팀 주관

- 설계 BIM 모델 인수 후 시공 BIM모델 작성 및 업데이트

-  모든 협력업체와 공종별 BIM 모델 업데이트 및 코디네이

션 실시

3) Virtual Planning

- 가상 계획은 시공사 공사팀 & 공정팀 주관

-  시공 순서 및 방법(시공관리자, 공정관리자, 협력업체의 

의견)과 시공 BIM 모델의 결합

 4) Execution

- 실행 단계는 시공사 공사팀 & BIM팀 주관

- 시공 BIM 모델을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

-  시공 BIM 모델을 기준으로 시공 범위 및 순서, 방법에 대

한 협업 및 의사결정

03.	싱가포르 건설 현장의 VDC 업무

[그림 5]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조감도

당 현장은 싱가포르 우드랜드에 건설중인 종합병원 프로젝트

로 1,800병상 규모이고,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8개동(병

상 및 장기요양동, 외래병동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 MOH(Ministry of Health) 발주 공사로 프로젝트 생

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BIM 기반의 VDC(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업무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당 현장의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한 Construction Drawing

의 완성도가 낮으며, 발주처의 지속적인 설계 변경 및 추가적

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DD Binder(Design Development 

Binder)의 반영 여부 검토 및 최종 설계안 확정을 위해 BIM 모

델을 활용하여 코디네이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6] Construction Coordination

Construction Coordination 업무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설

계 BIM 모델에 시공에 필요한 모든 공정의 모델을 추가하고, 

공정 및 공사정보 입력 등 통합 시공 BIM 모델로 업데이트 하

면서 시작된다. 

통합 시공 BIM 모델 작성 후 모델을 활용하여 Walk-Through, 

VR 체험을 통해 주요 공간의 설계 및 문제점, 공종간 간섭사

항을 사전에 발견한다.

기존 설계안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간섭사항을 시공 전에 제

거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한다.

[그림 7] Virtual Reality

건물 전체가 Construction Coordination 대상이며, MEP의 경

우는 복도 부분, PMU 적용 구간, 주요 공간(수술실, MRI실, 입

원실, 약재실 등) 등 많은 MEP서비스가 집중되고 복잡한 부

위에 대한 사전 간섭 검토 및 설계 변경을 통해 부족한 층고를 

확보하는 등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nstruction Drawing Production 업무는 정확한 시공 범위 

및 정보를 공사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코디네이션 완료 후 설

계안 및 공사계획이 반영된 통합 시공 BIM 모델에서 각 공종

별 Construction Drawing을 작성하고 있다.

구조 – CBP (Concrete Body Plan) 

건축 – WSP (Wall Setting Out Plan)

         - RCP (Reference Ceiling Plan)

MEP – CCSD(Coordinate Combined Service Drawing)

통합 – Roombook 

총 40여개의 Construction Drawin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승

인받는 모든 Construction Drawing은 CAD가 아닌 시공 BIM

모델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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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T Room Roombook

Roombook은 공종별 최종으로 확정된 설계안이 반영된 도면

으로 마감재료, 창, 문, MEP서비스, 의료장비, 가구 등 각 실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시공시 시공범위 및 시공방

법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도면이다. 

Roombook은 약 5,700개 실을 대상으로 작성중이며 평면도, 

천장 평면도, 입면도, 3D View 등 기본 도면과 장비 리스트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준공 후에는 병원의 유지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진행중인 Construction Coordi 

nation, Construction Drawing Production 외에도 다양한 

VDC 업무가 진행 중이다.

3.1 Virtual Review

[그림 9] Virtual Review

1) 목표

-  발주처 및 컨설턴트의  요청사항, 추가사항, 설계 변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설계 의도의 정확한 파악 및 코디네이션

 2) 내용

-  프로젝트 참여자는 가상검토를 위한 BIM모델 작성 및 업

데이트 진행

-  실제 마감, 고정장치, 가구 종류 및 위치를 BIM 모델에 정

확하게 표현

 3) 기대효과

-  BIM 모델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이해도 향상 및 의사결정 

기간 단축

  - 뒤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방지

3.2 Virtual Mock-up 
[그림 10] External & Landscape Mock-up

1) 목표

-  시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자재, 장치, 가구 등)가 포함된 상

세한 시공 BIM 모델 작성

-  시공범위 및 방법을 반영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시공의 정

확도, 안전성을 향상

 2) 내용

-  모든 협력업체의 공종별 시공 BIM 모델의 상세수준 및 정

확도 업데이트

-  BIM 모델 활용하여 시공성 분석, 공장제작, 가상 시뮬레이

션, 물량산출 수행 

 3) 기대효과

-  Mock-up 모델을 통해 모든 시공 요소의 재료 및 시스템에 

대한 승인 획득

- 각 시공 요소의 정확한 위치 및 치수 확인

3.3 Virtual Construction Simulation

[그림 11] Construction Simulation

1) 목표

-  시공 순서 및 방법을 시뮬레이션 하여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문제을 제거 

- 시뮬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시공 순서 및 방법 도출

 2) 내용

-  시공에 필요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장비, 임시  

구조물, 주변 시설물을 모델링

-  임시 개구부 및 가설 서포트, 굴착계획, 안전 계획 등 시공

계획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파악

 3) 기대효과

- 계획 일정 및 실제 일정 비교 및 일정 확정

- 구체적인 시공 순서 및 방법 결정

- 최적의 건설장비 및 임시 구조물 선정 

3.4 Safety Study
[그림 12] Safety Simulation

 

1) 목표                                                          

-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  시공계획이 반영된 BIM 모델과 통합된 안전 시뮬레이션 

실시

 2) 내용

- BIM 모델을 활용하여 안전 위험 및 위험요소에 대한 시각화

-  시각화, 시뮬레이션 등 목적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장치 및 

안전조치 모델링

 3) 기대효과

- 시공 단계별 안전 위험 및 문제의 시각화

-  안전 요구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의사

결정을 지원 

3.5 Quantity Take-Off
[그림 13] Quantity Take-Off

 1) 목표

- BIM 모델 기반의 물량산출 프로세스 구축

-  현장의 모든 항목에 대해 공구, 레벨, 공종을 기준으로 정

확한 물량산출

 2) 내용

-  물량산출을 위한 위치, 레벨, 구역, 공종 등 공사정보의 입

력 수준 및 정확성 확인

- 물량산출이 필요한 항목, 범위, 산출 단위에 대한 표준 작성

 3) 기대효과

-  설계 및 시공정보가 반영된 BIM 모델을 기준으로 정확한 

비용 계획 및 비용 산출

- 물량산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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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onstruction Drawing Production
[그림14] Coordinate Combined Service Drawing

 

1) 목표

-  Construction Coordination 완료된 BIM 모델을 

Construction Drawing으로 변환

-  BIM 모델 기반의 Construction Drawing 생산을 통해 도

면의 통일성 및 일치성 향상

 2) 내용

-  도면에 표현되는 모든 BIM 모델에 대한 완성도 및 정확도 검토

- 모든 객체에 대한 형상 및 위치 정확도, 2D 태그 정보 검토

-  가장 최신의 승인 받은 공종별 BIM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

 3) 기대효과

-  각 공종별 Construction Drawing에 동일한 버전의 BIM 

모델을 사용

-  설계 변경에 따른 Construction Drawing의 업데이트 시간 단축

- 각 도면별 설계 변경 및 업데이트 누락 방지

-  3D를 포함한 도면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해도 

향상 및 정확한 의사전달 가능

3.7 Digital Fabrication
[그림 15] PBU Fabrication

[그림 16] PMU Fabrication

 1) 목표

- 공장제작에 필요한 구성품 및 조립품에 대한 정확도 향상

- 공장제작 후 현장 설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

 2) 내용

- 조립을 위한 구성 요소의 정확한 모델링

-  실제 현장 설치 시 오류 및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 

설치 계획 검토

- 공장제작을 위한 제작모델 및 제작도면 작성

 3) 기대효과

- 현장 시공에 대한 의존도 감소 

-  공사 기간 단축 및 투입인력 감소를 통한 현장의 생산성 

향상 

3.8 Visualization & Communication
[그림 17] Visualization & Communication

 

 1) 목표

-  프로젝트 실시간 협업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승인된 BIM 

모델 및 도면, 문서를 제공

- 시공 내용을 시각화하고 명확하게 전달

2) 내용

-  최신의 BIM 모델 및 도면, 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  프로젝트 참여자가 접근 가능하고 BIM 모델 및 문서 공유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  주요 공간 및 객체에 관련된 문서를 스캔하고 볼 수 있는 

QR Code System 활용

- 공사 및 제품 설치를 위한 설치 순서도 작성

 3) 기대효과

-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최신의 BIM 모델, 도면, 문서의 접근

성 보장

-  이미지, 동영상, 뷰어파일 등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작성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3.9 Site Control “Verify Planned vs Actual”
 [그림 18] Construction Inspection

 1) 목표

-  BIM 모델과 현장 시공 결과물 비교 및 확인을 통한 정합성 

검증

- 계획된 일정에 따른 실제 공사 진행률 확인

 2) 내용

-  공사정보(공구, 레벨, 공정, 작업명, 실행날짜 등)를 BIM 모

델에 입력

- 일일 공사현황을 확인하고 정보 업데이트

3) 기대효과

-  공사 지연 요소 및 구역을 신속하게 확인할수 있는 시각화 

가능

-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및 보고시스템을 활

용한 체계적인 공정률 추적 및 관리

3.10 Quality & Defects Management
[그림 19] Quality & Defects Management

[그림 20] QR Code System

 1) 목표

-  현장의 품질문제 및 결함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

로젝트 참여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 문제 보고 시간 단축하고 대응 지연을 방지

 2) 내용

- 현장 시공 상태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품질 및 결함 문제에 대한 기록 작성

- 클라우드 기반의 현장 관리 플랫폼 활용

- QR Code System을 활용한 품질 관리

 3) 기대효과

-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및 보고시스템을 활

용한 체계적인 품질, 결합 관리

- 담당자 및 협력업체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

3.11 Verification of As-built
[그림 21] 3D Laser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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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As-built를 위한 현장 측량의 생산성 향상

- As-built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2) 내용

-  레이저 스캐닝 또는 360도 카메라 촬영을 통한 As-built 

데이터의 정확한 기록

- As-built 데이터를 모델로 정확하게 변환

-  최종 시공 BIM 모델과 As-built 모델의 비교  및 업데이트 

진행

 3) 기대효과

- As-built BIM 모델 및 문서 작성 시간 단축

- As-built 데이터와 현장 시공 현황의 정합성 검증 

04.	맺음말

당사가 수행중인 싱가포르 우드랜드 병원공사 현장 사례를 통

해 VDC 업무를 살펴 보았다.

현재 싱가포르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BIM 

모델 작성 후 간섭 검토 및 공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던 수준

에서 벗어나 전체 건설 프로세스에 BIM을 적용하고 모든 업

무에 BIM 모델과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는 VDC 업무를 요구

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시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된 정확한 시공 BIM 모델을 

작성하고, 가상검토, Mock-up 작성, 시공성 검토, 공정시뮬

레이션, 안전 관련 검토, 물량 산출 등 다양한 Construction 

Coordination 업무를 통해 시공 전에 모든 문제점 및 방해 요

소를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현장의 재시공 및 자재낭비를 최

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nstruction Coordination 완료 후 BIM 모델에서 

Construction Drawing을 생산하고 승인을 받으며, 공사팀 지

원을 위해 승인된 도면과 BIM 모델, 관련 문서는 스마트기기

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현장의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

달한다.

현장의 작업자 및 관리자는 전달받은 BIM 모델 및 도면, 문서

를 기반으로 현장 시공 및 공장제작 업무를 진행하고, 현장 공

사 진행률 관리, 시공 결과물에 대한 품질 및 결합 문제 관리, 

As-built 데이터 정합성 검증까지 확대되어 BIM 모델을 활용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VDC 업무를 요구하는 싱가포르의 BIM 프로젝

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VDC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

체 프로젝트 기간의 BIM 업무 프로세스, 모델 작성, 업데이트, 

공유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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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성 섬유복합체의 철근콘크리트 부재  
적용에 따른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01. 서론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은 고층화, 대형화, 장

지간화 됨에 따라 고성능 콘크리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콘크리트는 경제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여 강재와 함께 건설 분

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인

장강도 및 휨강도는 압축강도의 1/10 ~ 1/6 정도로 낮아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취성(brittle) 재료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료로서 최근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고인성 섬유복합체(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 이하 ECC)가 있다.

ECC는 마이크로역학과 안정상태균열이론을 바탕으로 시멘

트 매트릭스에 1.5~2%의 섬유를 혼입하여 1축 인장하중 조건

에서 다중미세균열(multiple cracking) 특성을 발현하게 된다. 

초기 균열이 발생하면 혼입된 단섬유가 가교작용을 하면서 즉

시 파괴에 도달하지 않고 2차, 3차 균열을 유도하여 다수의 균

열이 발생하게 된다.

다수의 균열이 발생된 후에도 변형률 증가와 함께 응력이 함께 

증가하는 변형률 경화(strain-hardening)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Fischer(2002, 2003)는 반복가력 조

건에서 ECC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을 통해 내력 및 

연성능력의 향상, 부재단면의 감소 등 내진 성능 향상을 확인

한 바 있으며 Salahuddin(2014)은 보-기둥 접합부에 ECC를 

보강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극한강도 및 에너지 소산능력 향상 

등의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치환길이 변화에 따

른 철근콘크리트 부재 거동에 관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소성힌지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기둥-기초 접합부에 ECC의 치환 길이를 변화

한 기둥부재를 제작하여 반복가력 실험을 통한 내진거동 변화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진하중과 같은 횡력이 

작용할 경우 내력과 연성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둥 및 교각과 

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을 증진 시키고자 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Hyun, 2016). 

02.	사용재료 및 실험 방법 

2.1 사용재료

기둥 부재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ECC는 시멘트계 모르타르 매트릭스에 합성 섬유를 혼입함으

로써 일반 콘크리트의 취성적인 성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재료는 인장변형률 2% 이상을 갖는 고인성 재료이고 인

장변형이 발생할 때 다수의 미세 균열(multiple micro cracks)

이 발생하며 균열폭을 100μm 이하로 제어하는 우수한 균열 

제어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ECC에는 밀도 

3.15g/cm3의 보통포틀랜드시멘트 (OPC)를 사용하였고, ECC

의 일반적인 골재로 사용하는 규사(평균입경 130μm) 대신 순

환재료 중 하나인 플라이애시(FA)를 혼화재료로 결정하여 배

합에 사용하였다. 섬유로는 밀도 1.30g/mm3, 직경 39㎛ 인 

12mm의 표면처리된 PVA 단섬유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취

성적인 성질을 개선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ECC 배합으로는 [표 1]에 표기한 바와 같이 물-결합재비

(W/B) 88%, 플라이애시/결합재비(FA/B) 280%, PVA 혼입률

을 2%로한 배합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멘트 매트릭스의 유동

성 증가와 배합 시 혼입 섬유의 분산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감

수제(PCSP), 재료분리 방지를 위한 셀룰로오즈계 분리저감제

[표 1] Mixture proportion of ECC 

W/B
(%)

Unit : kg/m3

W OPC FA PCSP HPMC Deformer PVA
(Vol.%)

23.2 362 411 1152 4,936 0.165 0.041 2

(HPMC), 공기량 분산을 위한 소포제(De-foamer)를 혼화제로 

사용하였다.

2.2 ECC의 인장성능 평가

기둥부재에 적용하기 위한 ECC의 1축인장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부의 파괴를 방

지하면서 직접인장 실험체에 균일한 1축 인장하중이 가해지

도록 dog-bone 형태의 인장 실험편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체는 타설 후 28일간 수중양생을 실시하여 24

시간 건조를 마친 후  UTM을 이용하여 1축 인장하중을 가력

하였으며, 실험체 중양부 80mm 좌우 대칭인 구간에 변위계

(LVDT)를 설치하여 하중과 함께 실험체에 발생하는 실시간의 

[그림 1] ECC coupons and uniaxial tension test

   

[그림 2] Measured tensile stress-strain curves

[표 2] Material properties of ECC

Material Compressive 
strength (MPa)

First cracking 
strength 
(MPa)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Maximum 
tensile strain 

(%)

ECC 20 2.2 3.1 3.2

변위를 측정하였다. 하중과 변위는 인장응력과 변형률로 각각 

환산하였으며 인장응력-변형률 관계를 [그림 2]에 표기하였

다. 최적배합을 바탕으로 제작된 고인성 섬유복합체인 ECC는 

1축인장에서 뚜렷한 변형률 경화거동이 발생하였으며, 균열

폭이 아주 작은 다수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다. 실험체의 파

괴형태는 1축인장응력이 증가하여 실험체의 균열강도에 도달

하면서 첫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변형구

간에서는 안정상태의 미세균열이 실험편 전체에 분산되면서 

변형률 경화거동이 관찰되었다. 이후, 응력이 실험체의 최대 

인장강도를 초과될 때 발생된 균열에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의 

폭이 커지면서 파괴되는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를 특성

은 [표 2]에 표기하였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직접인장 실험체

의 최대 변형률은 3.0 ~ 3.5%를 보여 평균 3.2%의 변형률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일반 콘크리트의 인장 변형률 0.01%에 

비하여 약 300배 이상의 인장 변형성능에 해당된다. 

또한, ECC는 초기균열 이후 미세한 다수 균열이 발생함과 동

시에 변형률 경화거동을 나타내므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하여 

인장 조건하에서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ECC를 기둥실험체에 적용할 경우 높은 에너지 소산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03.	부재 제작 및 실험 방법 

3.1 개요

실험체의 형상 및 제원은 [그림 3], [표 3]에 표기하였다. 기둥 

실험체는 총 높이 2,640mm 이며, 기둥 단면치수 300mm × 

300mm, 가력판이 부착되는 기둥 머리 400mm × 400mm 

이고, 기둥과 연결된 기초부 치수는 900mm × 900mm × 

700mm로 제작하였다. 

RC-C1 실험체는 ECC-C series 실험체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실험체로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1 MPa, 주철근은 8개의 

D13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띠철근은 D10 철근을 기초부로부

터 100 mm 간격으로 배근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ECC실험체의 경우 기초부는 일반 콘크리트 21 MPa를 적용하

였고 기초부와 연결된 기둥과 기둥머리 부분은 평균 인장변형

률 3.2%,  압축강도 21 MPa의 EC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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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tails of test column (unit : mm)

[표 3] Types of column specimen

Specimen Replacement length(H) of 
ECC (mm) Longitudinal bars

RC-C1 - 8-D13/ D10@100

ECC-C1 450 8-D13/ D10@100

ECC-C2 900 8-D13/ D10@100

ECC-C3 1,940 8-D13/ D10@100

3.2 실험방법

반복가력실험은 [그림 4]와 같이 진행하였으며 기초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직경 50mm의 원형 강봉을 실험

체의 기초부분에 볼트로 조이고 기초판과 기둥 머리 부분의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정착하였다. 실험체에 축하중을 재

하하기 위하여 300kN 용량의 액츄에이터 (actuator)를 실험

체 상부에 고정하였다. 압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횡방향 

하중을 가력하기 위해 500kN 용량의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였

고 가력판과 기둥 상단부를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였다.  

[그림 4] Test setup for cyclic loading on column

[그림 5] Cyclic lateral loading history by displacement control

실험시작 시 축방향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체에 축압축

강도의 10%를 일정하게 축하중으로 재하한 후 실험을 진행하

였다. 

횡방향 변위는 높이에 대한 수평방향 변위의 비인 drift 

ratio(%)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횡방향 하중을 가력하였다. 

각 단계별 drift ratio는 Fig. 5와 같이 매회 2 싸이클씩 정가력

과 부가력의 반복하중을 변위제어 방식으로 재하 하였으며 최

대 24 싸이클을 진행하였다. 

04. 기둥 실험결과 및 분석 

4.1 균열 및 파괴양상

[그림 6]은 반복하중 재하에 따른 RC-C1과 ECC-C series 실험

체의 실험종료 후 균열 및 파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준 실

험체인 RC 실험체의 경우 drift ratio 0.25%에서 초기 휨 균열

이 발생하였고 하중이력이 증가함에 따라  휨균열의 개수가 점

차 증가하였다. 이후 drift ratio 1%에 도달할 때까지 균열의 발

생 없이 실험체에 발생한 기존 균열의 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drift ratio 1.5%에 도달한 후 추가적인 휨 균열이 발

생하면서 기초-기둥 접합부에서 콘크리트 피복의 박리가 시

작되었다. drift ratio 2%에서 최대 내력에 도달 한 이후 소성

힌지 구간에서 발생한 전단균열의 진전과 함께 박리되는 콘크

리트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drift ratio 2.5%에서 균열폭 

증가와 함께 급격한 하중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 싸이

클에 도달한 drift ratio 3%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 종료 

후 기둥기초부터 가력부까지 총 7~8개의 균열이 관찰되었다.

[그림 6] Crack patterns after test

    

  (a) RC-C1                (b) ECC-C1

    

  (c) ECC-C2              (d) ECC-C3

ECC의 치환 길이가 변화하는 ECC 시리즈 실험체의 경우 모든 

실험체에서 RC-C1 실험체와 동일하게 수평변위 4.4mm(drift 

ratio 0.25%)에서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였다. 기초부부터 

450mm를 ECC로 치환한 ECC-C1 실험체의 경우, 수평변위의 

증가와 함께 ECC 구간에 미세균열이 발생하였다. drift ratio 

1.0%에서 기초부부터 800mm 높이 구간에 4개의 큰 휨 균

열이 발생하였다. 하중의 증가와 함께 더 이상의 휨균열은 발

생하지 않았으며, ECC가 치환되지 않은 구간에 발생한 휨균

열의 폭이 증가하였다. 변위의 증가와 함께 기둥 내력이 감소

였으며 drift ratio 3.5%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기둥 기초부

터 기둥 전구간에서 총 9~10개의 휨균열이 관찰되었다. 

ECC-C2 실험체의 경우 기둥 기초부터 900mm 구간에서 

10~ 11개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으며, ECC가 치환되지 않

은 기둥 구간에서는 3개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최대내력

은 ECC-C1 실험체보다 2~3kN 정도 높게 측정 되었으며 

ECC-C1 실험체와 동일한 drift ratio (3.5%)에서 실험을 종료

하였다. 

ECC를 기둥부 전구간에 적용한 ECC-C3 실험체의 경우 기

둥의 전 구간에 18~20개의 다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으

며 RC-C1과 같은 전단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ECC를 각

각 450mm, 900mm 치환한 ECC-C1, ECC-C2 실험체보다 

ECC-C3, 실험체의 균열개수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는 ECC의 치환으로 휨응력이 기둥 전단면에 골고루 

분포하여, 균열폭의 집중을 방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2 반복이력거동

반복가력 실험을 진행한 하중-변위 이력곡선을 [그림 7]에 나

타내었다. 우선, RC-C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 조건하에서 수

평변위 4.3mm, 하중 14.2kN에서 실험체에 초기균열이 발생

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내력이 증가하여 수평변위 17.2mm, 

하중 23.6kN에서 기둥-기초 접합부에 배근된 인장측 축방향 

철근이 항복에 도달하였다. 인장측 철근 항복이후 하중이 증

가하여 수평변위 33.0mm에서 RC-C1 실험체의 최대내력은 

32.2kN으로 측정되었다. 최고하중 이후 내력이 급격히 감소

하여 0.8Pmax로 떨어지는 시점인 수평변위 52.2mm에서 실험

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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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yclic lateral load-displacement responses of column 
specimens

(a) RC-C1

 

(b) ECC-C1

 

(c) ECC-C2 

(d) ECC-C3

[표 4] Test result of cyclic loading condition

Specimen
Initial crack Rebar yielding Maximum load

Disp.
(mm)

Load
(kN)

Disp.
(mm)

Load
(kN)

Disp.
(mm)

Load
(kN)

RC-C1 4.3 14.2 17.2 23.6 33.0 32.2

ECC-C1 4.4 14.8 18.2 24.4 38.2 32.8

ECC-C2 4.3 15.3 18.6 25.7 40.6 35.2

ECC-C3 4.5 16.6 21.4 29.4 52.5 41.5

부가력 조건에서도 정가력 거동과 유사한 수평변위 4.31mm, 

하중 15.2kN 시점에서 초기 휨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수평변

위 17.2mm, 하중 24.1kN에서 인장부에 배근된 축방향 철근이 

항복에 도달하였으며 최고하중의 경우 34.6kN으로 수평변위 

33.5mm에서 측정되었다. 정가력 거동과 유사하게 부가력에

서도 최대내력 이후 전단균열로 발생한 콘크리트 박리로 인하

여 단면의 손실과 함께 급격하게 하중이 감소하였으며 수평변

위 52.4mm, -31.9kN의 하중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ECC-C1 실험체는 ECC를 기초부에서 450mm 보강한 실험체

이다. 정가력 조건에서 ECC-C1 실험체는 수평변위 4.4mm, 

14.8kN 시점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였다. 초기 균열 발생 후 

수평변위 18.2mm, 24.4kN에서 배근된 보강철근이 항복하였

고 최대내력은 수평변위 38.2mm 시점에서 최대하중 32.8kN

으로 측정되었다. ECC-C1 실험체의 경우 RC-C1 실험체와 최

대내력은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나 최대내력 시점에서의 수평

변위는 약 5mm 증가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CC-C2 

실험체는 ECC-C1 실험체보다 ECC를 450mm를 추가 타설하

여 총 900mm 길이의 ECC를 보강한 실험체이다. 초기균열과 

축방향 철근의 항복 시점은 각각 수평변위 4.3mm, 18.6mm

에서 측정 되었으며 최대내력은 ECC-C1 실험체보다 7.3 

%(2.4 kN)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ECC-C3 실험체는 기초부를 제외한 기둥 전 구간

을 ECC로 치환한 실험체로서 정가력 조건하에서 수평변위 

4.5mm 시점인 하중 16.6kN에서 기둥에 초기균열이 발생하

였다. 보강철근의 항복은 수평변위 21.4mm에서 29.4kN의 하

중에서 발생하였다. ECC-C3 실험체의 경우 최고하중은 수평

변위 52.5mm에서 측정되었으며 최고하중 이후 RC-C1 실험

체와 대조적으로 급격한 하중저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부재의 소성힌지부에 ECC를 사용할 경우 변

형률 경화거동 및 미세균열 발생으로 인해 부재의 내력 및 변

형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 확인하였다.

4.3 강성감소 특성

각 실험체의 강성감소 특성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

체의 초기강성은 안정적으로 초기 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기 전의 탄성구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과 수평변위에서 최대 수평변위 및 이에 

해당하는 하중과 원점과의 기울기의 비를 통해 수평변위 증

가에 따른 초기 강성감소 값을 분석하였다. 탄성구간을 기준

으로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을 1.0으로 정의하여 수평변위 증

가에 따라 감소하는 각 실험체의 강성감소 비율을 분석한 결

과 RC-C1 실험체는 ECC-C1, ECC-C2 실험체와 비교할 경우 

Drift ratio 2.0% 구간까지 유사한 감소비율을 보였다. RC-C1 

실험체의 경우 최대내력에 도달한 drift ratio 2% 이후 감소하

는 강성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취성적인 

일반콘크리트로 보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CC를 보강

한 ECC-C1, ECC-C2 실험체의 경우 최대내력에 도달한 이후 

RC-C1 실험체와 비교할 때 강성감소 저항 능력이 우수한 것

을 알 수 있다. 

ECC를 기둥부 전구간에 적용한 ECC-C3 실험체의 경우, 앞서 

기술한 RC-C1, ECC-C1, ECC-C2 실험체보다 우수한 강성감소 

저항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8] Cyclic stiffness degradation of each specimen

이러한 결과는 일반콘크리트를 타설한 RC-C1 실험체의 접합

부 콘크리트는 단면손실이 발생되었지만 ECC를 적용한 실험

체의 경우 ECC의 재료적 특징인 연성파괴, 변형률 경화거동 

등에 의해 압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이 유실되지 않고 저

항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ECC의 적용은 기둥-기초 접합부

의 강성감소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에너지 소산능력

에너지 소산능력 평가는 지진과 같은 지속적인 하중이 발생

할 경우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반

복하중 도입에 따른 각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능력을 분석하

기 위해 각 실험체의 누적 에너지 소산량을 [그림 9]에 도시

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drift ratio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흡수

량이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누적 에너지 소산

량은 RC-C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 45.6 kNᆞm, 부가력 48.9 

kNᆞm으로 측정되었다. ECC-C1, ECC-C2 실험체의 경우 최

대내력 이후 수평하중 저항성능이 향상되어 에너지 소산능

력이 증가하였는데 ECC-C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 19%, 부가

력 21%가 향상되었고 ECC-C2 실험체는 정가력 36%, 부가력 

41% 향상되었다. ECC를 기둥부 전체에 보강한 ECC-C3 실험

체는 기준실험체인 RC-C1 실험체보다 정가력 122%, 부가력 

128% 향상되어 2.2배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 소산성능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ECC로 단면을 보강할 경우 

일반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내진성능에 있어 큰 향상을 

보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9] Cumulative dissipated energy of each specimen



건설기술 | 쌍용    77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76

0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기둥의 기초 접합부를 ECC로 치환하

였을 때 기둥의 반복가력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ECC 치환길이를 변화한 기둥 실험체를 제작하여 반복가력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체의 균열패턴을 분석한 결과, ECC-C series 실험체에

서는 다수의 균열이 관찰되었고, ECC의 치환길이가 증가할수

록 미세균열이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ECC

의 치환으로 휨응력이 기둥 전단면에 골고루 분포하여, 균열

폭의 집중을 방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반복이력거동 분석을 수행한 결과, ECC-C series 실험체는 

RC-C1 실험체와 비교하여 급격한 하중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연성적인 거동을 발현하였다. 또한, 우수한 변형성능과 

내력 향상을 보였는데 변형률 경화 거동으로 대표되는 ECC의 

높은 연성에 기인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3)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콘크리트를 ECC로 대체할 경우, 에너

지 소산능력이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보다 2.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보다 우수한 내진성능 향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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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건에 따른 말뚝공법 적용 

01. 시작하며                                                                   

토목공사에서 기초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중

에 말뚝공법이 있다. 말뚝은 재료에 따라 기성말뚝(PHC, 강관

말뚝, 합성말뚝)과 현장타설말뚝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시공방

법에 따라 타입공법, 매입공법, 현장타설공법으로 구분된다. 

현장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기능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말뚝의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본 내용에서는 시공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말뚝기초공법 설

계 변경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02.	설계부터 시공까지

2.1 설계단계의 이해

토목공사 중 도로에 계획되는 교량의 설계단계를 사례로 들어

보려고 한다. 신설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민원 및 

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노선계획안이 작성된다. 이후 예

비타당성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결정되면 실시설계로 넘어가

게 된다. 설계의 최종단계로 기본설계 검토를 통해 최적의 노

선이 확정된다. 최종노선이 확정되고 하천 및 도로를 횡단하

는 교량이 계획된다. 지반(시추) 및 측량조사를 추가로 수행하

게 되고, 특히 교량의 교각이 계획된 위치는 시추조사가 되었

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최적화 된 경

간의 구성이 완료되면 상부공법 등 교량의 세부설계가 진행되

고, 전 과정에서 공법 및 설계에 관한 심의를 통해 설계내용의 

질적 향상과 시공성 향상를 도모하고 있다. 

2.2 설계와 시공의 관점

말뚝기초공법 변경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시공

방법의 변경보다 시공을 하다보면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가 있으며, 설계상 문제가 없더라도 대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

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공기가 지연되어 공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설계상 과실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설

계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성 향상

을 야기시킬 수 있는 성과물이 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1] 본선 토공구간 시공순서

①  프리로딩을  
통한 과재 
쌓기

②  연약지반 
안정화

③  터파기 후 
배수구조물 
설치

④  계획고까지 
재성토

시공순서를 보면 프리로딩(과재쌓기) 후 배수구조물 설치순

서로 되어있다. 계획고를 포함한 과재쌓기 높이는 11m, 24개

월동안 존치된다. 프리로딩이 전체 구간의 90%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공기산출 시 공기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착수전 합동답사에서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3자가 모

여 설계사는 지반안정화를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발주처는 

시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하였으며, 시공사는 시공성 향상

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대안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설계계획시 

연약지반에 설치가 가능한 선설치 구조물을 시공성을 고려해 

계획하였다면 시공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상기 

사례처럼 설계와 시공의 관점은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03.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법 적용

3.1 말뚝공법의 적용

말뚝공법은 많은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으나 적용방법은 구조

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르며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도 당연

히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 현장의 시공여건도 고려되어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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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에 맞는 최적의 말뚝공법이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장

에 적용되는 말뚝공법으로는 타입말뚝, 매입말뚝, 현장타설 말

뚝이 있으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여 현장에 적용하

게 된다. 다음은 각 공법에 대한 특징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타입말뚝공법 

구 분 특징

직타
선굴착 
후 직타

•  말뚝머리를 함마로 타격하여 지지 지층에 관입하는 방법

•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반에 직접 타격하는 타공법에 비해  
지지력 확보가 용이하고 신뢰성이 높음

•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 구조물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민원발생

• 두부에 무리한 타격으로 말뚝에 파손발생

•  N치 50이하 지층에 적합하며 암층까지 근입에 어려움이 있음

[표 3] 매입말뚝공법 

구 분 특징

S.I.P공법
S.D.A공법
P.R.D공법

•  오거를 이용하여 선굴착 천공 후 말뚝을 근입하는 공법
•  지층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공법 적용이 가능
• 소음과 진동이 적어 민원발생에 유리
• 최근 도심지 공사에 적용되는 공법

[표 4] 현장타설말뚝공법 

구 분 특징

대구경

•   대구경 현장타설 말뚝은 올케이싱, Earth Drill, RCD 공법등이 있음

•  현장여건에 따라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가 가능

•  기성말뚝보다 높은 지지력이 요구되는 현장에 다수 적용

• 장비를 이용한 공사비가 다소 고가임

•  지지력 확보를 위해 기성말뚝에 비해 근입 심도가 깊음

[표 2, 3, 4]에 따라 말뚝은 공법 및 재질을 선정해야 하고 안전

성 확보 이외에도 시공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구간내 속한 여러 교량의 말뚝을 각각 적용한다면 시공효율성

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도로설계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

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말뚝기초 형식 선정에 대한 기본

적인 방침을 두어 기능성과 비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적용성을 고려한 말뚝기초 설계 프로세스를 정해두고 있다. 

[그림 1] 말뚝기초 형식선정 흐름 말뚝기초 설계 프로세스 개선방안                                                                                                  

[그림 1]에서 표현된 내용은 말뚝기초 적용시 고려되는 내용

으로 재질선정과 공법선정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말뚝기초 형식선정 예 말뚝기초 형식 선정                                                                                                  

말뚝공법 선정시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현장여건, 교량의 

규모 및 지반조건과 [그림 2]에서 나타내는 순서에 따라 말뚝

기초 공법을 선정하고 있다. 위의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계획

한 00교(폭 40m 하천을 횡단하는 연장 L=2@35=70m, PSC 

Beam교)는 교대 및 교각에 강관말뚝기초가 적용되었다.

3.2 시공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 검토

가설계획 : 설계계획 반영 시 가시설 설치 → 기초터파기 순서

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 때 간과된 부분은 기초 터파기를 

위한 장비투입과 가시설 측면 수위가 내려가게 될 때 안전성 확

보 방안이다. 00교 교각 1기가 설치되는 하천은 한강배수위에 

위치하여 가시설 설치시 수위에 상관없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버팀보 설치가 필요하다. 가시설 안쪽으로 버팀보가 설치될 경

우 터파기를 위한 장비의 진입 및 작업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

어 시공성이 저하되며, 이는 공사에 위해한 요소가 될 수 있다.

3.3 시공계획 변경

1) 강관말뚝 → 현장타설말뚝기초 공법변경

00교는 2@35=70m 교량으로 계획하폭 40m구간을 횡단하

는 교량으로 당초 교각기초부는 강관말뚝으로 계획되어있다. 

하천부에 가교 및 교각이 설치될 경우 통수 및 수위 상승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수리검토를 수행하였으며, 00교가 설치되

는 하천은 한강배수위로 본류의 영향으로 일 수위차가 2.5m 

정도 발생하는 구간이다. 주어진 데이터로 검토시 영향이 미

미하므로 당초계획이 설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

각기초 시공시 일 수위차 2.5m 발생으로 기초가설을 위한 가시

설 및 터파기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시공계획이 가능

한지 사전에 검토하였다. 교각기초시공을 위한 시공순서는 하천

에 기초설치를 위한 가시설 설치 후 기초 터파기 공사 순으로 계

획되었으며 [그림3]을 참고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3] 가시설+강관말뚝 계획

당초 설계 계획

2) 교각설치 위치 수위검토

00교는 2경간 교량으로 하천에 교각 1기가 설치되는 교량이

다. 하천에 설치되는 교각으로 수위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가설시와 완공시를 고려한 수리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한강배수위에 교각이 시공되어 하천의 수위상승에 미치

는 영향은 약 1mm 미만으로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00

교는 한강배수위 즉 주류인 한강의 수위 변화에 따라 하천의 

수위가 결정되는 구간으로 상류의 하천수위가 합류점의 본류

수위에 의한 영향에 의해 상류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각설

치를 위한 상세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3) 현장조사 내용

실제 교량이 설치되는 위치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

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전류수위표 수위현황을 

참고하였다. 현장조사가 이뤄진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의 자료

를 참고하면 오전 11시경 약 4.04m로 하천의 홍수위 5.62m에 

약 1.5m 낮은 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일 4시간 후인 오후 3시

경 1.67m로 일 수위가 약 2.5m정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시간별 하천 수위

오전11시경 하천전경

오후3시경 하천전경

04.	현장여건에 맞는 대안공법

4.1 단일현장타설말뚝 기초공법 적용

기존 설계계획 반영 시 현장여건에 맞지 않은 공법을 적용할 

경우 시공성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이 때 가장 고려한 사항은 한강배수위에 

따른 하천의 일일 수위변화를 고려한 시공방안을 검토하였으

며 최적의 계획을 선정하였다. 또한 상부거더 가설을 위해 가

축도 또는 가교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한 교각기초공법

을 검토하였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설시 수위의 영향

을 받지 않고, 통수단면 확보가 가능한 가ᆞ축교 설치 후 천공 

및 항타장비를 이용한 현장타설말뚝기초공법을 적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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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현장타설말뚝기초는 기둥직경과 동 직경의 크기로 계획

하였으며 지지력확보를 위해 기존 파이형(기둥 2개)에서 다주

식(기둥 3개)으로 변경하여 검토하였다.

[그림 5] 말뚝공법 변경

파이형 교각 계획(당초)

⬇
다주식 교각 계획(변경)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시공전 현장여건에 맞는 대안을 제

시하여 사전에 설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공 시 발생가

능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6] 단일현장타설말뚝기초 계획

현장여건 고려한 계획 변경

4.2 공법변경에 따른 시공성 향상

00교는 2@35=70m로 구성된 교량으로 계획하폭 40m를 횡

단하는 교량이다. 교각 1기가 하천에 가설되는 계획으로 검

토하였으며 구조물 설치와 가교설치로 인한 수위영향검토에

서 한강배수위로 구조물의 설치보다 본류의 수위상승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가설기간 동안 매일 수위

가 2.5m정도 높았다 낮아지는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 

시 반영된 말뚝기초에서 현장타설말뚝기초로 변경하여 계획

하였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계획 변경으로 가시설 설치 및 

물돌리기 공정이 제외되었으며 상부 크레인가설을 위해 설

치되는 가ᆞ축교를 활용하여 천공장비까지 작업이 가능하도

록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공사비 측면에서 확인해보면 말뚝기

초공사비 대비 단일현장타설말뚝기초는 구조물의 비용은 다

소 감소하나 기둥의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1개 증가하고 직경

Ø2,500mm의 천공장비가 추가되어 당초 계획과는 비슷한 

결과로 검토되었다. 그럼에도 당초 계획보다 시공성이 향상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공사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사전

에 차단한 효과는 분명하다.

05. 설계와 시공 최적화를 위한 노력

교량이 완성되기까지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 모든 과정이 완

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근래 BIM을 활용하여 구조물의 위치 및 장비배치 등을 고

려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현장여건을 반영한 계획

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적화된 건설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트랙의 기준으로 완성될 때 그 가치가 있다. 한번 더 생각하

고 한발 더 나아가서 본 고에서 다뤄진 사례처럼 현장의 여건

이 잘 반영되어 개선된 내용을 적용하여 더 완성된 설계와 시

공이 되기를 바라본다.

※ 참고문헌

01.   교량 말뚝기초 설계 프로세스 개선방안   
한국도로공사, 2015

공동주택의 실내환경성능 제도 분석 및 제언기술정보 | 건축

01.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최초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노출된 환경에서 생

활을 했을 것이며, 비바람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과 위험한 동

물 등으로부터의 보호적 요인의 필요성으로 동굴 등을 찾았을 

것이고, 항상 어두운 환경이었던 동굴에서의 생활이 불편했는

데, 불의 발견으로 따뜻함과 어둠을 밝히는 빛을 얻게 되면서 

자연환경과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움막 등

과 같은 초기 주거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실내 모닥불 등

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실외 소음으로

부터의 실내 정온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와 같은 역사적 추정으로부터 단순히 보호막 역할을 했

던 ‘건축물’이 빛환경, 열환경, 공기환경, 음환경 등과 같은 환

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러 

일조권, 단열 및 결로, 실내공기질, 교통소음으로부터 소음 영

향, 세대간 경계소음, 바닥충격음, 화장실 등 급배수 설비 소음 

등 다양한 실내환경성능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정립되기에 이

르렀다.

[그림 1] 주거의 변천사

본 원고에서는 이와 같은 빛환경, 열환경, 공기환경, 음환경 등 

실내환경성능에 대하여 제도적 규제, 임의 인증제도 운영 현

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02. 실내환경성능 제도 분석 및 제언

2.1. 빛환경

국내 빛환경 관련 문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도시의 

과밀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건축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명시되

어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시의 

과밀화에 대하여 생활환경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

으로 1971년 건축법 시행령에 도입되어 운용되다가 이후 1976

년 개정 건축법에서부터 ‘일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조권 관련 판단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계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상기와 같은 공법적 규제와 법

원 판례에 따른 사회통념상 수인한도[표 1]에 대한 법률 적용

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조기

준 적용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제처에서 

건축법 제61조의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

라”의 의미를 공동주택은 중심ᆞ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

역에서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2011.11.25)함에 따라 그동안 일조기준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 새로이 일조기준을 적용하여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일조권에 관한 문제가 급격하게 공

론화되게 되었다.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l cypark@ssy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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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조시간 수인한도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16시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부터 15시 사이의 총 6시간 중 연속 일조 2시간을 
만족할 것

이와 같이 그동안 일조권에 관한 문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내용대로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게 건축물이 계획되

더라도 판례에 따른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또는 공사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

우가 많아 법률의 안정성 내지는 실효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06년 고시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에서

는 건축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조시간 수인한도 규정이 공동주

택의 단지 외 빛환경만을 평가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단지 

내부 빛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채광률’이라는 개념을 도입

했다. 본 평가방법은 2013년 녹색건축 인증기준(G-SEED)으

로 통합되면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성능항목으로 평

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건축법의 일조 및 채광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정책적 수요에 따

라 기준이 변동되어 왔다. 1970년대에는 주거환경개선, 생활

안정 등을 목표로 일조권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의 

고밀화가 추진되었고, 1980년대에도 일조권의 규정을 완화하

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및 

2000년대에도 역시 주택공급 확대 위주로 일조권 규정은 유

지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일조에 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환

경에 대한 권리’로 이해되기 보다는 ‘토지이용과 관련되어 도시

계획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는 점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한정된 토지에 얼마만큼 건축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일조권, 

용적률, 건폐율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결정된

다. 실제로 일조권을 포함한 이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 

가능한 면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현재의 토지가치에는 이

러한 요인들이 교육, 지역 이미지 등 여러 다른 요인들과 복합

적으로 고려되어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는 일조의 가치를 가격으로 정량화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조권과 관련하여 현실은 공법적인 부분으로서 건축법 규정

에 맞다 하더라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손해배상 또는 공사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는 상황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법원의 판례는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 일

관되게 일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법적인 부

분과 사법적인 부분에서 상이한 판단을 내려오고 있어 국민

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닌 상태라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

의 불일치에 대해 해소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조

권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환경권으로 이해되어 적극적으

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시계획 수단으로서 선택의 문제

일 뿐이라는 의견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 주택물량 등에 관련하여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선진국 수준의 공간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일영 규제 

등이 도입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분

분한 실정이다. 일조권 관련 규정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

러한 환경권에 대한 인정범위와 도시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안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검토와 주택공급 요구,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상태 등 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이다.[1]

2.2. 열환경

건축물의 단열 기준은 1975년 열손실 방지 조항이 「건축법」에 

신설된 이후 1979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열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기준이 규정된 이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

한 규칙」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절)으

로 이전되었다가 공동주택의 경우 2009년부터 “에너지절약

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주)을 따르고 있다. 다만 단

지 내 계획되는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별도로 “건

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여 등급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에효)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이하 제로) 인증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제도에서 

고려하는 기술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건축물 에너지 제도 요약

더불어 에너지 관련 기준의 강화에 따른 외피의 단열성능 향

상과 기밀성 향상으로 세대 내에서 요리, 빨래 건조 등과 같은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습도가 갇히는 상황이 되어 결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3년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

준”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에너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G-SEED)에서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전체 항목과 

“7 실내환경”에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항목 및 “혁신

적인 설계”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외피 열교 방지에 대해

서도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에너지 기준을 요소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시방기준

(Prescriptive Regulation),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구량과 소요량을 예측하는 성능기준(Performance-Based 

Regulation),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용기준(Outcome-Based Regulation)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에절”은 시방기준에 해당하고, “친주”는 시방기

준과 성능기준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에효” 및 “제로”는 

성능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2] 시방기준은 요소기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한 작업으로 평가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

만, 정량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요소

기술의 에너지 절감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성

능기준은 요소기술의 에너지 절감 정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정

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프로그램 사용의 전

문성이 요구된다. 사용기준은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

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

부 기후조건, 사용 조건 등 취득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많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각 방법론별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1가지 방법론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각 방법론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에

너지 사용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능기준을 기본으

로 하고, 주요 요소기술 – 불투명 외피의 열관류율, 창호 열관

류율, 열원설비, 냉열원설비, 환기설비, 조명밀도, 신재생에너

지 등 - 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일례이다.

“에절”에서는 열교(Thermal Bridge)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친주”에서는 아직까지 열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열교 방지 조치는 결로 기준에서 요구

하는 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도이며,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에도 “에절”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선형열관류율을 정해

진 값 이하로 할 경우 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

문에 굳이 배점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열교 방지 조치를 하

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기준 등에서는 열교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준 열관

류율에 0.1 W/(㎡·K)을 더하거나 선형열관류율을 직접 계산하

는 방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러한 열교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열교를 고려하는 방법(passipedia.org)

2.3. 공기환경

지구환경 오염문제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주로 대기, 수질, 폐

기물, 토양 등 외부환경과 관련된 현상에 치중되어 부각되어 

왔다. 이를테면 도시의 대기환경 오염문제는 산업, 발전, 수송 

등과 같이 실외 오염원 관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반면

에 현대인의 주된 생활공간 영역인 건물의 실내환경 오염문제

에 대한 인식 및 관리대책은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 초반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보고되면서부터 본격적으

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복합화학물질 민

감증(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1990년대 후반 새집증

후군(Sick House Syndrome) 등과 같은 새로운 증상들이 중

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으로 

현대인들은 보통 하루 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

는데, 복합화합물질로 구성된 재료들을 주로 사용하는 건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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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내공간이 더욱 밀폐화됨에 따른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 제정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

초를 마련하였는데, 2004년 신년기획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라

는 방송이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

로써 관련 정책 및 기준이 고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축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자재 

등을 오염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오염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유

해화학물질을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실외로 방출시키는 희석 

및 배출 관리(Ventilation)가 필요하다. 전자를 위해 실내공기

질 관리법령에서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

재 및 목질판상 제품 등의 건축자재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톨

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 환

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적표

지(EPD), 저탄소제품 인증 및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과 한국

공기청정협회에서 단체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자

재 단체표준 인증(HB 마크)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환기설비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데, 공동주택의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설비를 설치

한 후 사용검사단계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게시판, 동 출

입구 등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GR 마크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환경표지         HB 마크

녹색건축 인증(G-SEED)에서는 “3. 재료 및 자원” 전체 항목과 “7. 실

내환경”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자연환기성능 

확보,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이상 3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주

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다만,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

용은 이제 대세를 넘어 필수가 되고 있음에 반해 환기설비 설

치는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화되

었고, 2020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되어 모든 공

동주택에 설치가 될 예정이지만, 상대적으로 환기설비가 설치

되지 않은 2006년 이전 공동주택은 창을 열어 통풍으로 희석 

및 배출시켜야 하는데,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환경 및 우

기철 창을 열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냉방 및 난방을 하는 동안 

창을 여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 등 창을 여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희석 및 환기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환기설

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

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거주자도 많을 뿐 아니라 환기

설비 내 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필터의 교체 등 유지관리 행

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환기설비 가

동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지가 낮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용

성에 대한 대책도 촘촘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3]

2.4. 음환경

전통시대로부터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거

주 중심이 자연스럽게 도시로 옮겨지게 되었고, 한정된 도시

공간에 인구가 점차 밀집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

운 형태의 주거인 공동주택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

이 도시공간에 건설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에서는 도로 또는 철

도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상하좌우 벽과 슬래브로 구획된 인

접한 이웃 세대간 벽을 투과하여 전달되는 세대간 경계소음, 

발걸음 소리 등 충격이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바

닥충격음, 그리고 세면대, 욕조, 양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아

래층으로 전달되는 화장실 소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 또는 철도에 의한 교통소음에 의한 영향은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소음측

정기준”에서 실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986년 제정

할 당시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

균한 소음도가 65dB(A) 이하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

을 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6층 이상 입주민은 

소음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요구

가 있어 2008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6층 이상

의 경우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

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를 만족

하도록 추가되었으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서는 전

문 개정을 통하여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는 소음 예측 프로그

램을 이용한 예측 소음도를, 사용검사단계에서는 1층과 5층, 

그리고 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예측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의 층에서 측정하

도록 하고 있다.

세대간 경계소음에 대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 등)에서 벽을 구성하는 재료의 종

류에 따른 두께로 규정하고 있는 시방기준과 “벽체의 차음구

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성능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으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시방기준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벽두께를 

1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250㎜ 정

도 – 단일벽의 음향투과손실 이론식으로 계산할 경우 투과손

실이 50dB 이상으로 산출 – 두께로 설계 및 시공되고 있다. 다

만, 주상복합 또는 도심형 생활주택과 같은 경우 성능기준에 

따른 2등급 이상의 건식벽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접합부, 설비박스 등과 같은 개구부 등의 처리에 따라 음

이 누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림 5] 총합 투과손실에서 동일한 크기의 개구부 영향

바닥충격음에 대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문구로 되어 있던 

것을 2003년 4월 개정을 통하여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

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바닥충

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표준바닥구조

를 고시하였으나, 중량충격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준바닥구

조를 제시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여 2005년 7월까지 한시

적으로 경량충격음만을 위한 표준바닥구조(슬래브 180㎜ 이

상)를 제시하였으며, 2005년 7월 개정을 통하여 중량충격음

까지 포함하는 표준바닥구조(슬래브 210㎜ 이상)를 제시하였

는데, 인정바닥구조로 할 경우 기존 180㎜ 두께로도 가능하기

에 표준바닥구조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량충격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슬래브 210㎜ 이상의 표준바닥구조를 강제하기 위하여 2013

년 5월 고시에서 운용하고 있던 표준바닥구조를 폐지하고 슬

래브 두께 210㎜ 이상을 규정으로 상향시켜 명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바닥충격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자 2019년 감

사원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전 인정제

도, 시공, 사후 평가 등 제도 운영 전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

기관, 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영업 정지 및 인정기

관 취소 등 조치하도록 하였고, LH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사후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으로 결론을 내고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

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통보[4]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 

COVID-19 시대와 맞물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등 바

닥충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급·배수 소음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에서 ①급수용 배관에 감압밸브 설치, ②배수용 배관은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형 배관(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대비 5dB(A) 이상 저감)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항

을 2017년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측정방법은 KS F 2870 – 

공동주택 화장실 급수음의 현장 측정방법, KS F 2871 – 공동주

택 화장실 배수음의 현장 측정방법이 2006년 제정되어 있다.

녹색건축 인증(G-SEED)에서는 “7. 실내환경”에서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화장실 급배수 소음으로 각

각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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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마치며

이상과 같이 건축물 실내환경 분야를 빛환경, 열환경, 공기환

경, 음환경으로 구분하여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기

술적 내용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G-SEED) 등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빛환경은 일조권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2013년 제정된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에 따른 외부 인공조명에 대한 

계획과 태양광이 유리에 반사되는 현휘현상에 대한 민원 등도 

있고, 에너지 관점에서 실내 조도기준을 만족하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조명기기 계획과 외주부의 경우 태양광량에 따

라 인공조명기기의 밝기가 조절되는 광량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Dimming)하는 것 등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열환경은 에너지 기준에서 외피의 단열성능 및 고단열 고기

밀 창호에 의한 패시브 기술과 고효율 난방설비, 전열교환 환

기설비 사용 등 기계설비, LED 조명기기 사용 등 전기설비, 태

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과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시공 가이드라인 제공까지 포함

하고 있지만, 내용 중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열교 방

지와 기밀성능 확보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열쾌적에 대해

서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기획단계부

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관리하는 커미셔닝

(Commissioning) 작업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라 실질적

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상세한 대응이 가능하고 쾌적한 온열환경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환경은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과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환기설비의 경우 사용자 교육을 통한 환기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

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몽이 필요하다.

음환경의 경우에는 앞의 3가지 환경성능과 달리 발생원이 인간

의 행위라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발생원에 대한 제어까지 대책

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책을 수립하더

라도 발생원에 따라 피해측에서 느끼는 정도는 큰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비용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 되어 불가피하게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실내외 소음도는 2008년 개정을 통하여 6층 이

상의 경우 실내소음도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현실적

으로 개선되었고,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은 공동주택의 경

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접합부 및 개구부 등의 처리에 따른 시공상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

하고, 화장실 급·배수 소음은 층하배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민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점차 층상배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다만 바닥충격음의 경우 2003년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한 이래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

직까지 충분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한데, 시급히 모두

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 실내환경 분야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쾌적하고 정온한 삶을 위한 방법을 찾는 분야로서 설계단계에

서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제도 및 기

준이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고, 시공단계에서도 철저하게 

시공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댐이 작

은 구멍에 의해 붕괴되듯이 건축물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하

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준공 후 보수보강을 하기

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정량

적인 목표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제도와 기준은 정량적인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시방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

검사단계에서 이러한 시방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하게 확

인하되 보수보강 조치가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성능 검증 기준

은 제시하되,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비용으로 배상하게 

하는 등의 보조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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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해석법을 통한 비정형 강구조물   
안정성 검토

기술정보 | 건축

01. 머리말

건축기술의 발달로 형태의 제약에서 벗어나 건축가가 원하는 

형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형태

로 건물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비정형 구조물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도 수려한 외관을 나타내는 비정형 구

조물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광교갤러리아 파사드 ➊

[그림 2]인천국제공항T2 ➋

비정형 구조물에서는 건축가의 의도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별도로 안정성➌ 을 제공하는 구조요소 없이 자체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는 구조요

소가 없는 경우, 변형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재력이 발생하는 

2차효과(P-Δ, P-δ)가 상당하기 때문에 골조의 안정성검토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거쳐야 한다.

일반적인 강구조물은 대개 유효좌굴길이법과 근사2차해석과 

같은 간략한 절차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평가한다. 이는 대부

분의 강구조물은 정형적이며 2차효과가 작게 나타나므로 적

은 수고로도 안정성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형 강구조물의 경우 골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구조

요소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형태가 불규칙하여 하중 전달 

경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구조부재의 유효좌굴길이

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2차효과가 구조계의 강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근사2차해석을 통한 안정성 평

가에 한계가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유효좌굴길이법과 근사2차해석

(증폭1차탄성해석)으로는 비정형 강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

절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근래에 도입된 직접해석법과 일반2

차탄성해석을 통한 검토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02. 강구조물 안정성 해석 방법 비교

2.1 강구조물 안정 요구조건

KDS 14 31 15:2017(국토교통부, 2017)에서는 강구조물과 그 요소

들의 안정성에 대해 다음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➊ 출처: OMA. (2019). URL:oma.eu  ➋ 출처: 참고문헌7
➌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할 때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변형(예.좌굴) 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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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휨, 전단 및 축부재의 변형과 전체구조물의 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다른 변형

(2) 2차효과 (P-Δ, P-δ) 

(3) 기하학적 불완전성

(4) 비탄성으로 인한 강성저하 

(5) 강성과 강도의 불확실성

직접해석법, 유효좌굴길이법, 1차해석법은 위의 요구조건들

을 반영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 중 직

접해석법과 유효좌굴길이법은 2차해석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종종 2차해석법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두 

방법은 2차해석방법 그 자체는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표 1] 강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방법 비교

직접해석법 유효좌굴길이법 1차해석법

제한조건 없음 Δ2nd/Δ1st ≤ 1.5
Δ2nd/Δ1st ≤ 1.5

Pr ≤ 0.5Py

해석방법 2차해석 2차해석 1차해석

초기불완전성
Ni = 0.002Yi

또는 직접 모델링
Ni = 0.002Yi

또는 직접 모델링
Ni = 2.1(Δ/L) Yi

≥ 0.004Yi

부재강성
0.8EA
0.8τb EI

EA
EI

EA
EI

부재력산정 K = 1.0
K 값 산정절차 필요

K = 1.0 (Δ2nd/Δ1st  ≤1 .1)
K = 1.0, 

B1계수 적용

2.2 직접해석법

갈수록 복잡한 형태를 띠는 강구조물 설계에 있어 유효좌굴길

이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새로 개발된 안정성 검토 방법이며 

국내에는 KBC2009 (국토교통부, 2009)에서 처음 도입되었

다. 구조물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해석방법이며, 현

재 국내 기준에서 가장 권장하는 안정성 검토 방법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아래서 기술하는 직접해석법 관련 사항들 중 가

상횡하중 적용과 강성저감계수를 적용하는 과정은 기존 방법

을 사용하던 설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1) 구조물에서 고려하는 기본 하중 별 단독해석 후 선형중첩

하는 방식이 아닌 조합된 하중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해석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2차효과는 작용하는 하중과 

선형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선형중첩한 결과는 구조물에 발생

하는 횡변위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 ASD 설계법을 따를 

경우에는 조합된 하중을 1.6배로 조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야 하는데 이는 사용하중 수준의 변위가 아닌 증폭시킨 변위

를 사용함으로써 불의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함이다.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변위를 

고려하는 대신에 부재력 산정 단계에서는 해석결과를 1.6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2) 2차해석 시 모든 중력하중조합에 가상의 최소횡하중 Ni를 

포함시켜 구조물 각 층에 적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 수직도 오

차를 L/500로 가정하여 이를 초기변형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

이다. 시공 관리를 고려하여 다른 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상

횡하중 적용 대신 초기변형을 직접 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

Ni = 0.002αYi 

α=1.0 (LRFD), α = 1.6 (ASD) 

Yi  : i층에 적용되는 가상하중 

[그림 3] ASD설계 시 α=1.6 적용 개념

Δ2nd/Δ1st ≤ 1.5 범위에서는 중력하중조합에만 가상횡하중을 적

용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하중조합에 가상횡하중을 

추가하여야 한다.

(3) 강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모든 부재의 강성을 감소시켜 

해석한다. 휨강성의 경우 잔류응력으로 인한 강성저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τb계수를 추가 적용한다.

EA = 0.8*EA 

EI = 0.8*τb*EI 

τb = 1.0, (αPr)/Py ≤ 0.5) 

τb = 4(αPr)/Py )[1-((αPr)/Py )],   (αPr)/Py > 0.5) 

        α = 1.0 (LRFD), α = 1.6 (ASD) 
        Pr  : 축항복강도 
        Py : 소요압축강도 

가상횡하중을 0.001Yi추가로 적용하는 경우 산정절차 없이  

τb = 1.0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4] (a) 가상하중 개념, (b) 압연형강에서의 잔류응력 분포

직접해석법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의 불확실성을 

해석모델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모든 부재에 대하여 유효좌굴

길이계수 K=1.0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유효좌굴길이법

1961년 AISC(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현재까지도 실무자에 가장 익숙한 안정성 검

토 방법이다.

직접해석법과 마찬가지로 2차해석 시 모든 중력하중조합에 

가상의 최소횡하중 Ni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내 기준에서 가

상횡하중 적용은 KBC2009부터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자들

이 쉽게 간과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재고하여야 할 내용이다.

부재 단부의 지지조건이 명확하다면 기준에서 제시하는 유효

좌굴길이계수(K)의 권장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시 부재 단부 강성(Ga, Gb)을 평가하여 K값을 구한다. Ga, 

Gb값을 아래 수식에 대입하거나, [그림 6]의 차트에서 Ga, Gb

를 연결하는 선을 그었을 때 교차하는 K값을 찾는다.

[그림 5] 유효길이계수 K (국토교통부, 2017)

[그림 6] 유효길이계수를 구하기 위한 차트

(a)횡구속골조                                    (b)비횡구속골조

 

1차횡변위에 대한 2차횡변위 비(Δ2nd/Δ1st)가 1.1 이하를 만족하

는 경우 유효길이 계수 K=1.0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새골

조시스템, 전단벽시스템과 같이 기둥의 휨강성이 구조시스템

의 횡력저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K=1.0을 적용할 수 

있어 때에 따라 간편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장방형이며 층 구분

이 명확한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에 적합한 방식으로, 2차효과

가 크지 않은 경우(Δ2nd/Δ1st < 1.5)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중력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요소가 수직이 아니어서 기둥과 보의 구

분이 불명확한 경우 K값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➍

➍ 기둥과 보의 강성비율인 G값 산정에 오류의 소지가 있다.  ➎ 각각 Double-B, Single-B, Zero-B method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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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차해석법

 유효좌굴길이법과 마찬가지로 정형 건물에 적합한 방식인 점

은 유사하나, 제약조건이 보다 더 엄격하다. 2차해석 과정을 

생략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

우 K=1.0을 적용할 수 있다.

Δ2nd /Δ1st  ≤ 1.5 

Pr ≤ 0.5Py 

Ni = 2.1(Δ/L) Yi ≥ 0.004Yi, (Δ/L : 층간변위 비) 

모멘트 증폭계수 B1  적용 

2.5 2차해석방법

구조물에 변위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추가 부재력이 작용하

고, 추가 부재력으로 인한 변위가 다시 발생하는 과정이 반복

되는데 이를 2차효과 또는 P-delta효과라 한다. 부재 내부에

서 발생하는 변위 δ로 인한 것을 P-δ, 골조 횡변위 Δ 로 인한 

것을 P-Δ효과로 통상 칭하고 있다.

[그림 7] 켄틸레버 기둥의 P-δ, P-Δ 효과 (AISC,2013)

2차해석이란 2차효과로 인한 변위가 일정 수준 이하 작은 값

으로 수렴할 때까지 강성계 수정 후 재해석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수렴이 완료된 구조물의 강성계는 초기 구조물의 강

성계보다 횡강성이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2차효과에 의한 횡

변위 증가가 있음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직접해석법과 유효좌굴길이법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2차해

석과 관련하여 국내 기준(KDS 14 31 15)을 살펴보면, P-δ, P-

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2차탄성해석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① B1,B2계수를 

이용한 근사2차해석, ② P-δ효과는 B1계수를 적용하여 고려

하고, P-Δ는 2차탄성해석을 통해 고려하는 방법, ③ 기하비선

형해석으로 P-δ, P-Δ를 직접 고려하는 방법 등이 있다. ➎

[그림 8] (a)2차해석 개념, (b)2차해석시 힘변위관계

 

2차해석 방법 중 하나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사2차해

석(증폭1차탄성해석)은 P-δ, P-Δ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계수 

B1, B2를 각각 적용하여 1차탄성해석을 통해 산정한 부재력을 

증폭시키는 방법이다. 별도의 2차해석 없이 1차탄성해석 결과

를 바탕으로 수식을 이용하여 2차효과를 고려하므로 해석 시

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B2계수 산정과정에서 명확한 층 구분을 요하기 때문

에 층 구분이 없는 경우 달리 산정할 방도가 없다. 따라서 근사

2차해석은 정형적이며 직교골조로 이루어진 건물에 대해 사

용 적합한 방법으로 비정형 구조물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그림 9] 근사2차해석 모멘트 증폭 (AISC,2010)

03. 비정형 강구조물 안정성 검토

앞서 기술한 대로 비정형 강구조물의 안정성검토는 직접해석법 

외 국내기준에서 제시하는 다른 방법은 사실상 활용 불가능하다.

비정형 강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를 하기위한 방법인 직접해석

법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층래티스 돔을 예시로 검토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3.1 초기변형

비정형 강구조물의 경우 가상하중 적용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

우므로➏ 초기변형을 직접 모델링 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다.

Eurocode 3(CEN,2004)에서는 고려하는 하중조합에 대해 불

안정 상태를 가장 크게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의 고유모드벡터

를 스케일링 하여 초기변형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➐

[그림 10] 비정형 강구조물 초기변형 적용 예시

3.2 강성 불확실성 반영

직접해석법에서는 저감된 강성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휨강성 저감에 적용하는 τb계수를 구하기 위해 반복 수렴과정

이 필요한데 설계자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➑  

3.3 해석하중 생성

2차효과가 크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 기본하중에 대하여 해석

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알맞은 계수를 곱한 뒤 선형중첩하여 

부재력을 산출한다. 그러나 기본하중 해석 결과는 구조물 거

동이 탄성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선형중첩하는 것은 단지 구조물의 선형 거동만

을 모사할 뿐이다. 

따라서 비선형성을 띠는 2차효과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 

해석 수행은 조합된 하중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림 11] 직접해석법에서의 하중 적용 및 부재력 산출

3.4 2차효과 고려 방법

비정형 구조물의 2차해석으로는 구조요소를 분절한 후 각 하

중조합에 대한 기하비선형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

한다.  부재를 분절한 후 기하비선형해석을 수행하면 분절 지

점에서 변위와 함께 추가 모멘트가 발생하므로 P-δ효과를 고

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재좌굴은 1차모드 지배적으로 발

생하므로 구조요소 분절은 2개로 하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4개로 분절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P-δ, P-Δ현상

을 비교적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반면, 부재 분절로 인하여 

해석에서 고려하는 자유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산시간이 상

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기하비선형해석을 하더라도 구조요소의 

응력수준이 재료의 탄성범위 내에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하

며, 탄성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재료비선형성을 추가로 고려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기하비선형과 재료비선형성을 동시에 고려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연산이 요구되므로 설계자가 전략적

으로 판단하여 재료항복강도 이하로 응력수준을 조절하거나, 

재료비선형성을 집중된 위치에 적용(힌지 적용)하여 해석 모

델링의 자유도 증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➒

➏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수직방향 기둥에 대하여 수평방향으로 가상하중을 적용한다. ➑ SAP2000, ROBOT 등

➐ Eurocode3에서는 단면등급에 따라 스케일링 값을 다르게 권장하고 있다. 회전능력이 높은 단면의 경우 작은 초기변형값을, 반대의 경우 큰 초기변형 값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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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부재력이	최대로	발생하는	부분에	재료비선형성을	고려하는	힌지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 ➓ 출처:참고문헌11
� 대표적인	비주얼	스크립팅	툴인	Rhino	Grasshopper의	유전알고리즘기능(Galapagos,	Octopus)과	물리엔진기능(Kangaroo2)을	이용하는	최적화	기법이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2] 2차해석을 위한 구조요소 분절

[그림 13] 재료비선형성 고려를 위한 힌지 정의 예시

04. 맺음말

직접해석법은 잔류응력의 영향을 포함한 구조물 강성의 불확

실성과 시공상 수직도 오차를 해석에서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K값 산정 절차가 불필요하며, 가새골조, 모멘트골조 기타 모

든 강구조물 안정성검토에 별다른 제약 없이 적용 가능하므로 

비정형 강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복잡한 형상을 갖는 구조물의 거동을 더 정확하게 묘사

하여 설계자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

반면 압축력에 의한 강성 연화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구조물의 

강성계를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경우에 따라 

해석 모델링의 자유도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안정성 

검토방법 보다 해석 비용이 높다. 그러나 해석프로그램의 발

전과 하드웨어 처리속도 발전으로 큰 단점이 되지 않는다.

[그림 14] 비주얼스크립팅을 활용한 비정형구조 형상 스터디 예시

[그림 15]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이형 구조부재 제작 ➓

최근 구조해석 기술의 발전은 비정형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뿐

만 아니라 설계 초기단계의 매스스터디 과정에 있어서도 특정

한 제약조건 하에 최적의 해답을 찾도록 스크립트화하는 방법

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3D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복잡

한 형상의 구조부재도 종전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제

작이 가능하다. 설계, 제작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디자인의 구조물이 대중화되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공간

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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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스캐닝 기술개요 및 건축 리모델링 
현장 시범적용 사례

기술정보 | 건축

01. 레이저스캐닝 기술 정의

레이저스캐닝은 물체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해 얻은 3차원 좌표의 정보의 집합인 포인트 클라우드

(Point Cloud)의 데이터 형식으로 형상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기계, 조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넓은 범위의 형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

점 때문에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대규모 시설물과 비정형 구조

물 측량시 활용성이 높다. 

레이저스캐너의 작동 방식은 활용분야에 따라 다양하나, 건축

구조물 측량에는 TOF(Time of Flight) 방식의 레이저스캐너

가 주로 사용된다. TOF 방식 레이저스캐너는 반사된 레이저

가 수신기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점의 거리를 측정한

다. 고정된 측정위치를 중심으로 스캐너 본체와 반사판이 회

전하며 레이저를 방사해 공간의 형상을 기록한다[그림 1]. 

[그림 1] TOF 방식 레이저스캐너 작동원리 ➊말초 설

점 사이의 거리를 좁게 하여 촘촘하게 측정할수록 고정밀 데

이터를 얻을 수 있으나 측정 소요시간이 늘어나므로 데이터의 

활용목적, 물체의 거리와 스캐닝 환경에 따라 정밀도를 조정

한다. 일반적으로 측정시 가려진 부분인 비가시영역(음영)을 

포함해 넓은 영역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스캐너 장비를 이동

하며 여러 차례 촬영을 수행하고 개별 촬영 데이터를 동일한 

좌표계로 이어 붙여(정합, Point Set Registration) 하나의 연

결된 데이터를 형성한다[그림 2].

[그림 2] 1개소 측정(좌), 3개소 측정 후 정합(우)초 설계 프로세스 개선                                                   

[표 1] 레이저스캐너 장비 비교

구분 Leica RTS360 ➋ Trimble X7 ➌ 

무게 5.35kg 5.8kg

크기(mm) 120x240x230 178x353x170

정확도
1.9 mm @ 10 m
2.9 mm @ 20 m
5.3 mm @ 40 m

2.4 mm @ 10 m
3.5 mm @ 20 m
6.0 mm @ 40 m

최대속도 200만 포인트/초 50만 포인트/초

측정범위
0.5m ~ 130m
360°x300°

0.6m ~ 80m
360°x282°

자동정합 IMU + VIS IMU

전용
소프트웨어

• Cyclone
• Cyclone Cloud
• CloudWorx
•  TruView

• RealWorks
• EdgeWise
• Business Center
• Trimble Connect

데이터
포맷

Import: XYZ, PTS, PTX, 
LAS, E57, ZFS, DP, RCP

Export: XYZ, PTS, PTX, 
E57, DXF,  PCI/CWF, 
DBX, Land XML, RCP

Import: XYZ, E57, LAS, 
LAZ, ZFS, RSP, FLS, DP, 
PTX, PTS

Export: E57, ASC, LAS 
1.2, LAS 1.4, LAZ, POD, 
PTS, PTX, TZF, BSF, 
KMZ, DWGM DXF, DGN, 
FBX, OBJ

장비 사진

➊  USING	POINT	CLOUD	TECHNOLOGY	FOR	PROCESS	SIMULATION	IN	THE	CONTEXT	OF	DIGITAL	FACTORY	BASED	ON	A	SYSTEMS	ENGINEERING	INTEGRATED	APPROACH,	Salehi	Vahid,	2014
➋ Leica	RTC360	Product	Specifications,	Leica	Geosystems.		 			 		➌ Trimble	X7	Data	Sheet,	Tri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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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스캐너 장비 선정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술사양으로는 

데이터 정확성, 스캐닝 속도, 측정범위, 크기와 무게, 자동정합 

지원 여부, 전용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호환성 등이 있다. 제조

사별 전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파일 포맷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동하여 사용할 모델링, 뷰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포맷 호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레이저스캐닝 데이터는 정

보량이 많기 때문에 후처리 소프트웨어 작업을 위해서는 고사

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상기 [표 1]에서 국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Leica 

Geosystems사와 Trimble사의 대표적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를 비교하였다.

03.	레이저스캐닝 작업 흐름

[그림 3] 레이저스캐닝 작업 흐름초 설계 프로세스 개선방안                                                                                                  

[그림 3]은 일반적인 레이저스캐닝의 작업 흐름과 각 단계에 

포함된 작업 및 생성 데이터를 나타낸다. 레이저스캐닝 작업

은 크게 1)계획 및 스캐닝 단계, 2)데이터 처리 단계, 3)분석 및 

활용 단계, 4)모델링 단계로 구분된다. 

3.1 계획 및 스캐닝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공간의 환경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측정 

계획을 수립한다. 레이저스캐닝의 작업구역부터  측정 동선, 데이

터 정밀도, 공정 진행 상황에 따른 현장 스캐닝 수행시점, 기준

점, 철거부 및 보양재 등 지장물 현황, 안전성 등을 검토한다.

스캐닝 계획 수립 후 먼저 스캐닝 기준점을 설정한다[그림 4]. 

스캐닝 기준점은 정합된 스캐닝 데이터를 기존 2D도면/3D 

모델의 좌표계에 정렬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준점은 3차

원 좌표계 정의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을 설정한다. 체커보

드(Checkerboard) 혹은 구체 타겟으로 기준점을 설치한 경

우 처리 소프트웨어에서 타겟 인식 기능을 지원한다[그림 5]. 

현장 기준점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도근점 및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장비로부터 절대좌표를 취득해 

기준점을 설치하거나, 기둥 모서리 등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

을 상대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그림 4] 스캐닝 기준점 설정

[그림 5] Trimble RealWorks의 기준점 , 체커보드 타겟 자동인식

스캐닝 작업 시에는 레이저가 닿지 않는 부분의 음영을 고려하

여 레이저스캐너를 이동하며 수행한다. 무타겟 정합(Target-less 

Registration)을 사용 예정 시 스캐닝 데이터의 중첩률을 고려해

야 한다. 관성센서(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및 카메라

가 설치된 스캐너 장비의 경우 태블릿PC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자동 정합된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스캐닝을 진행한다. 

중첩되지 않는 부분을 스캐닝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준점

을 설치해 정합한다. 수직이동의 경우 계단실을 통해 데이터를 

연결하되, 고층건물의 경우 광파기나 장거리 스캐너를 이용해 

일정 층수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치해 누적오차를 보정한다.

3.2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는 스캐닝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 소프트

웨어로 가져와 데이터 정밀도 조정, 정합, 불필요 데이터 삭제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3.2.1 데이터 정밀도 조정
원본 스캐닝 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 크기로 인해 정합 및 모

델링 단계에서 컴퓨팅 리소스의 과부하를 초래한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불필요한 부분

을 삭제해 데이터 크기 및 연산 부하를 줄이는 과정을 다운샘

플링(Downsampling)이라 한다. 다운샘플링의 예시로 복셀화

(Voxelization)가 있다[그림 6]. 복셀(Voxel)은 2D 디지털 화상을 

구성하는 단위인 화소(Pixel)를 3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공간을 

정사각형 단위의 볼륨(Volume)으로 구분한 개념이다. 복셀화를 

통한 클라우드 포인트의 다운샘플링은 개별 복셀에 포함된 점 데

이터를 삭제하고 복셀의 중심점으로 표현해 연산 부하를 줄인다. 

이는 스캐닝 데이터의 정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연산 부하와 데이

터 정밀도의 균형을 고려해 단위 복셀의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그림 6] 복셀화를 통한 클라우드 포인트 다운샘플링 개념 ➍

다운샘플링은 형상정보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그림 7]. 복잡한 형상이 표현된 부분의 정밀도는 유지하

고 평면적인 부분의 포인트 밀도를 줄여 형상적 특성을 최대

한 유지하며 다운샘플링이 가능하다.

3.2.2 정합

정합은 각 스캐닝 위치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동일한 좌표계로 

정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각 스캐닝 데이터에 공

통적으로 나타난 타겟이나 특징점을 일치시켜 정합한다. 

일반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 소프트웨어는 특징점을 

이용한 정합 뿐 아니라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정

합 기능을 지원한다. 자동정합의 효율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ICP(Iterative Closest Point)를 비롯한 여러가지 최적화 알고

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➎ 

데이터 정합의 효율과 정확도는 각 스캐닝 데이터의 정밀도, 

형상의 복잡도, 중첩률과 정합 방법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

다. 따라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취득 데이터의 특성 및 상

황에 따라 알맞은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작

업수행 노하우 습득이 필요하다.

[그림 7] Trimble Realworks, 선별적 다운샘플링 ➏

  

3.2.3 분할과 필터링

스캐닝 대상 표면의 반사율, 기계적 오차, 눈/비/먼지 등으로 

인해 불균일하게 측정된 포인트를 노이즈(Noise) 혹은 이상점

(Outlier)이라 한다. [그림 8]은 스캐닝 데이터로부터 노이즈 

포인트를 구별한 예시이다. 노이즈는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형상적 특성을 추출(Feature Extraction)하여 역설계를 수행

할 경우 정확도와 자동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자동 정합의 

효율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점에서 인접한 포인트

의 개수 및 거리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노이즈를 분류한다.

스캐닝 데이터를 영역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분할(Segmen 

➍ https://pcl.gitbook.io/tutorial/part-1/part01-chapter02	 ➎ A	Review	of	Point	Set	Registration:	From	Pairwise	Registration	to	Groupwise	Registration.	Zhu	H	et	al.	Sensors	(Basel).	2019
➏ Point	Cloud	Sampling	in	Trimble	Realworks,	https://www.youtube.com/watch?v=3ZUVgJQ096M&ab_channel=BuildingPoint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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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ion)이라 한다. 분할은 개체의 특성에 따라 포인트들을 그룹

화해 필요한 데이터만을 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시성을 높이

고 연산 부하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캐닝시 포함된 차량, 

나무, 사람, 임시구조물 등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고 건물 구

조체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동 분류 기능으로 벽체, 바닥, 

기둥, 배관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차원 형상 데

이터로부터 개체를 분리하고 개체의 특성을 감지해 분류하는 과

정을 3D Semantic Segmentation이라 하며, 컴퓨터 비전 분야의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8] Leica Cyclone의 노이즈 필터링 ➐

3.3 분석 및 활용 

정합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 뷰어 혹은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불러와 측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그

림 9]. 줄자 등 기존 방식의 현장 실측 대비 오차가 적고, 반복

적인 현장 방문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기존 도면이 있다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겹쳐 비교해 

도면 대비 현황 편차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BIM 모델이 있는 

경우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간섭체크도 가능하다.

또한 바닥과 벽면의 평활도와 수직도의 분석 리포트를 생성하

거나 색상을 매핑해 시각화 자료도 생성할 수 있다[그림 10].  

[그림 9] Autodesk Recap의 평활도 시각화

[그림 10] Autodesk Recap의 측정도구

3.4 모델링 

모델링 단계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투사하여 2D 

또는 3D 모델을 작성한다. 전용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 소프

트웨어나 AutoCAD, Revit, Sketchup 등 일반적인 모델링 소

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보통 건축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전용 

소프트웨어 대비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능력이 낮기 때문에 데

이터 처리 단계에서의 최적화 정도가 모델링 작업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2D 도면 대비 3D 또는 BIM 모델 작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목적에 맞게 모델

링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부 소프트웨어에서는 포인

트 클라우드의 형상정보를 분석해 표면이나 바닥, 벽체, 기둥, 

파이프 등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도 한다.

04.	건설현장 레이저스캐닝 활용 방안

공간의 형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특성상 건설현장

의 여러 검측활동에 레이저스캐닝이 활용될 수 있다. 면적이 

넓고 정밀한 검측이 필요한 현장에 효과적이며, 특히 기존 도

면이 미비하고 구조물을 재사용해야 하는 리모델링 현장과 비

정형 부재의 제작 및 시공오차 검토에 활용가치가 높다. [표 2]

는 건설현장에서의 레이저스캐닝 적용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레이저스캐닝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발주처에

서 As-Built BIM 모델 품질 검증을 위해 레이저스캐닝 데이터

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쉽고 명확하게 시공품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레이저스캐닝 요구사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➐ 		Point	Cloud	Cleaning	-	Statue,	Leica	Cyclone	3DR,	https://www.youtube.com/watch?v=AGL0c9tkkVE

[표 2] 건설현장(건축) 레이저스캐닝 활용방안

구분 내용 대상

역설계 •  기존 도면이 없거나 부정확할 경우 정확한  
현황도면 및 모델 생성에 활용 리모델링

검측

•  측정 데이터와 설계도서 비교하여 시공오차, 
변위 등 검토해 시공품질과 안전성관리

•  MEP 시공성 검토 및 먹매김 검토시 활용
•  바닥 및 벽체 평활도, ELEV 코어 수직도,  

구배 관리

• 대지 및 흙막이 벽체 검측으로 토공량 검토

공통

비정형자재    
검측 • 비정형 자재의 제작/시공 정확도 검토 비정형 자재

유지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자료로 활용 유지관리

As-Built •  As-Built BIM모델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As-Built BIM 

05.	당사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시범적용 사례

레이저스캐닝 기술의 리모델링 현장 활용성 검토를 목적으로 

당사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시범적용 현장으로 선정하였다.

1차 작업구역으로 지하주차장을 스캐닝하여 포인트 클라우

드 데이터를 평면도와 비교 검토하였다. 스캐닝 당시 현장

에 별도의 기준점이 설정되지 않아 상대좌표 설정을 위해 임

의의 기둥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활용하였다[그림 11]. 레이저

스캐너 장비와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는 Trimble사의 X7과 

Realworks를 사용하였다. 스캐닝 및 후처리 작업은 한 명의 

작업자가 수행하였으며 50여개소에서 스캐닝 데이터를 취득

하고 정합작업까지 약 10시간 소요되었다. 

[그림 11] 상대좌표 기준점 설정

도면과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벽체라인, 기둥 크기와 위치에서 

10cm 이상의 편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도면에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

림 12]. 바닥 평활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에

서 2.3cm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3] .

[그림 12] 현황과 도면의 편차 도출

[그림 13] 바닥 평활도 분석

별도의 2D 도면 및 3D 모델 작성은 수행되지 않았으나, 포인

트 클라우드 데이터만으로도 구조물 현황 파악 및 기존 도면과

의 비교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레이저스캐닝시 취득

되는 360도 사진을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향후 지상 도근점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레이저스캐닝 데이터

를 정렬하고, 지상층 내부의 철거가 완료된 후 각 세대 및 공용

부로 작업영역을 확대하고 모델링을 진행하여 역설계 및 시공

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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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당사 호텔 리모델링 현장 활용 사례

당사 호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건축물 골조 현황파악을 위해 

레이저스캐닝을 활용한 사례이다. Leica사의 레이저스캐너 장

비와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상대좌표를 사용하였다. 

2개 지하층 포함 22개층 건물 전체(연면적 32,899㎡)에서 총 

986개의 스캐닝 및 데이터 처리, 2D도면 역설계를 수행하였

으며 전문 엔지니어 3명이 약 1개월간 투입되었다. 

[그림 14] 리모델링 현장 골조 스캐닝 수행모습

[그림 15] 기존(흑색)/역설계(적색) 평면도 비교

[그림 16] 층고 검토

스캐닝 데이터 정합 후 2D 도면을 작성해 기존 도면과 비교한 결

과 전체적인 기둥 위치, 층고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

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기둥이 실제 위치에 없거나 어긋나 있는 것

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림 15]. 또한 기존 단면도 대비 특정 층에

서 10cm 내외의 층고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6].

07.	맺음말

레이저스캐너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력 향상과 가격 현

실화에 따라 비정형 구조물 및 리모델링 현장을 중심으로 건

설업계의 레이저스캐닝 솔루션 도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

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2002년 약 7조 8,000억원에서 

2019년 17조 1,0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레이저

스캐닝 도입은 점차 가속화 할 전망이다. ➑

기술적으로는 장비의 스캐닝 정확도 및 속도와 함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현재 단일 작업

인원으로 장비운용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대용량 처리와 

모델링 작업의 효율성의 경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테이

터 최적화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연산능력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 향상으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의 기술적 허들이 낮아지고 전용 소프트

웨어의 역할이 일반 모델링 소프트웨어 또는 웹 플랫폼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현장에서는 투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현장의 레이저스

캐닝 활용 케이스를 참조하여 레이저스캐닝의 적용 목표를 명

확히 정의하고 전체 공정계획과 연계하여 활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 

레이저스캐닝 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여러 품질 관련 이슈들

이 부각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

러나 건축물 품질에 대한 관심 증대와 레이저스캐닝을 포함한 

각종 리얼리티 캡쳐 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건설현장

에서의 레이저스캐닝 활용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여러 활용사례를 수집하여 적용방안을 보다 효과

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신 기술동향의 지속적인 파악과 유관기

술과의 연계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➑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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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소개

글 한세환 / 함양-창녕 1공구 현장 차장    전화 055-808-8201    E-mail hwanida@ssyenc.com

고속국도14호선 함양-창녕 1공구   
현장기술 소개 

01. 머리말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공구는 전국간

선 도로망 계획(7×9)의 동서1축과 2축의 간격(70km)이 동서

간선도로망 평균간격(30~40km)보다 넓어 이를 보완하는 고

속도로를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지역 개발촉

진,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영호남을 연결하는 관광

자원 개발, 지역간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당 현장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에서 안의면 황곡리 

일원에 연장 5km구간으로 공사금액은 1,593억원이다. 공사구

간은 토공 1.6km, 교량 1.2km(2개소), 터널 2.2km(2개소), 북

함양분기점으로 나누어지며, 기존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접

속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2018년 2월 종합심사낙찰제로 수주

한 공사이다.

본고에서는 현장에 적용된 주요공법의 특장점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법 변경 사례를 소개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그림 1] 노선도

[그림 2] 북함양분기점

02. 공사개요

[표 1] 공사개요

공사명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공구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사업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안의면 황곡리

시공사 쌍용건설 외 2개사

공사금액 159,382,822,000원

공사기간 2018.02.23 ~ 2024.12.31

공사내용

토공사(깎기 140만m3, 쌓기85만 m3, 사토55만m3)
배수공(암거 10개소/311M 외)
교량공(지곡교 1,075M, 내백교 135M, 기타 6개소 513M)
터널공(수동터널 1,939M, 지곡터널 279M)

03. 현장에 적용된 주요공법

3.1 Slip Form공법

지곡교 교각의 경우 높이가 약 31m~85m정도의 고교각으로 

형성되어 고소 작업시 비계설치, 철근조립, 거푸집조립ᆞ해체 

등이 어려워 안전성 확보 및 1LOT 작업속도를 감안한 효율적

인 시공을 위하여 고교각시공법 중에서 Slip Form공법이 설계

에 반영되었다.

[표 2] Slip Form현황

개요
거푸집의 탈착 없이 콘크리트 타설후 초기 구조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강도에 이르면 거푸집 전체를 상향이동 
타설하는 공법(24시간 연속작업)

장점
24시간 연속작업으로 양생기간 불필요
시공 joint없이 시공가능
건조수축에 의한 큰 균열 없음

단점
연속시공으로 강우시 품질관리 취약
근무조건 불량

시공속도 4~5m/일(30cm/회)

 

[그림 3] Slip Form 구성

[그림 4] Slip Form 시공순서

헌치부 시공 Slip Form 설치

Jack up(상승) Jack up(완료)

Slip form 해체 시공완료

3.2 FCM 공법

FCM(Free Cantilever Methord)공법은 동바리(지보공) 없이 

교각 위에서 양쪽의 교축방향을 향하여 한 블록씩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이 부분을 지지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한 블록씩 이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지간 중앙에서 

폐합시켜 양쪽 캔틸레버가 연결되도록 하는 공법이다.

상기 가설공법이 적용된 지곡교는 남강(지방하천), 국도3호

선, 군도7호선 및 농경지를 횡단하는 고교각 교량으로 교각설

치로 인한 남강 유수영향 최소화와 국도3호선 동시횡단을 고

려하여 최대 경간장 160m의 FCM가설공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5] 지곡교 종단면도

[그림 6] 지곡교 전경사진

[표 3] 지곡교 현황

상부구조형식 PSC BOX Girder교

지지형식 P1,P7:연속보형식, P2~P6:라멘형식

경간구성 L=90+150+4@160+125+70 = 1,075m

폭 B = 22.8m

평면선형 직선교량

종단경사 S = (-)1.870%

가설공법 FCM + FSM

설계하중 DB-24, DL-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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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CM 시공순서

1. 주두부 가시설 설치 2. 주두부 시공

3. F/T 설치 4. 철근 및 텐던 배치

5. 콘크리트 타설 6. 강선 삽입, 인장 및 Grouting

7. Key-segment 시공 8. F/T 해체

04.  설계변경(대단면터널 →  근접병설터널) 사례

4.1 개요

지곡터널 원안설계는 터널연장이 짧고(L=267m) 암반등급(Ⅰ

~Ⅲ 68%)이 양호하여 용지편입 및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방향 4차로 대단면 터널로 설계되었다.

대단면터널 굴착시 소단면에 비해 낙반우려가 크고, 대단면

터널의 분할발파에 따른 발파횟수 과다로 인근마을(이격거리 

약 80m)에서 발파소음, 진동 민원제기가 예견되어 대단면터

널의 대체공법으로 개발된 근접병설터널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였다.

4.2 지곡터널 공법 비교

[표 4] 지곡터널 공법비교

당초 변경

공법개요
대단면터널 형식
(비분리터널)

암반 필라 지지체를 이용한  
병렬터널형식(분리터널)

굴착면적

분할굴착

발파횟수 : 795회 발파횟수 : 459회

굴착공정

단면적 : 230.5㎡
① 상부측벽 선진도갱 →
② 중앙굴착 → 
③ 좌측 하단굴착 → 
④ 우측하단굴착

단면적 : 87.5 × 2 =175㎡
①, ② : 선후행 터널 병행 굴착
(4등급 이하는 상하 분할굴착)

시공성

대단면에 따른 다분할굴착 
및 1막장 조건으로 발파횟
수, 공사기간 증가 및 시공
성 불리

일반병렬터널과 동일방법으로 
본선터널 굴착하므로   
시공성 확보

안정성
종점부 저토피구간
(H=6.7m)발생으로 붕락 
확률이 큼

굴착단면 감소로 저토피구간 
토피고(H=11.1m) 증가로   
안정성 증가

유지관리 대면 통행으로 교통안전  
및 환기에 다소 불리

일방향 통행으로 교통안전  
및 환기원활

4.3 근접병설 터널 공법요약

1) 공법내용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손상 방지를 위한 제어발파 기술 및 보

강기술을 이용한 굴착공법

2) 공법개요도

[그림 8] 공법개요도

3)핵심기술

[그림9] 근접병설터널 핵심기술

4.4 시공순서
[그림10] 근접병설터널 시공순서

1. 선행터널 굴착 2. 선행터널 필라부 보강

3. 후행터널 필라부 차단공설치 4. 후행터널 제어발파

5. 후행터널 필라부 보강 6. 굴착완료

4.5 기대효과

1)  (안정성) 저토피구간 토피고 증가로 인한 붕락사고 예방효과 

및 안정성 향상

2) (민원) 발파횟수 저감에 따른 소음, 진동 민원 최소화 

3) (경제성) 굴착공기 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 

05. 맺음말

본 고에서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공

구 현장소개 및 주요공법에 대하여 개략 설명하였다. 2021년 

3월 현재 지곡교는 30% 공정을 진행하였고, 지곡터널은 설

계변경 후 협력업체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교량인 지곡교 시공을 통한 시공경험 축적과 현장

의 불리한 여건개선을 위해 추진한 근접병설터널 설계변경 사

례를 통하여 유사공사 수행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매출증대와 안전 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현장

직원들과 모든 임직원께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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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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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14호선 함양-창녕 11공구 
현장기술 소개

01. 머리말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11공구 중 의령낙

동대교는 낙동강과 농업진흥구역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그

림 1] 자연경관 우세지역의 강조형 교량위계에 맞는 교량형식

으로 국내 최초 경사 고저주탑 사장교를 적용하여 지역의 랜

드마크(Land Mark)가 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국가하천 낙동강의 치수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낙동강 

저수로에, 교량을 지지하는 하부구조물(교각) 시공을 배제하

여 건설 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주경간 구간은 동바리(지보공) 없이 주경

간 중앙부를 향해 이동식 거푸집(Form Traveller)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내부 강연선 긴장(Post Tension) 및 사장케이

블 설치 등 4m 세그먼트를 점진적으로 제작/가설하는 FCM 

공법을 적용하였다. 측경간은 강재 동바리를 이용하여 한 경

간씩 상부거더를 일괄 타설 후 내부 강연선을 긴장하는 FSM 

공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1] 의령낙동대교 조감도

02. 의령낙동대교 교량 개요

의령낙동대교는 국가하천 낙동강의 치수성, 환경성, 경관성 

극대화를 고려하여 주경간장 405m(받침간 거리370m)를 적

용하였으며, 주변과 조화롭고 상징적인 경관을 제공하도록 역

Y형 경사 고저주탑 콘크리트 사장교를 적용하였다. [그림 2] 

최대 경간장을 1,000m까지 계획할 수 있는 강사장교와 달리 

콘크리트 사장교의 경우 최대 경간장은 500m 수준이며 의령

낙동대교의 경우 고주탑부 중앙경간 길이만 235m로 대칭 사

장교의 470m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사장교이다.

[표 1] 의령낙동대교 사장교 주요 제원

구 분 주 요 제 원

제 원 L=1000.6m, B=24.3~25.9m(4차로)

경간 (접속교) 6@50=300m

구성 (사장교) 100+112.5+370+117.5=700m

상부 (접속교) PSC e-Beam

구조 (사장교) PSC 박스거더

케이블 Multi Strand 케이블

주탑 역Y형 콘크리트 경사고저주탑

기초
(접속교) 직접기초, 합성말뚝(ø600)
(사장교) 현장타설말뚝(ø3,000)

 

[그림 2] 의령낙동대교 종단면도 

03. 경사고저주탑 사장교 사례

고저주탑 사장교 형식이 적용된 국내ᆞ외 사례를 조사한 결

과, 크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경사고저주탑 사

장교 형식을 선정하였다.

① 측경간장 길이가 제한적인 경우

② 해안, 저수로에 하부구조물 제한 (친환경적)

③ 지역의 랜드마크 (상징성)

의령낙동대교의 경우에도 ①~③의 모든 조건이 해당된 경

사고저주탑을 적용하였으며, 친환경적이고 상징성이 우수

해 지역 및 고속국도 제14호선을 대표하는 교량으로 인식될 

것이다.

3.1 고저주탑 및 경사 주탑의 국내ㆍ외 사례

고저주탑이란 연속하는 주탑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

며, 국내ᆞ외 고저주탑의 적용사례는 저수로 또는 해안에 하

부구조물 제한(친환경적) 및 측경간장 길이가 제한적인 경우

에 적용되었다.

경사주탑이란 주탑이 높이방향으로 경사지게 설치되는 경우

를 말하며, 국내ᆞ외 경사주탑의 적용사례는 랜드마크 및 저

수로 또는 해안에 하부구조물 제한(친환경적)에 따른 비대칭 

사장교에 주로 적용되었다.

[표 2] 경사 및 고저주탑 국내ㆍ외 사례

구 분 교량명 비 고

고저주탑

천사대교 독창적 형태의 고정주탑   
복합 사장교

Mersey Gateway br.
(England)

강위에 주탑 기초 설치 제한

Ting Kau br.
(Hong-Kong) 

육지섬에 주탑 기초 설치 및  
측경간장 길이 제한적

경사주탑

월드컵대교 항로고 및 폭 확보 및 지역의 
랜드마크 

E-Kampen br.
(Netherlands)

지역의 랜드마크 

Talavera de la Reina br.
(Spain)

육지에 주탑 기초 설치 및   
지역의 랜드마크

[그림 3] 천사대교 전경

[그림 4] Mersey Gateway Bridge 전경 / England

[그림 5] 월드컵대교 전경

[그림 6] Talavera de la Reina Bridge/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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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의령낙동대교 계획 

[그림 7] 의령낙동대교 경간 현황

의령낙동대교 계획시 최우선 검토사항은 낙동강 저수로에 교

각 설치를 배제하는 친환경 설계이다. 설계 계획시 주요 고려

사항은 비대칭 사장교(측경간 길이 제한)의 측경간 장비검토, 

주탑경사 각도 및 주경간장의 길이 선정 등을 주로 검토하였다.

1) 확보 가능한 종점측 측경간장 100m

    � 고저주탑 결정

2) 주경간장 370m 확보 및 저수로 교각 배제 

    � 경사주탑 결정

고저주탑 적용

경사고저주탑 적용

 

 

비대칭 사장교에서 주경간의 경간길이가 측경간의 경간길이

보다 큼에 따라, 교량자중 및 공용중 활하중(차량하중)에 의해 

측경간에서 부반력이 발생한다. 

[그림 8] 부반력 발생 위치

부반력 저감대책 1) 타이다운 케이블 설치

  2) 채움 콘크리트 추가

타이다운 케이블 적용 (P7, A2)

채움 콘크리트 (P6, A2)

05. 의령낙동대교 내풍 안정성 검토

의령낙동대교는 국내 최초 경사 고저주탑 사장교로서 함양∼

울산 고속도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주요한 

교량에 풍하중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 외에도 

그 상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내풍 안정성에 대한 평

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령낙동대교의 내풍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설계

풍속을 도출을 위해서 기상 자료의 확률 분석과 태풍 몬테카

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풍환경 분석을 수행하였고, 교량건설

현장의 기본풍속(100년 빈도, 고도 10 m)은 26.1 m/s로 추정

하였다. 

2차원 부분모형실험 결과를 보면, 설계풍속 내에서 유해 진동

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플러터 발현풍속 역시 한계풍속을 훨

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전북대학교 풍동 전경 및 풍동실험 모형

완성계 및 가설단계 (독립주탑 및 주경간폐합전)를 모사한 3

차원 전교모형 실험 결과에서도 유해 진동이 관측되지 않고 

충분한 내풍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3차원 전교모형 풍동실험

(a) 완성계

                  (b) 독립주탑 실험                (c) 주경간 폐합전

다중모드 플러터 해석 결과 또한 한계풍속을 훨씬 넘는 80 

m/s 이상까지 플러터가 발생하지 않았다.

버페팅 해석 결과를 보면, 설계풍속(34.9 m/s)에서 최대 수

직및 수평 진폭은 각각 0.298 m 및 0.018 m로  나타났으며, 

풍속 25 m/s에서 거더의 최대 수직 및 수평 가속도는 각각 

0.054m/s2 및 0.039 m/s2로 진동사용성 허용 기준(0.5 m/s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3차원 플러터 해석

결론적으로 의령낙동대교는 설계풍속 내에서 유해한 진동이 관측

되지 않았고, 플러터 발생풍속도 한계풍속보다 높으며, 진동 사용성 

기준을 만족하므로 충분한 내풍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06. 맺음말

본 고에서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11공구 

공사중 의령낙동대교 소개 및 내풍 안정성에 대하여 개략적으

로 설명하였다. 2018년 8월 착수한 당 현장의 주요 공종은 터

널 6개소(3.5km), 교량 7개소(1.7km) 이며, 현재 의령낙동대교 

하부공사 및 터널 2개소 굴착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율 12%)

설계변경에 제한적인 기술제안공사 여건 속에서도 현장소장 

이하 전 직원이 원가절감,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준공시까지 무재해를 현장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끝으로 본 기고가 당현장에 적용된 사장교를 이해하는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내 최초 형식을 사용하는 

만큼 성공적인 공사수행으로 쌍용건설의 위상을 더욱 더 알리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01.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기술제안서,   
한국도로공사, 쌍용건설(주)

02.  경사고저주탑 사장교의 설계와 시공, 쌍용건설㈜

03.  경사고저주탑 형식 콘크리트 사장교의 가설공법 검토,   
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2020.06)

04.  현장 풍속특성을 고려한 비대칭 경사 고저주탑 콘크리트 
사장교의 내풍 안전성 평가,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교량
과 구조 8권 1호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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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소개

글 김화진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5     E-mail demon119@ssyenc.com

국내 대형병원 현장 설계관리 사례소개

국내 및 해외 건축현장 설계팀의 업무는 크게 설계검토, 디자인 코디네이션, 설계변경관리,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작성 및 승인 업무, 준공도서(As-built Drawing) 등으로 볼 수 있다. 아래표는 통상적인 

건축 현장 설계팀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다.

[표 1] 건축현장 설계팀 업무 범위

구분 업무내용

Design Review
(설계검토)

• 계약 조건 및 계약도서(시공도서) 검토 : 설계 및 도서 오류, 도면 누락, 도면 상이 등
• 법규 및 Standard 사항 검토
• 시공성 및 VE 사항 검토

Design
Coordination

• 도면 오류 및 누락사항 Clarification
• 공종별 설계도서 Coordination

Change Order
Management

(설계변경 관리)

• 설계변경 관련 협의 및 도서 관리
• 공기 및 원가관련 사항 유관팀 통보 및 협의
• 시공도서 및 준공도서 반영

Shop Drawing
작성 및 승인

• 현장 시공을 위한 주요 공종(부위) Shop 도면 작성
• 하도급업체 Shop 검토 및 승인 업무
• Shop 도면 승인 업무 및 공사팀 출도 업무

As-built Dwg
작성 및 승인(준공도서)

• 준공도서(인허가 도서 포함) 작성 및 승인 업무

기타
• 가시설 공사 및 Method 등 공사 업무 지원
• 기타 현장 발생 설계 및 기술사항 지원
• 인허가 관련 지원 (설계 및 공사 인허가 포함)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현장은 시공사에서 설계까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Turn-key나 Design Build 입

찰 프로젝트가 아닌 단순 시공입찰(Design-Bid-Build)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 조건상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업무 등을 시공사가 수행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아래 표는 도급계약서에 명

기된 설계관련 시공사의 업무 범위 및 수행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현장의 설계업무 이외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

행하게 되었으며, 병원건축의 특성상 수많은 설계변경과 공종별 코디네이션 업무를 발주처나 설계사의 

업무가 아닌 시공사가 수행하게 되어 현장 설계 업무 진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01
현장 설계 관리 
업무 개요

[표 2] 도급계약서 설계관련 업무 내용

구분 업무내용

설계변경

2. 공사관리 일반사항
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에는 공사수행을 위한 제반업무(시공도면 작성, 구조계산, 부하계산 등)를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 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실/시설의 배치, 크기, 기능의 조정 등
2) 전체연면적의 10%이상의 전반적인 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재설계는 제외(발주자 수행)

설계지원업무

5. 현장대리인, 공종별 시공책임자, 설계요원의 입찰시 참여기준
다. 현장 통합설계실 운영 및 설계요원의 자격
1)  현장조직에는 수급자 직원 설계요원으로 건축 2명, 기계 1명, 전기/통신 1명의 최소 5명 이상을 현장 시공관리 

인력과 별도로 상주시켜 공사에 필요한 상세도면과 감독관이 요구하는 설계 변경업무 및 설계수정 작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ser 협의

10) 수급자는 병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Shop Drawing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1차 : 기초콘크리트 타설 전에 벽체와 바닥에 매립되는 공사(기계,전기,통신,소방 등)를 위하여, 관련실/과 등
의 User와 개별 협의하여 Shop Drawing을 완료하고 감독관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2차 : 내부벽체공사 착수 전에 관련실/과 등의 User와 개별 협의하여 변경유무를 확인하고 감독관에 Shop 
Drawing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장 설계관리의 일반적인 실패사례 및 원인은 각 이해 관계자별로 살펴볼 수 있다. 발주처의 경우 설계

도서 품질 및 일정 관리, 도면승인 프로세스의 문제 등이 있으며, 시공사의 경우 설계직원의 역량 부족 및 

내부 코디네이션 문제,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 미흡 등의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표는 건축현장의 일

반적인 설계관리 실패사례에 대해 발생주체 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3] 발생주체별 설계관리 실패사례

발생주체 실패사례 내용

발주처 
사유

• 계약상 불합리한 조건 및 Process
• 시공에 부적합한 도서 제공 (시공도서 품질 미흡 – 도면오류, 누락 등)
• 착공 후 수정도면 발급에 따른 일정 지연 • 까다로운 도면승인 Process
• 발주처 RFI 회신지연   • Spec.과 상충되는 design 변경 없이 성능 준수 요구
• 지속적인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 지연  • 과도한 Mock-up 공사 및 자료 요구

시공사 
사유

• 설계직원 역량 부족 (초기동원 및 적정 인원 부족 등의 설계조직 운영 실패)
• 내부 팀별 협의 및 사전 Coordination 부족 (공사팀,공무팀/건축,기전 등 커뮤니케이션 문제)
• 하도급 업체 및 자재업체(자재 Spec.) 선정 및 발주 지연에 따른 사전 설계협의 미흡 (시공 상세도 작성 지연)

협력업체
사유

• 하도급 업체 능력 부족 (샵드로잉 작성 능력 부족 및 작성지연 등)
• Engineering 역량이 부족한 업체 선정 • 설계 협력사 협의 문제 

병원건축 현장은 다른 일반 현장에 비해 많은 설계변경이 발생한다. 특히 초기 담당자와 입주시 End User

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 중 많은 레이아웃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의료법 및 병원운영 정책에 의해서

도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당 현장의 경우 2017년 2월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강화된 병원시설 기

준에 의한 설계변경이 공사진행 중에 발생하게 되었다. 의료장비의 경우도 많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데, 설계단계에 선정된 모델은 준공 후 개원시에는 이미 구형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

로 최종 의료장비 선정 및 계약은 준공 전 3~6개월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그림은 병원 건축 현장

의 설계변경 원인을 검토한 내용이다.

02
병원 현장 설계
관리 실패사례 
및 관리방안



건설기술 | 쌍용    111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110

[표 4] 병원현장 설계변경 발생원인

발생원인 내용

의료계획 변경

1. 병원 운영 정책 가변성
- 의료 서비스 정도
- 정부의 의료 정책 변화

2. 설계단계 의료계획의 미비
- 의료진(User)의 의견 미반영
- 의료 장비의 미선정

의료장비변경

1. 의료 장비 시설의 전문성 
- 사업 참여자의 전문성 결여
- 장비업체 참여 미흡

2. 의료 장비의 발달
- 의료 장비의 빠른 변화
- 장비 사양의 업그레이드

공사의 전문성/ 복잡성

1. 공간 구성의 복잡 - 복잡한 공종 및 공간 구성

2. 공간 성격의 특수성
- 의료장비, 차폐공사, 클린룸,   
   양압/음압 설비 등

병원 현장에서 사전 설계 코디네이션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특성상 어떤 이유로 반드시 설계변경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없는 관리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설계변경을 확정하고 시공사 

입장에서 리스크(변경에 의한 재시공 비용 및 공기지연 불인정 등)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 현장에서는 의료 계획 및 의료진(User) 의견에 의한 설계변경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골조 공사 

이전 각 과별 의견을 수렴하고 골조공사에 반영하였으며, 칸막이 공사 이전 각 과별 최종 의견을 반영하

여 레이아웃을 확정 지었다. 이후 마감공사 시 발생하는 변경 건에 대해서는 업무지시서 등 명확한 근거

에 기준하여 재시공 비용에 대해서는 실정보고를 득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대형 의료장비 업그레이드 

및 미확정에 따른 설계 코디네이션에 대해서는 발주처 및 장비업체, 협력업체 담당자와 정기적인 미팅

과 협의 및 체크리스트 작성 등으로 변경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와 문서화로 시공사 리스크가 최소

화되도록 노력하였다. 공사의 전문성과 공간의 복잡성에 따른 설계도서 오류와 현장 오시공에 대해서는 

BIM를 통한 사전 시공 시뮬레이션 실시 등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래 그림은 다양한 공종이 복

합적으로 계획되는 실(수술실, 대강당, 병동부, 기계실, 전기실 등)을 위주로 BIM를 통한 코디네이션을 

진행한 내용이다.

[그림 1] BIM을 이용한 검토내용

5인실 병동(5~10층) 수술실(3층) 아뜨리움(5층)

병동부 기계, 전기, 의료장비
설치관련 공간 코디네이션

수술실 의료장비 및 설비시설
공간 코디네이션

아뜨리움 철골 구조물과 설비시설
간섭체크

대강당 천장(2~3층) 기계실(지하5층) 전기실(지하5층)

대강당 천장공조덕트, 캣워크, 조명, 
음향시설 등의 간접체크

구조체와 각종 배관
(공조덕트, 소화, 위생)의 간섭체크

구조체와 트레인 간접체크

설계변경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초기에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었으며, 발주처나 CM조직

에서 설계변경 관리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당사에서 주도적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현

장 설계변경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설계변경 이슈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 설계팀으로 구두나 이메일로 지시하

거나, 발주처 VIP 현장 점검시 직접 구두 지시함), 관련 내용을 일간 팀장회의시 현장 소장 이하 각 팀장 간 

협의를 통해 원가 및 공기 영향에 대한 검토와 진행 방향에 대해 결정을 하고, 해당 구간 및 관련 공정에 

공사 중단 지시(Hold)를 공지하고 설계 변경안에 대한 검토와 도면 작성을 진행한다. 설계변경 공사비 검

토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안과 같이 공무팀에서 공사비 검토를 진행하며, 최종 발주처에 설계 변경안을 

보고한다. 발주처 실무자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관계로, 경중을 따져 발주처 VIP에게 바로 직

보고를 통해 중간 보고 과정을 생략하여 결정 시간을 최대한 단축 시킨다. 보고 결과에 따라 재검토ᆞ재

보고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 VIP 보고 과정을 반복한다. 필요 시에는 현장 목업 샘플 시공을 통해 최종 결

정안을 확정한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발주처 업무지시서를 요청하여 최종 설계변경으로 진행하며 관련 

협력사 주간 설계코디네이션 미팅 시간을 통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 공유와 시공상세도 작성 진행을 협

의한다. 이후 시공상세도 제출로 최종 설계변경안 도면을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현장 시공을 진행한다.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이나 공사비 증감 여부는 공무팀에서 실정보고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아래 그림은 설계변경 관리 현장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2] 설계변경 업무 프로세스

설계 변경 이슈 발생 (By 발주처)

설계 변경 이슈관련 내부협의
(팀장 회의시 - 공기, 원가, 공종별 고려사항 등)

설계 변경안 확정
(By 발주처 업무지시서)

해당 구간 및 공정 Hold 지시
(To.  공사팀 담당자/ 해당 협력업체 현장 책임자)

설계코디네이션 협의 및 시공상세도 작성
(By 설계변경 업무지시서 발송)

설계변경안 검토 및 작성(공사비 검토)
(By 설계팀, 공무팀)

시공상세도 제출 및 승인
(By 설계팀)

설계변경안 제출(발주처 보고)
(By 설계팀)

현장 시공 및 실정보고 진행 
(By 설계팀)

03
설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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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계변경 관리 내용

병원현장의 특성상 많은 설계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고 관련 공종이 많은 관계로 설계변경 내용이 현장까

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 현장에서는 설계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면을 수정하고 수정마크를 달아 현장 담당자들이 수시로 해당 캐드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관리하였다. 또한 협력업체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간 전체 협력사 설계담당자 코디네

이션 미팅을 진행하였고, 주요 공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시로 미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사 Hold 지시, 

설계변경안 확정 등을 설계팀에서 신속하게 업무연락서를 통해 해당 업체에 바로 전달하여 결재 및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였다. Hold 구간에 대해서는 매주 발주처 주간공정회의 시간에 

층별 Hold Area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였다.

3.2 현장 설계팀 조직 및 시공상세도 업무

설계조직과 관련하여 입찰안내서에서는 통합설계실 운영 및 설계요원에 대한 자격과 최소 5명 이상의 기

준이 명기되어 있었다. 유사 규모 타사의 경우(2017.08.27 E병원 D사 현장) 건축 설계담당자만 7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당 현장의 경우 팀장 포함 3명(2020년 2월~10월, 4명)으로 건축 설계를 담당

하였고, 전기/통신, 기계설비 분야는 협력사에서 고용한 설계직원을 설계팀과 협력이 가능한 체계로 조직

을 운영하였다. 아래표는 현장 설계팀 직원의 투입 현황 및 담당 업무 내용, Man*Month 계획과 실제 투

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현장 설계담당 업무(건축)

구성원 담당업무

설계팀장 설계업무 총괄

설계대리 A 병원 마감공사 (수장, 외장, 금속, 차폐, 천장 외)

설계대리 B 의료장비, 자동문, 장애인시설, 녹색건축

설계대리 C 토목, 골조공사, 사인물 공사, 캠퍼스 마감공사

기계설계 실장 기계분야 담당 (협력사 소속)

전기설계 실장 전기분야 담당 (협력사 소속)

(계획 190MM / 실제 136MM)

건축분야(골조공사, 마감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관련 설계업무는 당사에

서 직접 작성한 도면과 협력업체에서 작성한 도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 현장 주요 시공상세도는 아

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6] 시공상세도 관련 업무 (건축분야)

구분 담당 내용

골조공사 당사 골조공사 코디네이션 복합도(RC,철골 포함)

습식공사 당사 블록 및 조적, 타일 상세도

건식벽체 당사+협력사 건식벽체(Drywall) 설치도, 건식벽체 상세도

천장마감 당사+협력사 천장공사 코디네이션 복합도

Facade 협력사 커튼월, 외부창호, 치장벽돌, 석재, AL패널

인테리어 협력사 대리석, 가구, 장식 구조물 외

아래 그래프는 공정율 대비 시공상세도 승인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시공상세도 작성 및 승인 지연으로 

인한 현장 공정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공정 대비 1~2개월 이전 승인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설계변경 

및 복합 공정 구역은 공사 진행 중 긴박하게 진행된 사례도 있다.

[그림 3] 시공상세도 승인율

당 현장만의 설계변경 관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설계변경 관리 프로세스 특징

구분 장점 단점

설계변경
업무주관
(시공사)

시공사 의견이 반영된 설계변경안 도출이 가능하고 설계사 
등의 이해관계자 없이 발주처-시공사로 단순화되어 변경
절차 및 결정 시간단축 가능함

설계오류 등에 대한 책임 문제

시공사 설계업무 이상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
직과 인력 확보 필요

변경도면
실시간 공유

시스템

현장 서버에 변경도면 캐드 파일을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변경내용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함

담당자 미확인시 공유시스템 무의미함

휴대폰 연계시스템 구축은 안되어 있어 현장
에서 실시간 확인은 불가능함

협력업체 설계
코디네이션

시스템

설계변경 지시서 등 공식 문서 발송과 별도로 주간(매주 목
요일) 설계코디네이션 미팅을 진행하여 전체 설계담당자
가 도면 변경 내용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내용을 시
공상세도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현장으로 전달함

설계담당이 없는 업체는 제대로 전달이 안되
는 경우가 있으며, 설계팀에서 주관을 하는 
관계로 공사 담당자들이 내용 숙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음

병원 건축의 특성상 의료정책 및 병원운영정책의 변경, 사용자 요구에 의한 변경, 의료장비 사양 및 운영

계획의 변경, 공사관계자의 경험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한 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설계변경이 다수 발생

한다. 당 현장에서는 200여건 이상,  연면적 8% 이상의 주요 실 레이아웃 등의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발

생하였다. 주요 설계변경 내용을 원인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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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설계변경 내용

구분 해당실 내용

의료정책 음압격리실 음압격리병실 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실 변경 (면적기준 미달)

의료정책 입원실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변경 (4인실 이하 및 병상간격 조정)

의료정책 중환자실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변경 (병상간격 기준 미달 : 91병상 → 73병상)

병원운영 중환자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격리실 수요를 고려하여 중환자실을 1인실 위주로 변경하고   
N.S 공간을 축소함 (73병상 → 80병상)

병원운영
호스피스/치매요양

 병동(14층)
당초 교수연구실로 계획된 14층을 호스피스 및 치매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치매요양   
병동으로 변경함

병원운영 주말 외래진료 지하1층 예비실 공간에 주말 외래 환자를 위한 진료실로 변경함

병원운영
외부공간 엠블런 

차고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를 위해 외부공간 및 엠블런스 차고지를 선별진료소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을 변경함

User의견 약제부
주사약 자동조제(ADS, Automatic Ampule Dispensing System) 도입 등 전반적인   
실 레이아웃 변경

User의견 내시경센터 기존 8개의 내시경실에서 10개로 변경하고 세척장비를 고려하여 세척실을 확장함

User의견 소화기센터 외래 기존 소화기 센터가 협소하여 2층 예비실 공간에 소화기센터 외래를 추가 계획함

User의견 마취과 3층 중앙수술부에 위치한 마취과 사무실 내부에 교수 연구실 7개실을 추가함

User의견 신생아 분만실
신생아중환자실 격리실 위치변경 및 개수를 추가하고 신생아실 및 수유실 등 위치 및   
크기를 변경함

의료장비 척추족부 X-ray실 공간 협소에 따른 장비 설치 불가로 X-ray실 사이즈 변경

의료장비 ANGIO#3 ANGIO#3(예비공간) 천장고 확보 불가로 위치 변경 및 구조 보강

4.1 User 협의

User(의료실무진)에 대한 레이아웃 협의는 공사 단계별 2차례 이상 진행을 하였다. 1차는 골조공사 이전

단계로 해당실의 골조 공사(벽체, 바닥)가 진행되기 전에 매립되는 기계, 전기, 통신 등을 비롯한 바닥 마

감 단차 등에 관한 각별 User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2차는 해당실의 건식벽체 공사 이전에 Shop 도면 작

성시 최종 실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였다. 세부 내용에 대한 요청 사항 계획안을 변경전, 변경후 

도면을 작성하여 각 과 담당자에게 확인 하였으며, 최종 변경 결정을 위한 발주처 VIP 보고 과정을 거쳐 1

차 협의안에 대한 협의 내용을 진행하였다.

2차 협의는 건식벽체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로 2019년 3월부터 진행하였으며, 담당자가 없는 부서 등은 

현장에 파견 나와 있는 발주처 간호국 직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2차 user 협의 이후 가장 많은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부서는 약제부와 정신건강의학과이다. 약제부의 

경우 내부 직원들의 동선과 공간 그리고 ADS라는 주사약 자동조제 장비 도입 등으로 변경이 많이 되었으

며,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최근 정신질환 환자의 의료진에 대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의료진에 대한 안전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비상대피통로를 확보하고 일부실의 위치와 NS(너스스테이션) 배치를 변경

하였다. 

4.2 의료장비 코디네이션 협의

의료공학 및 장비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이 병원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가 되었다. 따라서 고가의 첨단 의료장비 설치를 고려한 계획과 코디네이션이 대형병원 건축 현장에서 무

엇보다도 중요한 시공관리 요소라 할 수 있다.

의료장비가 1~2년 단위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설계당시와 최종 의료장비가 선정되고 계약되어 현장

에 설치될 때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2~3세대 이후 모델이 실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종 의료장비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코디네이션과 협의가 중요하며 최종 장비

에 맞춰 건축, 전기, 설비 등의 설치 조건을 확인하고 수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건축분야에서 반영해야 하는 반입구 동선 및 크기, 천장고, 실 사이즈 구조 하중, 마

감, 배치 및 설치를 위한 구조물, 천장 부착물 등의 기본적인 코디네이션 이외에 전기(전압, 전기용량, 접

지, 분전함, 통신설비 등) 및 기계(항온항습기, 가동온도, 가동습도, 급수, 배수 등) 분야의 세부적인 설비까

지 완벽한 협의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의료장비 코디네이션을 위해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2018

년 3월 발주처로부터 의료장비 코디네이션 및 업체와 협의를 대한 업무지시서를 접수를 받아 LINAC 및 

MRI, CT 등 주요 대형 의료장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1차 협의 진행시에는 LINAC(엘렉타)와 영상

의학장비(지멘스) 등 대형 장비 위주로 골조 공사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코디네이션 하여 현장에 반영하

였다.(바닥 Slab down 및 하중조건에 대한 변경, MEP 배관 슬리브 공사 등)

2차 협의는 2020년 2월 발주처로 부터 최종 의료장비 계약 지명업체 리스트를 전달받아 1개월 동안 13

개의 의료장비업체의 세부적인 장비 설치 실에 대한 코디네이션 사항을 점검하였다.

대형 병원 건축 현장은 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보다 휠씬 많은 설계변경이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발주처 사유로 발생하는 변경에 대해

서는 철저한 설계관리가 중요하다.  대부분 병원현장이 원가나 공기 준수가 어려운 이유가 설계변경이나 

공간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종간 코디네이션 부족으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형 현장에서 설계변

경으로 인한 내용이 공종별 협력업체나 현장 작업자들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도 다른 현장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현장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설계변경 관리 

역량을 키우고, 향후 재시공으로 인한 원가상승, 공기 지연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발주처와의 정산 업

무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는 단순 현장 설계팀의 업무가 아니라 공무 및 

공사팀까지 같이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도 

첨단 스마트 건설 관리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Tool만 좋다고 결과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IM 및 PMIS 등 의사소통의 Tool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

고 관리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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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병원의 의료장비는 보통 발주처가 직접 발주하고 공사가 진행

되면서 장비의 사양이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장비가 반입되는 室의 마감공사에 여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친

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어떻게 의료장비의 코디

네이션과 공사관리를 수행했는지 궁금합니다.

▶ 김화진 차장 (설계 담당) : 의료공학과 의료장비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첨단 의료장비 도입이 병원의 경쟁력으

로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병원 건축 현장에

서는 고가의 첨단 의료장비 설치를 고려한 계획과 코디네이션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공관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반영된 모델은 공사단계에서는 이미 구형 모델이 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주처가 직접 발주하는 의료장비는 마

감공사가 50%이상 진행된 시기에 사양이 결정되고 준공시점

에 반입되기 때문에 장비가 반입되는 室의 마감공사에 크고 작

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당 현장은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의 대형의료장비를 중심으로 해당 室

의 골조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전문의료 장비업체(SIEMENS 

등 13개 업체)와 코디네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장비의 사

양이 결정되기 시작한 준공 6개월전부터는 계약 예정 업체와

의 집중적인 코디네이션을 통해 의료장비 반입과 설치를 중점 

관리했습니다. 초기 장비 사양 및 협의 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몇 개 室의 경우, 기존 도면대로 진행하여 공사 마무리단계에

서 변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의학장비의 경우 구형 모

델에서 신형 모델로 사양이 대폭 변경된 室에는 건축, 전기, 기

계분야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현장 재시공이 이

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건축분야에서 반

영해야 하는 장비 반입 동선과 반입구의 크기, 천장고, 室의 크

기, 하중, 마감, 배치 및 설치를 위한 구조물, 천장 부착물 등의 

기본적인 코디네이션 이외에 전기분야(전압, 전기용량, 접지, 

분전함, 통신설비 등) 및 기계분야(항온항습기, 가동온도, 가동

습도, 급수, 배수 등)의 세부적인 설비까지 완벽한 협의와 시공

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실-크린룸 설비

현장탐방
On-site Interview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국내 현장탐방

해외 현장탐방

116

124

국내 현장탐방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의료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설계와 정밀 시공이 요구되는 최첨단병

원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는 드물다. 쌍용건설은 

1983년 이후 국내외에서 12,0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준공한 

독보적인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력과 최신 트렌드

를 반영한 의료시설을 전 세계에 건설하고 있다. 

2017년 2월 착공을 시작으로 46개월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오는 

3월 Grand Open을 앞두고 있는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

속병원’은 총 1,049병상으로 단일 발주된 의료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최신 의료장비 트렌드를 조사해 건축 및 구조 사항에 반

영한 것이 특징이다. 음압 및 양압 격리실과 음압수술실 설치, 선

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도입 등 공사 변경을 통해 

감염 예방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최고의 의료시설로 완성된다.

이 프로젝트는 대지면적 124,399㎡ (37,600평, 잠실야구장의 

20배), 연면적 210,676㎡ (63,800평, 여의도 63빌딩 5만평)의 

교육연구시설로 1,049병상을 갖춘 부속병원과 대학 본관, 기숙

사, 관사, 대운동장 등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규      모 :  부속병원(지하5층~ 지상15층의 1,049병상),   

캠퍼스(대학 본관, 기숙사, 관사, 데크 주차장, 대운동장 등)

•발 주 처 : 학교법인 을지학원

•공사기간 : 2017년 01월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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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는 수십억에 달하는 고가이므로 철저한 보양과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비가 설치되는 해당 室의 시건 

장치는 장비가 반입되기 전에 미리 설치하고 장비 설치 후에

는 발주처에 해당 室을 인계하여 발주처가 직접 관리토록 하

였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해당 室에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

우에는 당사 공사담당자의 관리 하에 발주처가 관리하는 출입

기록대장을 작성한 후 키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필수일텐데, 을지대병원현장에는 어떠한 무정전 서

비스 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요?

▶ 정원일 차장 (전기 담당) : 한 곳의 변전소에서 전원을 공

급받는 일반 건물과는 달리 당 현장은 두 곳의 변전소에서 전

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즉 변전소 한 곳

에 이상이 발생하면 다른 한 곳의 변전소에서 전원을 공급함

으로써 중단없는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곳의 변전소 모두 전원 공급이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5,000KW 용량의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었고 의료용과 전산설

비용으로 이중화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

비를 적용하여 수술실, 중환자실, 전산장비실 등에 안정적으

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을지대병원현장에는 어떤 종류의 병원특수설비가 적용되었

는지요? 그리고 각 병원특수설비의 역할과 기능이 궁금합니다.

▶ 이동주 부장 (설비 담당) : 병원특수설비는 크린룸설비, 의

료가스설비, 기송관설비, 폐수처리설비, 크린스팀 공급설비

(C.S.G)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여러 가지 병원특수설비 중, 일반

적으로 대형병원이라면 기본 적용되고 당 현장에도 적용된 

크린룸설비, 의료가스설비, 기송관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크린룸(Clean Room)은 실내 공기중의 먼지와 미립자를 최

소로 유지시키고 실내의 압력(양/음압), 습도, 온도, 기류의 분

포와 속도 등을 일정 범위 내로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

수한 방을 말합니다. 이러한 크린룸이 요구하는 실내환경조

발전기실

UPS실 

수술실-의료가스설비

진단검사의학부 - 검채분류기

건을 만족하도록 공기를 정화, 제어하여 무균에 가까운 상태

를 유지하는 설비를 크린룸설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

술실, 중환자실, 격리실, 멸균/세척실, 약제부(조제) 등의 室에 

크린룸설비가 적용되며, 필요한 청정도(CLASS 100, 10,000, 

100,000 등)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의료가스설비란 환자의 생명유지와 회생력에 직ᆞ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가스를 소요실이나 의료장비에 공급하

는 설비를 말합니다. 대형병원에서 사용되는 주요 의료가스의 

종류는 환자의 호흡을 돕는 산소(Oxygen), 수술시 마취용으

로 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Nitrous-Oxide), 주로 수술장비

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질소(Nitrogen), 치과 장비의 동력원

으로 사용하는 압축공기(Compressed Air), 피부과와 흉부외

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환자의 

오염물 등을 배출시키는 진공에어(Vacuum Air) 등이 있습니

다. 이들 의료가스를 환자에 공급하는 가스공급장치로는 Bed 

Console(주로 병실에 설치), Semi Wall Care Unit(주로 중환자

실에 설치)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기송관설비란 배관 내 공기에 흡출력을 부여하여 이송

이 필요한 물체를 소요 위치로 이송하는 설비를 총칭합니다. 

즉 필요한 지점에 송수신함(스테이션)을 설치하여 각종 물품

(혈액 또는 서류 등)을 배관 망(Network)을 통하여 자동으로 

송, 수신하는 공압 이송기 장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송

관설비는 긴급한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물체를 이송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므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

다.(주로 검사시 필요한 혈액 이송에 사용)

지하1층 응급실 

3층 중환자실 전경 

지하1층 전경



건설기술 | 쌍용    121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120

부산 경남지역에 두 번의 어워드(헤럴드경제, ‘살고싶은집 

2019’ 조경부문 대상, 한경비즈니스 2019 그린하우징어워드 

그린에코 대상)를 수상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직아시

아드’ 단지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었

던 의미있는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자연 그대로를 담기 위해 전국에서 직접 수목을 골

라 시공한 단지 내 조경이 유명합니다. 특히, 팽나무정원은 어

느 단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주의 곶자왈 분위기를 연출

해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고 덕분에 조경 ＆ 커뮤니티 특화 

아파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 지하층 출입구 

특화를 통해 필로티의 웅장함을 주변 조경과 어울리게 했으

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수 차례 VE 업그레이드 및 트렌드 업

을 실시해 조합원들에게 극찬을 받은 현장입니다.

부산 사직아시아드 아파트 신축공사

•규       모 :  아파트 6개동(1F ~ 41F), 근린생활시설 3개동,   

지하주차장(B2F ~ B1F)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25 일원

•공사기간 : 2017년 1월 ~ 2020년 3월

▶▶▶ 현장탐방

부산 사직아시아드

국내 현장탐방

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당 현장은 전이플레이트(Transfer Plate)가 적용된 현장입니

다. 본 구조 시스템을 적용한 이유와 이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주요 관리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 건축기술팀 구조설계 담당 : 당 현장의 아파트는 벽식구조 

시스템이고, 각 동별 지상 3층, 지상 2층 바닥을 기준으로 하

부는 기둥식구조로 전이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

트 주동 벽식 열과 하부 필로티 및 주차장 기둥열이 어긋나거

나 기둥간격이 장스팬일 경우에 전이플레이트를 적용하는데 

본 현장도 전이구간의 기둥간격 최대 8.22m까지의 장스팬이

었고, 개방감으로 인한 추가 기둥삽입이 불가능하여 적용하게 

됐습니다.

두께 2.5m의 전이플레이트 구조물의 주요 관리 포인트는 타

설 시에 있습니다.

2.5m라는 슬래브를 한번에 타설하지 못할 뿐더러, 하부 동바

리의 증대 및 존치기간의 증가로 시공성 저하 및 경제성이 저

하되기 때문에 수평분리타설(1차 타설 : 1.5m, 2차 타설 : 1.0m)

을 했습니다.

단지 내 조형물 전경

단지 입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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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 전경

조경 전경

                                                                 

당 현장은 주차장에 플랫슬래브(Flat Slab)구조가 적용된 현

장입니다. 이 구조시스템의 특징 및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건축기술팀 구조설계 담당 : 당 현장은 건축구조기준

(KBC2009)을 적용한 현장으로 플랫슬래브는 지판의 춤이 보

의 춤보다 크지 않아서 지하주차장 층고 감소로 인해 골조 물

량 및 터파기량을 줄일 수 있고, 설비공간 활용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거푸집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 확보가 가능하고, 시공성능 향상 및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중 적재로 인한 균열 발

생이 증가되어 시공 시 균열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당 현장은 선단확장파일이 적용된 현장입니다. 선단확장파일

을 적용한 중요한 이유 및 현장에서의 주요 관리 포인트에 대

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건축기술팀 구조설계 담당 : 당 현장은 지상 39층~41층

의 초고층 아파트로 중력방향의 설계하중이 큰 아파트 현장

이었습니다. 일반 PHC파일(파일직경: D500, 허용지지력: 

fp=1,200~1,500kN/ea)을 적용할 경우 파일 개수가 많아짐

에 따른 파일 배치의 어려움 및 비용 증가의 문제점이 있었

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단확장파일(SPHC: 파일직

경: D500)을 적용함으로써 설계지지력을 1,500kN/ea에서 

2,000kN/ea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 경제

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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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Brookfield Place는 중동 금융의 HUB이자 두바이의 여의

도라 불리는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에 위

치해 있으며, 두바이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친환경적인 최고의 

오피스 건물을 목표로 두바이 투자청(ICD)과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브룩필드 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

이 공동 투자하고 쌍용건설이 건설한 프로젝트이다. 

작년 하반기에 건물 오픈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런던의 유명 회원제 사교클럽인 The Arts Club, Big 4 회계법

인 중 하나인 Ernst & Young 중동ᆞ아프리카 본부, 세계 유수

의 투자금융사와 법무법인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7층~지상 54층, 연면적 303,522m2에 

달하는 초대형 오피스로 ‘빛나는 다이아몬드 형상’이 특징이

며, 쌍용건설이 건설한 또 하나의 두바이 랜드마크가 될 것

으로 보인다.

ICD-브룩필드 플레이스 
(ICD-Brookfield Place)

• 발 주 처 : ICD-Brookfield

• 공사기간 : 2015.12~2020.8 

• 공사내용 : 오피스1개동 (지하 7층~지상 54층) 및 리테일 포디엄

• 현장위치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 금융특구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특이사항 : LEED Platinum 획득

▶▶▶ 현장탐방

ICD-브룩필드 플레이스
ICD-Brookfield Place 

해외 현장탐방

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두바이 최초 지하 7층, Enabling Work 진행 중 어려움이 많았

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

에 지하수가 콸콸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 조옥제 소장 : 보통 중동을 생각하면 바싹 타 들어가는 사

막을 떠올리며 물 자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

지만, 이와 달리 두바이 지하수위는 DMD(두바이 EL) (-)2m 

수준으로 분포돼 있어 공사 중 배수 시스템(Dewatering)은 필

수이며 시스템 고장 시 현장은 완전히 침수하게 됩니다.

특히, 당 현장은 두바이 최초로 지하 7층 깊이의 공사를 진행

했으며, 이를 위해 배수 시스템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

다. 실제 지하 7층 공사를 위해 총 터파기 양은 정미량으로 약 

50만m3, 반출 토사량 기준 약 80만m3, 18m3 덤프 트럭 기준 약 

42,000대 분으로 토사의 양만으로도 엄청난 규모 입니다.

당 현장의 난공사 중 하나로 현장 북측 구역의 Enabling Work

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장 남측과 중앙부에 위치한 지상 54층

의 타워 공정을 선행시키는 것에 모든 계획이 집중돼 있던 당

시, 지상 5층의 포디엄이 앉을 북측은 모든 우선 순위에서 밀

려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지하 7층 바닥까지 내려갈 

차량과 장비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용 경사 Ramp를 설

치 운영중이었고 Enabling Work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

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당 구역의 공정이 지연됐고 어려운 상

황 속에서 각종 소형 장비를 동원해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한 노

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프로젝트는 UAE에서는 보기 힘든 철골구조 고층 건물로 알려

졌습니다. UAE에서 철골공사 중 특이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

을까요? 

▶ 황태주 과장 : 우선 UAE에는 철골 구조로 고층 건물을 시

공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전문 업체가 손을 꼽을 정도이

기 때문에 하도급 입찰 단계에서 면허 문제로 탈락되는 업체

가 다수였습니다. 다행히 당사와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연이 

있던 Eversendai는 UAE 현지에서도 큰 규모의 철골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바이에서 Unlimited 면허를 최

초로 취득한 철골 전문 업체였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더

라도 수행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Eversendai와의 협업으로 무탈하게 공사를 완료했

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총 철골 물량은 23,000톤, 그 

중 5,000톤은 건물 최상부 L50~54에 걸쳐 있는 Outrigger 구

조물, 3,000톤은 L00~05에 걸쳐 있는 A-Frame에 몰려 있습

니다. A-Frame은 영국 설계사인 Foster+Partners의 디자인

으로 건물의 핵심 포인트이며 건물 하부 4면 기둥을 없애 개

방감을 최대화하기 위한 구조물 입니다. A-Frame은 단일 부

재 중량이 최대 85톤, 최소 30톤에 달하는 거대 구조물로 해

당 중량을 양중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Luffing 타워 크

레인 Favelle Favco사의 M2480D(최대 330톤 양중) 기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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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월 2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감내하며 본 

장비를 택한 이유는 건물 기둥의 Base인 A-Frame 구조물의 

부재 감량을 위해 많은 수로 분절할 경우 현장 설치 기간이 길

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공장에서 미리 가공하여 공기를 맞

추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철골공사는, ‘자재수급공장제작 → 운반 → 양중계획’, 이 모든 

요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공종입

니다. 특히 두바이는 고층건물 전체가 철골로 이루어진 경우

가 없던 관계로 사전에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한 타워 크레인 

Hooking Time Analysis 등 더욱 철저한 검토 및 계획이 선행

됐으며, 공사 중에도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양중 계

획이 시시각각 업데이트 됐습니다.

                                                                 

보기 드문 입찰 및 계약 방식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주현 과장 : UAE 현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의 종류는 Fixed Lump Sum Contract입니다. 현장은 입

찰 과정 중 여러가지 계약 종류가 논의 되었으며, 채택된 것은 

Fixed Lump Sum 과 Cost(GMP)+Fee 방식이 접목된 일반적

이지 않은 형태입니다.

A-Frame 철골 설치중

북측 토공사 구간

Brokk Machine 투입

당 현장은 시공사 JV 양사 모기업인 ICD와 Brookfield가 발주

처로서, JV단독 수의 시담 형태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주

간사 MPX에서 Pre-con service를 시작으로 입찰 단계에서는 

발주처 및 PM사(AECOM)와 함께 주요 5개 하도급 공종(철골

공사, RC공사, MEP공사, 커튼월공사, 승강설비공사)의 Open 

Book 입찰을 통하여 업체 및 하도급 계약금액이 결정되었고, 

하도급 계약금액에 JV O&P 5%와 Contingency 3%를 추가

하여 해당 5개 공종은 Lump Sum으로 도급 금액이 결정 되었

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종은 JV에서 제출한 금액을 검토 후 

공종별 Guaranteed Maximum Price(GMP)를 결정하여 이미 

확정된 Lump Sum 금액과 GMP 금액을 합하여 예상 도급액

이 결정 되었습니다. GMP 공종은 공사 단계에서 상기 Lump 

Sum 공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주처 및 PM사와 Open Book

으로 하도급 입찰을 하여 업체 선정과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공사에 불리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 입찰 도서와 계약 후 발

급된 시공도서간 변경 부분을 찾아 Variation Order를 최대한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했고, 해당 변경 사항들은 EOT와도 

연계하여 클레임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양의 International 건설사와 JV 로 협업 하면서 느낀점은?

▶ 조옥제 소장 : 당사가 2015년도 UAE에 재진출 할 당시, 자

사 보유 Resource가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다

년간 Resource를 보유한 업체들과 전략적으로 협업을 위한 

JV를 결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현지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외국 건설 회사 중 하나인 

업체와 협업을 한다는 점에 많은 기대를 품고 시작했으며, 근

무하면서 당사와 비교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공사관리, 원가관리ᆞ통제 등 현장 운영

에 확실히 강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고, 호주 

국적의 주간사 Multiplex는 과감한 Claim을 통한 원가 및 공기 

만회에 주력을 두고 발주처 및 감리 등과 대외 관계를 잘 만들

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당사가 가지고 있는 현

장 운영 능력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서양 업체가 가진 접근 방

식을 잘 배워 접목하겠습니다.

Main Lobby – Summer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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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지하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사례 

기술논문

최근 도심지 지하 굴착 공사로 인한 주변 침하 및 공동 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지표하 

가까이에서 일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반침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사례에서는 OO현장의 지하 

굴착으로 인한 주변 건물의 침하 및 균열 발생 원인에 대해 계

측분석을 통하여 지하수 유출과 지반굴착과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OO현장은 15.55m 굴착과 버팀보 6단의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흙막이 벽체에서 약 15m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보도블록의 침

하가 발생하였으며, 28m 이격된 지점에서 OO건물과 부속건물

과의 접합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벽체 배면으로부터 10m 

이내로 근접한 위치의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는 침하 및 균

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현장 조사 시 확인되었다. 

[그림 1] OO현장 시공 현황

굴착고가 지하수위보다 깊어지는 시점부터 지하수위가 급격하

게 저하되고 있으며 굴착 13m 이후 건물경사계 및 균열측정계의 

계측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

또한 굴착고가 지하수위보다 깊어지는 시점부터 지중경사계 측

정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차관리기준치 27.8mm 

이내로 벽체 안정성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

[그림 2] OO건물 건물경사계 및 균열측정계 계측 결과 

[그림 3] 지중경사계 계측 결과

복합지반은 입자크기 및 투수계수 등에 따라 균등한 차수벽 

폭 형성이 어려우며, 시공 심도가 깊어질수록 수직 오차로 인

한 차수 중첩폭 감소로 누수가 발생 가능하다. OO 현장은 사

질토와 점토가 혼재된 복합지반으로 지하수위 하부 굴착 시점

에 지층의 특성이 변화하고 지하수위가 급격히 저하하는 거동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OO건물의 균열 발생 원인은 차수 효

과가 미미하여 지하수위 저하 및 토사 유실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개수성 벽체일 경우 차수폭과 중첩폭을 확대하거나, 

차수성 벽체를 적용하여 지하수 저하를 방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철저한 수직도 관리를 실시하여 심도에 따른 중첩 범위 감

소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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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중량충격원 특성2를 이용한
공동주택 층 별에 따른 중량충격음 특성 연구

기술논문

본 연구에서는 세대 마감이 완료된 공동주택 1개 라인 전체 세

대 중량충격음 측정을 통하여 층 별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사후 측정 법제화에 대비하여 최적

의 간이 측정법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가 목적이다.

측정 세대는 마감이 완료된 전용면적 59㎡로 구성된 1개 라인 

26세대이며, 바닥 구성은 콘크리트 210mm+완충재(EPS 2종) 

30mm+ 경량기포 40mm+몰탈 40mm로 시공이 되어있다. 

전체 층 별 측정에 앞서 간이 측정법 도출을 위한 측정 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특성 2, 타격위치 간소화에 따

른 CASE 수립하여 사전 측정하였으며, 법규에 정해진 측정 방

법(CASE 1)과 가장 유사한 결과 값이 나타나는 방법을 선정하

여 전체 층 별 측정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1] 사전 측정 방법 CASE

CASE 1 특성 1, 타격위치 5개소

CASE 2 특성 1, 타격위치 1개소(중앙)

CASE 3 특성 2, 타격위치 5개소

CASE 4 특성 2, 타격위치 1개소(중앙)

측정 결과 CASE 1의 결과를 기준값 "0" 이라고 할 경우 CASE 

1 결과 값 대비 CASE 2~4의 결과 값 편차를 그림 1과 같이 표

현한 것으로 CASE 4의 경우가 가장 적은 편차 값(최대 +2dB)

을 나타내어 전체 층 별의 측정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측정 방법 수립을 위한 사전 측정 결과 

1개 라인 2층부터 15층까지 총 28세대의 거실과 안방을 특성 2

의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중앙을 타격한 결과 [그림 2~3]에서와 

같이 층 별에 따른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의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법규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 세

대(최상층, 중간층)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층 별 중량충격음 측정 현황(거실)

[그림 3] 층 별 중량충격음 측정 현황(안방) 

※ 원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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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기술은 기존 건식 외단열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각파이프에 의해 발생하는 열교 현상을 통한 열손실

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아연도금 철판을 절곡하여 상하부 프렌지로 하고 스테인레스 강

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하여 결합시킨 트러스단열프레임을 개발하여 각파이프를 대체한 기술이다.

본 신기술의 열교 차단성능은 먼저, 선형열관류율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기존 각

파이프는 0.027 W/(m2·K), 신기술은 0.010 W/(m2·K)로 나타나 신기술의 경우 열손실이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KS F 2277에 따라 열관류율 실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0.19 W/(m2·K), 신기술 0.15 

W/(m2·K)로 나타나 기존 기술에 비하여 열교 현상 저감에 따른 열관류율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기술의 시공방법은 각파이프 설치 후 외부 차수판을 먼저 시공하는 기존과 달리 ① 트러스단열프레임 

설치 → ② Z-Bar 설치 → ③ 단열재 설치 → ④ 외부 투습방수지 시공 → ⑤ 내부 방습지 시공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현장 용접작업을 최소화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트러스 단열 프레임 각파이프

도면

전열 해석
이미지

손실열량 4.88 W 5.36 W

유효 열관류율 0.156 W/m2K 0.171 W/m2K

선형 열관류율 0.010 W/m2K 0.027 W/m2K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신기술·녹색기술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l cypark@ssyenc.com
도로의 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2020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0 도로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회사 송준호 상무가 당사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도로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

속도로 개통일인 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에서 개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으로 열려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금번 수상은 당사의 우수한 도로공사 수행능력 및 고품질의 시

공실적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  우리회사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등 우리나

라 대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및 건설산업 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LH 우수시공업체 선정

의정부고산 아파트 건설 현장과 김

해율하 아파트 건설현장이 5월 11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

사에서 진행된 ‘2020년 우수시공업

체’ 시상식에서 우수시공업체로 선

정됐다. 이 상은 LH가 발주해 2019

년 준공한 100억원 이상 아파트 현장 101곳을 대상으로 시공, 품

질, 하도급, 안전 등 전반적인 시공능력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우

리회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현장의 공사관리 능력뿐 아니라 주

택공사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우수현장 선정

2021년 1월 26일 밀양-울산 2공구 

현장이 한국도로공사 2020년도 

안전우수현장으로 선정됐다. 이 상

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관리 향

상 노력을 유도하여 고품질 시공

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현장 포상제도이다. 이번 수상

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안전관

리 우수함을 인정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시공평가 가점 등의 우

대사항을 적용받게 됐다.

2020년 건설공사 안전관리 최우수상 수상
     

2020년 12월 29일 쌍용건설 수도권 광역상수도2공구 현장

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20년 건설공사 안전관리 최우

수현장으로 선정되었다. 이 수상은 우수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전 직원들이 안전관리활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로

서 당사의 우수한 안전관리 능력을 발주처에 각인시키는 성

과를 거두었다.

▶▶▶ 건설기술/쌍용(78호, 2021년호) 기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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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 수상

2020년 12월 11일 울주휴게소(함양방향)에서는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고속국도 개통식이 진행되었다. 당사 직원 중 4명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정봉

석 현장소장)과, 국토부장관 표창(황태규 공사과장), 그리고 도로공

사사장 표창(이영탁 현장소장, 권의성 안전과장)을 각각 수상했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장려상 수상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은 국토교통부에

서 주최하는 경연대회로 6개의 세부분야로 나뉘어 경연이 치뤄졌

다. 당사는 ‘스마트 건설안전’분야에 참여하였고 수도권광역상수

도 2공구 건설현장에 ICT와 IoT가 접목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을 적용하였다. 3개월간 진행된 경연대회에서 지하밀폐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인정받아 3위에 해당하

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타 공종

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여러 현장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리모델링 수주 

쌍용건설은 지난 4월 장충동 소재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약 400억원에 수주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은 2001년 쌍용건설에서 외장

공사 리모델링을 수행한 역사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금번 수

주로 당사는 20여년 만에 호텔 내부 인테리어 및 기계전기장비

를 전면 교체하며 다시 한번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본 공사 수주로 당사의 호텔 및 고급건축물 시공 능력을 대

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최근 성공리에 공사를 마친 첨담동 루

이비통 리모델링 공사 실적과 함께 향후 도심지 리모델링 공사 

수주 영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안성 승두2지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쌍용건설은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안성 공

도 아파트’ 신축공사를 약 2,778억원에 수주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공동주택 1,69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

로 지난 2018년 ‘더 플래티넘(The PLATINUM) 브랜드 론칭 후 

당사 아파트 실적 중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사업이다. 사업

지는 평택과 안성을 동시에 누리는 입지에 조성되는 만큼 지역 

내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 KT사옥 신축 수주

쌍용건설은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판교 KT사옥 신축공사’를 약 

9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금번 공사를 통해 당사는 넥센타이

어 R&D센터, KT&G 세종복합개발, 아워홈 식품연구원에 이은 고

급 업무시설 실적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

쌍용건설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고양1-2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을 약 650억원에 수주했다. 우리회사는 도시정비사업 수

주 물량이 감소해 수주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 수주에 성공

해 추후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동내-경산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수주

쌍용건설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동내-경산 천연가스 공급

시설 건설공사를 약 372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이 공사는 대구

광역시 동구에서 경북 경산시 일원에 공급기지(2개소 신설, 2개

소 분기)를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27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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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 수주

쌍용건설은 경남 밀양시에 소재한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를 약 600억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을 적용해 추진하는 국내 제1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밀양시

와 에쓰시홀딩스 공동 민관합동사업이다. 

고양장항 A-4BL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쌍용건설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LH 고양장항 A-4BL 아파

트 건설공사 1공구를 약 1,800억원에 수주했습니다. 이 공사는 

수도권인 일산 지역에 위치하며 LH공사의 대규모 프로젝트 실

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LH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시 

당사의 수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곡 엑셈 연구소 신축공사

쌍용건설은 ㈜엑셈에서 발주한 마곡 엑셈 연구소 신축공사의 시

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총 도급액은  약 303억원이다.이 수주로 

최근 급성장중인 IT기업 연구소 실적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공사는 알루미늄 루버를 활용한 Double-skin 외벽이 적

용되었으며 내부의 경우 대공간 내에 VOID 구간을 넓게 형성하

여 최고급 오피스 건물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건축토목 기술세미나 개최

쌍용건설 건축기술팀 및 토목기술팀 주관으로 기술의 공유와 숙

지를 통한 분야별(영업/견적/공사/안전 등) 전문성 제고, 입찰견

적능력 향상 및 수주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세미나를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기술세미나에서는 ‘건설 산업에서 스마트 기술 기

반 생산성 향상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공업

화 건축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

다. 본 기술세미나를 통해 건설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정보와 국내

외 입찰견적 시 필요한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전파하는 등 업무 유

관팀 임직원들의 업무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각 분

야의 수주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901호 지정

쌍용건설의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이 외단열 시공

기술 관련 시공법으로 건설신기술

(제901호)로 지정됐다. 이 기술은 

열교 차단 기능이 있는 트러스단

열프레임으로 외장재의 구조틀을 

만들고 그사이에 발수 처리한 그

라스울 삽입과 함께 내외부 투습 

방수지를 설치해 탁월한 열교 차단과 결로 방지 효과를 보는 것은 

물론 불연재료 사용 및 무용접 방식으로 화재 구조 안정성도 동시

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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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 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금번 78호 특집기획에서는 ‘COVID-19와 건설산업’ 및 ‘스마트건설 & 그린’ 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실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 외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정보", 주요 현장의 주요공법, 보유기술, 설계변경사례를 소개한 

"현장기술소개", 현장 설계 및 시공 사례를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 "현장탐방", 당사 보유 기술을 소개한 "신기술 · 신공법"  

및 논문 발표 실적을 소개한 "기술논문"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분야 새로운 정보, 기술 및 공법 등 양질의 기술정보를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쌍용』을 함께 만드는 편집·실무위원들

편 집 위 원 장 

부 위 원 장

토 목 기 술 팀

건 축 기 술 팀

플랜트사업팀

전 기 팀

설 비 팀

홍 보 팀

김우상 상무(02-3433-7080, uskim@ssyenc.com)

이 타 부장(02-3433-7773, yita@ssyenc.com)

송태언 부장(02-3433-7918, songtairn@ssyenc.com)

조한택 과장(02-3433-7715,herotaek@ssyenc.com)

현정환 대리(02-3433-7775, hyun686@ssyenc.com)

선우윤호 대리(02-3433-7787, layncenix@ssyenc.com)

박철용 차장(02-3433-7731, cypark@ssyenc.com)

조수연 과장(02-3433-7726, sycho@ssyenc.com)

황학수 과장(02-3433-7811, hssy@ssyenc.com)

이창열 대리(02-3433-7425, changyeol.lee@ssyenc.com)

이용구 사원(02-3433-7404, yg.lee@ssyenc.com) 

김혜영 차장(02-3433-7757, hykim@ssyenc.com)


